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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를 가진 뇌성마비 아동의 가림 치료가 시지각 발달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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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ly an eye movement program accompanied by occlusion therapy to cerebral palsy children with a
visual defect and to examine how adequate eye movement and vision affect cerebral palsy children’s visual perceptual development. This study
applied an eye movement program and occlusion therapy suggested by previous studies to cerebral palsy children with a visual perceptual disorder.
Next, participating children were tested whether their visual perceptual functions were improved by the program and therapy using the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 (MVPT) and the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 (DTVP). Among cerebral palsy children with a developmental disorder
in visual perceptio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higher overall visual perception ability and more improvement in visual perceptual functions
than the control group. In addition, the intervention program decreased task performance speed and the neglect function in the Trail Making Test.
The eye movement program improved visual perceptual functions in spastic cerebral palsy children with a visual perceptual disorder, but the
application of the program together with occlusion therapy increased improvement in visual perceptual functions and developmental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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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장애를 갖게 된다(김진호와 한태륜, 2002; Shevell & Bodenst-

서 론

teiner, 2004) 특히 자세조절의 손상은 뇌성마비 아동의 균형 효율성
뇌성마비(cerebral palsy)는 단일 질병을 의미하지 않고 비슷한 임상

에 영향을 미치고 과제와 환경적 요구사항들의 변화에 대한 감각 운

적 특징을 가진 증후군들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Nelson, 1994).

동 요소들의 적응 능력이 감소됨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자세 조절에

Bax (1964)는 “뇌성마비란 성장발달단계에서 뇌에 생긴 병변이나 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시지각 결핍이 있다.

상으로 인한 비진행성의 운동장애 증후군”라고 정의하고 있다(정재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아동의 발생빈도가 후진국에서 높은 것으로

권과 오명화, 2007; Bax et al., 2005; Pellegrino, 2002). 또한 대한재활의학

유추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미성숙태아와 저체중태아의 생존율

회(2011)에서는 뇌성마비를 “미성숙한 뇌의 비진행성 손상으로 야기

의 증가와 비례해서 뇌성마비의 발생빈도가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된 운동과 자세의 장애로 특징지어지는 다양한 증후군”이라고 정의

(Paneth, Hong & Korzeniewski, 2006). 뇌성마비의 유병률은 전체인구

하고 있으며 즉 유아기 미성숙한 뇌의 병변으로 발생하는 신경장애,

의 0.15-0.2% 정도이며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고 보고되어져 있다(방

운동장애, 자세조절이상, 감각장애를 초래하여 근육마비 및 약화, 협

문석, 2002). 1980년대 이후 뇌성마비 발생비율이 높은 저체중아의 생

응장애 등으로 발달이 지체되어 정신지체, 시각, 언어, 지각 및 행동

존율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최경효 등, 2000; Stanley & Watson, 1992).

장애를 수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박난희, 2011; 정재권과 오명화,

국내의 경우 신생아 출산 1,000명당 약 2명의 유병률이 보이다가(정한

2007). 이런 원인으로 뇌성마비아동의 일상생활활동과 사회생활에

신과 고태성, 2009) 최근 2.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박창일, 2004; 정대
영과 공남호, 2007; 홍창의, 1999). 국외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도 신생아 1,000명당 평균2-2.5명으로 일정하게 보고되고 있다(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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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과 더불어 인공수정으로 인한 다태임신의 증가로 인해 출생

실험군: 7세 뇌성마비 강직형 편마비 남아이며, 우측 위사시를 보인

아동의 뇌성마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홍창의, 2008; Wilson-

다. 현재 교정용 안경은착용하고 있지 않으며, 4세와 6세에 사시 수술

Costello et al., 2005). 또한 임신 시 뇌실주위 백색질부분 손상은 특히

2회 실시한 경험 있음.

조산아 또는 태내에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

대조군: 6세 뇌성마비 강직형 양하지마비 남아이며, 좌측 내사시

서 혈관 분포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손상을 받는 경향이 있

를 보인다. 현재 사시 교정용 안경은 착용하고 있지 않으며, 5세 경에

고, 회색질에 손상을 받은 경우 임상증상은 간질, 정신지체 등으로 나

사시 수술 1회 실시한 경험 있음.

타나지만, 백색질의 손상인 경우는 운동 장애 즉 뇌성마비로 나타난
다. 뇌의 표면에 있는 회색질은 각기 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즉 운

2. 연구 과정

동, 언어, 시력 등)가 있고 이런 정보들은 여러 신경 전달로(pathway)들

두 그룹의 아동 모두 타 기관에서 안구 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을 통하여 서로 정보들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인데 특히 운동을 담당

는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물리치료, 감각통합치료만 실시하고 있다.

하는 신경 전달로가 뇌실 주변부를 지나게 되어 있어 만약 이런 백색

실험군은 하루 2시간씩 가림 치료를 동반한 안구운동 프로그램을

질 연화증이 뇌실 주변부에 있으면 주로 뇌성마비 등과 같은 운동 장

제공하며, 대조군은 안구운동 프로그램만을 제공하였다. 안구운동

애와 함께 시각 전달로가 손상이 됨으로써 사시, 안구진탕, 시지각 결

프로그램으로는 단속성 안구운동, 추적-안구운동, 안뜰-안구운동,

손 등의 이차적인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뇌실주위 백색

이접 안구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은 두 그룹에서 동일

질 연화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시각문제를 동반하며, 몸

하게 적용하였다.

이 뻣뻣하면서 운동 발달 지연을 보이는 강직성 뇌성 마비가 대부분
을 차지한다.

(1) 단속성 안구 운동(saccadic eye movement)

일상생활활동에서 시지각은 옷입기, 식사하기, 보행, 물건들기 등

아동에게 한 장의 사물카드를 보여준 후 똑같은 카드를 20장의 다

대부분 행동에 필수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시지각 능력에 어려움이

른 카드와 섞어서 펼쳐놓고 찾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10분 동

있는 뇌성마비 아동은 일상생활활동뿐만 아니라 학령기에 읽기, 쓰

안 10회 반복하였다.

기 기술의 발달에도 필요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요
소라는 것이다(Moore, 1979). 따라서 정상적인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2) 추적 안구 운동(pursuit eye movement)

부터 지속적으로 시각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적 자극들에 적응해 나

치료사는 숫자가 기록된 보드판에 자석을 붙이고 보드판 뒤에서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하게 되는데,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이러

자석을 조정하면서 자석이 이동하면서 지나는 숫자를 아동에게 말

한 감각의 제한으로 인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치료사는 눈 가운데에서 양쪽 끝 지

된다. 이런 적응과정은 감각기능 및 신체적 기능의 결함으로 제한된

점으로 곡선을 느리게 움직이다가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였다. 아동

자세와 움직임으로 진행되어 근육의 구축과 관절의 기형 등 이차적

과 보드판의 거리는 약 1 m 정도였으며, 7분 동안 5회 적용하였다.

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런 비정상적인 자세와 움직임
은 학령기에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결손

(3) 이접 안구 운동(vergence eye movement)

을 가진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가림 치료를 동반한 안구운동 프로그

치료사가 5-8개 정도의 구슬이 끼워진 줄을 아동의 얼굴에서 약 5

램을 적용하여 적절한 안구운동과 시각이 뇌성마비 아동의 시지각

cm 정도의 가까운 지점에서 부터 50 cm 정도의 먼 지점으로, 또는 먼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점에서 가까운 지점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아동이 구슬의 색깔
을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으며, 적용 시간은 5분 동안 5회 적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용하였다.
(4) 전정 안구 운동(vestibulo-ocular movement)

경직성 뇌성마비로 진단받고 대구소재 C대학병원에 통원치료를

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통에 앉아서 아동이 넘어지지 않을 정

받고 있는 아동으로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

도 내에서 돌리면서 제시 되어진 숫자나 사물 모형의 이름을 말하게

명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2014년 4월부터 5주

하는 방법으로 7분 동안 5회 적용하였다.

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각각 1명씩 배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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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도구
1)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3 (MVP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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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ail Making Test Type A & B

선추적검사(Trail Making Test)는 실행기능을 측정하는 검사인데

연구에서 사용한 시지각평가(MVPT-3) 검사는 비운동성 검사도구

주의력의 분할과 조절 능력, 다음 번 움직임을 계산하는 능력과 같은

로 판별, 진단, 연구를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아동과 성인 모두에서

이마엽 기능을 측정한다. Crowe (1998)는 선추적검사 A는 인지적 요

전체 시지각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도구이다. 검사자간 신

인 중에서도 시각 및 운동적 탐색 기능, B형은 읽기 능력, 시각적 탐색

뢰도가 0.77-0.83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며, 다른 검사보다 짧은 시

기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순서를 정신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주로

간이 소요되는 유용한 검사도구이다(이현영, 2003; Colarusso & Ham-

측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검사자들에게 숫자부터 25까지를 순서

mill, 1996).

대로 아는지를 확인하고 검사과정을 숙지시킨 후, 가능한 빨리 1부터

총 65개 문항이고 연령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르다. 4-10세는 1-40

25까지(선추적검사 유형 A) 순서대로 마우스로 표시하도록 한다. 반

번 항목까지 실시하고, 11세 이상은 14번부터 시작하여 65번 항목까

응시간과 오반응수(순서가 틀린 횟수)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기록

지 실시하며 최고 점수는 11세 이하 연령은 40점, 11세 이상 연령은 65

된다. 피검사자가 올바른 순서대로 선택한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점이다. 운동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시지각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두 숫자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게 되고, 순서가 틀린 경우에는 경고음

MVPT-3 검사는 다음과 같이 8개의 세부영역으로 구분된다. 시각구

과 함께 ‘올바른 순서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각 및 청각적 주

별(visual discrimination, VD), 형태항상성(form constancy, FC), 시각단

의 문구가 제시된다. 선추적검사 유형 B는 피검자에게 한글을 가, 나,

기기억 1(visual short term memory 1, VSTM1), 시각완성 1 (visual closure

다, 라에서 카, 타, 파, 하까지 순서대로 아는지를 확인한 후 아는 경우

1, VC1), 공간지남력(spatial orientation, SO), 전정배경(figure ground,

에는 1-가-2-나…14-하의 순서로 이루어지도록 마우스로 표시하도록

FG), 시각완성 2 (visual closure 2, VC2), 시각 단기기억 2 (visual short

한다. 채점방식과 경고신호음은 선추적검사 유형 A와 동일하다. 선추

term memory 2, VSTM2)이다. 검사 결과를 통해 아동에서는 원점수

적검사 유형 A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r= 0.72였고, 유형 B의

로 지각연령과 지각지수를 환산하며, 성인에서는 시지각 능력과 시

신뢰도 계수는 r= 0.57이었다(이종범 등, 2003).

각 무시, 시지각 수행 시간의 정도를 제시하게 된다.
3. 연구절차
2)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 (DTVP-2)

1) 평가방법

시지각발달검사(DTVP-2)는 Hammill 등(1993)에 의해 DTVP-2로

평가방법은 대학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1명의 치

개정되었다. DTVP-2는 4-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각능력 손상, 학습

료사를 통해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2명의 아동에게 각 평가도구에 대

장애, 신체손상이 있어 최소한의 언어사용만 가능한 아동을 대상으

한 일반적인 지시 사항을 설명한 뒤 개별검사 방법을 시행하였다.

로 실시하였고, 시지각의 장애가 확인되어지면 체계적인 시지각 훈련
을 수립할 수 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98이다. 이 검사의 8개
하부항목은 눈-손 협응(eye-hand coordination, EHC), 공간위치지각

2) 기간

본 연구는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5주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position in space, PS), 모사(coping, C), 전정-배경(figure-ground, FG), 공
간관계(spatial relations, SP), 시각완성(visual closure, VC), 시각-운동 속

4. 자료 분석

도(visual motor speed, VMS), 형태 항상성(form constancy, FC)이며, 이

연구대상자인 아동의 경우 표준화된 평가도구로 중재프로그램 전

를 공간관계(눈-손 협응, 공간관계), 형태 항상성(모사, 시각완성, 시

과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 변화과정을 관찰하였다. 아동의 중재시행

각-운동 속도, 형태 항상성), 전경-배경, 공간위치 등으로 간단하게 분

전후의 변화는 각 조사항목의 점수와 발달단계의 변화에 대해서만

류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점수는 전체 시지각(general visual percept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GVP)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은 운동감소 시지각(motor reduced visual perception, MRVP) 영역(PS, FG, VC, FC)과 시각운동통합

연구결과

(visual motor integration, VMI) 영역(EHC, C, SR, VMS)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항별 0점, 1점, 2점으로 채점한 원점수를 백분위수, 표준점수
환산하여 비교하고 해석하는 검사로서 검사 소요시간은 약 30분에
서 60분 정도 필요하다(Hammill et al, 1993).

1. 일반적인 특징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5주간 7세 전후의 사시가 있는 강직형 뇌성
마비 아동 2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대조군으로 각각 1명씩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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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외

각각의 아동은 검사를 위한 지시 따르기가 가능하며, 눈-손 협응 과제
를 위한 손 사용과 연필 사용이 가능한 아동으로 선정되었다.

3. 시지각평가(MVPT-3)

실험군 아동의 경우, 초기 평가 시 4년 6개월 수준을 보였으며, 백

실험군의 아동의 경우, 우측 위사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분율(percentile rank)에서 하위 4%의 수준을 보였다. 가림 치료를 동

과제 수행 시 항상 chin tuck하지 못하고 목의 폄(extention)하고 있을

반한 안구 운동 프로그램 적용 후, 중재전 4년 2개월 수준이던 시지

때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목표물이나 눈-손 협응 수행에 있어서 많은

각 발달이 5년 2개월로 1년 이상의 높은 향상을 보였으며, 백분율

어려움을 보여, 선 긋기, 글씨 쓰기 등에서 수행 속도가 느려 학습에

(percentile rank)도 하위 4%에서 하위 25%까지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도 어려움을 보였다. 그러나 중재 후 아동은 눈동자가 아래로 내려오

손의 기능을 동반한 시지각발달평가(K-DTVP-2)와 비교하여 더 높

기 시작하면서 물체를 추적하거나 목표물을 바라보는 속도와 정확

은 수준의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도가 높아졌으며, 정확도가 높아짐으로써, 눈-손 협응 운동과 학습
에 대한 속도가 빨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조군 아동의 경우, 초기 평가 시 4년 미만의 수준을 보였으며, 백
분율에서도 하위 1% 미만의 수준을 보였다. 이 아동에게는 가림치료

대조군의 아동의 경우는 좌측 내사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로 인

를 동반하지 않은 안구 운동 프로그램만을 적용하였을 때, 초기 4년

해 좌측에 대해 무시(inattention) 경향을 보였다. B아동에게는 가림

미만이었던 발달 연령에서 중재 후 4년 수준까지 향상되었으며, 백분

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안구 운동 프로그램만을 적용하였을 때, 좌측

율도 하위 1%에서 8%까지 향상된 모습이 나타났으며, 실험군 아동과

에 대한 무시경향은 줄어들었으나, 전반적인 운동 과제 수행에 있어

비교했을 때 향상 정도는 비교적 낮지만, 일반적인 중재 이후 시지각

서는 크게 증가한 모습을 관찰할 수 없었다.

기능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Table 2).

2. 시지각발달평가(K-DTVP-2)

4. 선추적검사(trail-making test)

실험군 아동의 경우, 초기 평가 시 전체 시지각능력(general visual

대상 아동 A의 경우, 초기 수행 시 Part A, B 모두에서 느린 속도를

perception)은 3년 11개월 수준을 보였으며, 운동을 제외한 순수한 시

보였으나, 중재 후 Part B 항목에서 1분 이상 단축된 시간을 보였다. 대

지각보다 시각운동통합(visual-motor integration) 항목에서 더 낮은

조군 아동의 경우, 초기 수행 시에는 실험군 아동에 비해 빠른 속도

발달을 보였다. 특히, 시각운동통합 항목에서 눈-손협응(eye-hand co-

를 보였으며, 중재 후 대조군 아동의 경우도 좌측 무관심 경향이 감소

ordination), 모사(copying), 공간관계(spatial relation) 항목은 모두 현저

함으로 인해 단축된 수행 시간을 보였다(Table 3).

하게 낮은 수행도를 보였으나, 가림 치료를 동반한 안구 운동 프로그
램 적용 후, 눈-손협응과 모사 등 시각운동통합 항목이 향상되면서,

고찰 및 결론

전체 시지각능력은 3년 11개월 수준에서 4년 8개월 수준으로 향상되
었다(Table 1).

본 연구는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시지각 발달

대조군 아동의 경우, 초기 평가 시 전체 시지각은 4년 3개월 수준으

과 지각-운동발달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안구운동 프로그램과 가림

로 실험군 아동보다 높은 수행을 보였으나, 대조군 아동의 경우, 시각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뇌성마비(cerebral

운동통합보다 운동감소 시지각능력에서 더 낮은 수행을 보였다. 이
아동은 가림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안구 운동 프로그램만을 적용하
였을 때, 전반적으로 실험군 아동에 비해 비교적 낮은 폭의 증가를 보
였다(Table 1).

Table 1. Test of Developmental Test of Visual Perception between Two
Groups
K-DTVP-2
General visual perception
Visual motor integration
Motor reduced visual
perception

Experimental group
Pre-test

Post-test

3 yr 11 ms. 4 yr 8 ms.
2 yr 11 ms. 5 yr
4 yr 3 ms. 4 yr 8 ms.

Control group
Pre-test

Table 2.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 between Two Groups
MVPT-3
Raw score
Standard score
Percentile rank
Age 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21
73
4
4 yr 2 ms.

24
90
25
5 yr 2 ms.

18
65
1
< 4 yr

20
79
8
4 yr

Table 3. Trail Making Test between Two Groups

Post-test

4 yr 1 ms. 4 yr 6 ms.
4 yr 3 ms. 4 yr 11 ms.
3 yr 11 ms. 4 yr 9 ms.

Experimental group

TMT
Part A
Part B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3 min 24 sec
4 min 18 sec

1 min 42 sec
2 min 58 sec

2 min 40 sec
4 min 9 sec

1 min 50 sec
2 min 32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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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sy)는 주로 난산으로 인한 뇌출혈, 분만과정의 무산소증으로 인해

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지각 발달장애는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이 있어 마비와 경직이 나타나고(Little, 1862),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도형-배경 지각장애의 경우, 주변의 많은 자극

병변이나 손상으로 인한 비진행성 운동장애 증후군이라고 한다(정

에 대해 특정한 자극을 구별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배경에서 특정 도

재권과 오명화, 2007; Bax et al., 2005; Pellegrino, 2002). 뇌성마비 아동

형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책에서 문자와 그림을 구별하는 능력에 문

의 경우 미성숙 뇌의 병변이나 발달의 결함으로 인해 근육을 조절하

제가 발생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경향이 높다. 둘째, 항상

는 능력에 장애가 나타나 운동, 자세 및 감각이상을 보이며(정재권과

성의 장애로 환경변화에 판단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 읽기나 쓰

오명화, 2007) 더불어 지적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시력 및 청력문

기 동안 순서대로 진행하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문제를

제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이소현과 박은혜, 2011; 정재권과 오명화,

야기한다(곽승철 등, 1997; 임국희, 2007). 셋째, 공간위치 지각장애로

2007). 특히 대부분의 뇌성마비 아동은 어느 정도 지적 장애와 지각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Pellegrino, 2002), 그중에서 가장 많

장애는 옷을 입거나 벗을 때 신발을 신을 때처럼 순서와 앞뒤관계를

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시지각 장애라고 한다(박난희, 2011). 시지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장애를 유발

(visual perception)은 입력된 시각적 자극을 선행된 기억과 관련하여

한다(곽승철 등, 1997). 또한 장애아동에게 시지각훈련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으로, 시지각 장애를 가진 뇌성마비 아동은

진행한 그룹에서 K-DTVP 2 종합점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시각-운동능력 결함으로 나타난다(임애진 등, 2011; 정혜원, 2008). 따

수 있었고(이종호와 장용수, 2013), 특히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시지

라서 시지각 장애로 인해 작업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운동과 놀이에

각 훈련을 통해 전반적인 시지각 기능 증진의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도 참여하기 힘들며 학습을 위해 집중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부족하

보고(정혜원, 2008; 이정은, 2009)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뇌성

여 주의집중력이 떨어져 학령기에 학습 부진에 원인이 되고 있다(임

마비 아동에게 시지각훈련을 통해 시지각 발달과 손의 기능에 변화

애진 등, 2011; 황석진, 2002; 허선희, 1995).

를 가져왔다는 보고(이정은, 2009)와 시지각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아

장애 아동의 경우 시각의 문제도 자주 발생하며 시각집중력 장애
로 산만해지고 눈맞춤이나 시각적 물체 재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

동의 소근육과 시지각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보고(남정현,
1997; 조미화, 2004)와 본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 있다. 일상생활활동에서 과제 수행 시 수행할 수 없거나 느리게 수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선천적 사시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시지각 장애아동이 도구나 관련된

시는 물론 이로 인해 시지각 문제와 함께 눈-손협응, 균형, 자세 조절

물체 사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지각 발달 장애를

에도 문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는

가진 아동은 사물의 인지와 사물 간의 관계지각 등에 어려움이 있다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임애진

(여광웅, 1994). 뇌성마비 아동에서 시지각 발달은 원시적 반사기능이

등(2011)의 연구서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에게 안구운동프로그램 수

유지되고 통합되지 않으므로 자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지

행 시 자세조절능력과 시지각 능력이 대조군에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않는다. 또한 시지각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3-7세 사이에 시지

는 연구결과와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시지각 능력이 향상을 보

각 발달지체를 보여 사물을 인식하고 공간관계 지각 등에 어려움이

였으며 구봉오(2002)와 Han et al., (2004)의 안구운동프로그램이 편마

있어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세계

비환자와 외상성 뇌손상 환자 및 뇌졸중 환자의 시시작 및 균형능력

를 살게 된다(여광웅, 2001). 또한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시지각의 문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뇌성마비 아동은 눈-손

제로 인해 일상생활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스스로 사용할 물체

협응, 이해력에 관계하는 지각, 운동 경험의 부족 등으로 전경과 배경

를 인식하고 찾거나 사용에 문제점을 일으키고 놀이, 일, 여가활동과

의 관계와 시각운동과정의 문제를 초래하며 특히 읽기에 관련되는

학습참여에도 어려움이 있어 학령기전후 교육적인 문제도 나타나기

배경으로부터 전경을 구별하고 그림을 해석하고 형태를 조정하는 능

도 한다.

력의 부족으로 인해 지식의 습득과 학습 적응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뇌성마비 아동에 시지각 발달을 평가한 연구를 보면, 안병즙과 정

이것은 지각-운동발달의 장애로 인한 것이다(정재권, 1998). 본 연구

재권(1978)은 DTVP를 실시한 결과 눈-손의 협응, 도형-배경변별, 형

에 참여한 대상아동들은 정재권 등(1998)이 정의한 뇌성마비 아동의

태항상성, 공간위치 및 공간관계 등의 능력이 열등한 것으로 보고하

시각 및 지각-운동발달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이

였고, 황지영(2004)과 임국희(2007)는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시각-운

런 시지각 및 학습 장애를 동반한 뇌성마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협응 장애로 시각을 신체운동 혹은 신체 일부와 조정시키는 능력

시지각 연구들은 주로 단순한 안구 운동 프로그램만을 이용하였으

의 장애가 있어 학습활동의 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

며, 가림 치료에 대해서도 사시 수술과 수술적 중재 후 단순한 가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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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연구만이 보고되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지
각 및 학습 장애를 가진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안구 운동 프로그램
적용뿐만 아니라 가림 치료를 더불어 시행함으로써, 이중 적용이 아
동의 시지각 발달에 미치는 가중되는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구 운동 프로그램이 시지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림 치료를 동반하여 가중되는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강직형
뇌성마비 아동에 있어 70% 이상 동반하게 되는 사시 및 시지각 장애
를 보이는 아동에게 안구 운동 프로그램 적용이 시지각 발달 및 학
습, 자세 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앞선 연구 결과와 같이 매우 유용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대상과 제한된 프로그램, 짧은 중재 기간
으로 인해 높은 신뢰도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시지각 발달 운
동에 가림치료를 동반한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고 많은 뇌성마비 아
동들에게 적용 가능한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치료실과
가정, 학교에서도 사시를 가진 아동들에게 가림 치료를 적용하는 것
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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