
비대면 시대 작업치료의 도전과 혁신 

대한작업치료학회

                                                                        해외 특별강좌

- Global Perspectives of Post-COVID-19 Occupational Therapy Marilyn Pattison (WFOT) 2시간 

- Personalized Measurement to Optimize Occupational Therapy Interventions
Craig A. Velozo (US,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시간 

- Navigating Fieldwork During COVID-19
Loree Pryor (US, University of 
Texas Medical Branch)

2시간 

- How to Conduct the Telehealth Using Goal Setting App in COVID-19 Situation
Tomori Kounosuke (Japan,Tokyo  
University of Technology) 

2시간 

- Supporting self-management after COVID-19: A Dutch occupati onal perspective
Ton Satnik (Netherland, European 
Masters of Science in Occupational 
Therapy)

2시간 

- Occupational therapy for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s in Canada
Jill G. Zwic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시간 

                                                                         국내 초청강좌

- 비대면 시대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 1시간

참여단체 강좌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 제도로 살펴보는 작업치료 현장 I. 의료기관 이경애 (SRRC 다우리병원) 1시간

- 제도로 살펴보는 작업치료 현장 Ⅱ. 지역사회 윤여용 (대한작업치료사협회) 1시간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 비대면 환경의 감각통합 중재 1 지석연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1시간

- 비대면 환경의 감각통합 중재 2 지석연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1시간

대한연하재활치료학회 - 포스트 팬데믹 연하재활의 변화 손영수 (브레인재활요양병원) 1시간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치매 관리: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19 조승현 (우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1시간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 원격재활의 이해/ ICT 기반 가정방문 작업치료연구/ 욕창 예방을 위한 ICT 기반 시팅 시스템 연구/

   ICT 기반 실내용 핸드 사이클 연구  

김종배, 장완호, 이윤환, 김동완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및 대학원)
1시간

한국수부치료학회
- 코로나 시대에 수부치료의 접근과 실습 1 (수부치료를 위한 TMS 이해 & 치료의 문헌고찰)

마성룡 (신성대학 작업치료과)

정중우 (보바스기념병원)
1시간

- 코로나 시대에 수부치료의 접근과 실습 2 (온라인을 통한 스프린트 제작 실습) 송보경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1시간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 정신보건 전문요원 작업치료사를 위한 양성과 취업 신은식 (국립나주병원) 1시간

대한아동·학교작업치료학회

- 발달재활아동을 위한 언택트 소아작업치료 서비스 김영란 (사회성그룹발달센터 꿈키우다) 1시간

- 뇌성마비아동을 위한 언택트 소아작업치료 서비스 함형광 (넥슨어린이재활병원) 1시간

- 발달장애아동의 도전적 행동지원 윤성용 (아이사랑상담소)

대한인지재활학회 - 인지재활을 위한 텔레리햅 김영근 (대구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1시간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
- 작업수행의 신경행동학적 분석, A-ONE 1

오윤택 (신촌세브란스병원)
1시간

- 작업수행의 신경행동학적 분석, A-ONE 2 1시간

워크어빌리티학회
- 북한의 직업재활 1

김환 (대구대학교 작업치료학과)
1시간

- 북한의 직업재활 2 1시간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

노인 치매 인지건강전문가 소개강좌 1 이은영 (기전대학 작업치료과) 1시간

노인 치매 인지건강전문가 소개강좌 2 정윤주 (충남광역치매센터) 1시간

노인 치매 인지건강전문가 소개강좌 3 김정란 (카톨릭관동대학교) 1시간

서울지부 - 비대면으로 가능한 작업치료사의 생활 관리 백영수 (서울재활병원) 1시간

충청지부 - 커뮤니티 케어 작업치료 황도연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1시간

※ 세부 프로그램 주제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시  2020. 11. 14 |토| - 27 |금| 14일간   주최/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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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인사말



대한작업치료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작업치료학회는 올해 창립 28주년을 맞이 

하였으며 그동안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

적인 노력으로 규모와 내용면에서 한국 작업

치료를 대표하는 학회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

루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1993년 창립초기부터 전국 작

업치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학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작업치료분야에서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학회지

인 대한작업치료학회지도 국제 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SCOPUS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활동 외에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치료사협회와 협력하여 작업치료 

학문 발전과 전문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자료개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주지하시듯이 지난 겨울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로 미증유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은 꽉 닫혀 버렸고 

사람의 왕래는 물론 상품의 교역도 뚝 끊겼으며 2차 대유행의 조짐이 확실해 지면서 회원 

여러분의 일터인 재활보건분야도 어떻게 향후 진행될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컨택트 시대의 학술대회를 진행해 오면서 학술적, 임상적 교류를 이어나갔습

니다만 이제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다른 모습으로 치러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해 학술대회는 전격적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작업치료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2주간의 기간을 확보하여 작업치료 학술주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상황은 그동안 대면 학술대회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는 가

능성의 확장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간에는 그동안 시공간의 제약으로 모시지 못했던 세계 각국의 작업치료학 

석학들과 함께 이 상황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대회개최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임상가들이 시공간적 제약으로 함께 하지 못했던 

지난 오프라인 학술대회의 아쉬움이 완전히 해소되어 모든 작업치료학회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한 기분도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 트랜드는 이제 어느 분야에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보건 

분야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을 준비하고 그 속도를 높혀야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우리 작업치료분야에 어떻게 디지털을 입힐 것인가도 생각하고 그 방안은 모색하는 일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택트 기술은 단순히 온라인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 지구 반대편 나라의 의료

진과 화상으로 코로나 19 임상정보를 공유하거나 원격으로 치료에 가담하는 등 이미 활용범

위가 넓습니다. 텔레메디신 및 재택의료, 헬스로봇 플랫폼 개발 등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통한 치료적 접근도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정됩니다.

 이미 의료재활 분야에서는 병원 내 감염방지 등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크게 와 닿고 있으며, 

지역사회재활 분야에서도 코로나 시대의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변화에 대해 더 많이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작업치료교육도 실습교육 등의 한계 등 확연히 다른 실제 상황을 맞이함에 

따라 많은 고민과 토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주간의 학술대회주간을 통하여 언택트 시대에 고민해야 할 다양한 작업치료 영역의 문제들이 

많이 다뤄지고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 석학들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작업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 순간들을 함께 하시어 불확실성의 시대에 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라는 유례없이 어려운 시절에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며 대한작업치료학회에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장기연



축    사



Japanese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나카무라 하루키(中村春基)

President 

 안녕하세요, 일본작업치료사협회회장 나카무라 하루키(中村春基)입니다. KAOT의 여러분과 

아시아 교류회의 이후 2019년 일본작업치료학회에서도 작업치료의 지위향상과 발전에 함께 

해주셨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KAOT 온라인 학회가 "The Innovative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Challenge of Untact Era."라는 테마로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온라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만, 학회 테마대로, 확실히 이노베이션의 시작이라

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금년도의 학회는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온라인에서 개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공간이라는 장벽을 허물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냈

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장점을 살려, 귀국과의 교류가 한층 더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작업치료사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JAOT와 KAOT의 협력으로 어떻게 COVID-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을 통해, 저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역할에 관해서는, 의료·케어·복지에 있어서, 「활동」과「참여」의 시점을 정착시키는 것이, 작업

치료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JAOT에서는, 나라의 보조금으로의 조사 연구 사업의 결과

를 기초로 정책 제언을 실시해, 의료·개호 보험 제도 안에서 작업치료의 대응이 평가받고 있

습니다.



 COVID-19 극복에 대해서는 현재 JAOT에서는 작업치료사를 위해 COVID-19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지침 「COVID-19 감염 대책/작업치료」에 대해 ver. 3」을 정

리하고 있습니다. 귀국에서도 같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정보교환

을 실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팬데믹

(pandemic)을 극복하고, 또 다른 학술교류를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는 동아시아 작업치료 교류회의가 센다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에서도 참가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귀학회의 성공과 귀협회의 발전

을 기원하며, 저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Marilyn Pattison 
President

 안녕하세요 저는 Marily Pattison, WFOT 회장입니다. 2020 대한작업치료학회 온라인 학술

대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1998년부터 WFOT의 회원국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4,000

명의 작업치료사가 있으며 그 전문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WFOT Executive Meeting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작업

치료사들의 열정과 높은 교육수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며, 학술대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이 되시길 바라며, 아울러 많은 것들을 배울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금번 학술대회에서 “COVID-19에 대응하는 WFOT”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였

는데, 여러분들과 강의를 통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AOT - OTUROC

Ching Yi Wu
President

 안녕하십니까 대한작업치료협회 회원여러분

 저는 대만작업치료협회장 Ching Yi Wu입니다. 권위 있는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 초청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과 한국에 계신 작업치료사 및 환자분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저

는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대만 연합 학술대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한

국의 다양한 임상현장과 병원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당시 한국의 환자-중심적 작업치료 

서비스를 보고 매우 감명 받았습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지만, 이렇게나마 저의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COVID-19 팬더믹의 상황은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습관과 라이프스타일, 일의 방식, 재정적

인 계획, 미래의 삶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

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집안일이 증가하고 가정 내 남녀

간의 갈등도 초래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보통의 삶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불

투명합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분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겁니다. 

더욱이 환자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심리사회적 건강이 위협받고, 보건의료전문가로부터

의 도움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는 환자들의 모든 삶의 활동을 촉진하

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장애

와 질병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정답은 없지만 우



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작업치료 임상가, 

교육자,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이와 같은 시대적 위기 상황이 작업치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격건강관리, 원격작업치료 및 가상현실 기반 기술은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금번 학술대회를 통해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작업치료의 지속가능

한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한국과 대만 작업치료협회간의 임상적 교육, 교육에 관한 

토론, 문화적 활동교류와 같은 상호협력적 교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작업치료의 패

러다임을 형성하고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뉴노멀(new-normal) 작업치료 방안들을 찾아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아울러 가까운 미래에 한국과 대만간의 

대면 교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보수교육 이수절차, 프로그램





비대면 시대 작업치료의 도전과 혁신 

대한작업치료학회

                                                                        해외 특별강좌

- Global Perspectives of Post-COVID-19 Occupational Therapy Marilyn Pattison (WFOT) 2시간 

- Personalized Measurement to Optimize Occupational Therapy Interventions
Craig A. Velozo (US,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시간 

- Navigating Fieldwork During COVID-19
Loree Pryor (US, University of 
Texas Medical Branch)

2시간 

- How to Conduct the Telehealth Using Goal Setting App in COVID-19 Situation
Tomori Kounosuke (Japan,Tokyo  
University of Technology) 

2시간 

- Supporting self-management after COVID-19: A Dutch occupati onal perspective
Ton Satnik (Netherland, European 
Masters of Science in Occupational 
Therapy)

2시간 

- Occupational therapy for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s in Canada
Jill G. Zwic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시간 

                                                                         국내 초청강좌

- 비대면 시대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 1시간

참여단체 강좌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 제도로 살펴보는 작업치료 현장 I. 의료기관 이경애 (SRRC 다우리병원) 1시간

- 제도로 살펴보는 작업치료 현장 Ⅱ. 지역사회 윤여용 (대한작업치료사협회) 1시간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 비대면 환경의 감각통합 중재 1 지석연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1시간

- 비대면 환경의 감각통합 중재 2 지석연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1시간

대한연하재활치료학회 - 포스트 팬데믹 연하재활의 변화 손영수 (브레인재활요양병원) 1시간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치매 관리: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19 조승현 (우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1시간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 원격재활의 이해/ ICT 기반 가정방문 작업치료연구/ 욕창 예방을 위한 ICT 기반 시팅 시스템 연구/

   ICT 기반 실내용 핸드 사이클 연구  

김종배, 장완호, 이윤환, 김동완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및 대학원)
1시간

한국수부치료학회
- 코로나 시대에 수부치료의 접근과 실습 1 (수부치료를 위한 TMS 이해 & 치료의 문헌고찰)

마성룡 (신성대학 작업치료과)

정중우 (보바스기념병원)
1시간

- 코로나 시대에 수부치료의 접근과 실습 2 (온라인을 통한 스프린트 제작 실습) 송보경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1시간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 정신보건 전문요원 작업치료사를 위한 양성과 취업 신은식 (국립나주병원) 1시간

대한아동·학교작업치료학회

- 발달재활아동을 위한 언택트 소아작업치료 서비스 김영란 (사회성그룹발달센터 꿈키우다) 1시간

- 뇌성마비아동을 위한 언택트 소아작업치료 서비스 함형광 (넥슨어린이재활병원) 1시간

- 발달장애아동의 도전적 행동지원 윤성용 (아이사랑상담소)

대한인지재활학회 - 인지재활을 위한 텔레리햅 김영근 (대구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1시간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
- 작업수행의 신경행동학적 분석, A-ONE 1

오윤택 (신촌세브란스병원)
1시간

- 작업수행의 신경행동학적 분석, A-ONE 2 1시간

워크어빌리티학회
- 북한의 직업재활 1

김환 (대구대학교 작업치료학과)
1시간

- 북한의 직업재활 2 1시간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

노인 치매 인지건강전문가 소개강좌 1 이은영 (기전대학 작업치료과) 1시간

노인 치매 인지건강전문가 소개강좌 2 정윤주 (충남광역치매센터) 1시간

노인 치매 인지건강전문가 소개강좌 3 김정란 (카톨릭관동대학교) 1시간

서울지부 - 비대면으로 가능한 작업치료사의 생활 관리 백영수 (서울재활병원) 1시간

충청지부 - 커뮤니티 케어 작업치료 황도연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1시간

※ 세부 프로그램 주제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시  2020. 11. 14 |토| - 27 |금| 14일간   주최/주관   



우수논문 및 학술상



2020 대한작업치료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우수논문 및 학술상

번호 수상
저자 및 

소속
제목

1 우수논문상
(실험)

함민주 등 4명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형 
집단인지재활치료의 적용 효과

2 우수논문상
(비실험)

원경아 등 3명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지역사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기반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효과: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3 학술상
홍은경

신성대학교 
작업치료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감각통합치료의 중재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4 학술상

임영명 등 2명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 
창간호~2019년

5 학술상

원경아 등 4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에 대한 경두개 
직류자극술 효과 :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6 학술상
박미래 등 3명
동남보건대학교 

아동발달지원센터

그룹감각통합치료가 학령전기 발달지연 아동의 
작업수행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7 학술상
김아람

풀잎아동발달센터 
작업치료사

중고령자의 활동참여요인 : 고령화연구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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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하

였으며(Statistics Korea, 2018),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표적 노인질환인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의 유병률

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민국 치매현황에 의

하면 경도인지장애는 2017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

인 인구의 약 22.5%를 차지하였으며 5명 중 1명이 진단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2018).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10~15%가 치

매로 발전하고 6년 동안 장기 추적한 결과, 80%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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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형 집단인지재활치료의 적용 효과

함민주*, 홍덕기**, 문경업***, 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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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노인을 상으로 작업치료 기반의 지역사회형 집단인지재활치료를 

적용하였을 시 상자의 인지기능, 신체기능, 작업수행능력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16년 3월 1일부터 동년 11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강원도에 소재한 10개 보건소를 중심

으로 집단인지재활치료를 실시하였다. 총 95명의 연구 상자에게는 주 1회, 회기당 120분, 평균 20.8회

의 중재를 제공하였다. 중재 전후로 인지기능, 신체 유연성과 균형능력 수준, 작업수행능력을 비교 분석

하였다. 

결과 :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MMSE-DS 주의집중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신체기능에서는 유연

성을 검사하는 The Wall Test의 측정거리가 유의미하게 단축되었다. 균형능력을 검사하는 One-Legged 

Standing Test의 측정시간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10-Foot Timed Walk Test의 측정시간은 유

의미하게 단축되었다. 작업수행능력 검사에서는 COPM 작업수행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결론 : 작업치료 기반의 집단인지재활치료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노인의 주의집중력, 신체 유연성과 균

형능력, 작업수행능력의 유지 및 향상에 효과적이며 지역사회형 임상 모델로 활용 가능한 치료방법임을 

제시한다.

주제어 : 경도인지장애, 인지재활, 지역사회,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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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진행되었다(Oh & Lee, 2016; Petersen, 2004). 

치매는 뇌세포의 점진적인 소질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치매는 병의 진행속도에 따라 지남력, 주의집중력, 기억

력, 시공간 능력, 언어기능, 판단력의 저하를 보인다

(Ham, Kim, Yoo, & Lee, 2018; Shin, Lee, Kim, & 

Jeon, 2013). 환자가 고령일수록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 

활동성과 운동량은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신체기능 저하

는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성을 감소시키고 낙상의 위험은 

증가시켜 치매환자의 사망률 증가와도 크게 연관된다

(Scarmeas et al., 2005). 치매환자는 인지기능과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점차 상실하고 결과

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에 치매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기능적 요인 외

에도 개인의 삶에 중요한 작업수행 영역을 평가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Paik & Lee, 2013). 또한 치매환자를 

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지활동 외에

도 운동량을 증 시키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치매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 할 수 있다

(Han, Han, Kim, Kim, & Im, 2012).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환자를 

상으로 인지재활치료에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며 주로 인지기반 중재, 운동중재, 인지와 신체활동을 

병행한 복합중재 방식을 활용하여 인지기능과 일상생

활수행능력의 유지, 정신행동증상과 우울증상 완화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Dannhauser et al., 2014; 

Fernández-Calvo et al., 2015; Luttenberger, 

Donath, Uter, & Graessel, 2012; Viola et al., 2011). 

최근에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작업치료가 강

조되면서 인지활동과 신체, 정서, 사회활동을 병행한 복

합중재 방식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연구되는 추

세이다. 그러나 집단인지재활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부분의 연구가 단일

상 또는 특정 기관의 소규모의 인원을 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제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관리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치매

안심센터가 설립되고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치료서비스

에 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Park et al., 2019). 또한 지역사회 기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인지재활치료의 필요성 및 임상적용을 위한 검

증절차가 강화되고 있기에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용이하

면서도 중재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기반의 지역

사회형 집단인지재활치료가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노인

의 인지기능, 신체기능, 작업수행능력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한 임상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작업치료사협회 치매정책 연구자료 개

발을 목적으로 2016년 3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강원도에 소재한 10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

하였다.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노인을 상으로 작업치

료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형 집단인지재활치료를 적용하

였을 시 상자의 작업수행능력, 인지기능, 신체기능 변

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로써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를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의 계획 및 구성은 작업치료사 2인, 물리치료사 1인, 

학교수 1인을 포함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치

료적 중재는 주 1회, 회기당 120분, 평균 20.8회를 실시

하였다. 

2. 연구 대상

각 기관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 일정,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설명문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스스로 동의

한 자를 모집하였다. 상자 선정은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로 진단받은 자, 65세 이상인 자로 기준을 제시하여 

17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분석에는 95명

의 연구자료를 사용하였다. 탈락자는 농번기, 병환, 장거

리 참석의 불편 등의 개인사유로 출석률이 70% 이하인 

경우, MMSE-DS 사전과 사후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자를 결과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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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78명(82.1%)으로 남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고, 연령은 70 (50.5%), 80 (37.9%), 60 (11.6%) 

순이었다. MMSE-DS 평가점수에 따른 인지기능 수준

은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경우(Questionable)가 36명

(37.9%), 경증 치매수준(Mild dementia)이 31명

(32.6%), 중등도 치매수준이 28명(29.5%)으로 나타났

다(Table 1). 

3. 중재 방법

지역사회 인지기반 중재전략은 현실감각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전산화인지훈련, 회상치료, 신체활동 등의 특

정 중재방식을 단일적으로 사용하거나 2개 이상의 중재

법을 병행한 복합중재를 사용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Ham et al., 2018; Jang, Lee, Kim, & Jeon, 

2012; Kim, Kim, Jang, & Jo, 2013; Lim & Park, 

2013). 다만, 기존의 프로그램은 인지자극 또는 인지훈

련 형태의 중재방식에 머무르고 있어 치매환자의 개별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인지

기반 중재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

능 제한을 치료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환

자 개개인에 한 상담, 치료적 전략에 한 교육, 정서관

리 등을 포괄하는 인지재활 과정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재방식을 5단계의 치료

적용 단계로 구성한 지역사회형 집단인지재활치료 모델

을 구성하였으며 세부 활동내용은 Table 2와 같다. 

1단계는 사회적 참여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로 인사 및 

차 마시기와 같은 분위기 전환 활동을 통해 앞으로의 활

동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 10분

간 진행하였다. 2단계 신체적 활동은 스트레칭 및 의자 

체조와 같은 가벼운 신체활동을 통해 연구 상자의 균형

능력과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움직임의 향상과 흥미를 유

도하는 단계로 약 10분간 진행하였다. 3단계 집단작업치

료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활동으로 

샌드위치 만들기, 딱지치기, 테니스공 볼링 활동과 같은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특정 과

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상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인지

능력을 발휘하여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적으로 약 30분간 진행하였다. 4단계는 사회적 상호교류 

활동으로 1~3단계 활동에서 느낀 감정 및 생각들을 자

유롭게 표현하고 처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자들 간

의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 10분간 진행

하였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약 10분간 휴식시간을 

갖은 후 개별 작업치료를 진행하였다. 5단계에서는 사회

적 상호작용에 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개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개인의 흥

미도와 인지기능 수준에 적합한 회상활동, 인지훈련, 감

각자극 프로그램에 한 훈련을 제공하였으며 노인에 적

합한 여가활동, 치매증상을 처할 수 있는 보상전략과 

돌봄교육을 포함하여 50분간 진행하였다. 연구 상자들

은 총 5단계의 치료적 중재에 따라 회기당 120분의 집단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Characteristics n % M SD

Gender Male 17 17.90

Female 78 82.10

Age(year) 65-69 11 11.60

77.22 6.3670-79 48 50.50

80-89 36 37.90

Cognitive stagea Questionable 36 37.90

22.78 5.47Mild dementia 31 32.60

Moderate dementia 28 29.50
a Questionable means 26 to 29 scores in the MMSE range; Mild dementia means 21 to 25 scores in the 

MMSE range; Moderate dementia means 11 to 20 scores in the MMSE rang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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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도구

1) 캐나다 작업수행측정(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

COPM은 자기 관리, 생산적 활동, 여가 영역에서 작업

치료 중재 전·후로 클라이언트 중심의 수행도와 만족도

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평가도구이다. 중

요도, 수행도, 만족도 3가지 평가범주는 10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응답에 기초해 점수를 측정

한다. 사전평가 비 사후평가의 평균점수가 2점의 차이

가 발생한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

로 해석한다. 검사-재검사 상관계수는 수행도 항목에서 

0.84, 만족도 항목에서 0.63을 보였다(Law et al., 

1994; McColl, Paterson, Davies, Doubt, & Law, 

2000).

2)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MMSE-DS는 치매 예방이 필수적인 치매 고위험군

과 치매환자의 선별검사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

지기능 검사 도구이다. 총점은 30점 만점이며 검사항목

은 지남력(시간, 장소), 주의집중력, 기억등록, 기억회상, 

언어기능(이름 기, 따라 말하기, 명령 실행), 구성능력, 

이해와 판단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MMSE-DS는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정상수준임을 의미하며, 내

적 일관성 신뢰도는 0.82, 검사-재검사 상관계수는 

0.93을 보였다(Ha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치매 

진단 정확도에 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를 

적용하고자 하였고 연구 상이 노인인 점, 학력 수준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인지기능 

검사가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3) 신체기능 검사 

(1) 유연성

➀ 벽 검사(The Wall Test)

벽 검사는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

하였다. 실시방법은 벽을 마주 보고 서서한쪽 팔을 앞으

로 뻗어 손가락이 벽에 닿도록 한 후, 벽 위로 미끄러지도

Table 2. Activity Protocol of a Community-Bas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

Stage Activities Time

Ⅰ
Social relationship & 

participation
Meet with group members, say hello, drink tea, talk about recent 
one week of there’s situation

10 min.

Ⅱ
Body function

maintenance activities
Stretching, chair aerobics, balancing exercise, strength training, 
exercise, exercise at home

10 min.

Ⅲ
Group occupational
therapy(leisure &  

play activity)

Making a name tag, making a bracelet, making a gypsum perfume, 
making a traditional fan, making a paper flower, coloring, making a 
pebble, making a bag, decorating a clock, making a bead, making a 
photo frame, making a puzzle, bowling, tennis ball bowling, jim ball 
play, sensory exercise, board game, pileup of paper cup, bowling, 
golf bowling, tennis, baseball, recreation, workbook activities, handball,
penalty shooter, throwing ball, inflatable volleyball, numberical 
bingo, transfer of table tennis ball, pitch-pot

30 min.

Ⅳ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Introduce yourself, make appointments with others, share your 
thoughts after the activity, time of refreshments

10 min.

Ⅴ

Individual occupational
therapy(client-centere
d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Client-centered programs: today’s experience sharing, reminiscence
programs, cognitive training programs, sensory stimulation programs
counseling and education: leisure activity design and delivery, design
and delivery of symptom care programs for dementia

5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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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며 작은 걸음으로 벽으로 다가간다. 팔이 머리 위쪽

으로 올라가면서 얼굴이 벽에 가까워지면 얼굴을 팔의 

반 쪽으로 얼굴을 돌려 볼이 벽을 향하게 한다. 어깨 관

절의 180°굴곡은 양호한 유연성을 의미하며, 검사 후 

반 쪽 팔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측정은 발끝과 벽 사이

의 거리를 줄자를 이용하여 cm로 기록하였다. 측정 거리

가 0cm에 가까울수록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양호함을 

의미한다(Flatten et al., 1988).

➁ 하체 유연성 평가(The Modified Sit-and-Reach 

Test)

하체 유연성 평가는 하체 근육의 유연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준비물은 딱딱한 의자 2개가 필요하며 

금기증은 고관절 치술 환자이다. 실시방법은 의자에 

앉은 후 다른 의자를 정면에 놓는다. 두 발을 의자에 올려

놓고 정강이가 지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팔을 뻗어 

손이 정강이 쪽으로 미끄러져 가도록 몸을 구부려서 가

능한 범위까지 뻗고 2초간 유지해야 하며 무릎이 구부러

지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다. 측정은 엄지발가락을 기

준으로 하여 손끝이 엄지발가락을 지나치는지 또는 도달

하지 못하는지에 한 거리를 줄자를 이용하여 cm로 기

록하였다. 엄지발가락에 도달하지 못한 거리는 음수(-)

로 기록하였으며 엄지발가락을 지나친 거리는 양수(+)

로 기록한다(Ok, Joo, & Kim, 2018; Rikli & Jessie 

Jones, 2000).

(2) 균형능력

➀ 한발 서기 검사(One Leg Stand Test)

한발 서기 검사는 정적 균형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였

다. 실시방법은 눈을 뜨고 한 발로 서있는 과제와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 발로 서있는 과제로 구성된다. 각 과제 

수행 시에는 1~2회의 연습 후에 양발을 번갈아 가며 검사

를 2회 시행하였다. 측정은 상자가 균형을 잃고 손으로 

의자를 잡거나 양발이 지면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 이하 2자리까지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70

세 이상 노인의 경우, 눈을 뜨고 한 발로 서있기는 14.2초 

동안 가능하며,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 발로 서있기는 4.3

초가 가능하면 정상수준으로 판단한다(Bohannon, Larkin, 

Cook, Gear, & Singer, 1984). 평가방법의 측정자 간 

신뢰도는 ICC=0.99이다(Springer, Marin, Cyhan, 

Roberts, & Gill, 2007).

➁ 열 걸음 걷기 검사(10-Foot Timed Walk Test) 

열 걸음 걷기 검사는 동적 균형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5-Foot Timed Walk Test를 

참고하여 스물다섯 걸음이 아닌 열 걸음으로 거리를 단

축하여 평가하였다. 실시방법은 검사자는 피검사자에게 

가능한 빠른 속도로 직진 방향의 열 걸음을 걷도록 지시

한다. 평상시에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걸어야 한다면 보

조도구를 적용한 채로 측정시간을 기록한다. 측정은 두 

차례의 걸음걸이 시간을 초 단위 이하 2자리까지 측정하

여 평균값을 기록한다(Kaufman, Moyer, Norton., 

2000). 

➂ 5회 반복 앉고 일어서기 검사(Five Times Sit- 

to-Stand Test)

5회 반복 앉고 일어서기 검사는 동적 균형능력을 평가

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실시방법은 벽 앞에 놓인 43cm 

높이의 의자에 앉은 후 팔짱을 낀 상태에서 한 번에 일어

서고 앉기를 5회 연속으로 시행한다. 측정은 상자가 수

행한 전체시간을 초 단위 이하 2자리까지 기록하였다. 연

령 별 정상범위는 60-69세가 11.4초, 70-79세가 

12.6초, 80-89세가 14.8초 이내이며 정상범위를 초과

할 경우, 평균보다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Bohannon, 

2006).

5. 분석 방법

연구자료는 SPSS window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MMSE-DS 사전, 사후검사를 모두 완수한 자는 

95명, 신체기능 사전, 사후검사를 모두 완수한 자는 80

명, 작업수행능력 사전, 사후검사를 모두 완수한 자는 

24명이었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지역사회형 집단인지재활치료에 따른 종

속변수의 전후 차이는 모수검정인 응표본 t-검정

(paired t-test)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의 모든 유의수

준 값은 .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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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프로그램 전·후 인지기능 비교

MMSE-DS 평가를 통해 분석한 인지기능에서는 하

위 인지기능 8개 영역 중 주의집중력 영역에서만 유의미

한 향상을 보였다(p<.05).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 기

억등록, 언어기능(이름 기, 따라말하기, 명령실행) 영

역에서도 사전평가 비 사후평가 점수가 소폭 향상되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able 3).

2. 프로그램 전·후 신체기능 비교

1) 유연성

우측 벽 검사에서는, 측정거리가 사전 4.57±6.23cm

에서 사후 2.52±4.91cm로 유의미하게 단축되었다

(p<.01). 좌측 벽 검사에서는 측정거리가 사전 4.36± 

6.20cm에서 사후 2.66±4.75cm로 유의미하게 단축되

었다(p<.05). 결과적으로 양측 어깨의 유연성이 향상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체 유연성 평가에서는 측정

거리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Table 3. Results of the Pre and Post Assessment on MMSE-DS (N=95)

Category Pre Post p

Orientation(time)  3.75±1.57  3.80±1.54  .58

Orientation(place)  4.59±0.94  4.63±0.83  .58

Attention  2.13±1.90  2.44±2.00  .02*

Memory(registration)  2.73±0.69  2.74±0.56  .88

Memory(recall)  4.78±1.27  4.75±1.22  .76

Language  2.48±0.79  2.53±0.78  .61

Configure  0.49±0.50  0.45±0.61  .46

Understand and judgment  1.83±0.42  1.83±0.42 1.00

Total score 22.78±5.47 23.08±5.43  .26
*p<.05

Table 4. Results of the Pre and Post Assessment on Physical Function Test (N=80)

Category Pre Post p

Flexibility
The Wall Testa

Rt.  4.57±6.23  2.52±4.91 .00**

Lt.  4.36±6.20  2.66±4.75 .01*

The Modified Sit-and-Reach Test  2.78±6.82  2.61±6.85 .82

Balance One-Legged Standing Test
(opened eyes)

Rt.  4.90±5.51  5.85±5.52 .04*

Lt.  5.74±7.24  5.93±5.35 .77

One-Legged Standing Test
(closed eyes)

Rt.  1.28±1.61  1.96±2.10 .00**

Lt.  1.57±2.00  1.81±2.09 .36

10-Foot Timed Walk Testb  2.36±0.95  2.12±0.72 .01*

Five Times Sit-to-Stand Test 12.99±7.49 12.41±6.38 .49
a The closer the measurement distance is to 0cm, the better the flexibility of the shoulder
b A shorter walking time means a better balance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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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형능력

정적 균형능력을 측정하는 한발 서기 검사에서는 눈을 

뜬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로 균형 잡을 때의 측정시간이 

사전 4.90±5.51초에서 사후 5.85±5.52초로 유의미하

게 향상되었으며(p<.05), 눈을 감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

리로 균형 잡을 때의 측정시간은 사전 1.28±1.61초에서 

사후 1.96±2.10초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p<.01). 

그러나 왼쪽 다리로 균형 잡을 때의 측정시간은 두 검사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적 균형능

력을 측정하는 열 걸음 걷기 검사에서는 측정시간이 사

전 2.36±0.95초에서 사후 2.12±0.72초로 유의미하게 

단축되었다(p<.05). 5회 반복 앉고 일어서기 검사에서

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3. 프로그램 전·후 작업수행능력 비교

COPM을 통해 도출된 주요 작업수행영역은 일상생활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여가활동, 사회참여로 나타

났다. 그중 여가활동이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

며, 수단적 일상생활활동과 사회참여에서 각각 23.1%의 

비율을 보였다. 일상생활활동 영역에 한 중요도는 가

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연구 상자의 작업수행도 점수

는 사전 7.21±2.04점에서 사후 8.58±1.99점으로 유

의미한 향상을 보였다(p<.05). 작업만족도는 사전 

8.13±2.15점에서 사후 7.83±1.94점으로 감소하였으

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Ⅳ. 고 찰

인지기반 중재가 초기에서 중기 치매환자를 위해 효

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신의료기술로 개정·고시되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Committee, 2017).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작업치료 영역에서도 치매환자 상 인지기

반 중재에 한 의료적 역할 및 업무 범위에 한 전문성

이 강조되고 있다. 치매환자 중재를 위한 작업치료는 환

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중재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교육, 기술훈련, 상담, 

지원, 스트레스 및 정서관리를 포함한 포괄적 중재를 활

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Abrahams et al., 2018; 

Giltin, Winter, Hodgson, & Hauck, 2010).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노인을 상으로 작

업치료 기반의 지역사회형 집단인지재활치료를 적용하

였을 시 상자의 인지기능, 신체기능, 작업수행능력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0

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집단인지재활치료를 실시하였으

며 연구 상자에게는 주 1회, 회기당 120분, 평균 20.8

회의 중재를 제공하였다. 집단인지재활치료는 5단계의 

치료적용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복합중재방식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인지기능,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교정적 치료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매회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상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환자와 가족에 한 개별 작업치료와 교육을 제공하

였다. 연구결과, 연구 상자의 주의집중력, 신체 유연성

과 균형능력, 작업수행능력의 유지 및 향상에 효과적임

을 확인하였다.

첫째, 인지기능 변화를 검사하기 위한 MMSE-DS에

Reported problem(%)
Performance

p
Satisfaction

p
Pre Post Pre Post

ADL(3.8)

7.21±2.04 8.58±1.99 .01* 8.13±2.15 7.83±1.94 .50
IADL(23.1)

Leisure(50.0)

Social participation(23.1)
*p<.05

Table 5. Results of the Pre and Post Assessment on COPM (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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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의집중력 영역의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지남력, 

기억등록, 언어기능 영역에서도 점수의 향상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작업치료 기반의 인지활동, 신체활동, 정서활동, 감

각·지각활동, 놀이, 수공예,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동시

에 제공하는 복합중재를 활용한 치료방식은 지역사회 경

증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

고하였다(Cho & Yang, 2017; Ham et al., 2018; Kim, 

Park, & Jung, 2017; Shin et al., 2013). 그러나 Viola 

등(2011)의 연구에서는 MMSE 22.6점의 경도 치매환

자에게 12주 동안 주 2회, 하루 5시간씩 작업치료 기반

의 인지활동과 신체활동을 병행한 복합인지재활치료를 

실시하였으나 MMSE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Onor 등(2007)의 연구에서도 MMSE 평균 23.1

점의 치매환자에게 16주 동안 주 1회, 하루 1시간씩 작

업치료 기반의 복합인지재활 중재를 실시하였으나 

MMSE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연구와 비슷한 MMSE 22.7점 수준

이었으나 집단인지재활치료를 적용하여 인지기능 하위

영역 중 주의집중력 항목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중재 기간이 20.8주로 기존연구보다 더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중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

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MMSE의 하위영역에 한 통계분석을 시행한 점에서 기

존 연구보다 세분화된 결과해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MMSE-DS의 경우, 치매의 선별 및 간이

인지기능 검사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 상의 

인지기능 수준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

었다. 특히, 전두엽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이 부족하고 인

지기능 영역평가 범위가 좁아 경증 또는 심한 기억장애, 

집행기능을 자세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Shin, 2010).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MMSE- DS 외에

도 추가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체기능 검사에서는 The Wall Test에서 어깨

의 유연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더불어 정적 균형능

력을 검사하는 One-Legged Standing Test와 동적 균

형능력을 검사하는 10-Foot Timed Walk Test에서도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신체 유연성의 중요성은 나이에 

비례한다. 유연성이 감소하면 관절의 가동범위가 감소하

여 몸을 굽히기, 들기, 뻗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동작이 

저하된다(Hollad, Tanaka, Shigematsu, & Nakagaichi, 

2002). 관절가동범위는 머리 빗기, 머리 위로 옷 벗기, 

등 뒤의 지퍼 올리기, 뒷주머니에 지갑 넣기, 차량의 안전

벨트 착용하기와 같은 일상생활동작을 취하는데 필수적

이다(Rikli & Jessie Jones, 2013). 또한 신체균형을 유

지하는 것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삶과 안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균형능력은 치료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신체움

직임을 요구하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하기 위해 중요한 능력이다(Rikli & Jessie Jones, 

2013). 기존 연구에서는 쪼그려 앉는 동작, 한 발로 서기 

등의 표준적인 운동방식을 이용한 복합운동이 정상 노인

의 낙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Hall, 

Heusel-Gilling, Tusa, & Herdman, 2010). Hafstrom, 

Malmstrom, Terden, Fransson과 Magnusson(2016)

의 연구에서는 60~80세의 상자에게 하루 16분, 주 4

회의 체력 향상 운동 프로그램을 6주 동안 적용하였고, 

정적 균형능력을 평가하는 한발 서기 검사에서 조군에 

비해 눈을 뜬 상태는 32%,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206%

가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 65세 이상 연령 에게 추천

되는 신체활동의 종류는 레크리에이션, 여가시간, 신체운

동, 걷기, 집안일 등이며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맥락에서

는 놀이, 게임, 스포츠, 계획된 운동을 실천하는 것을 권장

하고 있다(WHO, 2010). 본 연구에서는 반복 근력운동 

위주가 아닌 자발적 신체움직임을 유발하는 인지, 신체 

활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노인의 

유연성과 균형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

가 있다. 이에 작업치료 영역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노인을 상으로 인지자극, 인지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테

이블 활동 이외에도 흥미와 놀이 요소를 포함하는 집단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환자의 작업

수행기술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 작업수행영역으로는 놀

이, 여가, 활동 참여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집단중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작업수행능력의 변화를 검사하기 위한 COPM의 

작업수행도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경증 치매환자를 인지활동군과 신체활동군으로 

나누어 12주 동안 주 3회, 하루 30분씩 프로그램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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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COPM 수행도의 점수는 사전 비 증가하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던 반면, COPM 만

족도 점수는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Sim, Baek, Jung, 

& Cha, 2015). 치매 노인을 상으로 12주 동안 주 1회, 

하루 90분씩 복합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작업수행능력의 만족도, 균형능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고하였으나 작업수행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Kim, Lee, Jung, Lee, & Kim, 2015). 작업치료사는 

좁은 재활의 의미로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및 신체기능

을 유지하고 퇴행을 지연시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치

료전략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정한 수행기능 저하 

요인의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것 이

외에도 치매환자와 그들의 가족, 간병인에게 잔존기능을 

최 한 유지하여 치매를 관리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질환에 한 정보제공, 보상 및 처전략, 주거환

경 개선 등의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AOTA, 2017). 즉, 작업치료사는 치매가 있어도 지역

사회에서의 삶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적 관리

를 제공해야 하며 넓은 재활의 의미로 다가가 치료적 관

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방식으로 진행하는 단계별 복합중재 프

로그램 이외에도 평가에 기초한 개별 상담, 훈련, 여가 

및 돌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단계별 복합

중재 접근방식은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노인이 평소 중

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영역의 작업수행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치매환자를 상으로 개별 접근을 실

시하는 것보다 인지, 신체, 정석적 측면을 고려한 집단방

식의 복합중재가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Ham et al., 2018; Livingston et al., 2014).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은 5단계의 치료과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지자극, 인지훈련, 인지재활 전략을 포괄하였다는 점에

서 기존의 연구방식과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은 5단계의 치료과정을 적용

하는 과정에서 인지자극, 인지훈련, 인지재활 전략을 포

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방식과 차별성이 있다. 

전체적인 치료전략은 치매로 인한 상자의 인지기능, 

신체기능, 작업수행능력의 향상 및 치매로 인해 유발되

는 기능장애와 핸디캡을 줄이고, 가정 및 지역사회 내에

서 치매를 케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재활치료 과

정에 목적을 두었다. 세부 중재방식으로 자기소개, 인사, 

레크리에이션, 놀이, 요리활동 등의 인지자극 프로그램

과 개별 작업치료를 활용한 맞춤형 인지훈련, 여가, 보상

전략, 돌봄 교육에 한 통합적 치료를 시도하였다. 이러

한 단계적 치료 접근방식은 상자의 참여도와 평가결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형 집단인지재활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 특정 기관이 아닌 지역 전체를 상으

로 연구기관을 선정하였고 평균 20.8회기로 장기간의 실

험설계를 적용하였으며, 경증치매환자 및 치매 노인의 

주의집중력, 신체 유연성과 균형능력, 작업수행능력 향

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 다만, 실험기관 여건상 무작위 조군 방식의 실험

설계가 이뤄지지 못했고 추적연구를 통한 중재의 지속효

과를 검증하지 못한 점, 연구 상자 비 연구 인력의 부

족으로 상자의 일반적 정보를 다양하게 조사하지 못한 

점, 지역 여건에 따라 연구 상자의 탈락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연구적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등한 

수의 조군을 확보하고 추적 관찰을 통해 치료 효과와 

지속기간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으며 작업치료에 기반한 

집단인지재활치료 방식이 지역사회의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노인에게 각각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규명하

기 위해 다양한 평가영역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

뤄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노인을 상으로 지

역사회형 집단인지재활치료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인기

기능, 신체기능, 작업수행능력에서 나타나는 임상적 변

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지역사회형 

집단인지재활치료 모델은 65세 이상의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노인의 주의집중력, 신체 유연성 및 균형능력, 작업

수행도의 유지 및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 방식임을 알 수 

있었으며 작업치료 기반의 활동구성과 단계별 프로토콜

을 활용한 복합중재 프로그램 방식이 지역사회형 임상 

모델로 활용 가능한 치료방법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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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 Community-Bas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 Based on 

Occupational Therapy in Elderly People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Ham, Min-Joo*, Ph.D. Candidate, OT., Hong, Deok-Gi**, Ph.D., O.T., 

Moon, Kyung-Up***, M.P.H., O.T., Jeon, Byoung-Jin****,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The Graduate School of Kony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RehaSolution Co., Ltd., Own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mmunity-bas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 based on occupational therapy applied to cognitive function, physical function, and occupational 
performance in elderly people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Methods: We conducted group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 in 10 public health centers in Gangwon-do, over a 
period of approximately 9 months, from March 1 to November 31, 2016. The intervention was provided to 95 
subjects in total, one session per week, 120 min per session, for an average of 20.8 sessions. We compared the 
cognitive function, physical flexibility, balance ability, and occupational performance of the subjects.

Results: In the testing of cognitive function, the MMSE-DS attention scores improved significantly. In terms of 
physical function, there was a significant shortening of the measured distance in the wall test, which measures the 
flexibility. In the balance testing, the measured time during a one-legged standing test improved significantly, and 
the measured time during a 10-foot timed walk test was significantly shortened. In the occupational performance 
testing, COPM occupational performance scores improved significantly.

Conclusion: Occupational therapy-based group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 was shown to be effective at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attention, physical flexibility, balance ability, and occupational performance in 
elderly people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suggesting that this treatment method can be utilized 
as a community-based clinical model.

Key words: Mild cognitive impairment, Cognitive rehabilitation, Community,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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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은 가치관, 성격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개인의 행위에 반영되는 것으로, 사람이 살

아가면서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생활양식으

로 정의된다(Park, Han, Park, Ha, & Park, 2019). 이

러한 라이프스타일에는 식습관, 신체적 활동, 활동 참여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2019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미 800만명을 

넘어섰고, 전체대비 노인 인구 비율은 15.5%로 ‘고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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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기반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효과: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원경아*, 박강현**, 박지혁***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작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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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 방식(offline)의 라이프스타일 중재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라

이프스타일 중재(online 또는 mobile health)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을 고찰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2010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데이터베이스 PubMed, Cochrane, Embase, NDSL에 게재

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오프라인 중재 연구 6편과 온라인 중재 연구 4편을 체계적으

로 고찰하였으며,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선정된 10개 논문의 평균 PEDro scale은 6.3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10편의 연구 중 프

로그램 구성을 주로 신체활동 및 식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8편, 작업에 기반한 연구가 2편이었다. 메

타분석 결과, 오프라인 중재 방식과 온라인 중재(모바일 헬스) 방식의 효과 크기가 각각 0.13(p=0.035), 

0.27(p=0.001)로 모두 작은 효과 크기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모바일 헬스) 방식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중재가 고령자의 건강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중재 방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지역사회 상황과 고령자의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관련 중재 기법을 선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주제어 : 고령자, 라이프스타일, 모바일 헬스케어, 예방적 접근, 작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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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

을 넘어서는 ‘초고령화’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Statistics 

Korea, 2019).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고령자의 건

강과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 인자로 보고되는 만성질환 

즉, 생활습관병(lifestyle-related disease)대한 조기발

견 및 중재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 되고 있다(Park, Kim, 

Kim, & Kim, 2018). 특히 고령자의 건강행태요인 즉, 

흡연 및 음주 습관, 운동, 및 영양 상태는 생활습관병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Park et al., 2018). 생활

습관병이란 식사, 운동, 휴식 및 흡연과 음주 등의 생활습

관이 질병의 발병이나 진행에 관여하는 질환으로, 대표적 

질환의 예시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등이 있다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8). 

생활습관병은 질병의 2차 예방(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

에 초점이 맞춰진 성인병 대책에 더하여 라이프스타일의 

개선을 통한 1차 예방, 즉 건강증진과 질환 발생 예방대

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Kang, 2004; 

Kang, 2017). 실제로 세계 각국의 OECD 주요 선진국에

서는 치료에서 예방관리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전환 되

고 있으며, 기존의 사후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사전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정책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내에서도 2010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

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입법을 시작으로 이러한 보

건의료 패러다임이 개편되고 변화하고 있다(Park et al., 

2018). 이렇듯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생활습관병 발

병 및 진행을 포함하여 개인의 건강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련성이 명확해지면서 전 생애에 걸쳐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각 국가의 보건

의료서비스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은 어려서부터 몸에 습관화되는 즉, 외부

적 혹은 내부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개인이

나 집단의 전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일관된 생활양식을 

의미한다(Ko & Seo, 2009).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라

이프스타일이 건강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 하였다(Ham, 2011; Kim, 2010; Seo, 2001) 

따라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등을 

통해 어릴 때부터 올바른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고 지역

사회를 통하여 노년기 때까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

지할 필요가 있다. Park(2009)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

관병 중 하나인 당뇨예방을 위해 40대를 적극적 생활습

관중재군, 약물중재군, 대조군으로 나눠 80세까지 관찰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 생활습관중재군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것이 확인 되었다. 이처럼 생활습관병은 일생

동안 개인의 노력으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행위로 변화

시키는 행동 수정, 즉 자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

으로써 예방 및 관리 될 수 있다(Akesson, Larsson, 

Discacciati, & Wolk, 2014). 생활습관병의 예방 및 관

리에 있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자가 관리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로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향후 

공중보건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Lin, Lei, & Liu, 

2008).

최근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단순히 오래 살아가

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즉, 건강수명 증진에 대

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Yang, Yoon, & Kim, 

2016). 현재 우리 사회는 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건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라

이프스타일에 대한 일상 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건강과 관

련하여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연구들이 증

가하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지역사회 내 라이프스

타일 관련 중재를 노인에게 시행해 본 결과, 노인의 신체

적ᆞ정신적ᆞ사회적 건강과 웰빙이 유지 및 향상되었음

을 보고하였다(Clark et al., 2001; Lin et al., 2014).

그러나, 기존의 보건영역에서 라이프스타일의 중재는 

운동과 식이, 흡연 및 음주와 관련된 중재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Lee, Um, Futoyu, & Nakajima, 2012). 

인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에서 의미있는 

작업에 대한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라이프스타

일의 설계에 활동참여 영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학계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Roley et al., 2008). 

작업치료사는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활동에 대한 참여와 일과(routine)에 대한 중

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보건전문가이다(Clark et al., 

1997). 작업치료영역에서는 Lifestyle RedesignⓇ 프로

그램이 라이프스타일 중재를 매개로 한 대표적인 프로그

램으로 여겨진다. 기존의 다른 라이프스타일 중재와는 

달리 Lifestyle RedesignⓇ의 경우 의미 있는 활동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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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타일을 리디자인 해줌으로써 

노화로 야기되는 기능감퇴의 속도를 저하 시키며,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비용효과를 보고 한바 있다(Clark 

et al., 2012; Hay et al., 2002). 

그러나 지금까지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중재는 대부분 

전문가와 참여자가 서로 대면한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도출한 방해

요소 극복 전략을 실제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여 장기

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일상 속에서의 지속적인 실천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

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상 속에서의 지속적인 관리, 즉 개인의 상황과 요구

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관리를 위해 모

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 방식을 활용하는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건강수명 증진에 대한 관심

은 스마트 시대와 결합되어 스마트기기와 각종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건강증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IT 

분야를 포함한 보건, 사회복지 및 다양한 산업 분야들간

의 융합을 통하여 확대되고 있다(Lee & Kim, 2015). 

보건복지부에서도 생활습관병 위험군에게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의 확대 시행을 발표

하는 등 모바일 앱을 건강관리에 적용하도록 확대 및 지

원하고 있다(An, Kang, & Chung, 2018). 모바일 헬스

케어를 통한 일상 속 건강관리는 생활습관병의 주요 위

험군인 고령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65세 이상 75세 미

만 노인의 경우에도 약 56%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많은 노인들이 건강 관련 모바일 앱 

활용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Park, Wang, Fulk, & McLaughlin, 2010; 

Korean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7). 특히, 50~60대의 그룹은 ‘액티브 시니어’로 지

칭 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인터

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에 능통하고, 이들 

중 모바일을 매일 사용하는 비중이 85%에 달하는 등, 모

바일 이용률 또한 높아 ‘디지털 시니어’로 성장하고 있으

며 건강관리와 젊음을 위한 투자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MezzoMedia, 2017). 

이처럼 노인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해 모바일 앱 활용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대상

으로 한 모바일 헬스케어 적용방법과 효과를 알아보고 이

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시

행된 라이프스타일 관련 중재(오프라인 형식, 온라인 또

는 모바일 헬스케어)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을 체계적

으로 고찰하고, 각 개별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에 대한 효과 비교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라

이프스타일 관련 중재를 제공할 때 근거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가이드라

인에 따라 체계적으로 문헌을 고찰한 후, 메타분석으로 

각 개별연구들의 결과를 통합·분석하였다(Liberati et 

al., 2009).

1. 문헌검색전략

1) 논문 검색 및 데이터 수집

2010년 1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데이터베이스 

PubMed, Cochrane, Embase, NDSL에 게재된 문헌

들을 대상으로 검색을 진행하였다. elderly, older adults, 

senior, mobile phone, smart phone, mobile health, 

application, lifestyle, lifestyle intervention, prevention, 

health promotion을 조합하여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검

색을 시행하였으며,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노인, 고

령자, 모바일 헬스, 생활습관,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

일 중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검색을 시행하였다.

2) 선정기준 및 배제기준

본 연구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고령

자를 5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노인의 개념은 각종 법

률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

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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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

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화백서를 포함하

여 정보화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설정하고 있다(Joe & Hong, 2014). 따라서 본 연구 또

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실험군 및 대조군의 평균연령

이 모두 5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설정하였

다. 그 외 라이프스타일 관련 중재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논문과 라이프스타일 관련 중재를 받지 않은 대조군이 

있는 실험연구,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 전문보기

가 가능한 연구를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배제기준에는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 효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토콜 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연구, 포스터 또

는 단행본, 사전-사후 평가 결과(평균±표준편차)가 제

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 기타 연구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문헌으로 설정하였다.

2. 문헌 선택 과정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선정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서 문헌을 검색하여 수집한 후, 중복 제거, 제목 검토, 초

록 검토, 전문 검토의 순서로 선별과정을 거쳤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논문들에서 중복되는 문헌을 

제외한 다음, 선정 및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2명의 저자가 

개별적으로 문헌을 선별하였다. 선별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3명의 저자가 모두 토의하여 

선별 여부를 결정하였다.

3. 문헌의 질 평가

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PEDro) scale

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헌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PEDro scale은 무작위대조연구의 질적 수

준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되는 평가도구로, 총 11문항

(외적타당도 1, 내적타당도 10)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결과는 내적 타당도를 평가하는 10개 문항(10점 만점)

을 통해 Excellent(9~10점), Good(6~8점), Fair(4~5

점), Poor(4점 이하)으로 해석한다(Maher, Sherrington, 

Herbert, Moseley, & Elkins, 2003). 절단점(cut-off 

score)을 6점으로 설정하기도 하나 4~6점에 해당하는 

연구결과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PEDro 점수에 따라 문헌을 삭제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Maher et al., 2003).

4. 분석방법

1) 체계적 문헌 고찰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들의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제

시하고자 Participation, Intervention, Comparisons, 

Outcomes, Timing of Outcome Measurement, 

Settings, Study Design(PICOTS-SD) 방식을 활용하

였다. 즉, 체계적으로 분석한 문헌들의 특성을 연구대상

(P), 중재법(I), 비교그룹(C), 연구결과(O), 결과측정시

기(T), 연구 환경 또는 세팅(S) 그리고 연구 설계(SD)

라는 형식에 맞춰 분석하였다.

2) 메타분석

메타분석은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진 문헌을 통해 진행

되는 연구방식으로, 각 개별연구들의 결과를 하나로 통

합하여 통계적으로 재분석하는 경험적ᆞ통계적 연구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Biostat Englewood, NJ, USA) 프로그램

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하면서 세 가지의 분석지표를 확인

하였다. 

통계적 이질성이란, 하나의 결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개별연구들이 동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모바일 기반 라이프스타일 중재(이하 온라인 중

재)와 대면 방식의 라이프스타일 중재(이하 오프라인 중

재)로 구분된 여러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이질적인지 확

인하기 위해 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

해 통계적 이질성 검정을 수행하였고, Cochran’s Q 통계

량으로 동질성 척도를 확인하였다(Lee & Sohn, 2016).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연구의 수가 적으면 통계적 검정

력이 낮아 검정통계량 Q에서의 유의수준을 p<0.1으로 

상향하여 통계적 이질성을 판단하였다(Rosenthal & 

Rubin, 1982).

효과크기는 차이 또는 관련성의 정도를 측정해주는 표

준화된 지표이다. 메타분석을 위해 선정된 개별연구가 

이질적이라고 전제하는 경우 확률효과 모형(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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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으로, 동질적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고정효과 모

델(fixed-effect)으로 효과크기를 해석해주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중재방식을 ‘온라인(online) 

중재’와 ‘오프라인(offline) 중재’으로 나누어, 각 중재법

에 대한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효과크기에 대한 해석

은 주로 small, medium, large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 

절댓값이 0.2 이하면 작은(small) 효과크기, 절댓값이 

0.8 이상이면 큰(large) 효과크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Cohen, 199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한 연구가 출판되기 

쉬운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 출판편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출판편의가 있는 경우 실제 효과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Simes, 1987). 본 연구에서는 Egger’s Regression

과 깔때기 점도표법(funnel plot)을 통해 메타분석에 포

함된 개별연구들의 출판편의를 검토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분석 대상 논문 도출 

4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모바일 기반 라이프

스타일 중재(online)’와 ‘오프라인 방식의 라이프스타일 

Identification

PubMed
(n=350)

Cochrane
(n=14)

Embase
(n=21)

NDSL
(n=262)

Searching results
(n=647)

Screening

Removes duplicates 
(n=543)

Records excluded (n=474)
-Systematic review or Meta analysis(n=71)
-Not experimental research designs (n=118)
-Not for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n=125)
-Not peer-reviewed research(n=11)
-Different research purpose (n=111)
-Developing assessment tool or protocol (n=37)
-Not English or Korean(n=1)

Record screened with 
title and abstract

(n=543)

Eligibility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69)
Records excluded (n=59)
-Systematic review or Meta analysis (n=4)
-Not experimental research designs (n=5)
-Not for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n=34)
-Different research purpose (n=7)
-Developing assessment tool or protocol (n=3)
-Not full-text (n=6)

Included

Included in qualitative 
synthesis
(n=10)

Figure 1. Flow Diagram for Stu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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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offline)’관련 문헌 647편에서 104편을 중복 제거

하였다. 중복 제거 후 남은 543편의 논문의 제목과 초록

을 토대로 선정 및 배제기준에 따라 논문을 선별한 결과 

69편이 남았으며, 69편의 문헌의 전문을 검토하여 최종

적으로 10편을 선정하였다(Figure 1).

2. 분석 대상 연구의 특징 연구의 질

최종적으로 선정된 각 개별연구의 질적 수준을 PEDro 

scale을 통해 평가한 결과, Excellent(9~10점) 수준은 

1편, Good(6~8점) 수준은 6편, Fair(4~5점)이 3편이

었다. 선정된 논문의 평균 PEDro scale은 6.3점이었다

(Table 2).

3.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1) 근거 제시: PICOTS-SD

10개의 논문들을 분석한 후 체계적으로 결과를 제시

하기 위하여 Participa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Timing of Outcome Measurement, 

Setting, Study Design(PICOTS-SD) 방식을 활용하

였다. PICOTS-SD에 기반하여 10편의 문헌고찰 대상 

논문의 특징은 Table 1에 제시해두었다.

2) 연구의 경향 및 대상자의 특성

총 10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 대조군의 중재 

방법과 및 표본 크기에 관한 내용은 Table 2에 정리 하였

다. 출판 시점을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2편의 논문 출판 경향을 보이다가 2016년 3편(30%)

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관련 연구가 가장 많

이 이루어진 국가는 미국이 3편(30%)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이 2편(20%), 캐나다, 타이완, 중국, 말레이시아와 

이스라엘이 각각 1편씩(각각 10%) 출판하였다. 라이프

스타일 중재의 전달체계방식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개선

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면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

한 논문 6편(60%)이지만, 모바일 헬스 기기를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개선 중재 프로그램은 4편(40%)으로 현

재까지는 클라이언트와 보건 전문가 간의 오프라인 방식

이 중심이 된 라이프스타일 중재 서비스 제공이 좀 더 선

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 연구자의 질환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자(과체중, 비알콜성 지방간)를 대상으로 한 

연구 4편(40%), 특정 질환이 없는 지역사회 거주 고령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4편(40%)으로 분석 되었고, 그 

외 전립선 암 관련 질환 대상 연구와 저혈압을 가진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1편씩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중재는 주로 대

사증후군 혹은 아직 특정 질환이 발병하지 않는 중ᆞ고

령자를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었다. 

3) 라이프스타일 중재 프로그램의 특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중재방법은 개별연구마다 각기 특

성이 있지만 대부분 고령자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관

Participation (P) Community-dwelling elderly

Intervention (I) Lifestyle-related intervention

Comparison (C) Usual care or No treatment

Outcome (O) Biochemical factor
Physical factor
Nutrition
Emotion
Health and well-being
Cognition

Timing of Outcome Measurement (T) The period of a lifestyle intervention

Settings (S) Community

Study Design (SD)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Table 1. Characteristic of the Studies Based on PICOT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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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 위해 신체활동 및 식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8편

(80.0%), 작업에 기반한 연구가 2편(20.0%)이었다

(Table 3, 4). 개별연구를 고찰해본 결과, 라이프스타일 

관련 중재프로그램은 주로 신체활동(운동)이나 식생활

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라이프스타

일 관련 중재를 받은 그룹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유의미

한 변화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4) 종속변수와 평가도구

직접적인 대면(face-to-face)방식(오프라인 형식)

의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효과와 모바일 기반의 라이프스

타일 중재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각 연구에서 사용

된 평가도구를 종속변수에 따라 구분하였다. 총 10편의 

연구에서 확인된 종속변수는 생리학적 요인, 신체적 구

조 및 기능적 요인, 및 건강과 삶의 질 영역으로 분석 되

었다(Table 5). 대상자의 라이프스타일 중재 후 효과 확

인을 위해서는 주로 생리학적 요인에서는 Body Mass 

Index(BMI), Triglyceride(TG), Blood Pressure(BP) 

등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60%). 신체적 

기능수준의 경우, 대상자의 활동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도구가 사용되었고, 그 중 만보계(pedometer) 

(20%)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돤 것으로 분석 되었다. 대

상자의 중재 전 후의 영양섭취 정도를 파악 한 것은 

Petrella, Stuckey, Shapiro와 Gill(2014)의 연구에서 

유일 하였다. 한편 정신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CES-D가 총 2편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외 전반적 건강측정을 위해서는 SF-36이 총 3편

(30%)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Categories
Author
(year)

Country Lifestyle intervention program
Sample 

size
Pedro 
scale

Offline 
(face to 

face) 
services

Chung et al.
(2017)

Taiwan ⋅Exercise & nutrition program 69 7

Clark et al.
(2012)

America ⋅Well elderly Lifestyle RedesignⓇ intervention 460 6

Dong et al.
(2016)

China ⋅Lifestyle counseling regarding diet and 
physical activity

280 5

Gilbert et al.
(2016)

UK ⋅Supervised exercise training dietary advice 50 9

Mountain et al. 
(2017)

UK ⋅Lifestyle matters intervention 288 6

Ziv et al.
(2013)

Israel ⋅Physical exercise
⋅Dietary education
⋅Self-prepared group meal session
⋅relaxation and stress management

113 5

Online 
Services 

with mobile 
health 

services

Bickmore et al.
(2013)

America ⋅Embodied Conversational Agent (ECA) 
intervention(virtual exercise coach interface)

263 7

Fukuoka et al.
(2015)

America ⋅Modified diabetes prevention program and 
home-based exercise program with mobile 
app, pedometer

61 7

Muller et al.
(2016)

Malaysia ⋅The Malaysian Physical Activity for Health 
Study (myPAtHS) 

⋅Short Message Service (SMS)

43 6

Petrella et al.
(2014)

Canada ⋅Mobile health intervention 149 5

Table 2. Characteristic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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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Author
(year)

Contents of lifestyle 
intervention program

Effects

Offline (face 
to face) 
services

Chung et al.
(2017)

⋅Aerobic exercise program: 3 times/week (45 
minutes each session)

⋅Walk: 5 days per week, 45 minutes each day
⋅Nutrition seminar: 2 times (1.5 hours each 

session)
⋅Total: 18 month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hange in waist 
circumference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lark et al.
(2012)

⋅Occupation-based approach: education, 
direct experience, peer exchange etc.

⋅Group session: 1 hours/1 time, 24 sessions
⋅Individual session: 1 hours/1 time, 10 sessions
⋅Total: 6 months 

⋅Life Satisfaction-Z, CES-D, SF-36 v2 
scor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experimental group

Dong et al.
(2016)

⋅Counseling on diet & exercise: 10 minutes/1 
session per 3 months

⋅Total 2 years

⋅In experimental group, there are 
positive changes in hepatic steatosis 
grade and the number of grade 1 
steatosis patients

Gilbert et al.
(2016)

⋅Individual exercise: 3 times/week, 1 hour/1 
session

⋅Healthy eating seminars: 1 time per 2 weeks 
(20 minutes/1 time)

⋅Total: 12 weeks (follow-up: 3 month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more positive change in 
FMD (Flow Mediated Dilatation) 
compared to control group

Mountain et al. 
(2017)

⋅Occupation-based approach: identification of 
participants’ goal, practice new or neglected 
activities  etc.

⋅Group meeting (discussion etc): 1 time/week
⋅Individual session (practicing new activity 

etc): 1 time/month
⋅Total 4 months (follow-up: 2 years)

⋅Only in the experimental group, positive 
changes in de Jong Gierveld (emotional 
& social loneliness) were maintained 
until 2 years later

Ziv et al.
(2013)

⋅Group walk: 1 time (45 mins)/week
⋅Individual walk: : at least 3 times/week
⋅Dietary education & self-prepared group 

meal session: 1 time/week
⋅Relaxation and stress management: 1 

time/week (yoga etc.)
⋅Total: 4 months 

⋅Significant reductions in body mass 
index, cholesterol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scores were observed only in the 
experimental group

Table 3. Characteristic of Offline-Method Lifestyle Intervention Programs

Categories
Author
(year)

Contents of lifestyle 
intervention program

Effects

Online 
services 

with mobile 
health 

services

Bickmore et al.
(2013)

⋅The application (Embodied Conversational 
Agent; ECA) and pedometer were used

⋅ECA is the virtual exercise coach interface
: based on the exercise data transmitted from 
the pedometer to ECA, a virtual avatar 
suggests an appropriate exercise plan and 
participants follow it everyday 

⋅Total: 2 months

⋅After the intervention, the number of 
step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able 4. Characteristic of Online-Method Lifestyle Interven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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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Assessment tools

Biochemical factor
BMIa,c,d,f,h,i, FBGa, TGa,c,d,f,h,j, HDL-Ca,d,f,h,j, LDL-Cc,d,f,h,j, WCa,j, MetSa, SBPa,c,d,f,h,j, DBPa,c,d,f,h,j, 
Abdominalc, FLIc, NAFLD-FSc, ALT(U/L)c, AST(U/L)c, GGTc, TCHc,j, FPGc,h, FMDd, GTNd, 
Body fat massd, Skeletal muscle massd, SHBGd, Grip Strengthi, FGj, HbA1cj, HOMA-IRj, CRPhsj

Physical functions
Visual searchb, Digital pedometerg,h, Hip circumferenceh, PARh,  Self-Efficacy for Physical 
Activity Surveyh, Social Support and Exercise Surveyh, Barriers to Being Active Quizh, 
EXSEi, IPAQi, 30-second chair-stand testi

Nutrition Block Food Frequency Questionnaireh

Emotion CES-Db,h, Brief Resilience Scalee, de Jong Giervelde, PHQ-9e, GSEe

Health and well-being SF-36b,e,f, Life satisfaction-Zb, LSId, EQ-5De, ONSwell-beinge

Cognition CERAD-memoryb, Psychomotor speedb

a: Chung et al(2017), b: Clark et al(2012), c: Dong et al(2016), d: Gilbert et al(2016), e: Mountain et al(2017), 
f: Ziv et al(2013), g: Bickmore et al(2013), h: Fukuoka et al(2015), i: Muller et al(2016), j: Petrella et al(2014)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BMI: Body Mass Index, CERAD: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of Alzheimer’s Disease,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RPhs: High ensitivity 
C-reactive Protein,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EQ-5D: EuroQol5-Dimension, EXSE: Exercise Self-Efficacy Scale, 
FBG: Fasting Blood Glucose, FLI: Fatty Liver Index, FMD: Flow-Mediated Dilatation, FPG: Fasting Plasma Glucose, GGT: 
Gamma-Glutamine Transpeptidase, GSE: General Self-Efficacy Scale, GTN: Glyceryl Trinitrate, HbA1c: Glycated 
Hemoglobin,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OMA-IR: Homeostasis Model for Insulin Resistance, IPAQ: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SI: Leisure Score Index, 
MetS: Metabolic Syndrome, NAFLD-FS: NAFLD-Fibrosis Score, ONS well-being: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well-being, PAR: 7-Day Physical Activity Recall, PHQ-9: Patient Health Questionaair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SF-36 v2: Version 2 of the 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 SHBG: Sex-Hormone-Binding Globulin, TCH: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WC: Waist Circumference

Table 5. Assessment Tools Categorized by Dependent Variable

Categories
Author
(year)

Contents of lifestyle 
intervention program

Effects

Fukuoka et al.
(2015)

⋅The application (Modified Diabetes Prevention
Program; mDPP) and pedometer were used: 
self-monitoring to ensure that the rules (related 
to weight, amount of activity etc) have been 
followed through the application

⋅Total: 5 months

⋅As a result of the intervention, weight, 
body mass index, blood pressure 
management were improvement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addition, the daily steps were higher 
and saturated fat intake was lower in 
the experimental group

Muller et al.
(2016)

⋅Experimental group receive some short mobile 
phone message to encourage exercise 
regularly

⋅Total: 12 weeks

⋅SMS texting group exercised 
significantly more than non-SMS 
texting group

Petrella et al.
(2014)

⋅The application (Healthanywhere) were used: 
participants can receive advice on weight 
management from a doctor by entering 
information about steps, blood pressure, blood 
sugar level, and wight into the application

⋅Total: 3 months

⋅In experimental group, blood pressure 
was well significantly managed than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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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타분석 결과

1) 통계적 이질성 검정

메타분석에 포함된 논문 10편의 Q통계량 검정에서 Q

값은 오프라인 중재방식이 3.80(p=0.58), 온라인 중재

방식이 0.95(p=0.81)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재로 구분되어진 연구결과의 처리효과 측정과 

신뢰구간의 요약자료 크기가 통계학적으로 다르지 않음

을 의미하므로, 고정효과 모형으로 각 개별연구 결과를 

통합하고 해석하였다.

2)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중재프로그램 효과크기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오프라

인 중재방식은 0.13(95% 신뢰구간: 0.01~0.25, 

p=0.035), 온라인 중재방식은 0.27(95% 신뢰구간: 

0.09~0.45, p=0.001)으로 모두 작은(small) 효과크기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igure 2, 3). 

Figure 2. Forest Plot Showing Offline Lifestyle-Related Intervention

Figure 3. Forest Plot Showing Online Lifestyle-Related Intervention

Figure 4. Funnel Plot of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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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편의

깔대기 점도표를 분석한 결과, 비교적 표본 수가 작

아 깔대기 내 아래쪽에 분포하고 있는 개별연구들은 시

각적으로 좌우 대칭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였다. 

따라서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 Egger’s 

regression intercept test를 실시한 결과 p>0.05 으로, 

통계적으로는 출판편의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Figure 4).

Ⅳ. 고 찰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

일 관련 중재를 적용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근거를 제시한 후, 결과변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재 

방식으로 설정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각 중재 방식의 효

과를 분석하였다. 

최근 운동습관, 식습관, 흡연, 음주 등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 요소가 생활습관병(예.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

병과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질병 발생 예

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라이프스타일 개선에 관심을 가지

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의 건강 문제의 약 

80%가 건강증진행위와 라이프스타일 개선을 통해서 예

방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고령자의 사망과 관련

한 주요 원인 10가지 중 50%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Lalonde, 1974; Pastorino 

& Dicky, 1990). 한국 또한 노인 인구 급증과 동시에 

생활습관병을 지닌 고령자도 함께 늘어나면서, 개인적·

국가적 부담이 모두 커지고 있어서 노인의 건강은 사회

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Lee & Choi, 2012). 고령 인

구 급증과 함께 이어진 의료비 부담의 증가와 각종 사회

적﹡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의 건강 행동 증

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자의 사망과 연관된 주요한 위험요인들은 라이프스

타일 개선을 통해 수정 가능한 행동적 요인에 의해 발생

하고 Health People 2010에서도 흡연, 신체활동과 같은 

라이프스타일 요소를 건강 지표에 포함하면서, 다양한 

접근법 중에서도 라이프스타일 관련 중재 전략이 특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Coleman & Pasternak, 

2012). 이에 본 연구는 여러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라

이프스타일 관련 중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라이프

스타일 관련 중재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

역사회 거주 고령자에게 라이프스타일 관련 중재를 적용

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중재들을 중재 제공

방식에 따라 모바일 기반 라이프스타일 중재(이하 온라

인 중재)와 대면 방식의 라이프스타일 중재(이하 오프라

인 중재)로 분류하여 중재의 특징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생활양식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일

상생활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건강 관련 전문

가와 대면하여 라이프스타일 관련 중재를 적용했던 방식

에서 벗어나,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

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바일 앱 활용이 주목

되고 있다. Chung, Skinner, Hasty와 Perrin(2017)의 

연구에서도 Fitbit과 Twitter와 소셜미디어를 융합하여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습관 형성을 시도하였고, 이는 기

존에 오프라인 방식과 문서기반의 중재처럼 모바일 헬스 

기반의 중재 또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이렇듯, 라이프스타일 중재와 관련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중재안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건강관리 앱에 고령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

고 있다(An et al., 2018; Yi, Eun, & WhangBo, 2012). 

이는 디지털 모니터링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오프라인 

중재의 경우, 운동, 혹은 건강한 음식 섭취 등과 관련된 

건강 관련 행위의 실시간 추적(real-time tracking)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Acharya, Elci, 

Sereika, Styn, & Burke, 2011; Turner-McGrievy et 

al., 2013). 

본 연구를 통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라이프

스타일 중재가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의 중재만큼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스마트폰, 웨어러블 헬스 기

기 등과 같은 스마트기기 등이 고령자의 건강관리 도구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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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CT) 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

령자들이 많기때문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

용한 중재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가 필요하다(Yang et al., 2016).

본 연구에 선정된 10개의 개별연구에서 적용된 중재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을 분석했을 때 주로 신체활동 및 

식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세계보

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건강상

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활동 및 참여(activity & 

participation)’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

한 것에 비추어 고려해 보았을 때 활동 참여 요인이 누락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면적인 라이프스타일 중재에 제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작업치료사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들

이 의미있는 활동들을 수행하고 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는 것은 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하다(Stav, Hallenen, 

Lane, & Arbesman, 2012). 선행 연구에서도 고령자들

에게 있어 활동과 참여 수준은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바 있다(Cassidy, Richards, & 

Eakman, 2017; Park & Park, 2019). 향후 연구에서는 

의미있는 작업과 활동참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작업치료적 관점을 보다 강조하여 운동과 식습관의 개선

과 함께 활동 및 참여를 고려한 라이프스타일 중재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의 문헌고찰에 사용된 연구들에서는 중재가 주로 신체활

동이나 식이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 측정 도구 

역시 혈압, 체질량지수, 걸음 수 등 단일요소의 평가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라이프스타일 요소는 단

일요소가 독립적으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쳐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므로 다면적으로 측정하고 중재할 필요가 있다

(Park, Won, & Park, 2019).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운

동 및 식습관에 초점이 맞춰진 라이프스타일 중재는 시

도된 바 있으나, 활동 참여나 환경과 같은 요소까지 포함

하는 다면적 라이프스타일 중재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

다(Park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중재 

형태와 평가형식을 근거로 추후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

합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중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중

재 및 평가 콘텐츠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중재 모

두 작은(small) 효과 크기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중재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 중재가 비교적 더 큰 효과를 

보인 것에는 다음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 

된다. 먼저, 오프라인 중재 방식과는 달리 온라인 중재 

방식은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일상 속에서 감독자 없이 

스스로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령

자들의 건강 관련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증진

되었을 수 있다. 건강 관련 임파워먼트란, 개인의 건강 

및 건강관리에 대한 통제력을 인식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등 건강관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식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건강 관련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각

자의 건강에 관련된 의사 결정에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관여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An 

et al., 2018; Park & Park, 2013).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모바일 기술은 기존의 시설

중심 의료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건강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예측﹡피드백

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헬스 케어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Park, 2013; Simons & Hampe, 2010). 이는 즉

각적이고 효율적인 반응을 이끌어 2차 진료 이용을 긍정

적으로 유도함에 따라 건강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예방

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Lee, 2004). 본 연구에 선정된 

4개의 온라인 중재 방식 관련 연구들에서는 앱에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해주거나 건강 

행위를 독려할 수 있는 알림(메시지)을 보내주는 식으로 

중재가 적용되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본인

이 원하는 시간에 중재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케 했을 뿐

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측정에 기반을 두어 보다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중재에 대한 충실도

(adherence)를 높였을 수 있다. 

또한, 연구에 선정된 온라인 중재 방식들은 고령자들

에게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정에서도 스스로 건강관리

를 실천할 수 있는 통제권을 경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관리 자원(건강관리 앱 등)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

주었다. 이러한 온라인 중재 방식은 고령자들에게 일상 

속 건강관리 실천과정에서 충분히 옳은 선택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식시켜줄 수 있으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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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존을 낮출 수 있어서, 향후 사회적 및 학문적으

로 좀 더 활발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형태의 라이프스

타일 중재 프로그램이 고령자에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고, 오프라인 형태의 중재가 더욱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중재를 비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 포함된 논문

들의 연구대상자가 대부분 대사증후군, 암 등 특정 질환

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였기 때문에 특정 질환이 없는 건

강한 노인에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들은 모두 한국

과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일상을 이루는 일과들(routine)과 관련된 개념으로, 문

화권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나라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서구화되고 있다고는 하

지만, 타 문화권에서 진행된 라이프스타일 중재 결과를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비슷하

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라이프스타일 요소에는 

신체활동, 식이 뿐만 아니라 활동 참여(activity 

participation)와 환경적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데, 이러한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라이프스타일 관련 중

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연구들이 많지 않아서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Park et al., 

2019; Plummer, 1974). 따라서 향후에는 신체활동, 식

이와 같은 개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활동 참여 및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메타분석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양적 메타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양적 메타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

계적으로 각 연구 간 이질성이 없다고 나왔음에도 불구

하고 질적으로 개별연구 참여자들 간 특성 차이, 중재방

법 및 측정방법에서의 이질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

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메타분석 연

구를 계획할 때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양적·질적

으로 충분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수명의 증진과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고령자의 에

이징 이 플레이스(ageing in place)가 강조되고 있는 오

늘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작업치료

사들 역시 예방중심의 작업치료적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습관이나 신체활동 수준은 현대사회

에서 인간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핵심 요소로

(Stoutenberg, Stanzilis, & Falcon, 2015), 향후 고령

자의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전통적 오프라인 방식

을 기반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중재와 모바일기기를 이용

한 한 모바일 헬스를 기반으로 한 중재 두 가지 모두 고령

자의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중재가 오프라인 중재보다 효

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

비스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관리,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나, 이러한 온라인 기반의 중재가 

가진 특성들, 즉 모바일기기에 대한 이해도와 효율적인 

동기부여 제공 여부 등이 실생활에서 노인에게 적용했을 

때, 다소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Lee, Yoon, 

Cho, & Cho, 201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더욱이 노인들은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기술 불

안(technology anxiety)을 보이는 집단이라고 보고되

며, 새로운 기기나 기술에 대한 반응 역치가 매우 낮아 

모바일 헬스 적용 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

된다(Noe, 2013).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모바일 헬

스 케어 적용은 주로 모니터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

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Lee et al., 2016). 즉, 기존의 

모바일기기는 혈압/혈당, 심박수, 걸음 수 등의 매우 제한

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예방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 조

기 진단을 통한 조기 치료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대면과 비대면 접근 

방식을 혼합하여 라이프스타일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였

을 때 보완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

라인 방식이 혼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건강증

진을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한다(Kim, Kang, Jung, & Lee, 2013). 따라서 향

후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 중재로 개인의 특성과 기능에 

맞춘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재 방식이 혼합된 다양한 중

재 프로토콜 개발 및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



110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28, No. 3, 2020

게 진행하여 온-오프라인의 라이프스타일 중재 적용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적용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최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요소가 건강 수준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긴 하나, 충분히 수정 가능한 영

역으로 인식되면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기 위

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의 라이프스타일 중재연구 6

편과 모바일 앱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중재 연구 4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이 신체활동 및 식이 관리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고, 평가 결과에

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예방적 차원의 개입의 일환으로 고

령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개선함으로써 건강 수준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흔

히 적용되던 오프라인 방식의 라이프스타일 중재 방식 

외에도 모바일 앱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중재 또한 고령

자에게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두 방식 모두 효과

적임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으로 고려

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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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Online and Offline-Based Lifestyle Interventions for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Won, Kyung-A*, M.S., O.T., Park, Kang-Hyun**, M.S., O.T.

Park, Ji-Hyuk***, Ph.D., O.T.
*Incheon Metropolitan Dementia Center, Occupational Therapis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art-Time Lectur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ffline (face to face) and online (mobile health) 
lifestyle interventions for the elderly.

Methods: Using the PubMed, Cochrane, Embase, and NDSL databases, we searched for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s 
from January 2010 to February 2020. Six offline intervention studies and four online intervention (mobile health) 
studies were systematically reviewed, and a meta-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 program.

Results: The average PEDro scale of 10 selected papers was 6.3, which was relatively high. Of the 10 studies, 
there were 8 focusing mainly on physical activity and diet, and 2 studies focused on occupations of participants. 
As a result of the meta-analysis, the effect size of the offline and online lifestyle interventions were 0.13 (p = 
0.035) and 0.27 (p = 0.001), respectively, and both method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 small effect size.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offline and online lifestyle interventions can be useful approaches to 
positively affect the health of the elderly.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helpful when selecting a 
lifestyle-related intervention.

Key words: Elderly, Lifestyle, Mobile health care, Preventive approach, Occupa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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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감각통합치료는 감각통합장애 아동에게 촉각, 전정감

각, 고유수용성감각을 기본감각으로 작용하는 치료방법

이다. 전반적 발달장애, 발달장애, 뇌성마비, 발달지연 

등 다양한 질환의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통합치료를 적용

한 실험 연구들이 꾸준히 국내에서 발표되었다(Choi & 

Kim, 2018; Chung, 2015; Lee, Chang, Lee, Kang,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제18권 2호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2020 Vol. 18.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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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한 감각통합치료의 중재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홍은경

신성대학교 작업치료과 조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아동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중재효과를 체계적으로 분

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디비피아(DBpia)의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2011년에서 2020년 6

월까지 출판된 국내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어는 “감각통합”, “감각처리”, “ASI(Ayres Sensory 

Integration)”이었다. 총 19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PICO(Population, Interventions, Outcomes, 

Comparisons),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 Disability and Health; 

ICF)방법과 수정한 The Evidence Alert Traffic Light Grading System을 사용하여 그림으로 제시하

였다.

결과 : 아동 감각통합치료를 가장 많이 적용한 진단은 발달지연이었고, 중재법은 개별 감각통합치료가 가장 

많았다. ICF의 신체구조 및 기능에 해당하는 중재는 91%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세부 영역은 감

각조절 및 감각처리, 소운동과 대운동, 신체도식, 신체-자기개념, 균형, 기본 움직임, 자세조절 및 손기

능, 집중, 자존감이었다. 

결론 : 아동 감각통합치료의 중재효과를 ICF의 분류와 그림으로 간단히 제시하여 치료사, 연구자, 아동의 

가족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감각통합치료, 중재, 체계적 고찰

교신저자: 홍은경(hongek@shinsung.ac.kr)  

접수일: 2020.07.31. ∥심사일: (1차: 2020.08.19. / 2차: 2020.09.03.) ∥게재확정일: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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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 & Kim, 2018; Rho, Hong, & Kim, 2011). 또한 

최근에는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평가나 중재에 대한 동향

이나 체계적 고찰한 연구들도 발표되어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Hong & Kim, 

2014; Jung & Chang, 2015; Shin, Hong, & Yoo, 

2017). 다양한 연구들은 작업치료사들이 개별 아동을 위

한 임상추론을 하여 최선의 중재법을 찾는데 중요한 근

거가 된다. 

근거중심의 임상(evidence-based practice; EBP)은 

임상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연구 근거, 임상적 전문지식

과 환자의 가치를 통합하는 것이다(Sackett, Straus, 

Richardson, Rosenberg, & Haynes, 2000). EBP는 환

자에게 필요한 평가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적

절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는 수단이다

(Depoy & Gitlow, 2001).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근거

중심의 임상을 실천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Novak, 

Russell, & Ketelaar. 2012). 그 이유는 첫째, 새로운 근

거에 대한 많은 연구를 업데이트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

렵다(Novak, 2012). 둘째, EBP 검색과 적절성 점검을 

위한 특정 기술이 요구된다. 셋째, 작업치료사가 근무를 

하는 임상 현장은 임상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조사할 수 

있는 시간, 도구, 자원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Novak 

& McIntyre, 2010; Navak, Russell, & Ketelaar. 2012). 

이는 한국 작업치료사들의 근거기반치료에 대한 인식도, 

근거자원 사용과 방해요인 조사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EBP가 전문성에 대해서는 95.6%가 도움을 준다

고 하였다. 그러나, 논문의 통계적 분석의 이해나 근거에 

대한 세부 분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Kim, 

Kim, & Yang, 2012). 이는 임상의 작업치료사들은 연

구근거에 대한 질적 분석에 취약하고, 분석을 한다고 하

더라도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

난 현상으로 보인다(Arbesman & Lieberman, 2010). 

임상가들의 EBP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분석이 용이한 양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의사결정하고 치료과정의 다

음 단계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Novak과 

McIntyre (2010)은 3단계(GO, MEASURE, STOP)의 새

로운 제시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방법은 The Evidence 

Alert Traffic Light Grading System(Novak & McIntyre, 

2010)으로 간단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GO는 이 중재법

이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하고(strong positive; S+) 높은 

질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Measure는 중재효과를 

지지하는데 낮은 질적 근거나 충돌되는 증거를 보여 중재 

접근시 주의깊은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즉, 근거수준은 

낮으나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거나(weak positive; W+) 

근거수준이 낮고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weak negative; 

W-). STOP은 중재법이 비효과적인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높은 질적 근거를 갖춘 것이다(strong negative; 

S-). 이 새로운 제시방법은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작업치료

의 효과를 살펴본 체계적 고찰(Novak & Honan, 2019)연

구와 뇌성마비 아동의 예방적 중재와 치료에 대한 체계적 

고찰(Novak et al., 2020)연구, 저긴장성 아동의 감각과 

운동을 위한 중재의 체계적 고찰(Ginnya, Mark, & Roslyn, 

2018)연구에서도 사용되어 가독성을 높였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누구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임상의 치료사, 보호자,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결과를 제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아동대상의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중재효과를 체계적 

고찰을 통해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한 The 

Evidence Alert Traffic Light Grading System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검색 및 논문선정

감각통합치료의 중재효과를 적용한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S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검색시스템을 이

용하였다. 검색엔진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디

비피아(DBpia)를 사용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는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교육원(eArticle), KCI에서 제공하는 논문이 함께 

검색 및 이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대

상 논문의 범위는 2011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출판된 

국내학회지이었다. 검색어는 “감각통합”, OR “감각처

리”, OR “ASI(Ayres Sensory Integration)”를 사용하

였다. 

포함조건은 아동을 대상(0세부터 18세까지)으로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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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감각통합을 중재로 사용한 경우, 무작위 임상실험설

계, 두 그룹비교나 단일그룹 전후비교를 사용한 경우, 통

계적 분석으로 결과를 처리한 경우이었다. 배제조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감각통합에 대한 고찰, 상관관

계 연구의 경우, 감각통합중재에 대한 질적연구, 사례연

구나 개별실험연구의 경우, 감각기반중재의 경우(무게감 

있는 조끼와 같은 깊은 압박 접근, 청각적 접근, 스노우

젤렌과 같은 환경적 수정의 접근, 치료용 공의 자나 쿠션

을 사용한 접근), 학회 발표포스터나 학위논문일 경우이

었다. 그 외 누락된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Google검색사

이트를 이용하였다. 

검색어를 사용하여 RISS와 DBpia에서 검색한 논문은 

1,889개이었고 그중 제목과 초록을 살펴보고 포함조건

에 해당되는 논문을 24개 선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체 

논문을 확인하여 결과에 통계처리가 되지 않은 논문 2건

과 타치료와 혼합한 감각통합치료를 적용한 3건을 제외

하고 최종적으로 19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Figure 1).

연구논문의 질적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근거기반 실

행을 위한 근거의 계층적 수준(hierarchy of levels of 

evidence for evidence-based practice)을 사용하였다

(Arbesman, Scheer, & Lieberman, 2008). 포함기준에 

따라 근거수준은 Ⅰ(무작위 임상실험설계), Ⅱ(두집단 

비교연구), Ⅲ(단일집단 비교연구)만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 선정 및 질적수준 평가를 위해 아동작업치료 경력

이 10년 이상인 작업치료사 1명과 저자가 독립적으로 논

문을 검색하였다. 연구대상 선정과 질적수준 평가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포함조건과 배제조건의 기준

의 부합여부 및 논문 본문의 설계방법의 확인을 통한 논

의를 하여 최종 연구논문을 선정하였다.

2. 자료제시 방법

최종 선정한 논문 19편에 대해 PICO(Population, 

Interventions, Outcomes, Comparisons)방법을 사용하

여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질환명은 논문에서 제시한 그대

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DSM-5(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에서 표기하는 진단명으로 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질환의 분류가 중복되어 표시되는 경우도 있었

다. 중재 결과는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기준으로 신체구조와 기능, 활동, 참여, 환경(부모)로 

분류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Table 1). 

세부 중재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한 The Evidence 

Alert Traffic Light Grading System(Novak & McIntyre, 

2010)를 사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림은 Tableau 

Sensory integration Sensory processing ASI

RISS 883 435 16

DBpia 350 204 1

Total 1,889 article 

1,865 excluded following review of title or abstracts based 

24 studies were included 

5 excluded following exclusion criteria

(2 without statistics/3 mixed with dance therapy, 

psychotherapy, and occupational therapy)

19 studi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review

ASI: Ayres Sensory Integration

Figure 1. 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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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그림의 동그라미에 

연구의 대상 진단과 사용한 감각통합중재방법 및 연구의 

발표 년도를 제시하였다. S+는 중재법이 효과가 있고, 

높은 질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 중재의 결과를 뒷받침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작위 임상실험설계이고 연구자가 

설정한 목표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W+는 두집단 비교연구나 단일집단 비교연구를 

사용한 것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목표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하였다. W-는 두집단 비교연구

나 단일집단 비교연구를 사용한 것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목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S-는 무작위 임상실험설계이고 연구자가 설정

한 목표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0개이었다. S+에 가까

이 갈수록 효과적인 중재에 해당하고 S-에 가까이 갈수

록 효과가 없거나 비효과적인 중재에 해당된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Population)

연구대상에서 가장 높은 진단명을 차지하는 대상은 발

달지연으로 21.1%를 보였고, 그 다음 순으로 자폐스펙트

럼장애가 15.8%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 중 일반초등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었

는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경향성을 보이는 아동과 

행동의 문제(교우관계 및 학습태도 문제)를 보이는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었다(Table 2). 

2. 중재(Interventions)

중재방법 중 가장 높은 접근법은 개별 감각통합치료로 

52.6%를 차지하였고 그다음 순으로 그룹 감각통합치료 

Division Definition Examples

Body structures & 

functions

Anatomical parts of body such as organs, limbs 

and their components

physiological functions of body systems (including 

psychological functions)

Structure of the nervous system, 

structure related to movement, mental 

functions, sensory functions and pain

Activity Execution of a task or action by an individual
Learning and applying knowledge, 

general tasks and demands

Participation
Difficulties an individual may have in executing 

activities
Community, social and civic life

Environmental factors

Make up the physical, socal and attitudinal 

environment in which people live and conduct their 

lives

Support and relationships, attitudes

Table 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Diagnosis N %

Developmental delay (DD)  4 21.1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3 15.8

Intellectual Disorder (ID)  2 10.5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problem  2 10.5

Cerebral Palsy (CP)  2 10.5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2 10.5

Developmental disorder (Inclusion CP, ID, ASD, ADHD, DD)  2 10.5

Sensory modulation disorder  1  5.3

Behavior problem  1  5.3

Total 19 100

Table 2. Diagnosi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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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와 Ayres감각통합치료 15.8%로 나타났다. 부모를 

대상으로 감각통합치료 원리를 바탕으로 부모 교육 및 

그룹 상담을 적용한 것도 있었다(Table 3). 

3. 목표한 결과(Outcomes)

19개의 논문을 세부 목표에 따라 ICF의 신체구조 

및 기능, 활동, 참여, 환경(부모)로 구분하였다(Fgure 2, 

3). 총 39개의 세부목표 중 신체구조 및 기능에는 23개

(58.9%), 활동에는 8개(20.5%) 참여에는 5개(12.8), 환

경(부모)에는 3개(7.6%)이었다. 신체구조 및 기능을 살

펴보는 Figure 2에서 worth it line(효과 선) 위에 해당

하는 S+, W+의 영역에 23개 중 21개(91%)가 있어 대부

분의 연구에서 사용한 감각통합적 중재가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였다. worth it line 아래에서는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그룹감각통합치료를 적용하여 소운동 변화를 

살펴본 논문은 단일집단 비교연구로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 

경향성이 있는 아동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ASI를 적용

하여 감각조절을 살펴본 논문은 두 집단 비교연구로 통

계학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ICF의 신체구조 및 기능에서 운동(motor)에 해당하는 

중재효과는 균형, 소운동과 대운동, 손기능, 균형, 기기

와 서기와 같은 기본 움직임, 자세조절, 양측협응이었다. 

감각(sense)에 해당하는 중재효과는 감각조절, 감각처

리, 전정감각처리이었다. 인지(cognition)은 주의집중과 

시지각이었다.

ICF의 활동과 환경을 살펴보는 Figure 3에서는 모든 

연구의 결과가 worth it line 위에 있었다. 참여에서는 

5개 결과 중 4개(80%)가 worth it line 위에 있었고 한 

개의 논문만(20%) worth it line 아래에 있었다. 감각조

절장애아동에게 그룹작업치료를 적용하여 또래 및 치료

사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논문에서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ICF의 활동에 해당하는 중재효과는 적응행동, 손 글

씨쓰기, 자기관리, 놀이다움이었고 참여에 해당하는 중

재효과는 또래나 치료사와의 상호작용, 사회적 행동이었

다. ICF의 환경, 즉 부모를 대상으로 한 중재효과는 부

모 스트레스, 부모의 효능감, 감각통합과 아동에 대한 이

해도에 대한 것이었다. 

Approach N %

Individual sensory integration therapy 10 52.6

Group sensory integration therapy  3 15.8

Ayres Sensory Integration® (ASI) therapy  3 15.8

Parent education based sensory integration  2 10.5

Group counselling based sensory integration  1  5.3

Total 19 100

Table 3. Approach

Author

(year)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LevelDiagnosis/

age (year)/

EG/CG

Period/per week 

(minutes)/approach
Approach Evaluation Results

Park, Park, 

& Lee

(2019)

DD/3/ 3/-

5wks./1per week 

(70)/

group SI

- COPM, PIPPS
Improvement in occupational 

performance & peer interactions
Ⅲ

Park & 

Kim

(2019)

DD/3~5/

9/8

8wks./ 2per week 

(40)/ASI 
Non SSP, PDMS-2

Improvement in sensory processing 

ability (total score, movement sensitivity, 

auditory filtering, low energy/weak), 

Difference in gross & fine motor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Ⅱ

Table 4. Population, Interventions, Outcomes,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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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LevelDiagnosis

/age (year)/

EG/CG

Period/per week 

(minutes)/approach
Approach Evaluation Results

Choi & 

Kim 

(2018)

ID/3~5/4/-

12wks./1per week 

(90minutes)/

group SI

-
EDPA, PIPPS, 

ToP

Not increase in fine motor skill, 

Improvement in social interaction & 

playfulness

Ⅲ

Choi, 

Kim, Lee 

et al. 

(2018)

ID/7~13/

12/-

8wks./ 3per week 

(60minutes)/

group SI 

-
SSP, PIPPS, 

COPM

Improvement in SSP, PIPPS, COPM 

score. Maintainment in 4 wks. 

follow-up test

Ⅲ

Kwon & 

Rhie

(2018)

DD/3~7/ 

7/-

12wks./ 2per 

week (40minutes)/ 

SI

-

Part of SP, 

body-self  

concept 

questionnarie

Improvement of body scheme & 

body-self concept
Ⅲ

Lee, 

Chang, 

Lee et al.

(2018)

ADHD 

problem/

grade 2~3/

10/10

6wks./2per week 

(50minutes)/ ASI
Non

SSP, SSRS, 

Rosenberg’s 
self-esteem 

scale

No significantly difference in 

sensory processing abilities

Improvement in social skill ability, 

cooperation, & self-esteem

Ⅱ

Hwang, 

Kim & 

Jung

(2017)

Behaviorpr

oblem with 

child/grade 

1~3/8/-

6mon./2per week 

(40minutes)/ ASI
-

Korean alphabet 

writing test, fine 

motor and short 

form of BOTMP

Improvement of writing skill

Improvement in BOTMP; part of 

fine motor (response speed item) & 

short form (balance, bilateral 

coordination, total)

Ⅲ

Chung

(2015)

ASD 

(parent)/

3~7/15/15

4mon./2per week 

(120minutes)/

home based 

sensory 

integration parent 

education program

Non SSP, PEDI
Improvement in sensory modulation 

& daily of living functions
Ⅱ

Chung, 

Yoo, & 

Jung et 

al. 

(2015)

ASD 

(parent)/

3~7/20/-

4 wks./ 2per 

week/sensory 

integration coping 

skills parent 

program

-  K-PSI, PSOC
Improvement in parenting stress & 

parenting efficacy 
Ⅲ

Park, 

Kim, & 

Chang

(2015)

DD  

(parent)/

3~6/ 15/15

1 hour/1:1 

intensive individual 

counseling 

education

Non
SSP, 

questionnaire

Improvement of understanding & 

score of sensory processing ability 

of children

Ⅱ

Chae

(2013)

PDD/4~8/ 

5/5

12wks./2per week 

(40minutes)/play-

based SI (SI)

Play 

program in 

kindergarte

n 

SP, behavior 

observation

Improvement in part of SP (sensory 

seeking function & tone function, 

vestibular processing, 

social/emotional response),  

Improvement in stereotypic behavior 

and problem behavior, social 

behavior, & adaptive behavior

Ⅱ

Jung

(2013)

ASD/3~5/

15/15

6wks./ per week 

(60minutes)/ SI 

theraplay (SI)

Non SSP, K-ABS

Improvement in sensory modulation 

(except for movement sensitivity), 

adaptive behavior 

Ⅱ

Table 4. Population, Interventions, Outcomes, Comparisons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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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LevelDiagnosis/

age (year)/

EG/CG

Period/per week 

(minutes)/approach
Approach Evaluation Results

Kim, 

Noh, & 

Namgung 

et al.

(2012)

Sensory 

integration 

disorder/

3~5/3/-

4mon./1per week 

(80minutes)/group 

SI

-

observation list 

of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behavior (with 

peer & therapis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interaction with peer & therapist
Ⅲ

Jang

(2012)

CP/3~10/

10/-

6 wks./5per week 

(45minutes)/

sensory-motor 

integration (SI)

-
DeGangi-Berk 

test, Tomas test

Improvement in basic movement 

(creeping & standing) & 

sensory-motor movement (bilateral 

integration, reflex integration) 

Ⅲ

Jeong & 

Rhie

(2011)

ADHD 

tendency

/grade 

1~3/9/11

25sessions/

1per week 

(40-50minutes)/SI

Psychomot

orik

SP (part of sensory 

modulation), 

K-CBCL 

(attention items)

Improvement in sensory modulation 

& attention
Ⅱ

Kim, 

HwangBo, 

& Yoo

(2011)

Developmental 

disability

(ASD, CP, ID, 

ADHD, DD 

et al.)/38/-

9wks./5per week 

(45minutes)/group 

SI

-
Hand -function 

test, WeeFIM

Improvement in hand-function & 

ADL (except for sphincter control, 

mobility, & locomotion)

Ⅲ

Kim, 

HwangBo, 

Yoo, & Jang

(2011)

CP/3~9 

/5/-

6wks./5per week 

(45minutes)/ sensory 

integration motor 

program (SI)

-

Tomas test, 

DeGangi-Berk 

Sensory 

Integration test

Improvement in basic movement 

(creeping & standing), 

sensory-motor movement (bilateral 

integration & reflex integration)

Ⅲ

Kim, 

HwangBo, 

Yoo, & 

Kim

(2011)

Developme

ntal 

disability

(ASD, CP, 

ID, ADHD, 

DD et al.)

/5~9/23/-

12wks./5per week 

(45minutes)/vestib

ule-oriented SI 

(SI)

-

SCPNT(standing 

balance eye open & 

standing balance eye 

close), DTVP-2, 

P-CTSIB,  

BOTMP(walking 

forward heel toe 

on balance beam)

Improvement in balance, visual 

perception, vestibular processing 

ability

Ⅲ

Rho, 

Hong, & 

Kim

(2011)

PDD/4~6/

5/5

10wks./2per week 

(40minutes)/ SI 
non

DeGangi-Berk 

test(postural 

control ability), 

BOT-2(fine 

manual control)

Improvement of postural control 

ability & hand function compared to 

control group

Ⅱ

EG: number of experimental group, CG: number of control group, grade: grade of elementary school, wks.: weeks, mon.: months

ADHD: 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DD: developmental delay, ID: Intellectual Disorder, PD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ASI: Ayres Sensory Integration®,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BOTMP: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BOT-2: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2, COPM: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DTVP-2: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2, EDPA: Erhardt Developmental Prehension Assessment, K-ABS: Korean-Adaptive 

Behavior Inventory, K-CBCL: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PSI: Korean-Parenting Stress Index, P-CTSIB: Pediatric-Clinical 

Test of Sensory Integration Balance, PDMS-2: Peabody Developmental Motor Scale-2, PEDI: Pediatric Evaluation of Disability 

Inventory, PIPPS: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s, PSOC: Parenting Sense of Compentence, SCPNT: Southern California 

Postrotary Nystagmus Test, SCSIT: South California Sensory Integration Test, SP: Sensory Profile, SSP: Short Sensory Profile, 

ToP: Test of Playfulness, SSRS: Social Skills Rating System, WeeFIM: Functional Independent Measure for children

Table 4. Population, Interventions, Outcomes, Comparisons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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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ubble charts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sensory integration therapy for diagnoses 

(part of body structures & functions)

Figure 3. Bubble charts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sensory integration therapy for diagnoses 

(part of activity, participation, &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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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대상의 대조군(Comparisons)

19개의 논문 중 대조군이 있는 연구는 8개이었다. 그 

8개의 연구 중 대조군에 특정 중재를 사용한 연구는 2개

로 유치원의 일반놀이프로그램이나 심리운동치료를 적

용하였다(Table 4). 그 외 6개에서는 중재를 하지 않았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국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감각통합치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그 결과를 그림으로 간단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치료사, 연구자, 아동의 

가족들이 쉽게 결과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내 감각통합치료에 대해 비교적 

최신의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10년 이내로 연구의 결과

를 제한하였고,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적 처리가 포함된 근거수준 Ⅲ이상의 연구를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는 근거수준 Ⅲ이상에 해당하는 논문이 총 

19개이었다. 2015년에 실시한 Park과 Kong의 전정-고

유감각 중심의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 의하

면, 대상 연구 총 7개 중 한편이 근거수준 Ⅲ에 해당되었

고 그 외는 근거수준 Ⅳ, Ⅴ이었다. Kwag, Sim과 Roh 

(2014)는 국내 감각통합치료의 효과 중 단일대상연구(근

거수준 Ⅳ)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2002년부터 2013년까

지 발행된 총 17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두 편 고

찰연구의 근거수준을 살펴보면, 더 짧은 기간에 발간된 

연구를 대상으로 한 Kwag, Sim과 Roh(2014)에서 근거

수준 Ⅳ에 논문의 수가 Park과 Kong(2015)의 대상 논문

의 수보다 많았다. 국내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연구에서 

근거수준이 높은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 내 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논문을 다수 분석할 

수 있었고, 최근에 연구에서 비교적 근거수준이 높은 근

거수준 Ⅱ의 해당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

었다.

감각통합치료의 세부접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ICF 기준의 환경에 해당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그

룹 상담과 부모교육은 3개이었고, 자폐스펙트럼장애와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감각통합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담과 부모교육은 모두 긍

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부모효능감 향상, 스트레스 완화, 

감각통합이해를 통한 아동의 증상이해에 효과가 있었다. 

그룹감각통합치료 접근은 ICF 기준의 활동, 참여, 환

경에 많았으나 근거수준이 Ⅱ이상으로 높지는 않아 W+ 

가까이에 각 연구들이 많이 위치해 있었다. 대상진단은 

발달지연과 지적장애이었고 작업수행, 과제수행, 놀이다

움, 자기관리,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효과가 있었다. 그

룹감각통합치료를 적용하였으나 또래 및 치료사와의 상

호작용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반면에, Ayres Sensory Integration®(ASI) 접근은 

ICF 기준의 신체구조와 기능의 결과를 위해 알아보기 위

해 많이 분포해있었고, 참여대상의 진단은 발달지연, 자폐

스펙트럼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의 문제이었으며 감각

처리, 소운동과 대운동, 자존감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대조군이 있는 설계를 한 Park과 Kim(2019)의 연구에

서는 발달지연아동을 대상으로 ASI를 적용하여 Short 

Sensory Profile(SSP)의 총 점수 및 움직임 민감성, 청각

여과하기,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항목에서 향상을 보였

고 Peabody Developmental Motor Scales-2(PDMS-2)

를 이용한 대운동 및 소운동 점수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향상된 점수를 나타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의 경향성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등(2018)의 연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SSP로 평가한 감각처리에서 통계적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사회적 기술, 협력, 자기-자존감에서 향

상을 보였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연구를 대

상으로 ASI 접근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한 국외의 논문에 

의하면(Schaaf, Dumont, Arbesman, & May-Benson, 

2018), 총 5편의 연구가 분석대상이 되었고 Goal Attainment 

Scale(GAS)를 사용하여 자폐 아동에게 적용한 기능적 목

표와 참여에서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자폐

적 행동과 자조활동에서 중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놀이와 

감각-운동, 언어기술, 사회적 기술에서는 중재효과에 대

한 증거가 충분치 못하였다. 국내 연구와는 중재효과 영역

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된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국외논문을 체계적 고찰한 Park과 Shin(2016)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진단은 자폐스펙트럼장애가 71.4%로 가장 

많았고 발달지연, 감각통합장애, 변실금장애, 자폐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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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7.1%씩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는 15.8%를 보여 두 번째 순으로 

많았고 발달지연이 가장 많았다(21.1%). Park과 Shin 

(2016)의 연구에서는 14개의 대상 논문 중 운동영역에서 

4개, 감각처리에서 6개, 행동개선에서 4개, 학습관련 교

육에서 2개, 작업수행에서 3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ICF의 신체구조와 기능에 

포함되는 운동과 감각처리가 많았고 그중에서도 감각처

리에서 가장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치료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평가도구는 GAS(11.8%)와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Ⅱ(11.8%)를 각각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10개가 감각처

리와 관련된 중재효과를 알아보는 논문이었고, 그 중 주

의력결핍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ASI를 적용한 

연구결과를 제외한 9개 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

다.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평가도

구는 SSP이었다. 그러나, Park과 Shin(2016)의 연구에

서는 SSP는 찾아볼 수 없었고, 국내와 국외 논문에서 공

통적으로 사용한 평가도구는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BOTMP), Pediatric Evaluation 

of Disability Inventory(PEDI), DeGangi-Berk test, 

관찰, 부모설문지이었다.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감각통합치료의 메타분석의 

결과와 본 연구를 비교한 결과, 총 10개의 논문을 메타 분

석한 Hong과 Kim(2014)의 결과에서 감각통합치료는 감

각-지각기능과 운동기능에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도구는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2와 Sensory Profile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S+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연구들에서 중재

의 효과를 보인 영역은 감각조절이나 감각처리, 소운동과 

대운동, 자세조절 및 손기능으로 Hong과 Kim(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점이 있었다. 행동과 관련한 메타분석

의 결과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

서는 ASD에서 적응행동, PDD에서 전형적 행동이나 문제

행동 부분에 향상을 보였다. 또한 일반아동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의 경향을 보이는 아동에서 사회적 기술의 향상

도 나타났다. 구체적인 행동을 목표로 한 연구와 비교적 

경한 진단군의 사회적 기술 향상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 국내의 감

각통합치료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였으나 근거

수준이 Ⅳ, Ⅴ에 해당하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연구결과

에 해당하는 치료의 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적 처리가 포함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근거수준이 높지만 PICO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메타분석과 체계적 고찰논문은 제외하였

다. 세 번째, 치료의 효과가 ICF 기준으로 활동, 참여, 

환경에 해당되는 논문의 수가 적었다. 이 때문에 %나 논

문의 수로 치료의 효과성 여부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

려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영역에서 효

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

과를 연구자 및 임상가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분석 및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중재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대상논문은 2011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간된 논문 19

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감각통합치료의 적용대상 중 

가장 많이 차지한 진단은 발달지연이었고 그 다음 순은 

자폐스펙트럼장애이었다. 중재법은 개별 감각통합치료

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ICF의 신체구조 및 기능에 해

당하는 중재효과는 91%가 효과가 있었다, 세부 영역은 

감각조절 및 감각처리, 소운동과 대운동, 신체도식, 신

체-자기개념, 균형, 기본 움직임, 자세조절 및 손기능, 

집중, 자존감이었다. ICF의 활동과 환경에서는 모두 긍

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참여에서는 5개 논문 중 4개가 긍

정적이었으나 해당하는 논문이 개수가 작았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체계적 고찰의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여 이

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므로 치료사, 아동의 가족, 연구

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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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ystematic Review of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for Children 
in Korea

Hong, Eunkyo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hinsung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best-available intervention evidence for 

children's sensory integration therapy, drawn from studies published domestically in Korea over the 

last 10 years.

Methods : The articles evaluat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 RISS and DBpia databases using 

the search terms "sensory integration," "sensory processing," and "Ayres Sensory Integration (ASI)". 

A total of 19 papers were analyzed. The selected studies were then assessed using the Population, 

Intervention, Outcomes, and Comparison metho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method, and the modified Evidence Alert Traffic Light Grading System.

Results : Development delay was the most commonly applied diagnosis for children's sensory 

integration therapy and individual sensory integration therapy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intervention method. The intervention effect was 91 percent in the body structure and function of 

ICF. The areas concentrated on were sensory modulation, sensory processing, fine and gross motor, 

body scheme, body-self concept, balance, basic movement, postural control and hand function, 

attention, and self-esteem. 

Conclusion : This simple overview of the efficacy of children's sensory integration therapy provides 

a basis for easy understanding and use by therapists, researchers and families with children.

Key words : Intervention, Sensory Integration, Systemat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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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2009년 창간호부터 2018년 10권 1호까지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 
분야와 연구동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09년 창간호부터 2018년 10권 1호까지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총 7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질적 수준, 연구자 정보, 연구 참여 대상자, 주제 분야, 주요 종속변인, 적용된 보조공학에 대해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보조공학기술학회지에 투고된 연구는 질적 수준 5단계 연구가 28편(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자는 제1저자를 
중심으로 학교에 소속된 연구자가 70%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자는 정상 성인이 31.58%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 주제
는 보조공학과 관련된 연구가(46.48%) 가장 많았다. 측정된 주요 종속변인은 작업수행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평
가도구(18.33%)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적용된 보조공학 접근은 환경수정에 대한 연구가 27.59%로 가장 많이 이루어
졌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보조공학기술학회지에 10년간 게재된 연구의 연구 질적 수준, 연구자 정보, 연구 참여 대상자, 주
제 분야, 주요 종속변인, 적용된 보조공학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동향 분석을 통하여 보조공
학 분야의 발전과 지속적인 근거기반의 보조공학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연구 방향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고찰연구, 보조공학, 보조공학기술학회지, 연구동향

I. 서 론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ICF)에서 보조공학(Assistive Tech-

nology)은 다양한 장애 및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능 수행을 향상시키고 활동 및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이러한 

보조공학은 국내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를 예방 및 보완하

고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그리고 일상생

활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장애인보조기구로 

정의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현재 국내 보조공학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활용방안, 사용

실태, 지원체계 그리고 제도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Chang, Kim, Kwon, & 

An, 2008; Jung, Kim, Yang, Yoo, & Park, 2009; 

Yook, 2015).

보조공학기술학회는 2009년 발족하여 한국연구재단

에 등록되었으며, 약 10년 동안 보조공학 분야에서 학술

대회 및 세미나 개최 그리고 대한보조공학회지를 발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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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조공학 학문적 발전과 성과, 연구자들 간의 학술활

동 교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보조공학 지원 및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와 간담회 개최 그리고 

보조공학사 교육과정을 개최함으로써 보조공학 전문 인

력 양성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공학기술학회지

는 2009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인 학회지 발

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 10권 1호까지 총 70편

의 연구가 학회지에 게재되었다.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의 연구논문은 장애를 예방하

고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재활분야에서 보조공학에 대

한 효과성, 개발, 정보교환 등의 학문적 발전과 교류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The Korean Society of 

Assistive Technology, 2019). 이러한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동향은 연구 주제 및 격차에 대한 추세를 이해

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Davies, Howell, & Petrie, 

2010; Kim, Kim, & Kim, 2012). 또한 학술지를 중심

으로 하는 연구동향파악은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내용과 

연구자들 간의 관심주제, 연구방향 그리고 연구방법 등

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

할 수 있다(Suh, 2008). 

현재 보조공학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의 연구동향은 장애

인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의 연구동향, 낙상 

예측 및 예방 시스템에 대한 연구동향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의 보조공학 사용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한 연구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Abbott, Brown, Evett, & Standen, 2014; 

Cowan et al., 2012; Rajagopalan, Litvan, & Jung, 

2017). 이러한 연구동향은 인구 증가, 인구 고령화, 근본적

인 어려움의 추세 및 보조공학에 대한 지원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보조공학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Freedman et al., 2006). 국내에서는 작업치료 분야에

서 보조공학 관련 연구, 특수교육 및 재활과 관련된 학술지

를 중심으로 하는 보조공학 연구동향 분석 등이 실시되었

다(Lee, & Kwon, 2015; Jeong,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의 2009

년 창간호부터 2018년까지 출판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연

구동향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금까지 보조공학 분야의 

연구 흐름을 파악하고, 학문적 기초를 정립하여 향후 연

구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

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분야와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의 창간호 2009

년 1권 1호부터 2018년 10권 1호까지 출판이 이루어진 총 

10권 4호를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게재

된 논문은 총 70편이었다(Table 1). 자료 수집은 대한보조공

학기술학회 홈페이지 (http://www.ksatot.or.kr/)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kr/index.do) 을 

이용하여 분석대상 논문의 초록과 전문을 모두 확인하였다.

Year Volume Issue Article(n)

2009
1 1 6

1 2 6

2010
2 1 6

2 2 7

2011 3 7

2012 4 9

2013 5 6

2014 6 5

2015 7 5

2016 8 4

2017 9 5

2018 10 4

Total 70

Table 1. Published papers by year 

3. 분석 범위

1) 연구자 정보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 정

보는 제1저자를 기준으로 소속된 정보를 분류하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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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자 정보를 분류하는 기준은 Yoo, Lee, Kim, 

& Han (2016) 의 연구에서 적용되었던 방법을 기초로 

분류하였다.

2) 연구 근거 수준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근거 수준

을 평가하기 위해 영국 옥스퍼드의 근거중심의학센터에

서 제시한 Arbesman, Scheer, & Lieberman (2008)

이 제시한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각 연도별 질적 수준을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Level Ⅰ에 높은 근거 수준

에서 Level Ⅴ까지 낮은 근거 수준 단위로 분류하였다

(Table 2).

3) 연구 참여 대상자

연구 참여 대상자는 진단명과 질환 분류로 나누어 분

석되었다. 진단명과 질환 분류는 정상 성인, 노인, 뇌혈

관 질환, 뇌성마비, 척수손상, 기타 등의 총 8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기타는 증후군 질환, 요통, 유전자 질환, 

ADHD를 포함하였다.

4) 주제 분야

주제 분야는 분석 대상 논문에서 설정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기초로 보조공학, 운전재활, 신경학적 접근, 

인지, 근골격계, 작업치료, 기타 등의 총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기타는 제어장치, 핸드싸이클, 장애인의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주제 분야를 분류하기 

위해 Roh (2013)의 연구에서 적용되었던 방법을 기초로 

분류하였다.

5) 주요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분석 대상에 포함된 개별적인 논문에서 

측정된 요인을 작업수행, 상지 기능, 일상생활 활동, 자

세조절. 시지각 기능, 자세조절 그리고 보조공학 적용과 

관련된 항목 등의 총 10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였다. 기타 항목은 발달선별평가, 심리학적 영역, 건강

상태를 포함하였다. 각 논문에서 측정된 요인은 서로 다

른 분류 대상에 포함될 경우 모든 항목에 중복으로 체크

하였다.

6) 적용된 보조공학 분야

적용된 보조공학 분야는 분석 대상에 포함된 논문에서 

다뤄진 보조공학을 적용 및 사용 목적에 따라 환경수정,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개인 관리, 의지/자세 보조, 기타 

등의 총 9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기타 항목은 알고리

즘 개발, 가사용 보조기구를 포함하였다. 각 논문에서 

적용된 보조공학이 서로 다른 분류 대상에 포함될 경우 

모든 항목에 중복으로 체크하였다.

Evidence level Definition

Ⅰ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Ⅱ Non-randomized two groups studies

Ⅲ Non-randomized one groups studies 

Ⅳ
Single experimental studies

Survey studies

Ⅴ 

Case studies

Descriptive review

Qualitative studies 

Table 2. Hierarchy of Levels of Evidence for Evidence-base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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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총 70편의 연구를 초록

과 원문을 검토하여 5가지의 분석 범위에 따라 엑셀에서 

코딩하여 정리하였다. 분석은 SPSS Version 21을 사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근거 수준

창간호 2009년 1권 1호부터 출판된 논문들의 근거 수준

은 Level Ⅴ에 해당하는 사례연구, 기술적 고찰 등의 논문

이 28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근거 수준 Level 

Ⅳ에 해당하는 조사연구, 개별 실험 등의 논문이 24편, 

Level Ⅲ에 해당하는 단일집단 연구 설계가 9편 그리고 

Level Ⅰ에 해당하는 체계적 고찰과 무작위 배정 연구 

설계가 7편순으로 많았다. Level Ⅱ에 해당하는 실험군과 

대조군 실험설계가 2편으로 가장 적었다(Table 3).

2. 연구자 정보

보조공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1저자의 소속

은 학교(70%)가 가장 많았으며, 병원(15.71%), 복지관

(4.29%), 보조공학 센터(2.86%)가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Researchers n %

School 49 70.0

Hospital 11 15.71

Welfare Center 3 4.29

Assistive technology center 2 2.86

Public corporation 2 2.86

Development/research institute 2 2.86

Public health center 1 1.43

Total 70 100

Table 4. Research researchers

3. 연구 참여 대상자

보조공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참여한 대상자

는 정상 성인이 31.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뇌혈관 질환 15.79%, 노인이 10.53% 그리고 기타에 

포함된 증후군 질환, 요통, 유전자 질환 등에 포함된 기타 

항목이 14.04%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Classification Ⅰ Ⅱ Ⅲ Ⅳ Ⅴ

Year n (%) n (%) n (%) n (%) n (%)

2009
3 1 2

1 5

2010
2 4

4 3

2011 6 1

2012 1 1 4 3

2013 2 1 3

2014 1 1 3

2015 2 1 2

2016 1 2 1

2017 1 1 3

2018 2 1 1

Total 7(10) 2(2.86) 9(12.86) 24(34.29) 28(40)

Table 3. Classification of Evid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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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n %

Adult 18 31.58

Cerebrovascular disease 9 15.79

Elderly 6 10.53

Cerebral palsy 6 10.53

Spinal cord injury 4 7.02

Dementia 3 5.26

Visual disturbance 3 5.26

Other 8 14.04

Total 57 100

Table 5. Research Participants

4. 주제 분야

게재된 논문의 주제 분야는 보조공학에 대한 논문이 

46.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운전재활이 

11.27% 그리고 신경학적 접근과 근골격계에 대한 논문이 

7.04%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6).

Topics n %

Assistive technology 33 46.48

Driver rehabilitation 8 11.27

Neurological approach 5 7.04

Cognition 4 5.63

Musculoskeletal system 5 7.04

Visual perception 1 1.41

Evaluation Tool 2 2.82

Participation 3 4.23

Activities of daily living 3 4.23

Swallowing disorder 1 1.41

Occupational therapy 3 4.23

Other 3 4.23

Total 71 100

Table 6. Research topics

5. 주요 종속변인

게재된 논문에서 측정된 종속변인은 작업수행에 대한 

평가 18.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보조공학 

적용과 관련된 평가 15%, 통증 및 피로 11.67, 인지 10%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7).

Dependent variable n %

Occupational performance 11 18.33

Apply of assistive technology 9 15

Pain or fatigue 7 11.67

Cognition skills 6 10

Postural control 5 8.33

Activities of daily  living 4 6.67

Driving skills 4 6.67

Upper extremity function 4 6.67

Visual perception 3 5.00

Other 7 11.67

Total 87 100

Table 7. Dependent variable

6. 적용된 보조공학 접근

보조공학 중심으로 게재된 논문에서 다뤄진 보조공학 

영역은 환경수정이 27.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

으며,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이 24.15% 그리고 의지/자세

보조가 13.79%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8).

Assistive technology approach n %

Environment modification 8 27.59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7 24.15

Splint / Posture assistance 4 13.79

Occupation efficiency 2 6.90

Personal care 2 6.90

Cognitive training 2 6.90

Driver rehabilitation 2 6.90

Other 2 6.90

Total 29 100

Table 8. Applied assistive technology approach

Ⅳ. 고 찰

본 연구는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의 2009년 창간호

부터 2018년까지 출판된 전체 논문들을 분석하여 보조공

학 분야의 연구 현황 및 동향을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는 2009년 창간호부터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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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되었으며, 게재된 논문은 총 70편이었다. 게재된 논

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논문들

을 대상으로 연구자 정보, 연구 근거수준, 연구 참여 대상

자, 연구 분야, 주요 종속변인, 적용된 보조공학 특성으

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보조공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질적 수준은 

5단계 연구가 28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으며, 4단계 연구는 24편, 3단계 9편, 1단계 7편 그리고 

2단계 연구가 2편(2.86%)으로 가정 적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보조공학 접근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기능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작업의 효율성을 탐

색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례 연구 및 기술적 고찰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조공학 

접근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개별 실험 연구, 보조공

학과 관련된 현상을 파악하고 해석하기 위한 조사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질적 수준이 높은 

1단계와 2단계의 연구 형태는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특수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보조공학과 관련된 

연구동향에서 조사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가 높은 비

율을 차지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Jeong, 2019). 이러

한 연구실정은 보조공학 접근을 통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질적 수준의 2단계와 3단계의 실험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 결과들을 임상적 

유용성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

근거중심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보조공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자 특성

은 소속된 기관 및 직장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조사하였

다. 연구자의 소속기관은 학교가 70%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에 소속된 교수 및 대학원생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한물

리의학회지의 연구동향(Roh, 2013) 그리고 대한작업치

료학회지의 연구동향(Yoo, Lee, Kim, & Han, 2016)에

서 학교 소속기관으로 진행된 연구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임상소속의 연구자에 비하여 교수 및 대학원생들의 

연구 수행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oh, 

2013). 그리고 다양한 질환의 환자 및 장애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 소속된 연구자가 15.71%로 나타났

다. 그러나 보조공학 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의 실제 임

상환경에서는 연구 활동이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전문가에 의한 실질적인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 참여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정상 성인이 31.58%

로 매우 높은 비중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노인

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10.53%로 나타났다.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경우 뇌혈관 질환이 15.79%로 가장 많았

으며, 뇌성마비 10.53%, 척추 손상 7.02%, 치매 및 시각장

애는 5.26%로 나타났으며, 신드롬, 유전자 질환, ADHD 

등의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과 관련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 대상자

의 비율은 작업치료학 분야에서 시도된 보조공학 관련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Lee, & Kwon, 2015). 이는 작업치료학 분야에서 다양

한 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보상적 전략 및 치료적 도구로서 

보조공학 접근을 시도하는 전문 인력 중 하나의 영역인 것

으로 알 수 있었다(Hedberg-Kristensson, & Iwarsson, 

2001; Chang, Kim, Kwon, & An, 2008).

연구 주제 분야는 보조공학과 관련된 연구가 46.48%

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운전재활 11.27% 그리

고 신경학적 접근과 근골격계와 관련된 연구가 7.04%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작업치료, 인지, 일상생

활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조공학기술학

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이 보조공학학회의 편집방침과 투

고규정을 반영하는 보조공학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가 투

고된 것으로 사료된다. 

개별 연구에서 측정된 종속변인은 작업수행이 18.33%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조공학 적용과 

관련된 평가는 15%였으며, 주거 및 작업 환경 분석을 

위한 평가와 보조공학 적용에 따른 만족도 및 서비스 평

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작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 및 신체 피로도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한 결과 측정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는 대한보

조공학기술학회가 작업치료사들에 의해 설립되어 재활 

및 작업치료와 관련된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 논문들이 

투고되었으며, 작업치료의 접근방법 중에서 보상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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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 방법이 본 연구 결과에 반영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보조공학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환경수정 접근을 시도

한 연구가 27.59%,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24.15%) 그

리고 의지 및 자세 보조(13.78%)를 위한 보조공학이 높

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접근, 

인지 프로그램, 개인관리 등의 다양한 보조공학적 접근

이 시도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수

교육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한 보조공학 연구동향

에서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접근이 46.7%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으며, 이는 본 학회지의 연구동향 결과에서도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에 포함되어 높은 비율을 보여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Jeong, 2019).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신체적, 감각적 그리고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독립성

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10년간

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동향 

분석을 통하여 보조공학과 관련된 연구 분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관련된 임상 전문가들의 관심분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조공학의 연구동향에 대

한 기초 자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의학기술과 

공학, 재활 분야의 의료 서비스 등의 현대화에 따른 향후 

학문발전과 연구 방향성에 대해 기여하고자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의 창간호 2009년

부터 10년간 투고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질적 수준은 5단계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학교에 소속된 교수 및 대학원생들

이 보조공학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었다. 보

조공학기술학회지의 편집방침과 투고규정을 반영하는 

보조공학 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이 게재되었으며, 적용

된 보조공학은 환경수정 접근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보

조공학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실험연구와 임

상적 유용성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체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근거중심의 심도 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보조공학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보조공학 분야의 발전과 지

속적인 근거기반의 보조공학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연구 방향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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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ssistive Technology: From the initial issue to 2019

Lim, Young-Myoung*, Choi, Yoo-Im**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The Graduate School, Kony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Improvement,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rend of research in the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ssistive Technology from 2009 to 2018.

Methods : A total of 70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ssistive Technology from the 
2009 initial issue to the 2018 were  surveyed, and a descriptive analysis was used to level of evidence, 
used assistive technology, participants, research topics, and researchers.

Results : The papers published to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ssistive Technology had the most 
frequent number of Level Ⅴ studies(40%) on level of evidence, and 70% of researchers belonged to the 
school centered on the first author. The study participants were most frequent of normal adults(31.58%), 
and the most frequent of research topics were the related to assistive technology(46.48%). The applied 
approach to assistive technology has been the most studied for environmental modification(27.59%).

Conclusions : Through this study could grasp the level of evidence, researcher's information,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topics, dependent variable, and applied trends of assistive technology in th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ssistive technology. Through this analysis of research 
trends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assistive technology fields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for the 
continuous evidence based assistive technology approach.

Key words : Assistive Technology, Research trend, Review,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ssis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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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에 대한 경두개 직류자극술 효과

 :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원경아*, 양민아**, 박혜연***, 박지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 과정 학생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석·박 통합 과정 학생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에 대한 경두개 직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 200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NDSL과 RISS를 통해 검색하였

다.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을 통해 총 14개의 실험연구 논문이 선정되었다. 이를 PEDro 척도를 사용하여 

질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 중 12개 논문에 대해서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 고찰한 문헌 14편은 모두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들이었다.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효과 크기는 상지 근력 0.19로 ‘작은 효과크기’, 상지 움직임 0.49로 ‘보통 효과크기’를 보였다. 

상지 움직임의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양극

(anode) 모드는 ‘큰 효과크기’를. 음극(cathode) 모드는 ‘보통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양극 모드의 효과크기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결론 :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상지기능이 제한된 뇌졸중 환자에게 tDCS는 유용한 재활 기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 임상가들에게 뇌졸중 환자를 위한 새로운 재활 기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중재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경두개직류자극, 뇌졸중, 비 침습적 뇌 자극, 상지기능

교신저자 : 박지혁(otscientist@yonsei.ac.kr) || 접수일: 2019.09.05 || 심사일: 2019.09.09

|| 게재승인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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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지기능 손상은 뇌졸중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후유증 중 하나이다. 뇌졸중 발병 후 몇 개월간의 작업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뇌졸중 

환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환측 상지를 기능적

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되어 진다(Thrasher, 

Zivanovic, McIlroy, & Popovic, 2008). 뇌졸중 발병 

1년 후, 상지기능의 결함이 높은 수준의 불안과 낮은 

건강관련 삶의 질을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있어서 상지기능 회복을 치료적 

목적으로 하는 재활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Veerbeek, Langbroek-Amersfoort, Van Wegen, 

Meskers, & Kwakkel, 2017). 

많은 연구들을 통해, 뇌졸중 후 상지 기능 회복에 있어 

전통적 재활치료 및 부가적 치료 접근법(additional 

therapeutic approach)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밝혀

져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신경촬영법(neuroimaging)을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대뇌피질 신경네트워크망 장애의 

기전과 신경조절(neuromodulation)을 기반으로 하는 

중재법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비 침습적 뇌 

자극 기술(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NIBS)이 

대안적(add-on) 중재법으로 부각되고 있다(Sattler et 

al., 2015). NIBS 기술은 뇌졸중 환자의 마비된 상지에 

대한 대안적인 신경재활 접근법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NIBS 기술 중에서도 경두개 직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은 안전하고 통증이 

없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며(Sattler et al., 2015), 

두피에 부착된 전극으로 미세한 전류를 흘려주어 피질의 

신경세포 흥분성을 조절해준다(Llorens et al., 2017). 

경두개 직류자극술은 뇌졸중이 발병된 대뇌 영역의 흥분

성을 활성화(up-regulate excitability)시키거나, 비손상

측 대뇌 반구의 흥분성을 억제(down-regulate excit-

ability)시켜 뇌를 직접적으로 변화시켜줌으로써 양측 

반구 흥분성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Interhemispheric 

Imbalance Model’에 기반 한다(McCambridge, 

Stinear, & Byblow, 2018). 

1980년대 이전까지 뇌에 전기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개두술(craniotomy)을 통한 외과적 처치가 필수적이

었기 때문에, 뇌에 대한 전기자극 적용이 제한적이었

다. Merton과 Morton(1980)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비 

침습적 뇌 자극기술을 적용하였으며, Priori, 

Berardelli, Rona, Accornero과 Manfredi(1998)이 미

세한 직류 전기자극을 비 침습적으로 적용하여 대뇌 

피질의 흥분성을 조절할 수 있는 tDCS 방법을 제안하

였다.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에 대한 tDCS의 효과는 

Hummel 등(2005)에 의해서 처음 보고되기 시작하였

고, 이후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뇌졸중 환자에게 tDCS

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뇌 기능을 단기 및 장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tDCS를 포함한 

비침습적 자극기술이 뇌 질환을 위한 신경 재활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 중 어느 영역에 가장 효과적인지 

또는 tDCS의 모드 중 더 효과적인 모드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은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tDCS의 적용 방법과 연구 디자인 

등에서 다양한 형태를 띤 연구들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통합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한, 메타분석을 통해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tDCS 

중재가 시행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여 뇌졸중 환자

의 ‘상지 근력과 움직임’에 대한 효과 비교 및 ‘tDCS의 

양극모드와 음극모드’의 효과 비교를 실시해보고자 한

다. 이는 국내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을 위한 

중재 계획 또는 연구 계획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및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두개 직류자극(transcranial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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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imulation; tDCS)을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에 관한 연구들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

해 분석하고 메타 분석을 통해 결과를 통합하였다.

2. 문헌검색전략

1) 논문 검색 및 데이터 수집 방법

2009년 1월에서 2018년 5월 사이에 국내외 학술지

에 게제된 논문들을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 Science Library; NDSL)와 RISS를 통해 검색하였

다. 검색어는 동일 하게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경두개 직류자극’, ‘stroke’, ‘뇌

졸중’을 사용하였다.

2) 포함기준 및 배제기준 

경두개 직류자극술을 사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 회복에 대한 효과를 보고한 연구, 한국어 및 영어

로 쓰인 논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peer-reviewed 

paper), 전문보기가 가능한 연구, 실험연구, 표준화된 

평가 도구로 상지 기능을 측정한 연구를 포함기준으로 

정하였다. 반면 외과적 또는 의학적 처치가 사용된 연

구, 중재 프로그램 또는 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문헌고찰 또는 메타분석 논문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3. 문헌선택과정

문헌의 수집과 선별 과정은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흐름도를 이용하여 문헌 검색, 중복 

제거, 제목 및 초록 검토, 전문 검토의 순서로 진행하였

다(Liberati et al., 2009)(Figure 1).

4. 연구 질적 수준

최종 선정된 논문들에 대한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해 

5단계 전통적 단일계층 근거 모형을 사용하였다

(Arbesman, Scheer, & Lieberman, 2008).

5. 근거 제시 방법

경두개 직류자극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헌

의 특성을 P.I.C.O. 형식에 맞춰 분석하여 제시하고

자 하였다. P.I.C.O.는 대상자(patient), 중재법

(Intervention), 대조법(Comparison), 결과

(Outcome) 형식으로 각 문헌들의 임상적 질문에 

대한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Law 

& McDemid, 2008).

6. 분석 방법

선정된 논문은 Comprehensive Meta-Analysis 

3.0(Biostat, Englewood, NJ, USA)을 사용하여 메타분

석을 수행하였다. 메타분석(Meta-Analysis)은 동일하

거나 비슷한 주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한 후 효과크기(effect size)라는 수치

로 나타내어 상이한 연구결과를 통합하는 과정을 말한

다. 본 연구는 각 개별연구의 이질성 검증과 누적 효과

크기를 분석한 후, 출판 편의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

되었다.

1) 통계적 이질성

메타분석에서 이질성은 통합하고자 하는 개별 연구

들이 동질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상지

근력(strength)과 상지움직임(motion)’과 ‘양극 모드

(anodal tDCS; a-tDCS)와 음극 모드(cathodal tDCS; 

c-tDCS)’로 구분되어진 여러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다

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이질성 검정이 수행되었

다. 통계적 이질성의 평가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진

행되었고, 동질성 척도는 Cochran’s Q 통계량을 사용

하였다(Lee & Soh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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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크기

효과크기는 차이의 정도 또는 관련성의 정도를 측정

해주는 표준화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효과크기는 분

석하고자 하는 개별연구가 이질적이라고 전제하는 확

률효과 모형(random-effects)과 동질적이라고 가정하

는 고정효과 모델(fixed-effects)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변수를 ‘상지 근력과 상지 

움직임’ 그리고 ‘a-tDCS와 c-tDCS’ 두 가지로 분류하

여 각각의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Cohen(1998)은 효

과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임의로 small, 

medium, large로 구분하였는데, tDCS 중재프로그램

의 효과크기는 절대값 0.2 이하는 작은(small) 효과크

기, 0.5~0.8이면 보통(medium) 효과크기, 0.8 이상은 

큰(large) 효과크기라고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3) 출판편의 

출판편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

가 더 쉽게 출간되는 경향을 말하며, 이는 실제 효과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Simes, 1987). 깔대기 점도표는 

분석에 사용되는 연구의 수가 10편 이상일 때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Borenstein et al., 2011). 본 연

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위해 선정된 개별 연구는 10편 

이상으로, 개별 연구 간 편향(bias)이 있는지를 Egger’s 

Regression과 깔때기 점도표법(Funnel plot)을 사용하

여 출판편의를 검토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분석 대상 논문 도출

문헌 검색을 통해 얻은 373편의 논문에서 중복문헌 

144건을 제거하고, 연구 제목과 초록 검토를 통하여 

각각 145편과 45편을 제외하였다. 남은 29편의 전문을 

검토하여 포함기준을 만족하는 14편의 문헌을 최종적

으로 선별하였다(Figure 1).

2. 분석 대상 연구의 특성

1) 연구의 질

선정된 14개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결과, 2편의 

연구(Au-Yeung, Wang, Chen, & Chua, 2014; Ochi, 

Oda, Matsushima, & Hachisuka, 2013)는 근거수준 

Ⅱ에 해당하였고, 나머지 12개의 연구는 근거수준 Ⅰ에 

해당하였다(Table 3).

2)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경두개 직류자극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4편의 

연구에서 총 430의 뇌졸중 환자가 모집되었고, 대상자

들의 평균 연령은 53.6세에서 70.3세의 범위를 나타냈

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

되어 있다.

3) 대상 연구의 중재 형태 및 중재 결과

경두개 직류자극을 단독으로 사용한 연구는 14개 

중 4개(Au-Yeung et al., 2014; Kim et al., 2009; 

Marquez et al., 2017; Rossi et al., 2013)였다. 그 

외 10개의 연구는 경두개 직류자극술과 상지 기능향상

을 위한 활동을 결합한 복합중재를 사용하였다. 각 개

별연구에서 시행된 중재프로그램의 형태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상지기능 회복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 

결과 그룹 간 차이에 대해서는 연구별로 상이하게 나타

났으나, 경두개 직류자극 치료를 받은 모든 실험군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평가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

다고 보고되었다(Table 3).

4) 경두개 직류자극

14편 연구 모두에서 직류자극 강도는 소전류의 표시

에 이용되는 mA로 제시되어 있으며, 각 연구별 경두개 

직류자극 전극의 크기, 부착 위치, 부착 형태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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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ubject(N) Age

Stage
Exp. Contr. Exp. Contr.

Au-Yeung et al.(2014) 10 62.6±5.7 Chronic

Cha et al.(2014) 10 10 59.8±11.4 57.8±9.9 Chronic

Cho et al.(2015) 14 13 58.29±10.67 60.38±10.19 Chronic

Dehem et al.(2018) 11 10 60.5±9.5 Chronic

Figleswki et al.(2017) 22 22 60±11 61±10 Chronic

Fusco et al.(2014) 8 8 60.4±14.9 Subacute

Hesse et al.(2011) 32 32 32 63.9±10.5 65.4±8.6 65.6±10.3 Subacute

Kim et al.(2009) 10 62.8 Subacute

Kim et al.(2010) 6 5 7 55.3±16.4 53.6±14.9 62.9±9.2 Subacute

Lee et al.(2014) 20 19 20 63.1±10.3 60.3±11.3 60.6±14.1 Subacute

Marquez et al.(2017) 25 62.28±2.2 Chronic

Ochi et al.(2013) 18 61.1±10.0 Chronic

Rabadi et al.(2017) 8 8 62±11 63±6 Acute

Rossi et al.(2013) 25 25 66.1±14.3 70.3±13.5 Acute

Exp:Experiment group, Contr:Control group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Subjects

Id
en

tificatio
n

NDSL

(n=219)

RISS

(n=154)

Searching results(n=373)

Screen
in
g

Removes duplicates(n=229) Records excluded(n=200)

-Include Medical or surgery methods(n=2)

-Developing assessment tool or protocol(n=12)

-Systematic review or meta analysis(n=19)

-Different research purpose(n=129)

-Not English or Korean(n=1)

-Animal model study(n=6)

-Not full-text(n=22)

-Not peer-reviewed research(n=9)

Record screened with title and abstract

(n=229)

Eligib
ili

ty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29) Records excluded(n=15)

-Developing assessment tool or protocol(n=2)

-Systematic review or meta analysis(n=1)

-Different research purpose(n=9)

-Not peer-reviewed research(n=1)

-Etc(n=2)

In
clu

d
ed

Included in qualitative synthesis

(n=14)

Figure 1. Flow Diagram for Stu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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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ctive tDCS Mode

(Target cortical area)

Intensity

(mA)

Duration

(mins)

Electrode 

size(㎠)

Au-Yeung et al.(2014) Anode(M1lesioned) vs Cathode(M1unlesioned) 1 20 35

Cha et al.(2014) Anode(M1lesioned) 1 20 35

Cho et al.(2015) Anode(M1lesioned) 2 20 35

Dehem et al.(2018) Dual(M1lesioned, M1unlesioned) 1 20 35

Figleswki et al.(2017) Anode(M1lesioned) 1.5 30 35

Fusco et al.(2014) Anode(M1lesioned) 1.5 15 35

Hesse et al.(2011) Anode(M1lesioned) vs Cathode(M1unlesioned) 2 20 35

Kim et al.(2009) Anode(FDIlesioned) 1 20 25

Kim et al.(2010) Anode(FDIlesioned) vs Cathode(FDIunlesioned) 2 20 25

Lee et al.(2014) Cathode(M1unlesioned) 2 20 25

Marquez et al.(2017) Anode(M1lesioned) 1 20 35

Ochi et al.(2013) Anode(M1lesioned) vs Cathode(M1unlesioned) 1 10 35

Rabadi et al.(2017) Cathode(M1unlesioned) 1 30 35

Rossi et al.(2013) Anode(M1lesioned) 2 20 35

 Mean 1.43 19 32.86

FDI: Hot spot of the first dorsal interrossei; M1: primary motor area; tDCS: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able 2. Characteristics of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3. 메타분석의 결과

1) 통계적 이질성 검정 

‘상지근력과 상지움직임’에 대한 메타분석을 위해 

12개의 논문이 선정되었고, Q통계량 검정을 통해 각 

개별 연구들이 동질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고정효과 모

형을 사용하여 각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였다.

‘a-tDCS와 c-tDCS’에 대한 메타분석을 위해서는 

11개의 논문이 선정되었고 Q통계량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각 개별 연구들 간의 이질성이 중간 크기로 유의

하다고 판단되어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결과를 

통합하였다.

2) 효과크기 산출

tDCS를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상지근

력은 0.19(95% 신뢰구간: -0.10~0.47)으로 작은

(small) 효과크기, 상지 움직임은 0.49(95% 신뢰구간: 

0.17~0.81)으로 보통(medium) 효과크기로 확인되었

다. 상지움직임에 대해서만 p값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Figure 2, 3). 

a-tDCS는 0.71(95% 신뢰구간: 0.197~1.225)으로 

큰(large) 효과크기, c-tDCS는 0.41(95% 신뢰구간: 

0.198~0.921)으로 보통 효과크기로 확인되었다. 

a-tDCS에 대해서만 p값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Figure 4, 5).

3) 출판편의 검정

‘상지근력과 상지움직임’에 대한 메타분석에 이용된 

12개의 값들은 모두 영역 내에 분포하였으나 우측에 

편향되는 비대칭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출판편의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6). ‘a-tDCS와 c-tDCS’

에 대한 메타분석에 사용된 11개의 값들 또한 비대칭적

인 경향을 보이면서 출판편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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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orest Plot Showing Upper Extremity Motion

Figure 2. Forest Plot Showing Upper Extremity(U/EX) Strength 

Figure 4. Forest Plot Showing a-t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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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unnel plot of U/EX Strength and Motion

Figure 7. Funnel plot of a-tDCS and c-tDCS

Figure 5. Forest Plot Showing c-t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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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에게 경두개 직류자극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을 

적용한 연구를 고찰하여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

과 관련된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상지

근력과 상지음직임’ 및 ‘양극(anode) 모드와 음극

(cathode) 모드 ’로 결과변수로 설정한 후,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경두개 직류자극술을 비용-효과적

이고,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Poreisz, 

Boros, Antal, & Paulus, 2007). Russo 등(2017)은 

tDCS의 적용에 있어, 안정성을 위해서는 주로 전류크

기(intensity), 전류밀도(current density), 적용시간

(tDCS duration)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tDCS의 안정성을 위해 65개의 문헌을 

고찰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tDCS 연구들의 평균 전류

크기는 1~2mA, 전류밀도는 0.04 mA/cm2, 적용 시간

은 평균 20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Russo et al., 

2017). 본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 회복을 

위해 tDCS를 적용한 14편의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평균 전류 크기는 1.43mA, 전류밀도는 0.046mA/cm2 

그리고 적용 시간은 19분으로 비교적 안전한 범위 내에

서 tDCS가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tDCS는 기본적으로 양극(anodal) 모드, 음극

(cathodal) 모드 그리고 듀얼(dual 또는 bilateral) 모드

의 3가지 자극 방식 중 치료사가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환자에게 적용된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3가지 자극 

모드 모두 운동기능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어

져 왔으나,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을 위해서 어

떤 모드가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Mahmoudi et al., 2011). 이에 본 연구

에서 tDCS 모드를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메타분석을 

시행한 결과, 양극 모드(a-tDCS)는 큰 효과크기로, 음

극 모드(c-tDCS)는 보통 효과크기로 분석되었으며, 양

극 모드의 결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tDCS

의 양극 모드는 뇌 국소 부분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신경세포 간 장기강화작용(long-term 

potentiation) 과정을 촉진하여 실행능력을 향상 시킨

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연관될 수 있다. tDCS를 통한 

양극 자극으로 뇌 신경세포의 흥분성이 증가 되면 새로

운 기술의 습득 및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생리적 

상태가 유도될 수 있다(Floel & Cohen, 2010).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을 위해서

는 tDCS의 양극 자극이 근 긴장이상 또는 뇌전증 환자

의 과다활동 피질 영역을 억제하여 증상을 감소시키고

자 적용되는 음극 모드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Floel, 2014; Kang, 2017). 그러나 이

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tDCS의 유효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류 강도, 일일 자

극 빈도, 총 자극 횟수 등 자극 프로토콜의 최적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tDCS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전기자극만 단독으로 

제공한 단일중재부터 tDCS를 작업치료, 로봇장치를 

이용한 상지 훈련, 가상현실 중재 등과 결합한 복합중

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각 연구들은 다양한 

중재 형태로 실시되었으나, tDCS 치료를 받은 모든 

참가자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상지기능 평가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tDCS 중재가 

상지근력에는 작은 효과크기, 상지움직임에는 보통 효

과크기로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DCS 중재가 상지움직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는

데, 이러한 결과는 메타분석에 선정된 대부분의 개별연

구에서 근력 증진을 위한 활동보다는 뻗기, 굽힘 등 

상지의 운동조절을 훈련하는 활동으로 구성된 재활치

료가 tDCS와 함께 복합적으로 시행된 것에 영향을 받

았을 수 있다. 

Nirsche과 Paulus(2001)는 tDCS만 단독으로 적용

한 결과를 경두개 자기자극기(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로 측정했을 때 tDCS로 인한 대뇌 

피질 흥분성의 변화가 최대90분까지 유지되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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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는데, Lefebre 등(2017)은 tDCS와 다른 중재프

로그램(예. 작업치료, 가상현실중재)을 함께 적용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tDCS

와 운동기술 학습(motor skill learning)을 위한 재활프

로그램이 결합된 복합중재를 적용하면 그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tDCS 중재 프로그램이 상지 움직임에 중간 효과크기, 

상지 근력에 작은 효과크기를 보여 긍정적인 영향을 

보임을 확인하였고, 이 중에서 상지 움직임에서만 유의

하게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향상을 위해 임상현장에서 tDCS와 함께 재활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상지 뻗기, 굽힘 

등 상지 움직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메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

들은 출판편의가 존재하여 tDCS의 효과에 대한 확증적

인 결과를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tDCS와 

함께 제공되는 중재의 형태가 상이한 연구들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메타분석을 시행하였고 급성기부터 만

성기까지 뇌졸중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결과 값을 산출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영향

을 줄 수 있다.

본 문헌고찰에서 분석된 14편의 연구는 실험군에서 

상지기능을 평가하는 여러 평가도구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뇌졸중 환자

를 대상으로 한 tDCS 적용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본 연구는 향후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중재 계획 또는 연구 계획 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지기능이 손상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tDCS 적용과 관련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고찰한 후,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된 연구들을 통하여 tDCS를 사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치료 효과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tDC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뇌

졸중 후 운동재활 영역에서 가장 일관적이고 도움이 

되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tDCS가 안정하다고 여겨

지고 뇌졸중 후 운동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제시하

는 다양한 증거가 있지만, 전극 위치, 자극 강도, 적용 

시간 등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며, tDCS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경과학과 신경계 질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tDCS 중재의 효과 중에서도 상지근력

보다는 상지움직임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고, 음극 모드보다는 양극 모드가 더 효과적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임상가들이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

능 증진을 위한 중재법을 선정할 때 임상적 추론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DCS 

자극 프로토콜 개발 등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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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ness of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tDCS) on Upper Extremity Function in Stroke 

Patients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Won, Kyung-A*, B.H.Sc., O.T., Yang, Min Ah**, B.H.Sc., O.T., 

Park, Hae Yean***, Ph.D., O.T, Park, Ji-Hyuk***,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Master’s Course, Studen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Joint(MS & Ph.D) Course, Studen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DCS on the recovery 

of upper limb function in stroke patients.

Methods : We searched for papers published in journals between 2009 to 2018, using NDSL 

and RISS. A total 14 experimental research paper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quality 

of the 14 articles was evaluated using the PEDro scale and 12 articles were analyzed through 

the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 program. 

Results : All of the 14 articles that were systematically reviewed in this study were published 

in foreign journals. The effect sizes for upper extremity(U/Ex) strength and U/Ex motion 

were 0.19(small size effect) and 0.49(medium size effect)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effect 

sizes of anode mode and cathode mode were 0.71(large size effect) and 0.41(medium size 

effect), respectively .The effect size of U/Ex motion and the anode mod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Conclusion : We identified that tDCS can be a useful rehabilitation technique for stroke patients 

with limited upper body function.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help with suggestions 

for basic data on new rehabilitation techniques for stroke patients and the planning of 

effective interventions. 

Key words :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NIBS), Stroke,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tDCS), Upper extremit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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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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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 국문초록 ―

목적 : 본 연구는 그룹감각통합치료가 학령전기 발달지연 아동의 작업수행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그룹감각통합치료를 경험한 적 없는 만3세의 발달지연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주 1회 70분씩 5주 동안 

진행하였다. 그룹감각통합치료는 대근육과 소근육 증진, 또래와의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오감놀이 활동과 미술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결과측정은 중재 전, 후의 작업수행과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COPM)과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PIPPS)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전/사후설문지를 사용하여 그룹감

각통합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 및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측정결과는 윌콕슨 순위 검정(Wilcoxon matched-pair 

signed rank task)을 사용하여 그룹감각통합치료 중재 전, 후의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그룹감각통합치료 중재 후, 대상자의 작업수행과 또래와의 상호작용능력에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5). 또한, 전

반적으로 그룹감각통합치료에 만족하며 추후 진행될 중재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호자의 평가가 있었다.

결론 : 그룹감각통합치료는 작업수행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장기

간 동안 많은 대상자에게 그룹감각통합치료를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그룹감각통합치료, 부모만족도, 상호작용, 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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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령전기 아동은 개인의 성장과 환경, 기회의 제공과 수

행의 여부에 따라 감각, 미세운동, 자기관리와 이동기술, 사

회적 상호작용이 급격하게 발달한다(Case-Smith, 1995). 

아동에게 있어 주요 작업은 놀이이고, 생활이며 활동이다

(Bundy, 1992). 작업치료사는 아동의 놀이를 통해 의사소통, 

운동처리, 상호작용, 전반적인 인지기술을 평가할 수 있다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08). 

이 시기의 아동들은 부모와 성인을 통해 필요한 능력을 배

우고,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발달과 사회화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Kim & Kim, 2009). 이때, 아동들은 

적절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령전기는 이후 성장 및 발달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이 큰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러한 결정적 시기에 발달지연

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기 교육 및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보

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Shin, 2008).

Baily와 Wolery(1992)는 또래 상호작용이 아동의 사회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기술이며 다른 기술들을 학습하기에 

중요한 환경이라고 하였다. 특히 또래와 사회적인 상호작용

을 통하여 또래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

를 수 있게 된다(Craig-Unkefer & Kaiser, 2002). 

감각처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래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기술, 학업수행과 밀접한 소운동및 대운동 능력, 일상생활 기

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요구와 스트레스에 쉽게 대

처할 수 없다(Bundy & murray, 2002). 감각처리의 문제는 

촉각, 청각, 시각, 후각, 고유수용성감각, 그리고 전정감각을 

포함한 감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Kandal, Schwartz, & 

Jessell, 2000). 감각처리의 문제는 행동학적, 감정적, 운동

적, 인지적 영역에 영향을 주며, 특히 사물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방해하여 놀이에 영향을 미친다(Bundy, Shia, Qi, & 

Miller, 2007). 또한, Parham과 Mailloux(2001)은 아동이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사회기술 사용이 미숙한 것은 

감각처리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감각통합치료는 감각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과제, 놀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재 방법이다(Schaaf & Miller, 

2005). 일반적으로 감각통합치료는 일대일 치료가 주로 이

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임상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목적을 

가진 그룹감각통합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새로 습득한 기술을 또래 내에서 적용해 보고, 

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룹프로

그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룹치료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치료 목표를 성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ole, 1993), 치료사와의 일대일 상황보다 더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아동의 잠재적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Parham & Mailloux, 2001). 

선행연구에서 그룹감각통합치료는 감각처리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소운동, 사회성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이 있다고 하였다(Hong & Kim, 2009; Choi & Kim, 

2018). 또한 놀이를 포함한 그룹감각통합치료를 통해 아동의 

놀이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Hong & Kim, 2008; Kim, Noh, Nam, & Kim, 2012).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에서는 그룹감각통합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편이

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발달지연 아동에게 그룹감각통합치

료를 제공하였을 때, 작업수행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며 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 만3

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수원시의 발달센터에 홍보물을 게시하였고, 대상자는 그룹

치료에 대한 경험이 없으며, 간단한 지시 따르기가 가능하

고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모집된 대

상자의 보호자에게 본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였고 보호

자의 자발적인 동의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도중 아동 

한 명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종결평가를 수행할 수 없어 남

아 2명, 여아 1명을 연구대상으로 실시하였다(Table 1).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9년 7월에서 8월까지 총 3명의 아동을 대상

으로 주 1회(70분), 총 5회기의 그룹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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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재 전 대상자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설문지, 캐

나다 작업수행측정(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과 또래놀이 상호작용 평정척도(Penn 

Interaction Peer Play Scale; PIPPS)을 시행하였다. 아

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와 작

업치료과 교수 1인이 그룹감각통합치료 활동을 개발하였고 

본 연구자와 보조자 2명이 함께 활동을 진행하였다. 보조자

는 작업치료과 3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활동과 목적을 이

해하고 중재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중재 후 매회기

마다 아동의 행동 및 적응반응을 Progress note에 기록하

였으며, 작업치료과 교수 1인이 Supervisor로서 조언 및 감

독하였다. 중재 후 대상자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설문지, COPM과 PIPPS를 시행하였다(Figure 1). 

3. 연구도구

1) 평가도구

(1) 캐나다 작업수행 측정(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

COPM은 자기관리, 생산적인 활동, 여가활동 중 대상자

의 작업수행을 평가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보호자인 어머니를 통해 평가를 측정하였다. 보호자는 아동

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항목을 결정한 뒤 이에 대한 중요도, 

수행도,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부여하였다(1=전혀 중요/수

행/만족하지 않다, 10=매우 중요/수행/만족한다). 중재 후

에는 초기 평가 때 선택된 작업수행항목의 수행도와 만족도 

변화를 재평가하며, 사후-사전 평가의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일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라고 판단할 수 있다.

Case1 Case2 Case3

Age(yr) 3y 9m 3y 6m 3y 6m

Gender Male Male Female

Type of disability
Developmental

disorder
Developmental

disorder
Developmental

disorder

Current treatment SI therapy
Language,
SI therapy

Language,
SI therapy

Play type Parallel play Parallel play Mono play

SI: Sensory integr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s (N=3)

Figure 1. Resear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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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래 놀이 상호작용 평정척도(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

Fantuzzo 등(1995)에 의해 개발된 PIPPS를 Shin, 

Kwon, Jeong(2010)이 번안한 교사용 또래 놀이 상호작용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놀이방해, 놀이단절, 놀

이 상호작용의 3가지 항목 36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

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부여하는 Likert 척도

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항목 중 긍정적인 놀이 행동을 

관찰하는 놀이 상호작용 항목인 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3) 사전/사후설문지

그룹감각통합치료에 대한 부모의 요구와 대상자 및 보호

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사

전설문지는 응답자인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 6문

항, 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 4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사후설문지는 중재 후 부모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그룹감각통합치료 이용과정에 대한 질문 4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

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작성하였다.

2) 중재방법

아동의 발달단계와 상호작용 수준을 고려하여 대근육과 

소근육 증진, 또래와의 상호작용 증진의 3가지 세부목표로 

활동을 계획하였다. 활동단계는 총 70분으로 준비 활동(10

분), 본 활동(50분), 마무리 활동(10분)으로 구성하였다. 아

동의 활동수준 및 각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준비 활동으로 

Glider swing 타기를 진행하였으며, 세부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본 활동으로 오감놀이 활동과 미술 활동을 진행하였

다. 활동의 마무리 인식과 흥분된 각성을 낮추기 위해 마무

리 활동으로 낙하산 타기를 진행하였다. 5주 동안 수행한 

그룹감각통합치료 활동은 슬라임 및 색깔 점토 만들기, 콩

과 모래를 이용한 놀이, 라면과 국수를 이용한 놀이, 물놀이 

활동, 요리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매회기마다 아동의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였으며 이후의 프로

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Table 2).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였다. 그룹감각통합치료 적용 전, 후의 COPM(작업수행)과 

PIPPS(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점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윌콕슨 순위검정(Wilcoxon matched-pair signed rank 

task)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유의수

준은 α=.05로 하였다. 또한, 그룹감각통합치료에 대한 부

모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설문지와 보호자의 

인터뷰를 함께 전사하였다.

Session Program Sensory processing Play and interaction

1
Use a variety of beads
Mix desired paint in white clay
Hand painting on paper

Visual,
Tactile,

Fine-motor

Parallel play,
Express oneself

2
Put beans in bottle and shake
Make a picture using beans
Play sand with a model frame

Visual, 
Tactile,
Auditory

Parallel play,
Wait one's turn

3
Break noodles using own body
Paint with broken noodles
Sprinkle noodles over umbrella

Visual, Tactile,
Auditory,
Gustatory

Sensory 
motor play,

Express oneself

4
Find snacks and toys in pool
water gun play with friends
Throw water balloon to target

Visual, Tactile,
Gross-motor

Sensory 
motor play,

Competitive play

5
Cut watermelon with toy knife
Decorate snack with choco pen
Make a sandwich

Visual, Tactile,
Auditory,
Gustatory

Sensory 
motor play, 

cooperative play

Table 2. Sensory integration group therap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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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그룹감각통합치료 중재 전, 후 작업수행 비교

그룹감각통합치료 전과 후의 작업수행을 비교하기 위해 

COPM의 사전 사후 수행도와 만족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대상자 3명 모두 점수가 향상되었다. COPM의 유의한 변화

는 2.0 이상으로 본 연구의 평균 수행도는 2.5, 평균 만족

도는 3.0이 향상되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대상자 3명 중 2명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향

상을 나타내었다(Table 4). 

2. 그룹감각통합치료 중재 전, 후 또래와의 상호작용 비교

그룹감각통합치료 전과 후의 상호작용을 비교하기 위해 

PIPPS의 사전 사후 놀이 상호작용 항목점수를 비교한 결

과, 총점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다(Table 5).

3. 그룹감각통합치료에 대한 보호자 평가

보호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전반적으로 그룹감

각통합치료에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진행될 

그룹감각통합치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Table 6). 또

한, 인터뷰 내용으로 볼 때 중재에 참여한 대상자 아동들은 

놀이 확장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진되었으며, 부모로서

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 참여 당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과 촉감 놀이 활동의 

참여가 높아지기를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사항들은 물론 새

로운 모습이 관찰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평소 대답이 작았

던 아이가 큰소리로 대답하는 등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 정도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단기간이었음에도 아이에

게 변화가 나타나 매우 놀랐다.”(case 1 보호자 인터뷰)

Case Problem list
Performance Satisfaction

before after change before after change

1
Interaction with friends
Empathic ability
Reaction to tactile play

5
3
4

7
5
6

2
1
2

7
3
5

8
5
9

1
2
4

2
React with emotion
Interaction with friends
Experience new play

3
3
3

5
7
8

2
4
5

5
5
5

10
10
10

5
5
5

3
Don't take away friend toy
Maintain attention
Interaction with friends

2
4
4

5
5
5

3
1
1

2
4
2

4
5
4

2
1
2

Average 3.4 5.9 2.5 4.2 7.2 3.0

Table 3. Results of COPM pre-post comparison (N=3) 

Case
Performance Satisfaction

before after change before after change

1 4.0 6.0 2.0* 5.0 7.3 2.3*

2 3.0 6.7 3.7* 5.0 10.0 5.0*

3 3.3 5.0 1.7 2.6 4.3 1.7

*: 2.0점 이상의 변화

Table 4. Change of COPM pre-post comparison (N=3)

PIPPS

Pre Post
Z P

M ± SD M ± SD

14.0 ± 0.67 27.28 ± 0.65 -1.826 .001*

PIPPS: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M ± SD: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5. Results of PIPPS pre-post comparison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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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이 부족하여 그룹치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에도 친구들에 의해 상호작용에 호기심을 가지는 모습

을 보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대로 본 것 같아 만족합니다. 

추후 진행될 그룹치료를 통해 더 발전될 모습을 기대합니

다”(case 2 보호자 인터뷰)

“첫째로,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의 사용 빈도가 늘었고(즐

거워, 재밌어, 신난다), 표정과 제스처 등 비언어적인 표현

이 풍부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좀 

더 침착하고 여유있게 양보하거나 순서를 기다리는 등의 모

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셋째로, 그룹치료에서 학습한 내용

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재연한 결과, 해당 활동들을 모방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아이의 놀이 패턴이 확장되는 결과

를 확인했습니다.” (case 3 보호자 인터뷰)

Ⅳ. 고 찰

본 연구는 그룹감각통합치료가 발달장애 아동의 작업수

행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

시하였다. 이전에 그룹감각통합치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만 3세 학령전기 발달장애 3명을 대상으로 5주간 주 1회 70

분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룹감각통합치료를 적용한 후 작업수행과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설문지 및 인터뷰를 통한 보호

자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그룹감각통합치료에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작업수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COPM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대상자 3명의 평균 

수행도와 만족도 점수가 2.0 이상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향

상을 보였다. Kang 등(2005)은 COPM이 작업수행능력 변

화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도구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발달장애 아동에게 COPM을 적용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또한, Choi(2018)는 그룹감각통합치료를 지적장애 

아동에게 실시하여 COPM으로 작업수행능력을 측정했을 

때 총점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PIPPS 

중 놀이 상호작용 항목점수를 비교한 결과 총점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그룹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면서 아동들 간의 

눈 맞춤 및 놀이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

며, 이는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도움의 양을 줄이고 친구들

과 서로 협동하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Choi와 Kim(2018)은 지적장애 아동에게 그룹감

각통합치료를 적용했을 때 PIPPS의 놀이 상호작용 총점에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룹감각통합치료에 대한 부모의 요구 및 만족도를 알아

보기 위해 설문지 작성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대

상 아동의 놀이 확장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진된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보호자의 보고가 있었다. 이는 

Kim 등(2012)은 그룹감각통합치료를 통해 친구들의 모습

을 관찰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새로운 활동에 접근하며 기존

의 놀이에 참여하려는 행동이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를 뒷

받침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아동에게 그룹감각통합치

료를 적용한 뒤 평가도구만을 사용하여 결과를 측정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가도구와 더불

어 설문지나 인터뷰를 통한 보호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측정

Question M ± SD
5 4 3 2 1

n(%) n(%) n(%) n(%) n(%)

Are you satisfied with the group therapy compared to 
what you expected in terms of time, effort, and cost?

4.33 ± 0.57 
1 2 0 0 0

(33.3) (66.6) (0.0) (0.0) (0.0)

Do you think that you have achieved your goals 
through group therapy?

4.33 ± 0.57
1 2 0 0 0

(33.3) (66.6) (0.0) (0.0) (0.0)

Are you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is type of group 
therapy in the future?

4.66 ± 0.57
2 1 0 0 0

(66.6) (33.3) (0.0) (0.0) (0.0)

Would you recommend joining this program to other 
parents?

4.66 ± 0.57
2 1 0 0 0

(66.6) (33.3) (0.0) (0.0) (0.0)

Table 6. Results of post-survey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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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그룹감각통합치료의 효과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발달지연 아동 3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룹감각통합치료 중재의 효과성을 일반화하기에 어

려움이 있었다. 또한, 5회기의 짧은 연구 기간으로 이루어져 

더 많은 회기 수를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장기간동안 많은 대상자에게 학령전기 발달특성을 

고려한 그룹감각통합치료를 적용한다면 아동의 작업수행 능

력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향상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그룹감각

통합치료가 대상자의 작업수행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만3세 학령전기 아

동 3명을 대상으로 5주간 주 1회 70분씩 그룹감각통합치료

를 적용하였다. 중재 후 COPM과 PIPPS에서 유의미한 향

상을 보였으며, 설문지 및 인터뷰를 통한 보호자 평가에서

도 그룹감각통합치료에 대해 만족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

라서 그룹감각통합치료는 학령전기 발달장애 아동의 작업

수행과 상호작용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접근법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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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ensory Integration Group Therapy on Occupational 
Performance, Social Interaction of Preschool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Park, Mi-rae*, M.S., O.T., Park, Yun-Yi**, Ph.D., OT., Lee, Ji-Yeon*, Ph.D., O.T.

*Dongnam Health University Children’s Developmental Cent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nam Health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roup sensory integration therapy with 
regard to occupational performance, peer interactions for infant developmental disorder.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ree-year-ol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order who had 
never experienced sensory integration group therapy for five weeks, 70 minutes a week. Sensory integration 
group therapy consisted of five senses activities and art activities to promote gross motor, fine motor and 
peer interactions. Outcome measures were used the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COPM) 
and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PIPPS) to assess occupational performance and peer interaction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In addition, the pre/post questionnaire was used to evaluate the needs and 
satisfaction of caregivers about sensory integration group therapy. Results of changes before and after 
sensory integration group therapy were compared using Wilcoxon matched-pair signed rank task. 

Results : After sensory integration group therapy intervention, the subject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occupational performance and peer interactions (p<.05). In addition, there were assessment of caregiver 
who were overall satisfied with the sensory integration group therapy and would participate in further 
interventions.

Conclusion : Sensory integration group therapy was found to be effective intervention for improving 
occupational performance and peer interaction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apply sensory integration 
group therapy to many subjec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Key Words : Interaction, Occupational performance, Parent satisfaction, Sensory integration group therapy





Korea Journal of Geriatric Occupational Therapy [Vol. 2, No. 1] 2020    39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지 제 2권 제 1호

Korea Journal of Geriatric Occupational Therapy

Vol. 2. No. 1. 2020.

중고령자의 활동참여요인 : 고령화연구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김아람

풀잎아동발달센터 작업치료사

국문초록

목적 : 대규모 종단자료인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 자료를 활용하여 2006-2018년의 연령별 및 시간 변화

에 따른 국내 중고령자의 활동 참여의 변화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참여의 영향요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06-2018년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의 원자료 중 개인적 요인(성별, 연령, 종교, 거주 지역, 

학력, 주관적 건강), 라이프스타일(음주, 흡연, 규칙적 운동), 정서 기능(우울, 삶의 만족도), 참여(빈도, 다양

성)로 분류하여 상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2006-2018년 동안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면 전 연령에서 참여빈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거주 지역, 규칙적 운동, 주관적 건강, 우울, 삶의 만족도였다. 참여 다양성과 상관관계가 있

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거주 지역, 학력, 음주, 규칙적 운동, 주관적 건강, 우울, 삶의 만족도였다.

결론 :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국민들의 참여빈도와 참여다양성에 관한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여 참여빈도와 참

여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 영향요인 조사 및 참여를 목표로 하는 임

상현장 및 연구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참여, 참여 요인

교신저자 : 김아람(aramkim495@gmail.com) || 접수일: 2020.05.14 || 심사일: 2020.05.18

|| 게재승인일: 2020.06.05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급속한 인

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분석

에 고려된 데이터 중 한국이 기대수명이 90세 이상이 

되는 첫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Kontis, 

Bennett, Mathers, Foreman, & Ezzati, 2017). WHO(2016)

에 의하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8.1세에서 

2016년 73.0세(남자 70.7세, 여자 75.1세)로 5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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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길어진 수명이 얼마나 건강수명(health 

life expectancy)과 연결되는가의 무게가 중요해지는 

만큼 노인의 활동 참여와 관련된 영역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Jin, 2020; Kim, Han, & Jung, 

2020; Lee, 2020). 

성공적 노화란 질병과 장애의 부재 및 인지 및 신체

기능의 유지, 삶에 지속적인 참여를 만족시키는 개념

으로, 성공적이며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신체적, 정

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Rowe & Kahn, 1998).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참여는 우울감, 분노 등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감시

키며 건강 상태 증진에 도움이 된다(Kondo, Kazama, 

Suzuki, & Yamagata, 2008; Peggy & Lyndi, 2001; 

Sirven & Debrand, 2008).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낮은 

우울감과 높은 행복감 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

를 보이며(Kim, 2013b; Bassuk. Glass, & Berkman, 

1999), 신체적, 주관적 건강의 높은 수준을 보인다(Kim 

& Lee, 2008; Lee, Jang, Lee, Cho, & Park, 2008).

국내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노인에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를 다수 진행해왔다. Ko, Oh, Beak과 Lee(2012)

는 노인들의 신체기능과 활동 및 참여 수준과 관계 및 

활동 및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

다. 또한 Lee와 Yang(2012)은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

상시키는 목표를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Yun과 Yoo(2015)는 노인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노인에게 예방·중재 접근 시 

다각적 관점에서 노인의 참여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단면적 연구 설

계이며, 사회 참여의 변화에 대한 동향은 제시하지 않

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

는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짝

수 연도마다 동일한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KEIS, 2020). 패널자료는 동일한 표본으

로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말하며, 횡단 

자료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변수들 간의 동태적 관계

(dynamic relationship)를 감안하여 분석할 수 있다

(Nam, Moon, & Lee,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대규모 종단자료인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 자료를 활용하여 2006-2018년의 

연령별 및 시간 변화에 따른 국내 중고령자의 활동 

참여의 변화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여 참여의 영향요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1-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령화연구 패널조사는 한국의 고령화 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 수립과 학술적 연구를 위해 생산되고 

있는 기초자료로써, 2006년부터 매 2년 간격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7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CAPI)은 면접원이 노트북 

컴퓨터나 PDA를 지참하고 조사대장자에게 컴퓨터 화

면에 나오는 질문을 읽어준 후 그 응답을 키보드나 마

우스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Groves et 

al., 2011).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

하는 4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차년

도 10 ,254명, 2차년도 8,688명, 3차년도 7,920명,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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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7,486명, 5차년도 7,029명, 6차년도 7,490명, 7차

년도 6,940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KEIS, 2020). 

2.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의 요인

1) 개인적 요인

성별, 연령, 종교, 지역, 학력을 포함한다. 성별은 

남과 여, 연령은 45-54세, 55-64세, 65-74세, 75-84

세, 85세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종교는 유와 무로,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부로 분류하였다. 학력

은 초졸 또는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

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매우 좋음(5), 좋은 편(4), 

보통(3), 나쁜 편(2), 매우 나쁨(1)으로 나누었다.

2) 라이프스타일

음주, 흡연, 규칙적 운동을 포함한다. 음주는 평소 

음주 여부로 구분하였으며, 흡연은 현재 하루 흡연량

(단위: 개비/하루)로 측정하여 흡연 여부를 구분하였

다, 규칙적 운동은 1주일에 1번 이상 했을 경우와 아

닌 경우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3) 정서 기능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다. 우울은 CES-D10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의 한국어판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CES-D10은 

CES-D의 간이형으로 역학 조사용 우울 증상 선별 검

사 척도로 개발된 설문이다(Ko et al., 2012). 한국어

판 CES-D10은 아직까지 타당도 검증이 되어 있지 않

고 절단값(cut-off)이 확실하지 않다(Ko et al., 2012). 

지난 1주일간의 느낌과 행동에 대한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는‘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

했을 때, 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하여 어느 정

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점수화 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100점 범위에서 10점 단위로 측정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참여

참여 빈도와 참여 다양성을 포함한다. 참여 빈도는 

친한 사람들(친구, 친척 및 이웃)과의 접촉 횟수에 따

라 0-9점으로 측정하였다. 접촉 횟수는 거의 매일(일

주일에 4회 이상), 일주일에 한번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달에 한번 정도, 한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번 정도), 일년에 한두번 정도, 일년에 서너번 정도

(3-4개월에 1번),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2개월에 1번),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으

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참여 다양성은 종교모임, 친

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 여가/문화/스포츠 관련단

체(노인대학 등),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 정

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 등 7개 활동 가운데 참여

하는 숫자로 측정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06-2018년 한국고용 정보원에서 실시

한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를 바탕으로 진행하

였다. 패널조사는 2년마다 시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과 각 연령대의 참여는 기술통계 사용

하여 제시하였다. 2006-2018년 동안의 시간 변화에 

따른 참여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

적 요인(성별, 연령, 종교, 거주 지역, 학력)을 독립변

수로, ‘참여 빈도’ 와 ‘참여 다양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하여 상관관계가 확인된 요인들

을 대상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2.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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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Characteristics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Personal factor

Gender
Male 43.52 43.35 43.07 42.95 42.50 42.58 42.35

Female 56.48 56.65 56.93 57.05 57.50 57.42 57.65

Age(yr)

45-54 32.14 25.90 19.73 13.45 6.99 9.04 0.00
55-64 27.25 27.64 29.60 31.33 32.89 33.08 37.26
65-74 26.17 28.82 29.90 30.26 31.24 28.16 29.35
75-84 12.19 14.41 16.83 20.49 23.12 22.88 25.52
85+ 2.25 3.23 3.94 4.48 5.76 6.84 7.87

Religion

Have 55.39 50.91 48.90 50.99 56.34 41.55 37.71
Don’t have 44.60 49.09 51.10 49.00 43.66 58.44 62.29
Nonresponse 0.01 0.00 0.00 0.00 0.00 0.00 0.00
Unknowledge 0.00 0.00 0.00 0.01 0.00 0.00 0.00

Refuse to respond 0.00 0.00 0.00 0.00 0.00 0.01 0.00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city 44.73 43.32 42.85 42.31 42.38 43.56 42.13

Small and middle cities 32.60 32.06 31.89 31.87 32.21 32.15 33.04
Town and village 22.66 24.62 25.25 25.82 26.15 24.29 24.83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or under

47.05 47.54 46.99 46.11 45.38 39.72 38.53

Middle school 16.16 16.13 16.78 16.82 16.87 16.18 16.67
High school 26.41 26.59 26.59 27.00 27.61 31.28 32.09
University 10.31 9.71 9.62 10.07 10.13 12.82 12.71

Nonresponse 0.08 0.03 0.01

Subjective 
health

1 3.48 3.00 2.26 1.38 1.01 1.05 1.48
2 34.15 31.41 30.39 27.42 25.82 28.81 28.01
3 31.29 36.06 37.23 41.37 43.85 43.36 43.99
4 24.25 24.09 24.46 24.03 22.98 21.13 20.55
5 6.83 5.43 5.66 5.80 6.33 5.63 5.97

Lifestyle

Drinking
Yes 37.28 36.37 35.04 34.01 32.68 33.98 32.61
No 62.72 63.63 64.96 65.99 67.32 66.01 67.39

Unknowledge 0.00 0.00 0.00 0.00 0.00 0.01 0.00

Smoking
Yes 19.27 18.20 17.39 16.04 13.00 10.91 9.22
No 80.72 81.79 82.61 83.96 87.00 89.07 90.78

Unknowledge 0.01 0.01 0.00 0.00 0.00 0.03 0.00

                                 

Ⅲ. 연구 결과

1. 개인적 특징

2006년 10,254명, 2008년 8,688명, 2010년 7.920

명, 2012년 7,486명, 2014년 7,029명, 2016년 7,490

명, 2018년 6,9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

석 대상은 45세 이상으로 총 55,807명이었다. 연구대

상자의 개인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중 여성이 차

지하는 비율이 2006년 56.48%, 2008년 56.65%, 2010

년 56.93%, 2012년 57.05%, 2014년 57.50%, 2016년 

57.42%, 2018년 57.65%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55-64세, 65-74세에 

50% 이상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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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s
Yes 38.40 35.49 33.43 35.57 32.10 34.94 32.90
No 61.65 64.51 66.57 64.43 67.90 65.06 67.10

Emotional function

Depression

10-20 85.45 71.67 78.36 80.15 81.31 82.84 82.85
21-30 12.43 24.29 18.90 16.94 16.16 15.87 15.61
31-40 1.39 3.23 2.08 2.03 2.48 1.20 1.80

Unknowledge 0.72 0.81 0.66 0.88 0.06 0.08 0.07

Life satisfaction

0 2.26 0.71 0.71 0.64 0.30 0.25 0.42
10 1.60 1.35 1.28 1.12 1.04 0.35 0.55
20 2.94 2.87 2.65 2.30 2.79 1.58 1.54
30 5.77 6.43 5.21 5.80 5.83 4.11 4.90
40 5.65 7.27 7.35 7.16 7.03 5.85 7.00
50 17.80 19.72 18.19 20.18 18.32 16.73 15.20
60 12.77 15.34 18.31 20.64 20.17 20.28 19.27
70 22.54 22.66 23.42 23.52 26.13 28.50 28.13
80 18.70 17.36 18.56 15.51 15.39 18.29 18.92
90 6.83 5.00 3.47 2.73 2.86 3.56 3.66
100 3.06 1.23 0.72 0.40 0.09 0.39 0.40

Refuse to respond 0.00 0.01 0.03 0.00 0.00 0.03 0.01
Unknowledge 0.00 0.05 0.10 0.00 0.04 0.08 0.00

Participation

Frequency

Over 4 times a week 32.29 31.98 28.33 27.72 21.30 23.79 19.93
2-3 times a week 17.35 20.22 23.55 25.46 22.02 23.51 20.56
1 time a week 14.69 13.58 12.60 13.01 16.23 14.99 14.63

2 times a month 13.72 14.40 15.14 14.17 14.18 14.70 16.97
1 time a month 4.12 5.42 4.99 5.58 8.01 7.76 7.38
5-6 times a year 2.52 2.89 3.72 2.20 2.43 1.16 1.44
3-4- times a year 1.61 3.21 3.75 3.35 3.00 2.43 4.32
1-2 times a year 1.76 0.91 1.12 1.40 4.58 2.18 4.50

Rarely times 0.91 0.78 0.82 0.77 0.80 0.72 0.61
Don’t have 11.05 6.61 5.97 6.32 7.44 8.74 9.65
Unknowledge 0.00 0.00 0.00 0.00 0.00 0.01 0.01

Diversity

0 46.30 23.98 26.52 24.87 23.46 24.19 23.10
1 29.90 52.57 53.57 56.08 56.79 54.61 58.99
2 4.01 18.34 16.52 15.99 16.18 16.54 13.92
3 14.52 4.27 2.89 2.59 3.12 4.11 3.36
4 2.44 0.75 0.44 0.40 0.43 0.49 0.56
5 2.13 0.08 0.06 0.04 0.03 0.03 0.07
6 0.66 0.02 0.00 0.03 0.00 0.03 0.00
7 0.04 0.00 0.00 0.00 0.00 0.00 0.00

n 10,254 8,688 7,920 7,486 7,029 7,490 6,940

분포를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부 순으로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력 수준은 전

년도에서 초졸 또는 이하, 고졸, 중졸, 대졸 순으로 분

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로는 2006

년도를 제외하고 2008-2018년에서 보통, 나쁜 편, 좋

은 편, 좋음, 매우 나쁨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보면 음주에 대해서는 전년도

에서 응답자 중 최소 62.72% 이상이‘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흡연을 살펴보면‘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006년 80.72%, 2008년 81.79%, 2010년 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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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Pearson correlation(p-value)

Personal factor

Gender
-.047**
(.000)

-.064**
(.000)

-.050**
(.000)

-.060**
(.000)

-.048**
(.000)

-.057**
(.000)

-.054**
(.000)

Age
.036**
(.000)

.052**
(.000)

.060**
(.000)

.062**
(.000)

.078**
(.000)

.093**
(.000)

.084**
(.000)

Religion
-.053**
(.000)

-.124**
(.000)

-.103**
(.000)

-.117**
(.000)

-.155**
(.000)

-.118**
(.000)

-.091**
(.000)

Residential area
-.111**
(.000)

-.064**
(.000)

-.052**
(.000)

-.073**
(.000)

-.055**
(.000)

-.074**
(.000)

-.022
(.061)

Education level
.001
(.885)

.001
(.930)

-.016
(.145)

-.011
(.325)

-.005
(.697)

-.010
(.402)

-.027*
(.027)

Subjective health
.108**
(.000)

.121**
(.000)

.176**
(.000)

.175**
(.000)

.180**
(.000)

.215**
(.000)

.201**
(.000)

Lifestyle

Drinking
.025*
(.010)

.027*
(.012)

.049**
(.000)

.046**
(.000)

.044**
(.000)

.046**
(.000)

.012
(.330)

Smoking
-.044
(.053)

-.053*
(.035)

-.022
(.423)

-.006
(.838)

-.015
(.643)

-.006
(.862)

.069
(.080)

Exercises
.082**
(.000)

.0173**
(.000)

.071**
(.000)

.071**
(.000)

.055**
(.000)

.077**
(.000)

.082**
(.000)

Emotional function

Depression
.095**
(.000)

.138**
(.000)

.140**
(.000)

.170**
(.000)

.211**
(.000)

.198**
(.000)

.205**
(.000)

Life satisfaction
-.163**
(.000)

-.173**
(.000)

-.214**
(.000)

-.225**
(.000)

-.199**
(.000)

-.229**
(.000)

-.19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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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rrelation Between Factors and Participation Frequency

2012년 83.96%, 2014년 87.00%, 2016년 89.07%, 

2018년 90.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

다. 규칙적인 운동은 전년도에서 최소 61.65% 이상이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정서 기능 요인을 살펴보면 전년도의 우울(CES 

-D10)의 점수 분포는 10-20점이 전년도에서 최소 

71.67% 이상 분포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전년도에서 

70점에서 최소 22.54% 이상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참여를 살펴보면, 참여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 2018

년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참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다양성에서는 2006년을 제

외하고 1개 이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요인과 참여의 상관관계

1) 참여 빈도와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각 조사연도별 참여 빈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적 요인(연령, 성별, 종교, 거주 지역, 학력, 주관

적 건강), 라이프스타일(음주, 흡연, 규칙적 운동), 정

서 기능(우울, 삶의 만족도)과 참여(빈도, 다양성)에 대

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개인적 요인인 연령, 성



Korea Journal of Geriatric Occupational Therapy [Vol. 2, No. 1] 2020    45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Pearson correlation(p-value)

Personal factor

Gender
-.091**
(.000)

-.085**
(.000)

-.092**
(.000)

-.097**
(.000)

-090**
(.000)

-.091**
(.000)

-.063**
(.000)

Age
-.260**
(.000)

-.275**
(.000)

-.254**
(.000)

-.254**
(.000)

-.271**
(.000)

-.304**
(.000)

-.304**
(.000)

Religion
.210**
(.000)

.198**
(.000)

.211**
(.000)

.214**
(.000)

.191**
(.000)

.188**
(.000)

.179**
(.000)

Residential area
-.040**
(.000)

-.050**
(.000)

-.057**
(.000)

-.049**
(.000)

-.080**
(.000)

-.104**
(.000)

-.102**
(.000)

Education level
.334**
(.000)

.329**
(.000)

.307*
(.000)

.323**
(.000)

.323**
(.000)

.359**
(.000)

.332**
(.000)

Subjective health
-.242**
(.000)

-.297**
(.000)

.271**
(.000)

-.312**
(.000)

-.323**
(.000)

-.372**
(.000)

-.339**
(.000)

Lifestyle

Drinking
-.118**
(.000)

-.112**
(.000)

-.113**
(.000)

-.117**
(.000)

-.133**
(.000)

-.141**
(.000)

-.133**
(.000)

Smoking
.072**
(.001)

.081**
(.001)

.086**
(.001)

.066*
(.022)

.037
(.265)

.030
(.384)

.029
(.456)

Exercises
-.245**
(.000)

-.212**
(.000)

-.213**
(.000)

-.197**
(.000)

-.155**
(.000)

-.210**
(.000)

-.221**
(.000)

Emotional function

Depression
-.175**
(.000)

-.213**
(.000)

-.151**
(.000)

-.173**
(.000)

-.181**
(.000)

-.132**
(.000)

-.146**
(.000)

Life satisfaction
.271**
(.000)

.302**
(.000)

.283**
(.000)

.290**
(.000)

.272**
(.000)

.268**
(.000)

.25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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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rrelation Between Factors and Participation Diversity

별, 종교는 전년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p<.01)를 

보였으며, 거주 지역은 2018년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p<.01)를 보였다. 학력은 2006-2016년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2018년만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은 전년도에서 높은 상관관

계를 보였다(p<.01). 라이프스타일에서 음주는 2018

년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흡연

은 2008년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규칙적 운

동은 전년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정

서 기능인 우울(CES-D10), 삶의 만족도는 전년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p<.01)(Table 2).

2) 참여 다양성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각 조사연도별 참여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개인적 요인(연령, 성별, 종교, 거주 지역, 학력, 주

관적 건강), 라이프스타일(음주, 흡연, 규칙적 운동), 

정서 기능(우울, 삶의 만족도)과 참여(빈도, 다양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개인적 요인인 성별, 연

령, 종교, 거주 지역, 학력, 주관적 건강은 전년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라이프스타일에서 음

주, 규칙적 운동은 전년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p<.01), 흡연은 2006-2012년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였으나, 2014-2018년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 정서 기능인 우울(CES-D10), 삶의 만족도는 전

년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p<.01)(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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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B(β) B(β) B(β) B(β) B(β) B(β) B(β)
Personal factor

Gender
-.125**
(-.087)

-.122
(-.058)

-.112**
(-.090)

-.116**
(-.092)

-.090**
(-.068)

-.116**
(-.087)

-.079**
(-.056)

Age
-.005
(-.020)

-.012
(-.047)

-.009*
(-.037)

-.009*
(-.037)

-.004
(-.014)

-.003
(-.013)

.001
(.003)

Religion
-.247**
(-.043)

-.468**
(-.088)

-.441**
(-.089)

-.545**
(-.110)

-.754**
(-.142)

-.601**
(-.112)

-.418**
(-.073)

Residential area
-.465**
(-.128)

-.348**
(-.111)

-.219**
(-.071)

-.270**
(-.088)

-.243**
(-.075)

-.315**
(-.095)

Education level
.149**
(.058)

Subjective health
.175**
(.061)

.154
(.055)

.302**
(.114)

.268**
(.097)

.273**
(.093)

.403**
(.133)

.397**
(.127)

Lifestyle

Drinking
.070**
(.047)

.083
(.059)

.072**
(.056)

.068**
(.052)

.061**
(.044)

.058**
(.042)

Smoking
-.023
(-.068)

Exercises
.097**
(.066)

.076
(.055)

.037
(.028)

.037
(.028)

.025
(.018)

.041
(.030)

.067**
(.046)

Emotional function

Depression
.023**
(.041)

.050**
(.100)

.030**
(.075)

.044**
(.105)

.080**
(.164)

.067**
(.136)

.073**
(.142)

Life satisfaction
-.015**
(.001)

-.015**
(-.115)

-.020**
(-.149)

-.022**
(-.152)

-.108**
(-.116)

-.021**
(-.127)

-.021**
(-.125)

F(p)
67.377**
(.000)

11.864**
(.000)

78.790**
(.000)

88.138**
(.000)

92.088**
(.000)

105.860**
(.000)

87.317**
(.000)

R2 .056 .070 .082 .096 .106 .113 .092
Adjusted R2 .055 .064 .081 .095 .104 .112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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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the Participation Frequency

3.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참여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각 조사연도별 참여 빈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상관관계가 확인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통하

여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만 단순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사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각 조사연도에 공통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적 요인

(성별, 연령, 종교, 주관적 건강), 라이프스타일(규칙적 

운동), 정서 기능(CES-D10, 삶의 만족도)이었다. 각 

연도별 회귀 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델의 설명력은 2006년 5.5%, 2008년 6.4%, 2010년 

8.1%, 2012년 9.5%, 2014년 10.4%, 2016년 11.2%, 

2018년 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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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B(β) B(β) B(β) B(β) B(β) B(β) B(β)

Personal factor

Gender
-.041
(-.052)

-.033
(-.049)

-.038
(-.058)

-.061**
(-.092)

-.014*
(-.037)

-.005
(-.013)

.005
(.014)

Age
-.006*
(-.071)

-.005
(-.066)

-.006
(-.072)

-.003
(-.038)

-.005**
(-.075)

-.006**
(-.073)

-.008**
(-.103)

Religion
.279**
(.174)

.264**
(.157)

.250**
(.152)

.296**
(.187)

.330**
(.221)

.297**
(.186)

.245**
(.158)

Residential area
.101**
(.087)

.139**
(.138)

.074*
(.078)

.084**
(.090)

.023
(.025)

-.009
(-.009)

-.006
(-.007)

Education level
.161**
(.165)

.144**
(.189)

.135**
(.188)

.144**
(.204)

.119**
(.169)

.139**
(.191)

.114**
(.164)

Subjective health
-.034**
(-.035)

-.088**
(-.098)

-.075*
(-.86)

-.106**
(-.119)

-.116**
(-.138)

-.182**
(-.201)

-.140**
(-.165)

Lifestyle

Drinking
-.019
(-.036)

-.020
(-.044)

-.012
(-.028)

.011
(.027)

-.009
(-.023)

-.012
(-.029)

-.011
(-.026)

Smoking
.001
(.009)

.003
(.029)

.003
(.024)

.002
(.020)

Exercises
-.050**
(-.100)

-.045**
(-.101)

-.037**
(-.087)

-.017
(-.040)

-.028**
(-.071)

-.034**
(-.081)

-.050**
(-.125)

Emotional function

Depression
-.016**
(-.085)

-.015**
(-.097)

-.003
(-.019)

-.010*
(-.083)

-.006**
(-.043)

-.004
(-.028)

-.004
(-.029)

Life satisfaction
.007**
(.154)

.006**
(.137)

.007**
(.172)

.006**
(.131)

.006**
(.131)

.004**
(.079)

.004**
(.096)

F(ρ)
45.502**
(.000)

45.695**
(.000)

32.108**
(.000)

30.239**
(.000)

221.394**
(.000)

248.121**
(.000)

205.953**
(.000)

R2 .203 .243 .206 .219 .229 .249 .229

Adjusted R2 .199 .237 .199 .211 .227 .248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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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Participation Diversity

2) 참여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각 조사연도별 참여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관관계가 확인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통하

여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만 단순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사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각 조사연도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적 요인(성별, 연령, 종

교, 거주 지역, 학력, 주관적 건강), 라이프스타일(음

주, 규칙적 운동), 정서 기능(CES-D10, 삶의 만족도)

이었다. 각 연도별 회귀 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006년 19.9%, 2008년 

23.7%, 2010년 19.9%, 2012년 21.1%, 2014년 22.0%, 

2016년 24.8%, 2018년 2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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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고령화 연구패널을 이용하여 연령별 및 

시간 변화에 따른 국내 활동 참여의 변화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참여의 영향요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조사연도별 대상자의 개인적 요인과 라이프스타일, 

정서 기능, 참여에 대하여 기술 통계를 실시하고, 참

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관관계가 확인된 요

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활동 다양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의 대상자

를 제외하고 2008-2018년의 대상자들의 약 50% 정도

가 1개 활동에 참여하며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활동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의 역할 상실 혹은 감소된 역할

이 다른 것으로 대체 될 때 노년기의 행복감이 증진되

므로 다양한 활동에서의 참여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생활만족과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Lee, 2010).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생활만족과 안녕감 증진

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야 하며, 중고령자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위한 기존 

보건복지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여가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참여와 흡연은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 Jeon, 2006)에서 흡연을 하는 

노인이 활동적 상태가 좋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금연을 한 사람들은 건강상태의 악화

로 인한 금연이며,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수

준이 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능 상태가 좋기 

때문에 사회참여가 보다 활발할 수 있다(Bae, 2017).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자의 비율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1차와 7차를 비교하

였을 때 약 10%정도가 감소함을 보였다. 시간의 흐름

에 따른 흡연자 비율의 감소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

가 훨씬 적었다는 이유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흡연

유무에 대한 대상자 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참여 다양성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

수록 참여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0세 이

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가 높다

(Kim, 2013a)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다양한 활동

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참여가 노인들

의 심리적 만족,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되며(Ellison, 

1991; Johnson, 1995),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참여 

빈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Moon & Byun, 2012).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양

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참여에 적

극적인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스스로도 

사회참여나 활동 등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연구결과(Kim, 2006)를 뒷받침한

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참여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

관관계를 확인하였다(Bae & Park, 2009; Kwon & 

Cho, 2000). 이는 참여와 삶의 만족도는 서로 영향요

인임을 확인하였다.

참여 빈도와 참여 다양성의 영향요인들의 설명력

을 살펴보면, 참여 빈도의 설명력보다 참여 다양성의 

영향요인들의 설명력이 약 2배 정도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 다양성의 상대

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중고령자의 참여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 다양성이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

째, 45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병

원이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제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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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 연령을 범주화하여 나누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참여가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세 번째, 전년도 연령분포

가 50% 이상이 55-64세, 65-74세에 분포하여, 연령별 

참여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사 분석시스템을 바탕

으로 45세 이상의 국민들의 참여빈도와 참여다양성에 

대하여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며, 이러한 연구 결

과가 참여 영향요인 조사 및 참여를 목표로 하는 임상

현장에서 효과적인 참여 증진을 위한 의미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하여 4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관계와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국민의 참여 요인

을 조사하여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년도 조사에서 전체 대상자 중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요인에서 흡

연에 대하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거주 지역, 규칙적 운동, 

주관적 건강, 우울, 삶의 만족도였다. 참여 다양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거주 

지역, 학력, 음주, 규칙적 운동, 주관적 건강, 우울, 삶

의 만족도였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참여 빈도와 참여 다양성에 관

한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여 참여를 조사하는 연구로 

국내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

과는 참여 영향요인 조사 및 참여를 목표로 하는 임상

현장 및 연구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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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ity Participation Factors in Middle and Older 

Adults: Based on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im, Ah-Ram, M.S., O.T. 

Pulipchild Development Center, Occupational Therapist

Objective :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KLoSA),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changes in the participation of the middle and older adults in Korea due to changes in age and time between 

2006-2018 an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m, thus identifying the factors influencing participation.

Methods : From the raw data of the 2006-2018 KLoSA, personal factors (gender, age, religion, residential 

area, educational level, subjective health), lifestyle (drinking, smoking, regular exercise), emotional 

function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frequency, diversity) were classified before 

undergoing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was correlated with gender, age, religion, residential area, 

regular exercise, subjective health,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Participation diversity was 

correlated with gender, age, residential area, educational background, drinking, regular exercise, 

subjective health,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Conclusion : The factors related to the frequency and diversity of participation were analyzed and identified. 

This study’s results are expected to serve as useful data for clinical sites and research aimed at 

investigating and participating in participation impact factors.

Key words : KLoSA, Participation, Participa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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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봉사활동이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지민*, 강유빈*, 조은별*, 김 준*, 유두한**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자원 봉사활동의 시간과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공감 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자는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실시하였다. 자원 봉사활동 관련 질문과 

자아존중감 및 공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여 최종 자료 분석에 158부를 사용하였다.

결과 : 자원 봉사활동 만족도, 자원 봉사활동 시간, 작업치료학과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점수의 변

화가 확인되었다.

결론 : 자원 봉사활동이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공감 능력에 긍적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자원 봉사활동의 만족도와 자원 봉사활동 시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알 수 있었고, 

작업치료학과의 만족도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통해 작업치료학과 학생

들이 임상에서 필요한 능력의 향상을 기대한다.

주제어 : 공감 능력, 자아존중감, 자원 봉사활동, 작업치료학과



Predicting Healthy Lifestyle Patterns of 

Older Community Dwelling Adults

: A Latent Profile Analysis

Kang-Hyun Park*, Min Ah Yang*, Kyung-A Won**, Ji-Hyuk Park**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Yonsei University

**Incheon Metropolitan Dementia Cent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Yonsei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ubgroups of older adults with respect to their 

lifestyle patterns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 of each subgroup in order to provide basic 

evidence for greater health and quality of life.

Materials/methods :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n = 184) above the aged 65 were 

surveyed. This study used latent profile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subgroups. Chi-square

(χ2)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easures were then used to analyz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Results : The lifestyle pattern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inactive and unbalanced 

lifestyle type’, ‘self-management lifestyle’, and ‘active and balanced lifestyle.’ As the result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are higher as it belongs 

to an active and balanced lifestyle group. Additionally, gender, education level, and residential 

area were identified as predictive factors.

Conclusion :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can be improved when they have 

balanced lifestyle. Therefore, an empirical and policy intervention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for enhancing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Keywords : Healthy lifestyle, Health, latent profile analysis, Older adults, Quality of life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지 분류 기준 개발

남상훈*, 배수영*, 홍익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2016년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인지와 관련된 항목인 K-MMSE와 일상생활

활동에 관련된 항목을 이용하여 인지 분류 기준을 정하여 신체 건강 항목과 연관성을 조사하여 객관적

이고 정확한 인지평가도구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포함된 항목 중 K-MMSE와 일상생활활동에 관련된 항목을 선별하여 

다음과 같은 인지 분류 기준을 나누어 평가도구를 개발한다. 여기서 신체 기능 장애는 기본적인 일상생

활활동이 하나 또는 그 이상 또는 수단적인 일상생활활동이 두 개 이상을 수행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1) K-MMSE 총점 24점 이상이고 신체 기능장애가 없는 자는 정상으로 분류 한다. 2) K-MMSE 총정

이 23점 이하이고 신체 기능장애가 없는 자는 중등도 인지장애로 분류 한다. 3) K-MMSE 총점이 23

점 이하이고 신체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심각한 인지장애로 분류 한다. 4)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

한 인지 분류 기준(정상, 중등도 인지장애, 심각한 인지장애)과 우울, 거주 지역, 운동 기간, 악력, 모임 

참여 여부, 종교 참여, 사회 모임, 동창회 모임의 변수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이 연구에 인지 분류 기준과 총 8개의 변수들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울증이 있는 

개인들은 인지 장애를 가질 확률이 있었으며, 도시 지역보다 시골 지역이 인지 장애를 가질 확률이 증가

하였다. 운동기간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이 정상에서 중등도 또는 심각한 

인지장애로 갈 확률이 감소하였다. 또한 모임에 참여하는 개인보다 참여하지 않는 개인이 인지 장애를 

가질 확률이 증가 하였으며, 모임의 종류로 종교와 사회, 동창회 모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악력은 남성

의 경우 정상과 중증도, 정상과 심각한 인지장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중등도와 심각한 인지

장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정상에서 중등도, 정상에서 심각한 인지장애, 중등

도와 심각한 인지장애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이 연구에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포함된 K-MMSE와 일상생활활동 영역 항목을 사용한 인지 분

류 기준이 8개의 변수와의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가지의 변수로 활용한 인지 분류 기준은 개

인의 인지 장애를 측정하는데 있어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지 분류 기준의 효과성

을 조사한다면 더욱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인지, 척도, 패널조사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Overseas Elderly Occupational Therapy 

Using Test Mining

Kim, Ah-Ram*, Lee, Tae Kwon**, Jeong, In Jae**, Park, Hae Yean*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Yonsei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quantitative changes and 

status of overseas occupational therapy using text mining.

Methods : By utilizing PubMed from 2009 to 2019, research papers with Elderly, Health and 

Occupational therapy were selected as subjects for analysis to collect words of Abstract. 

Through the collected information, the number of annual occurrence papers, the analysis of 

key words, the analysis of key words by yea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s were 

analyzed.

Results :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during 2009-2019 was 9,941, with a gradual 

increase from 2009 to the highest frequency in 2017 or 2018, followed by a decreasing trend 

in 2019. In the last 5 years, the most frequent words were Care, Group, Intervention, Pain, 

Treatment, and Work. As result of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s based on the 

average frequency over the last 11 years, function, lealth, event, and partition have shown a 

high relationship between words.

Conclusion :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applied a new research method called text 

mining to present macroscopic and comprehensive results by empirical and systematic analysis 

of trends in occupational therapy. Based on this, it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new research 

directions at clinical and research sites for occupational therapy related to the elderly.

Keywords: Elderly, Health, Occupational therapy, Text mining



치매 환자의 가족부양자를 위한 국내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김가은, 박주희, 신나연, 강호현, 유두한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치매 환자 가족부양자를 위한 중재프로그램과 제공된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여, 앞으로 가족부양자 중재프로그램에 관한 국내 연구의 방향을 시사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자료 검색을 위해 RISS, KISS,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관련된 연구를 검색하

였다.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PRISMA)를 이용

하여 최종 선별된 연구는 총 15편이었으며, 연구의 질적 수준(hierarchy of levels of evidence for 

evidencebased practice)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문헌의 질을 평가하였다. 대상 연구를 바탕으로 PICO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결과 : 총 15편의 문헌에서 적용된 중재프로그램 16개의 질적 수준, 중재 기간, 종속 변인과 중재 종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16개 프로그램의 각 종류를 분석해보면, 복합적 프로그램이 총 8개로 가장 많

았으며, 심리·정서적 지지프로그램 3편, 가족지지프로그램 3편, 교육 프로그램 2편 순이다. 심리·정서

적 지지프로그램은 주로 우울에, 가족지지프로그램은 가족 탄력성에, 교육 프로그램은 부양부담에 효과

를 보였으며, 복합적 프로그램에서는 우울, 부양부담 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를 나타냈다.

결론 : 치매 환자의 가족부양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맞춘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가

족부양자들의 참여 증가를 위해 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범위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내 

RCT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 가족, 부양자, 치매, 프로그램



학교생활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유임

원광대학교 건강증진연구소 &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전국 작업치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7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지역

사회 거주 노인 144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참여와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연구도구는 

학교생활만족도, 진로준비행동척도,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사용하여 각 변인들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기술통계와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진로준비행동 및 취업스트레스 평균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점수보다 낮았다. 학

교생활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 및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진로준비행동은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학교생활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의 학업성적과 가장 상관이 높았다. 진로준비행동

은 학교생활만족도 중에서는 교수와의 관계와 상관이 가장 높았고, 취업스트레스 중에서는 취업불안스트

레스와 상관이 가장 높았다. 

결론 : 학교생활만족 및 진로준비행동은 취업스트레스와 상관이 있었는데, 학교생활을 하면서 취업과 관련

된 자신의 기대와 욕구가 낮아질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취업스트레스가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으

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학교생활만족도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최유임

원광대학교 건강증진연구소 &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참여 및 삶의 질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었다. 

연구방법 : 지역사회 거주 노인 144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참여와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인지기능은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 일상생활활동은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 참여는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삶의 질은 노인 삶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및 피어슨 상관분석

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 인지기능은 참여의 사회활동과 삶의 질 3개 영역(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관계 및 경제수

준)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일상생활활동은 참여(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여가활동)와 삶의 질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참여의 하위영역들 중 수단적 일상생활활동과 여가활동은 삶의 질

의 모든 하위영역과 상관이 있었고, 참여의 사회활동은 신체적 건강을 제외한 삶의 질의 모든 영역과 유

의한 상관이 있었다. 여러 변인들 중 삶의 질과 가장 상관이 큰 변인은 참여의 여가활동인 것으로 나타

났다. 

결론 : 참여,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의 순으로 노인의 삶의 질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 중에

서는 여가활동이 삶의 질과 상관이 가장 높았다.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을 위하여 일상생활활동의 수행을 

촉진하고, 인지기능 및 참여를 위한 활동, 작업 및 여가에 대해 개발하며 이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치료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에 대해 연구

를 하였으며 성공적 노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노인, 삶의 질,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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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뇌 반구 손상에 따른 공간관계지각과 인지기능의 상관관계

황도연*, 박진혁**, 이성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오른쪽, 왼쪽, 양쪽 뇌 반구 손상에 따른 공간관계지각과 인지기

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작업치료 중재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대학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공간관계지각은 Minnesota Spatial Relations Test(MSRT)를 사용하였고, 인지기능은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로 측정하였다. 공간관계지각과 인지기능의 

상관관계는 Spearman rank- order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MSRT 수행시간과 MoCA-K 하위영역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오른쪽 뇌 반구 손상(13명)의 경우 

시공간/실행력(ρ = -.615), 추상력(ρ = -.721), 지연 회상력(ρ = -.641), 총점(ρ = -.656)에

서, 왼쪽 뇌 반구 손상(14명)의 경우 시공간/실행력(ρ = -.639), 주의력(ρ = -.735), 지연 회상력

(ρ = -.654), 총점(ρ = -.744)에서, 양쪽 뇌 반구 손상(9명)의 경우 시공간/실행력(ρ = -.771), 

주의력(ρ = -.780), 추상력(ρ = -.822), 총점(ρ = -.870)에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뇌 반구 손상에 따라 공간관계지각과 인지기능의 상관관계가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오른쪽 뇌 반구 손상의 경우 추상력과, 왼쪽 뇌 반구 손상의 경우 주의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더 많은 수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뇌 반구 손상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에 따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공간관계지각, 뇌 반구 손상, 뇌졸중, 인지기능



Factors Analysis Associated on Social Participation Post-Stroke

: Using PEO (Person Environment Occupation) Model

EunJoo Kim*, Kyeong-Mi Kim**

*Assistive Technology Team for Independent Living,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ir social participation over time through a 

longitudinal follow-up investigation from 3 to 24 months according to the Person Environment 

Occupation (PEO) model. 

Methods: A prospective, long-term follow-up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595 patients 

with stroke at 3, 6, 12, and 24 months. Person factors included age, gender, education level, 

type of stroke, hemisphere, motor function, language, swallowing, cognition, depression, and 

stress. Environment factors included family support, caregiver burden, home structure, and 

income. Occupation factors included activities of daily living, ambulation, independence level, 

driving, sexual life, and job.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1.0 and 

IBM SPSS AMOS 21.0 software.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ime went by, social participation 

increased gradually, the largest change occurring between 3 and 6 months. Second, as a 

result of categorizing and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social participation over time using 

the PEO model, the factors that continuously influence motor function, depression, stress, and 

cognition in the person factors and the language function as the chronic phase. In terms of 

environment factors, caregiver burden and home structure were analyzed as factors that 

continuously influenced social participation. In terms of occupation factors, ambulation, 

independence level, job, and driving were analyzed as factors that continuously influenced 

social participation.

 Conclusion: The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regarding the rehabilitation of patients with 

stroke and will suggest directions of intervention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social 

participation based on onset periods.

Keywords: Factors analysis, PEO Model, Post-stroke social participation



전두엽 뇌파 비대칭과 감각처리 간 상관관계

서정민, 윤득근, 김은영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전두엽의 좌반구는 행동 접근체계, 우반구는 행동 억제체계로 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두

엽 뇌파 비대칭(frontal EEG asymmetry)과 감각처리(감각 추구 및 감각 회피) 간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QUICK-20 DRY EEG HEADSET을 사용하여 안정시 뇌파를 측정하였

고,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Adults Sensory Profiles; AASP)을 사용하여 감각처리 특

성을 평가하였다. 전두엽 뇌파 비대칭은 Fp1, Fp2, F3, F4 전극의 알파 주파수 대역에 대한 좌반구 파

워 대 우반구 파워의 비율을 통해 계산되었다. 전두엽 뇌파 비대칭성과 감각처리 특성 간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 알파 파워가 우반구에 비해 좌반구가 클수록 감각 회피 성향이 증가하였다.  

결론 : 행동 억제체계를 반영하는 전두엽 활성화와 감각 회피 간 관계는 감각처리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이

해를 심화시킨다.

주제어: 감각처리 특성, 안정시 뇌파, 전두엽 뇌파 비대칭성,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



패널 조사 데이터를 통한 한국, 중국, 일본의 인지 및 신체 건강 항목의 비교: 

체계적 고찰 

남상훈*, 배수영*, Kevin T. Pritchard**, 홍익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Division of Rehabilitation Science, University of Texas Medical Branch, USA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패널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인지 및 신체 건강 항목을 비교한 문헌

을 체계적 고찰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Pubmed와 Google Scholar을 사용하여 2005년부터 2020년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

요 검색어는 “CHARLS AND JSTAR AND KLoSA AND cognition AND health”을 사용했으며 총 8

편의 논문을 선정했다. 

결과 : Centre for Evidence-Based Medicine(CEBM)을 사용하여 논문의 질 평가를 했을 때 Level 2A

논문은 1편, Level 2B 논문은 6편, Level 5 논문은 1편이었다.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가 간 인지 

항목 비교를 한 논문은 3편이었으며 신체 건강 항목을 비교한 논문은 5편이었다. 한국, 중국, 일본 국가 

간 공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인지 항목은 언어 기억 기능, 지남력, 계산 능력이었다. 또한, 비교할 수 

있는 신체 건강  항목은 만성질환상태, 라이프 스타일, 일상생활활동영역이었다. 

결론 : 여러 국가의 패널 조사 데이터의 항목을 비교하는 것은 공중보건정책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동북아 세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국가 간 인지 기능을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은 3항목으로 

제한적이었으므로 국가 간 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제어: CHARLS, Cognition, Health, JSTAR, KLoSA



Comparison of Play Perception and Play Participation 

of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and Non-Disabled Children 

in Preschool Age

 Park, Da Sol*, Lee, Eun Young**, Lee, Sun Hee**, Park, Hae Yean***

*Yonsei Soul Psychiatry Hospital, Occupational Therapis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octor Course, Student
***Dept.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comprehensive survey of children's play 

in parents of disabled and non-disabled children prior to commencing school. This study 

aimed to further understanding play recognition and to present a specific direction of play 

necessary to each parent.

Methods : A questionnaire based on prior studies was sent to 700 people who had 

previouslyagreed to the take part. A total of 596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ncollected 

and insincere surveys, of which 106 were questionnaires for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were exclused from analysis. The SPSS Window 23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and the independent sample T test were performed.

Results : Disabled children’s parents perceived playing with their children a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non-disabled children’s parents(p < .01).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disabled children and non-disabled children’s parents, but there were some 

differences(p = .053).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children had more time to participate 

with their mothers than with their fathers. Mothers with disabilities had more time to play 

however, fathers with no disabilities had more time.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children’s 

parents had the most “ordinary” frequency of buying toys and there was very littele 

difference between the 2 groups.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children’s parents primarily 

used the internet to acquire play information, and consideration when buying fun was followed 

by interest inducement, development level and safety.

Conclusion :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mpare the status of play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by parents of children with or without disabilities. Based on this study, parents 

will be able to find out what they really need to play and will be provided as a basis for 

future play studies for children.

Keywords : Disabled children, Parents, Play participation, Play perception, Preschooler children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기억력 중재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박보라*, 배지혜*, 이재신**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사과정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체계적 고찰을 통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기억력 중재에 대한 방법 및 효과에 대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헌을 국내논문 KISS, RISS, NDSL, 국외논문 PubMed, 

Cochrane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였다. 전체 312편에서 선정한 논문 9편을 근거기반 수준 5단계 모델

을 적용하여 1단계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 분석하였다.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기억력 중재의 근거제

시방법은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s, Outcome(PICO)의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에서 사용된 중재 방법은 전산화 인지 프로그램 4편, 회상 인지 프로그램 2편, 운동 프로그램 

2편, 대면 지필 방식 1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1편을 제외한 나머지 8편의 연구에서 회상기억, 단기기

억, 작업기억, 장기기억, 논리적 기억이 향상되었다.

결론 :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기억력 중재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작업치료사들이 객관적 근거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경도인지장애, 기억력 중재, 노인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체게적 고찰; 한국노인을 중심으로

김현주, 송은진, 함아영, 차태현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노인차별을 경험한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연구를 체계적 고찰을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노인의 차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 : DBpia, Riss, KCI(한국 한술지인용색인)을 사용하여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출판된 논문

을 검색하였다. 검색어로는 “노인차별” 그리고 “경험” 또는 “영향요인” 또는 “관련 요인”을 검색어로 지정

하여 사용하였다. 포함기준과 배제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9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1차 구성은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기입하였으며 코딩표 를 통해 노인차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총 9편의 논문의 질적 연구 수준을 분석한 결과 Ⅳ수준은 9편으로 분류되었다. 분석결과 노인차별 

영향요인의 사회적 요인으로는 미디어 또는 사회 구조적으로 노출된 노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노인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약화가 노인차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노인차별로 인한 노인의 삶의 질 정도는 다른 세대보다 더욱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차별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활용

될 것이다.

주제어: 경험, 노인차별, 영향요인, 체계적 고찰



대학생의 생활양식 및 심리적 요인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홍미영*, 강구용**, 한지수**, 김은영**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료과학과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양식 및 심리적 요인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참가자는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다. 참가자는 수면의 질 척도를 작성하였고 음

주, 흡연, 학업성적, 건강상태, 일주기 유형, 주거형태를 묻는 생활양식 설문과,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스

트레스 및 삶의 만족도 척도에 응답하였다. 수면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T검정, 피

어슨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수면의 질은 건강상태, 일주기 유형,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주거형태에 따른 수면

의 질을 분석한 결과, 자가 및 기숙사 거주 집단이 자취 거주 집단보다 높은 수면의 질을 나타냈다. 다

중회귀분석 결과, 일주기 유형이 수면의 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의 

수면의 질 향상 중재를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학생, 수면의 질, 생활양식, 심리적 요인, 작업치료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한 COVID-19 확진 및 격리가 라이프스타일에

미치는 영향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재휴*, 박강현**, 박지혁***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작업치료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양성 진단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이로 인해 건강과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20년 9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입소자

들의 COVID-19 전과 후의 라이프스타일 패턴과 양을 이해하기 위해 YLP를 사용하였으며 건강 및 삶

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Korean version of WHOQOL-BREF, MSBS-8, ISI-K, PHQ-9를 사용하였

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는 Colaizzi의 주제 분석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 COVID-19 전-후 비교 결과, YLP (p < .01), WHOQOL-BREF (p < .01), MSBS-8 (p < 

.01), ISI-K (p < .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질적 연구 결과 총 179개의 의미 있는 

진술, 11개의 부 주제, 14개의 주제, 3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최종 분류된 범주는 양성 진단자들의 걱

정, 생활치료센터에서의 경험, 입소자 관점에서의 니즈(Needs)이다. 

결론 : COVID-19로 인해 환자들은 신체활동과 활동참여의 감소, 수면 패턴의 변화와 같은 라이프스타일

의 변화와 함께 삶의 질 저하, 지루함 증가, 수면의 질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뿐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불안, 사회적 낙인에 대한 걱정, 무료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겪고 있었다. 입소자들의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료함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상담과 면담과 같은 의사소통이었다. 따

라서 경한 증상을 가진 COVID-19 양성 진단자에게 의학적 처치 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삶의 질, 건

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격리, 라이프스타일, 삶의 질, 혼합연구방법, COVID-19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된 국내 비약물중재 치료 현황에 

대한 체계적 고찰

조한진, 박건호, 이수빈, 이해인, 김수경

건양대학교 의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국내 학술 논문에 기재된 조현병 환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국내 

비약물 중재 치료 현황을 확인하여, 조현병 환자들의 국내 작업치료 중재 연구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였다. 

연구방법 : Google Scholar, RISS, E-Article을 통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 용어로는 ‘조현병 or 정신분열병 and 비약물 or 중재’를 사용하였다.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21

개의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결과 : 총 21편의 선정된 연구 중 근거 수준 Ⅱ에 해당하는 연구가 12편(57%)으로 가장 많았다. 비약물 

중재치료를 적용한 연구는 2013년과 2018년에서 4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 되었다. 비약물 중재치료가 

적용된 학문 분야는 간호 학문 분야에서 11편(51.38%)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비약물중재 

방법들은 대표적으로 심리치료, 인지치료, 예술치료, 운동치료가 포함되었다. 

결론 : 총 21편에서 분석된 비약물 중재 치료 방법은 심리치료, 인지치료, 예술치료, 운동치료가 있었다. 

각 중재치료는 신체적인 기능, 문제해결능력, 이해력, 삶의 질, 대인 관계 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 자기효

능감,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등 정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업

치료사가 조현병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국내 작업치료 중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

다.  

주제어: 비약물, 정신분열병, 조현병, 중재, 체계적 고찰



미취학 아동의 작업참여와 스트레스가 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류기원, 김미주, 박현영, 정채린, 김희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의 작업참여와 스트레스가 사회 적응력과 가지는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20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만 2세 이상의 미취학아동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96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함께 작업 질문지(Occupational Questionnaire; 

OQ), 한국형 유아 스트레스 척도(Korean Preschool Daily Stress Scale; KPDSS), 국립 특수 

교육원 적응행동 검사(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Scales of Adaptive Behavior; 

KISE-SAB)를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모아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으로 확인하

였다. 그 외에는 상관관계를 알아본 뒤,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 아동의 등원 여부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적응행동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적응지수가 낮고, 작업 참여에서 휴식 시간의 많을수록 적응행동 지수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미취학 아동의 적응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휴식과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결론 : 등원이 중단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휴식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사회관계의 기회를 잃은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관계는 스트레스 와도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적응행동과 

스트레스를 위해서는 적절한 작업 참여가 필요하다. 작업치료사는 제한된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아

동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연구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미취학 아동, 스트레스, 작업참여, 적응행동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경향 연구

이혜식, 박다솔, 신가인, 박혜연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노인 건강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의 경향을 확인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형태, 

방법, 목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5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5년간 국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구글스칼라, NDSL, KISS, RISS, KMBASE를 이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검색

어는 (노인 AND 어플리케이션) OR (고령자 AND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다. 문헌 수집과 선별은 저

자 2명이 개별적으로 검토 후 진행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헌들을 통해 도출된 어플리케이션 형

태, 방법, 목적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 최종 선정된 10편의 논문을 어플리케이션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를 분류한 결과, 휴대폰을 이

용한 연구가 6편(60%)으로 가장 많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한 연구가 2편(20%), 그 외 컴퓨터를 이용

한 연구가 2편(20%)으로 총 3가지의 형태가 보고되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고 정보를 얻는 방법 5편(50%), 관리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3편(30%),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지만 관리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편(20%), 총 3개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어플리케이션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결과, 인지적 

건강 목적이 5편(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 목적 3편(30%), 그 외에 정신적 건

강 목적 1편(10%), 생활습관 교육 목적 1편(10%), 총 4개의 어플리케이션 목적이 보고되었다.

결론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원격 건강에 관심이 주목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지는 만큼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 할 수 있는 연구의 중요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 건강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추후 노인 건강 관련 어플

리케이션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의 기초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건강, 노인, 어플리케이션, 경향 연구



MVPT-4(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4)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 정상인 10~70대 연령을 대상으로

이윤선*, 류태경**, 김범준**, 홍덕기**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원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시지각 평가도구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4(MVPT-4)의 타당도 및 신

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10대부터 70대의 건강한 정상인 322명을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MVPT-4의 동시타당도 검증을 위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A(DTVP-A)를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27명의 대상자에게 2주 후에 재검사를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MVPT-4와 DTVP-A 원점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원점수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 - test), 연령에 따른 원

점수 비교를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정(post-hoc)으로 

Scheffe 검정을 시행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위해 급간내상관관계수(Internal 

Classification Coefficients; ICC)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를 확인

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α는 .05로 하였다. 

결과 : MVPT-4 원점수와 DTVP-A 하위영역의 원점수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성별에 

따른 MVTP-4의 원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연령에 따른 원점수 비

교는 연령대마다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으며 (p < .001) 다중비교 분석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원점수

가 감소하였다. 60대, 70대는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p < .05) 50대는 20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MVPT-4의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867로 

나타났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급간내상관관계수는 .889로 분석되었다.

결론 : 본 연구는 MVPT-4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함으로써 국내에서 MVPT-4 활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지각 장애가 있는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가 필

요하다.

주제어 : 시지각, 표준화, DTVP-A, MVP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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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수상 성명/소속 팀명 작품과제명
지도
교수

1 학회장상
이시은 등 6명

꿀꺽 이제 삼켜보자! 이성아
순천향대학교

2
교수

협의회장상

박상규 등 4명
엠씨테크

YIT형 인지자극 
회상훈련카드(Brain Switching 

card) 개발
이정원

여주대학교

3 우수상
김은영 등 12명 Kosin Dreamer _ 꿈을 

꾸는 사람들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난조끼 - 

가디언
홍소영

고신대학교

4 장려상
고유빈 등 6명

워킹맨 스텝 바이 스텝 이성아
순천향대학교

5 장려상
고현주 등 4명

Ready OT
‘뇌튼튼 몸튼튼’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치매 극복 
프로그램

우희순
원광대학교

6 장려상
김지현 등 3명

마음사랑 공방
수공예 프로그램을 통한 치매노인 

수면의 질 향상
최유임

원광대학교

7 아이디어상
박지은 등 3명

은이와 아이들 Guess what box 최유임
원광대학교

8 아이디어상
박지현 등 3명

형현민
COPM을 활용한 정상아동 

교우관계증진 프로그램
최유임

원광대학교

9 아이디어상
최광석 등 5명

사시사철
사계절에 맞는 도구를 활용한 

작업 중심의 회상 치료
최유임

원광대학교

10 아이디어상
서석현 등 4명 For Visual Handicap 

(F.V.H)
시각장애인의 식사를 돕기 위한 

캠 안경
문종훈

경동대학교

11 아이디어상
이민기 등 7명

제 2의 인생 직업재활 이성아
순천향대학교

12 아이디어상
강건호 등 7명 세놀생탄 (세상을 놀라게 

한 생각의 탄생)
압력발판패드 이성아

순천향대학교

13, 14 아이디어상
고유빈 등 3명

안유진
13. 생각혜윰

이성아
순천향대학교 14. 그립다

15 아이디어상
김가은 등 4명

WDFC
치매 환자의 가족부양자를 위한 

국내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유두한
건양대학교



번호 수상 성명/소속 팀명 작품과제명
지도
교수

16 아이디어상
김원호 등 6명

Why not
6번 목신경 척수손상 장애인을 

위한 Wrist Mouse
장 철

경남정보대학교

17 아이디어상
김진표 등 4명

순천향 OT 8 누워서하는 운동보조 도구 이성아
순천향대학교

18 아이디어상
류아윤 등 6명

울트라 캡스톤 사물의 용도를 알려주는 QR코드 이성아
순천향대학교

19 아이디어상
박주연 등 2명

미래지향
한 손 식기세척기(One hand 

dishwasher)
정은화

극동대학교

20 아이디어상
박혜선 등 2명

平活 Normal 지팡이 한대성
상지대학교

21 아이디어상
박희수 등 5명

G.I.A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원예 활동 

(Gardening In Application)
이성아

순천향대학교

22 아이디어상
안동진 등 3명

우송OT
Modified Side Wall Bobath 

table
강미영

우송대학교

23 아이디어상
안승우

Tony Todori 1.0 허서윤
경복대학교

24 아이디어상
오현아

K-OT
보조기기 개발 - 편마비 환자를 
위한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한 

용제 압출기
허서윤

경복대학교

25 아이디어상
이혜연 등 6명 breathe with me (함께 

숨 쉬어요)
불어서 하는 보드게임 이성아

순천향대학교

26 아이디어상
이혜원 등 6명

삼시세끼 장애인식개선 UCC- “우리” 안소현
경복대학교

27 아이디어상
이주연 등 5명

두드림 (Do Dream) 두드림 이성아
순천향대학교

28 아이디어상
장혜지 등 5명

아리아리 (AriAri) 침상 무릎 운동기구 이성아
순천향대학교

29 아이디어상
심지은 등 5명

집돌이와 집순이 집밥레시피 “집돌이와 집순이” 안소현
경복대학교

30 아이디어상
최재혁 등 3명

四季 (사계) 휴대용 컵 고무 손잡이 오동환
경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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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2길 16-17 (우편번호: 03029)

TEL：(02) 735-2257, 738-9746

FAX：(02) 723-9025

E-mail : gyechuk@hanmail.net

홈페이지 : http://gyechuk.co.kr



Neofect
Smart Rehab
Solution

Smart Glove

Neomano

Smart Balance

ComCog

Smart Kids

Smart Pegboard

Smart Board 

경기도�성남시�수정구�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주)네오펙트
Tel 031-889-8521        Fax 031-759-7722       Email  neofect.kor@neofect.com

네오펙트�스마트�재활�솔루션은�뇌의�변화에�집중하는�신경재활과�체계적인�운동학습을�지원하는
데이터�기반의�디지털�재활을�융합하여�뇌가소성을�높이고�기능을�회복하도록�돕고�있습니다.

www.neofect.com



컴커그는 인지 재활 훈련을 나선형 구조로 접근하여 손실된 인지 기능을
재학습, 재교육이 되도록 돕습니다.

 Neofect
ComCog

인지 재활의 중요성

인지 재활 치료의 기본적 접근방법

인지영역에는 집중력, 기억력의 기본적인 영역과 함께 그 상위 수준으로 기획력, 체계화시키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추상화 능력 
등이 포함되며 감각, 언어, 시지각 능력의 통합이 기초가 됩니다.

일반적 인지 훈련은 아래수준에서 점차 위 수준으로, 단순한 것에서 
점차 복잡한 과정으로 진행하는 나선형 구조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오펙트 컴커그는 이에 따라 환자의 주의력과 
지각력, 판별력과 조직화, 기억력까지 계층적 접근을 통해 
인지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의력 훈련 (기본구성)

기억력 훈련 (기본구성)

공담기
· 기초 시지각
· 시각적 주의 전략 훈련

카드 붙이기
· 단순 재인 기억
· 공간 기억 능력 훈련

카드 맞추기
· 복합 주의 변별
· 시청각 복합주의력 훈련

숫자 연결하기
· 연상 기억
· 언어-비언어 복합기억력 훈련

카멜레온 잡기
· 복합 주의 변별
· 복합 시각 자극에 반응하는 훈련

연주하기
· 순차적 회상
· 청각 자극으로 순차적 기억 훈련

소리 찾기
· 주의 유지
· 청각 방향별 주의변별 훈련

이름 연결하기
· 단순 공간 기억
· 시각 자극의 특징과 위치 기억

시계 바늘 잡기
· 복합 주의 변별
· 시청각 복합주의력 훈련

소리 연결하기
· 순차적 회상
· 청각 자극으로 전략 수립

다른 토끼 찾기
· 주의 변별
· 시각적 주의 변별 훈련

전화걸기
· 순차적 회상
· 순차적 암기로 기억 전략 수립

소리 듣기
· 기초 청지각
· 시청각 복합주의력 훈련

이름 연결하기
· 단순 재인 기억
· 주의 고정능력 훈련

다트 맞추기
· 복합 주의 변별
· 시청각 복합주의력 훈련

그룹 기억하기
· 언어 범주화 기억
· 범주화된 기억력 훈련

공지키기
· 주의 유지
· 주의력과 거리지각 훈련

물검 담기
· 단순 공간 기억
· 시각 자극의 특징과 위치 기억

표정 찾기
· 정서주의
· 주의력과 거리지각 훈련

이야기 기억하기
· 언어 통합
· 회상 훈련으로 기억력 향상

Contents Instruction  



집행 훈련 (추가옵션)

시공간 훈련 (추가옵션)

포장하기
· 유창성
· 인지 유창성 훈련

모양 맞추기
· 주의력
· 형태 지각, 색채 지각, 
방향 지각 훈련

규칙 찾기
· 개념형성
· 추론 능력 훈련

큐브 완성하기
· 개념형성
· 공간 관계 지각능력 훈련

물건 이름 찾기
· 탐색
· 형태 항상성 지각능력 훈련

색깔글자 맞추기
· 주의력
· 인지 통제 및 반응억제 훈련

숨은 그림 찾기
· 지각
· 시각 폐쇄 능력 훈련

방향 맞추기
· 주의력
· 시각적 인지통제 능력 훈련

어울리는 사물 찾기
· 개념형성
· 전경-배경 구분 능력 훈련

상황에 어울리는 물건 찾기
· 탐색
· 형태 항상성 지각능력 훈련

사과나무
· 계획
· 작업 기억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 훈련

분류하기
· 탐색
· 특정 자극 반응 훈련

두더지 찾기
· 개념형성
· 작업 기억력 및 인지통제
 능력 훈련

사진찍기
· 탐색
· 시각 변별 능력 훈련

창문 닦기
· 탐색
· 시간 탐색 훈련

기호 사칙연산
· 기억력
· 작업기능 능력 및 계산 능력 훈련

같은 물건 찾기
· 탐색
· 형태 항상성 능력 훈련

완성품 제작하기
· 개념형성
· 작업 기억력

화면 완성하기
· 탐색
· 공간 관계 지각능력 훈련

경주하기
· 탐색
· 시간 탐색 훈련

물건 분류하기
· 개념형성
· 시각적 주의 전략 훈련

별 찾기
· 탐색
· 시간 탐색 훈련

신호 누르기
· 개념형성
· 시지각 인지통제 및 인지 전환
 능력 훈련

같은 그림찾기
· 탐색
· 형태 항상성 지각능력 훈련

선 나누기
· 탐색
· 시간 탐색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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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의사소통, 3판 보건교육사를 위한 

전국대학보건학교육협의회 저  보건교육방법론, 3판

9788994993775 전국대학보건학교육협의회 저

4X6배판 | Softboundㅣ240 Pages 9788994993744 93510

2014-02-28 4X6배판 | Softbound, 328 Pages

22,000원 2014-09-05

24,000원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교육학, 2판 보건교육사를 위한 

전국대학보건학교육협의회 저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3판

9788992971973 전국대학보건학교육협의회 저

4X6배판 | Softboundㅣ312 Pages 9788994993508

2012-02-27 4X6배판 | Softboundㅣ265 Pages

22,000원 2013-02-28

22,000원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사업관리, 3판 보건교육사&보건직 공무원을 위한

전국대학보건학교육협의회 저  최신 보건학

9788994993768 전국대학보건학교육협의회 저

4X6배판 | Softboundㅣ388 Pages 9791186089149

2014-03-10 4X6배판 | Softboundㅣ492 Pages

25,000원 2019-06-17

25,000원

근육학, 5판(신용어)

Essential 인체해부학, 8판

Kendall, 한국통합의학연구소

9788989892678 Martini, Timmons, 김범회 외

Softcoverㅣ국배판ㅣ520 Pages 9791186089606

2015-02-25 Softcoverㅣ국배판 변형ㅣ575 Pages

38,000원 2017-02-08

42,000원

       작업치료학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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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mbly's 작업치료학, 7판

재활의학, 2판

Radomski, Catherin, 이정원 외

9791186089033 93510 박창일·문재호 외

국배판 | Hardboundㅣ1344 Pages 9788994993362

2015-02-25 Hardcoverㅣ국배판ㅣ1040 Pages

65,000원 2012-09-10

65,000원

Essential 재활의학

정신사회작업치료학, 4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9788994993676 Creek, Lougher, 편찬위원회

Softcoverㅣ국배판ㅣ436 Pages 9788994993317

2014-01-10 4X6배판 | Softboundㅣ416 Pages

38,000원 2012-08-25

26,000원

질환별 작업치료, 3판

사람중심 작업치료, 4판

Atchison, Dirette, 강화정 외

9788994993485 Gary Kielhofner, 이선욱 외

4X6배판 | Softbound | 448 Pages 9791186089057 93510

2013-08-20 4×6배판 | Softbound | 640 Pages

24,000원 2015-01-28

35,000원

아동작업치료학, 7판

The NETTER Collection: VOL6 

Case-Smith,Brien, 최혜숙 외  근육뼈대계통, 2판 (3권 Set)

9791186089743 Iannotti, Parker, Elsevier Korea 역

Hardcoverㅣ1024 Pages 9791156880363

2018-03-02 Hardcoverㅣ3권 Setㅣ820 Pages

65,000원 2016-03-31

145,000원

The NETTER Collection: VOL7

 신경계통, 2판 (2권 Set) The NETTER Collection: VOL3, 8

Pomeroy, Elsevier Korea 역  호흡기계, 심혈관계, 2판 (2권 Set)

9791156880370 94510 By David Kaminsky, 한미의학 편집부

Hardcoverㅣ660 Pages 9791186089897

2016-08-31 Hardcoverㅣ312, 348 Pages

100,000원 2018-06-25

100,000원

       작업치료학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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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retti's 작업치료학, 8판

 (신체기능장애를 위한 실행기술) 노인작업치료학

Pendleton, Schultz-Krohn, 최혜숙 외 역  (O.T with Aging Adults)

9791186089880 Barney, Perkinson 저, 양영애 외 역

Hardcover | 1396 Pages 9791186089927

2018-10-25 국배판ㅣ496 Pages

78,000원 2018-11-25

30,000원

Pedretti's Occupational Therapy,

 8th Willard and Spackman's

By Pendleton, Schultz-Krohn  Occupational Therapy, 13th

9780323569088 By Barbara Schell, Glen Gillen

국배판 | Hardbound | 1241 pages 9781975107604

2017-04-21 Hardcoverㅣ1264 Pages

133,000원 2018-10-17

130,000원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및 

 재활치료, 4판 보건의학용어 ■YouTube 듣기■

Brotzman,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

9791186089958 Judi L. Nath 저 | 김경완 외 역

Hardcocerㅣ616 Pages 9791190322027

2019-06-20 국배판 | Softcover l 568 Pages

70,000원 2020-01-02

35,000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7판

 Essentials 운동기능해부학, 20판

AAOS, ACEP,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791186089538 93510 R.T. FLOYD, 정진욱 외

Softcoverㅣ4x6배판 | 208 Pages 9791186089989

2016-08-10 Softcoverㅣ472 Pages

15,000원 43521

24,000원

※ 교재사용 시 강의하시는 Instructor에게 해당책의 강의자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한미의학  이종희부장 / TEL: 02-336-6761 / H.P: 010-4660-2777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36, 리앤리빌딩 4F  /  전화: 02-336-3477 / k_medical@hanmail.net / www.hanmibook.co.kr

       작업치료학 도서소개

www.hanmibook.co.kr

http://hanmibook.godo.co.kr/shop/main/index.php?&




사회인지 향상을 위한 그룹작업치료:  
프로그램과 적용사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두뇌발달활동을 통한 

그룹별 작업치료 방법을 소개

이민재 최선희 서원영 강현규 이은재 정재영 유수연 손상원 

오태형 공저

4×6배판│280쪽│22,000원│2도│반양장│2019.5 발행

ISBN: 978-89-6069-790-4

작업가능화 이론과 실천 2 판
작업 치료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기본 이론서

Elizabeth A. Townsend, Helene J. Polatajko 공저│ 

공명자 김 협 김 환 장기연 정윤화 공역

4×6배판│432쪽│38,000원│2도│양장│2020.1 발행  

ISBN: 978-89-6069-791-1

감각통합 Q&A 2 판
아동의 행동 및 감각통합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지침서

Reiko Tsuchida 외 공저│김경미 노종수 최현애 공역

4×6배판│320쪽│22,000원│1도│반양장│2020.3 발행

ISBN: 978-89-6069-873-4

치매작업치료
치매작업치료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  

작업치료 안내서  

양영애 외 고령자 치매작업치료학회

4×6배판│368쪽│28,000원│2도│반양장│2020.6 발행

ISBN: 978-89-6069-876-5

정신사회작업치료학 2 판
여러 임상현장 사례와 최신 이론으로  

개정된 이론서

이지연 외 공저

국배판변형│544쪽│33,000원│2도│반양장│2020.9 발행

ISBN: 978-89-6069-899-4 

작업치료 실행체계  
구성범주와 과정 3 판
작업치료의 개념과 관련 용어를 정리한  

작업치료 안내서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저│박지혁 외 공역

4×6배판│90쪽│13,000원│2도│양장│2017.7 발행

ISBN: 978-89-6069-597-9

학지사메디컬 도서소개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교육문화출판미디어기업

놀이 작업치료
놀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L. Diane Parham, Linda S. Fazio 공저│윤현숙 장기연 공역

4×6배판│556쪽│30,000원│2도│반양장│2003.11 발행

ISBN: 978-89-90460-36-3 

연하장애 2 판
Michael E. Groher·Michael A. Crary 공저│ 

김종만·민경철·박은정·박진우·백지영·신진용·우희순·

이수정 공역

국배판변형│416쪽│43,000원│2도│양장│2020.11 발행

ISBN: 978-89-6069-886-4 

개정중

4th
EDITIONCook 

Polgar

Albert M. Cook  •  Jan Miller Polgar

Principles & Practice

4th
EDITION

A
ssistive Technologies

P
rincip

les &
 P

ractice

Assistive 
Technologies

Understand the current strategies and information you need  
to make confident clinical decisions about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services, and practices.

Based on the Human Activity Assistive Technology (HAAT) model developed by the authors,  
Assistive Technologies: Principles and Practice, 4th Edition provides detailed coverage  
of the broad range of devices, services, and practices that comprise assistive technology.  
The authors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user and the assisted activity within 
practical contexts to help you better apply the concepts you have learned to real-life practice 
and assist your clients more effectively.

•	 NEW! Global issues content broadens the focus of application beyond North America to 
include technology applications and service delivery in developing countries.

•	 NEW! Coverage of ethical issues and occupational justice exposes you to vital information 
as you begin interacting with clients.

•	 NEW! More case studies added throughout the text foster an understanding of how clients 
use assistive technologies and how they function.

•	 NEW! Updated content provides current information on devices and technology that can 
enhance the human cognitive processes.

•	 NEW! Explicit applications of the HAAT model in each of the chapters on specific  
technologies and more emphasis on the interactions among the elements make content  
even easier to understand.

•	 Focus on clinical application guides you in applying concepts to real-world situations.

•	 Review questions and summaries in each chapter help you assess your understanding  
and identify areas where more study is needed.

•	 Content on the impact of AT on children and the role of AT in play and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demonstrates how AT can be used for early intervention and to  
enhance development. 

•	 Coverage of changing AT needs throughout the lifespan emphasizes how AT fits into  
people’s lives and contributes to their full participation in society.

 4th 
 Edition

Assistive Technologies
Principles & Practice

elsevier.com

Recommended
Shelving Classifications

Occupational Therapy
Physical Therapy

ISBN 978- 0- 323- 09631- 7

9 780323 096317

Trim:   Casebound   Softbound   Spiral Color:    4/c  Proc    Stamp   Other  (fill in): 

laminaTe:   Gloss   Matte   Other  (fill in): SpoT Varn:   Yes   no  punChed:    Yes   No

iFC:    Yes   No   4/c  Proc   1/c   2/c  PMS  (fill in): iBC:    Yes    No   4/c  Proc   1/c   2/c  PMS  (fill in): 

CS: CdS: pSm: pm:  mC:
2014.1

8.5 x 10.8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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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y Rudolph Jolynn Gower Srikumar Narayanan Kiruthiga Kasthuriswamy Fran Harris

보조공학의 원리와 실제 4 판
Albert M. COOK, Jan Miller Polagar 공저│ 

김종배 허서윤 최완석 박진혁 강용석 공역

대동작기능평가 2 판
Dianne J. Russell 외 공저│대한 소아재활발달의학회 공역

근간
예정

근간
예정



학지사 도서소개

아동의 외상과 학대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단계적 접근－

Jacqueline S. Feather·
Kevin R. Ronan 공저
신현균 역

2012년
크라운판·반양장·192면·14,000원
ISBN 978-89-6330-956-9 93180

2판

인지행동치료

Jesse H. Wright·Gregory K. Brown·
Michael E. Thase·Monica R. Basco 공저
김정민 역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18,000원
ISBN 978-89-997-1872-4 93180

인지행동치료 
–원리와 기법–

권정혜 저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376면·20,000원
ISBN 978-89-997-2167-0 93180

⑤ 인지행동치료

박기환 저

2020년
신국판·반양장·288면·14,000원
ISBN 978-89-997-2034-5 93180 

DSM-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가이드북

Robert J. Hilt·
Abraham M. Nussbaum 공저
강진령 역

2018년
신국판변형·반양장·440면·23,000원
ISBN 978-89-997-1642-3 93510

DSM-5
노인 정신건강

가이드북

Sophia Wang·
Abraham M. Nussbaum 공저
강진령 역

2018년
신국판변형·반양장·520면·23,000원
ISBN 978-89-997-1640-9 93510

DSM-5
진단평가를 위한 

포켓가이드

Abraham M. Nussbaum 저
권준수 역

2018년
신국판변형·반양장·400면·22,000원
ISBN 978-89-997-1272-2 93510

DSM-5 간편 

정신질환진단통계편람

APA 저
권준수 역

2018년
신국판·반양장·384면·22,000원
ISBN 978-89-997-1271-5 93510

DSM-5

가이드북

Donald W. Black·Jon E. Grant 공저
강진령 역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656면·29,000원
ISBN 978-89-997-1273-9 93510

DSM-5 

진단사례집

Michael B. First·Andrew E. Skodol·
Janet B. W. Williams·Robert L. Spitzer 공저
강진령 역

2018년
사륙배판·양장·640면·32,000원
ISBN 978-89-997-1510-5 93510



CISA-2 지역사회적응검사 2 ERS 직업준비검사

· 연구개발 ㅣ 김정일

· 대 상 ㅣ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만 13세 이상)

· 목 적 ㅣ  직업준비행동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

· 연구개발 ㅣ  김동일·박희찬·김정일

· 대 상 ㅣ 만 5세 이상

· 목 적 ㅣ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하는데 필수적인 적응 기술들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 검사 결과를 통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행

PVIT 그림직업흥미검사 K-CARS 2 한국판 아동기 자폐 평정 척도 2

· 저 자 ㅣ  Schopler, E.·Van Bourgondien, M. E.·Wellman, G. J.·Love, S. R.

· 한국판 표준화 ㅣ  이소현·윤선아·신민섭

· 대 상 ㅣ  표준형 만 2세 이상 6세 미만(만 6세 이상이더라도 IQ가 80미만이거나 

주목할만한 결함을 지닌 아동)/고기능형 만 6세 이상

· 목 적 ㅣ 자폐 범주성 장애 판별

· 연구개발 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대 상 ㅣ  지적능력, 의사소통능력에 제한이 있는 청소년~성인

· 목 적 ㅣ  지적장애인의 직업 흥미 탐색

의료보험 수가 적용

· 미국판 저자 ㅣ David Wechsler

· 한국판 저자 ㅣ  박혜원ㆍ이경옥ㆍ안동현

· 대 상 ㅣ 만 2세 6개월~7세 7개월

· 목 적 ㅣ  유아가 지닌 인지기능의 전반적인 평가 및 강점과 약점 파악

· 저 자 ㅣ David Wechsler

· 한국판 저자 ㅣ 곽금주ㆍ장승민

· 대 상 ㅣ 만 6세~16세 11개월

· 목 적 ㅣ  아동이 지닌 인지기능의 전반적인 평가 및 강점과 약점 파악

K-WPPSI-IV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4판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 5판 K-WISC-5 의료보험 수가 적용 의료보험 수가 적용

K-Bayley-III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

· 연구개발 ㅣ  심용수·유승호·유희진·이동우·이준영·정지향·최성혜·한설희

· 대 상 ㅣ 60~90세

· 목 적 ㅣ  문해 및 비문해 노인들의 인지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 인지기능  

저하 여부와 기능 저하 양상 파악을 통해 치매진단 등에 활용

· 저 자 ㅣ Nancy Bayley, Ph.D.

· 한국판 저자 ㅣ  방희정·남민·이순행

· 대 상 ㅣ 생후 16일~42개월 15일

· 목 적 ㅣ  영유아기 발달평가로 인지, 언어, 운동, 정서 사회성, 적응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발달수준을 파악해 통합적인 발달정보를 제공

의료보험 수가 적용 의료보험 수가 적용

학지사 인싸이트 검사도구 소개











수문사는 1954년 12월 24일에 창립되어 

초창기 의학·간호학 계열의 마땅한 교과서가 없을 때부터 

국내외의 훌륭하신 교수님들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의학·간호학·보건학 계열

(기초의학, 간호학, 보건학, 피부미용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방사선학, 치위생학, 임상병리학) 및 

사전류(의학사전, 간호학사전) 등을 포함한  약 600여 종의 전문서적을 60여 년간 성실히 출간하며 

간호학도들의 연구 및 지침서를 공급하기 위해 출판인의 사명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1일자로 파주출판단지에 약 1,500평의 신 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하였으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 속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매년 40여 종의 신간을 기획, 제작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의서출판의 선구 |  도서출판  수 문 사

수 문 사 는  좋 은  책 을  만 듭 니 다 .

좋 은  책 은  훌 륭 한  인 재 를  만 듭 니 다 .

10881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522(문발동, 양서원출판그룹)

TEL: 031-955-7700(代) FAX: 031-955-7715

www.soomoonsa.co.kr E-mail: soomoon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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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기관>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강남을지병원 

 맑은수병원 

 명지춘혜병원 

 인천바오로병원 

 제주 한라병원 

 해상병원(한국산업보건연구소) 

 다수의 의원 및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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