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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서론 : 실행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손상에 대한 이해는 병변 부위에 따른 증상을 예측하고 적절한 치료와 목표를 구성

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관념운동실행증의 원인과 행동 오류의 기전을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 실행의 모델에서 알 수 있듯이 관념운동실행증은 실행 시스템에서 생산적 측면만의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

며 신경학적 부위는 피질하 손상보다는 피질 수준의 손상이 더 흔하다. 제스쳐를 통한 연구에 따르면 팔의 동작과 

관련하여서는 왼쪽 두정엽, 손가락 자세에 따른 동작은 전두엽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실제 물체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시각, 촉각의 자극들은 익숙한 동작에 대한 기억과는 별도로 올바른 동작을 유도시킬 수 있다.

결론 : 실행은 다양한 신경학적 부위의 처리 과정을 통해 일어나며 다양한 외부의 자극들이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으로 관념운동실행증의 치료에는 이러한 자극들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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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행증(apraxia)은 뇌졸중으로 인한 흔한 증상 중

의 하나로 왼쪽 우세 대뇌 반구에 손상이 있는 사람

의 51.3%가 이 증상을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Zwinkels, Geusgens, van de Sande, & van 

Heugten, 2004). 또한 실행증은 자연회복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며(Donkervoort, Dekker & 

Deelman, 2006), 환자의 기능적인 향상과 재활의 결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Unsal- 

Delialioglu, Kurt, Kaya, Culha, & Ozel, 2008), 

임상가들의 실행증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행증은 1871년에 독일의 언어학자인 Steninthal

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는 실어증(aphasia)이 있

는 환자들이 포크나 나이프 같은 일상의 도구를 사용

하지 못하는 증상을 일컫는데 사용하였다(Pearce, 

2009). 이후 실행증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운동과 

감각 기능이나 협응 능력에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익숙한 운동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정

의되고 있으며(Goldmann Gross & Grossman, 2008), 

이것은 각기 다른 신체 부위와 기능들에 따라서 다양

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도구와 물체를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도구의 지식을 잊어버리는 개념실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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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apraxia), 의도된 목적으로 다양한 물체

를 사용하여 순서적 과제를 실행하지 못하는 관념실

행증(ideational apraxia), 실제도구 없이 그것의 사

용을 흉내내지 못하지만 과제의 지식은 잔존하는 관

념운동실행증(ideomotor apraxia)이 대표적인 예이

며 이외 사지운동실행증, 언어운동분리 실행증, 촉각

실행증 등 증상에 따른 다양한 분류가 있다(Wheaton 

& Hallett, 2007). 이 중 관념운동실행증은 과제의 

지식과 행동의 분리로 다른 실행증보다 많은 연구자

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관념운동실행증이 있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실제 도

구/물체의 사용은 비교적 잘 하지만 도구/물체를 사

용하는 동작을 몸짓으로 표현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행동적인 오류를 보이게 된다. 이들은 공간적인 오류

(예, 비정상적인 움직임의 폭, 물체와 동작들의 적당

하지 않은 공간적 거리, 비정상적 손/팔의 배치, 물체

로 신체 일부를 사용하는 것)와 시간적 오류(예, 불규

칙한 속도, 순서적 오류)의 형태로 비정상적 움직임

을 산출한다(Leiguarda, & Marsden, 2000). 

  관념운동실행증은 뇌량, 아래 두정엽, 보조운동영

역의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으나(Heilman, 

Watson, & Rothi, 1996), 관념운동실행증에서 보여

지는 다양한 오류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특정 

부위의 손상으로 동의되지는 않는다(Hanna-Pladdy, 

Heilman, & Foundas, 2001). 하지만 최근에는 세부

적인 오류들의 특성과 이와 연관된 신경학적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어 관념운동실행증의 이해를 돕

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관념운동실행증에서 몸

짓 및 물체와 연관된 움직임의 특성과 뇌영상을 이용

한 신경학적 이미지 연구들이다. 

  실행증과 관련한 신경학적 손상에 대한 이해는 병

변 부위에 따른 증상을 예측하고 적절한 치료와 목표

를 구성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

헌고찰을 통하여 관념운동실행증의 원인과 행동오류

의 기전을 알아보고 임상가들에게 이의 치료와 관리

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실행증의 모델과 관념운동실행증 

  이전의 연구가들은 임상적 증상과 병변 부위와의 

연관성으로 실행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여 왔다. 익숙

한 움직임의 실행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움

직임의 공식(movement formulae)이라고 할 수 있

다. 이것은 Liepmann(1908)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 

익숙한 도구사용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활동 이미지

이다. 그는 이것이 왼쪽 대뇌의 뒤쪽영역(posterior 

brain region)에 저장되어 있으며 반대쪽 반구에는 

뇌량을 통해서 전달되어 감각운동영역에 저장된 신경

자극패턴(innervatory pattern)으로 피질을 통해 연

결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뒤쪽두뇌영역에서 운

동피질까지 이끄는 섬유들의 연결은 두정엽 손상으로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두정엽을 중요한 부위라

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들도 두정엽의 중요성을 입증

하고 있는데, 정상인들을 대상으로하여 도구사용을 

흉내 내거나 정신적으로만 상상하게 하였을 때, 왼쪽 

두정엽의 활성화가 일관되게 보여지고 있다(Choi et 

al., 2001; Fridman et al, 2006; Hermsdorfer, 

Terlinden, Muhlau, Goldenberg, & Wohlschlager, 

2007; Johnson-Frey, Newman-Norlund, & Grafton, 

2005; Moll et al., 2000; Ohgami, Matsuo, Uchida, 

& Nakai, 2004). Liepmann(1908)은 관념실행증은 

움직임 공식이 저장된 부위에 손상이 생겨 도구를 사

용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단순

히 모방할 때는 정상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였다. 반면 

관념운동실행증은 움직임 공식은 잘 보존되어 있지만 

신경자극패턴까지 가이드 되지 못하는 것으로, 환자

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는 알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관념운동실행증은 언어

적으로 요구되는 모방과 의미있는 제스쳐를 이행하지 

못하지만 실제 도구사용에 있어서는 외부의 압박

(constraint)에 따라 적응하기 때문에 비교적 보존되

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Heilmann, Rothi와 Valenstein(1982)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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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즉, 그들이 말하는 “visuokinesthetic motor 

engrams(시각운동감각 운동 잠재기억)”은 왼쪽 아래

두정엽에 저장되어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구와 관

련된 동작의 생산(production)과 재인식(recognition)

은 왼쪽 두정엽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행증 

환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 부위에 손상이 있는 환자는 제스쳐를 구

별하지 못하는 반면 이보다 앞쪽으로 왼쪽 두정엽을 

포함하지 않는 손상에는 제스쳐 구별어려움이 없었음

을 알아냈다. 그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념운동실

행증은 두가지 분류가 있으며 첫째는 왼쪽 두정엽의 

손상으로 발생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보다 앞쪽 부

위 손상으로 야기된 것으로, 이것은 움직임을 프로그

램하는데 중요한 전운동영역(premotor) 및 운동영역

과 제스쳐 잠재기억이 단절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부위는 실행에 대한 여러 연구들로 최근까지 지지

를 받고 있는데, Haaland, Harrington, Knight(2000)

는 CT와 MRI 스캔으로 실행증이 유무에 따른 활성화

를 비교하였 때 실행증이 없는 군은 브로드만 영역에

서 왼쪽 아래 두정엽 7, 39, 40에서 활성화됨을 확인

할 수 있다. Weiss, Rahbari, Hesse와 Fink(2008)

는 왼쪽 반구손상이 있는 대상군을 의미 있는 제스쳐

의 생성이나 의미 없는 손과 손가락 자세의 모방을 

포함하는 검사와 MRI 스캔의 Voxelwise 분석을 통

하여 실행증이 있는 군에서 왼쪽 두정엽의 각회

(angular gyrus)부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Rothi, Ochipa와 Heilman(1991)은 사지 실행 처

리과정(limb praxis processing)의 복합 인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실행증 환자의 수행에서 발견되는 다양

한 행동적 분리(dissociation)는 이러한 모델을 지지

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 움직임 모방은 제스쳐 잠재

기억을 통하거나 또는 시각 시스템과 신경자극 패턴 

사이의 직접적 비어휘적 경로(non lexical route)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념운동실행증 

환자는 시각적인 모방으로 수행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Roy와 Square(1985)의 운동실행에 대한 개념 

요소와 생산 요소가 포함된 2 부분 시스템(two part 

system)의 가정을 수용하여 관념운동실행증은 제스

쳐 잠재기억과 신경자극 패턴을 포함하는 생산 시스

템에서 결손이 생겨 나타나는 것이며 반면 개념 실행

증은 “action semantics(행동 의미론)”라고도 불리는 

개념 시스템에 손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제스쳐 잠재기억을 상기하는데 실패하

는 것과 도구사용의 손상은 필연적으로 동시에 나타

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다시말해서, 개념실행증

은 도구의 잘못된 사용으로 특징지어지며, 관념운동

실행증은 도구사용을 도구 없이 흉내내는 것을 인식

하고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최근 Buxbaum(2001)은 Rothi 등(1991)의 모델을 

보다 발전시켜 실행에 대한 3 시스템(three system)

을 제안하였다. 첫번째는 등쪽 행동 시스템(dorsal 

action systems)으로 이것은 주어진 활동에 관계되

는 신체의 각 부위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측면의 계

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신체의 역동적인 표상을 포함한

다. 이것이 어려운 사람은 제스쳐 잠재기억을 신체중

심의 협응으로 변환시키는 비교 시스템(comparator 

system)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이때는 물건 없이 사

용을 흉내내지 못하나 손에 도구가 있으면 정상적으

로 수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해부학적 손상부위는 등

쪽 전두두정 피질(dorsal frontoparietal cortex)로 

특히 위쪽 두정엽이 포함된다. 두번째는 배쪽 시스템

(ventral system)이다. 이것은 측두엽이 중요한 부위

로 서술적 형태로서 내재된 도구의 기능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스쳐의 인지 또는 동작의 

모방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도구의 지식에 개념적인 

문제를 보이게 된다. 세번째는 중심 실행 시스템

(central praxis system)으로 판토마임의 생성과 재

인식, 조작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중요한 시스템이

다. 이 시스템에는 제스쳐 잠재기억이 포함되어 있으

며 이것은 배쪽과 등쪽 흐름의 합류점에 존재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제스쳐 잠재기억들은 기억

과 표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역동적 공간운동 과

정에 의존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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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odel of Rothi et al.(1991)

그림 2. Model of Buxbaum(2001)

2. 신경학적 병변부위

  두정엽의 운동 프로그래밍에 대한 역할은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그것은 운동과 감각 정보 간의 조화와 

복잡하고 잘 훈련된 운동활동의 생성이다(Banich, 

2008). 본래의 역할뿐 아니라 실행증과 관련한 이전

의 모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정엽은 실행증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이며, 이중 익숙한 활동에 대

한 운동은 왼쪽 두정엽이 핵심적인 부위이다. 기능적 

뇌영상 연구에서 Halsband 등(2000)은 두정엽 병소

와 전두엽 병소를 갖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구사용

의 판토마임을 비교하였는데, 두정엽 병소를 갖는 환

자들만이 오류를 보였고, Weiss 등(2001)도 의미가 

없는 팔의 움직임을 순서적으로 모방하도록 요구하고 

운동적인 분석을 하였을 때 대조군 및 오른쪽 두정엽 

손상군보다 왼쪽 두정엽 손상군이 훨씬 더 부정확한 

움직임을 보였다. 

  바닥핵(Basal ganglia)과 시상(thalamus)은 실행

을 매개하는 조절 신경학적 네트워크에 포함되지만 

실행증의 발생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보인다. 이러한 

피질하 병소와 실행증은 심각도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Tabaki, et al., 2010), 이전의 코호트 연구에

서도 실행증과는 빈도가 드물게 연관되있다(Papagno, 

Della Sala, & Basso, 1993). Pramstaller와 Marsden 

(1996)은 심부(deep) 및 피질하 손상으로 인한 실행

증의 82개 사례연구를 리뷰한 결과 환자들의 대부분은 

왼쪽 반구에 손상이 있었으며 이외에 피각(putamen)

과 시상의 분리된 병소 또는 렌즈핵(lenticular nu-

cleus)에 국한된 병소의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은 속

섬유막(internal capsule), 뇌실주위(periventricular), 

선조체주위(peristriatal) 백색질을 동반하는 광범위

한 부위가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전

의 연구들로 관념운동실행증은 드물게 피질하 수준의 

손상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나 대부분에서 

피질 수준의 병소가 포함될 때 더 자주 보이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3. 몸짓(gestures)

  관념운동실행증 환자의 실행에 대한 주요 영향 요

인은 자연스런 환경에서의 수행이 아닌 요구에 따른 

몸짓이라고 할 수 있다. 몸짓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타동사적(transitive) 제스쳐와 자동

사적(intransitive) 제스쳐이다. 타동사적 제스쳐는 

도구 또는 물체를 사용하는 몸짓으로 예를 들면 드라

이버, 망치 등의 도구를 이용하는 몸짓을 말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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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적 제스쳐는 의미있는 손동작이나 헤어질 때 손

을 흔드는 것 같은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동작이다.

  임상적으로 실행증 환자는 앞의 두가지 형태의 몸

짓을 만들어 내지 못하며, 타동사적 제스쳐 실행 손

상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Foundas et al., 1999; 

Hanna-Pladdy, Heilman, & Foundas, 2001; Roy, 

Square-Storer, Hogg, & Adams, 1991). 한 연구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익숙한 물건을 보고 계획된 운동

을 실행하게 하였을 때 왼쪽 두정엽, 등쪽 전운동영

역, 중간 전두엽, 뒤쪽 측두엽의 활성도가 증가함을 

알아냈다. 또한 의사소통을 위한 자동사적 몸짓을 상

기하고 계획 할 때에도 같은 부위에서 활성도가 증가

함을 보였다(Kroliczak & Frey, 2009).

  Price 등(2010)은 도구 사용을 몸짓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환자에서 왼쪽 반구의 측두-두정엽의 백색

질, 뒤쪽 중간 측두엽, 등쪽 아래 두정엽에 손상을 발

견하였다. 두 연구를 비교하여보면 도구 사용과 관련

하여 두정엽과 측두엽의 공통적 부위를 나타내고 있

다. 자동사적 제스쳐로서 의미없는 손동작과 관련된 

신경학적 부위를 가려내는 연구도 왼쪽 두정엽의 병

소를 나타내고 있다(Weiss, et al. 2001). 한 연구는 

두정엽과 더불어 전두엽관련 병소를 제시하였다. 

Haaland, Harrington과 Knight(2000)는 의미없는 

손동작을 모방하는 것에 오류가 있는 실행증 환자는 

두정엽의 브로드만 영역 7,39,40과 전두엽의 브로드

만 영역 4,6,8,9,46에 손상의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행의 오류를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 

신체와 연관하여 손의 위치의 잘못된 위치는 두정엽

의 병소가 있는 환자에서 관찰되며 손가락 쥐기 형태 

오류는 전두엽 병소가 있는 환자에서 모두 보이나 두

정엽 병소에서는 60%의 환자만이 보였다고 보고하였

다. 즉 의미없는 손동작의 모방에서 손가락의 특정 

형태는 특히 전두엽에서 담당함을 알 수 있다.

4. 실제의 물체(Real objects)

  관념운동실행증이 있는 사람은 실제도구 사용할 때

에 도구없이 움직이는 몸짓보다 향상된 움직임을 보

인다. 실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몸짓으로만 수행할 

때에 주어지지 않는 두가지 요소를 제공한다. 이것은 

물체의 외형과 기억에 따른 시각적인 자극과 물건을 

잡을 때 느껴지는 촉각적인 자극이다. Gibson(1979)

에 따르면 환경에 있는 물체는 특정 개인의 필요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

운동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즉, 움직임은 물건

의 시각적 자극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전두-두정 행동 시스템(Fronto-parietal action 

system), 다른 말로 등쪽시각처리흐름(‘dorsal’visu-

al processing stream)은 움직임을 프로그래밍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자가중심의 공간 부호화, 

공간-운동 변형, 물건의 구조에 따른 손의 잡기 자세 

계산의 역할을 담당한다(Buxbaum, Kyle, Crossman, 

& Coslett, 2007). 이 시스템을 통하여 움직임의 내

재적, 외재적 부호화가 이루어지며 모든 몸짓의 생산

이 알맞게 이루어진다. 

  특히 표상적 정보가 없는 의미 없는 움직임을 모방

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은 등쪽 시스템은 물건 잡기에 특성화되어 있다는 것

이다. 이전의 원숭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손의 자세를 

요구하는 물건을 보여주기만 하여도 등쪽 흐름이 민

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Rizzolatti et al., 

1988). 이러한 시스템은 인지적인 중재를 거치지 않

고 직접적으로 관계하게 되어, 물체는 그것과 관련있는 

잡기 반응을 자동적으로 활성화 시킨다(Grezes & 

Decety, 2001). 또한 Barde, Buxbaum과 Moll(2007)

은 관념운동실행증 환자에게 물체의 구조적인 단서가 

물체와 행동에 관련된 학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에서 구조적 단서가 높은 수준일 때, 

대상자들이 더 나은 수행을 보임을 알아내었다. 이 

같은 사실로 말미암아 물체의 시각적인 구조들은 동

작의 실행에 또다른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체로부터 발산되어 나오는 촉각-운동적 단서로 

실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서는 몸짓을 

위한 정확한 손의 자세도 촉진 시킨다고 하였다(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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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zi, Faglioni, & Sorgato, 1982). Westwood 등

(2001)은 비-시각적 정보인 물체의 촉각 및 운동감각 

정보는 물건사용 실행에 있어 보다 정확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보들이 저장된 

운동 표상에 접근을 촉진하고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동작의 유형을 특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여 촉각적인 정보는 시간적, 

공간적 움직임의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Osiurak, 

Jarry, & Le Gall, 2011).

Ⅲ. 결 론

  본 고찰은 관념운동실행증의 원인에 대한 이전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신경학적 부위 및 특성

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관념운동실행증은 상황

에 따른 행동적인 다양한 특성을 보이며 특정 부위의 

손상으로는 설명되지 못한다. 

  여러 모델과 실험적 연구에서 제시하듯 물체와 관

련된 지식은 왼쪽 두정엽에 저장되어 있으나 실행을 

위해서는 다른 부위의 역할도 필요하다. 즉, 실행은 

뇌에서도 도구 및 익숙한 동작 자체에 대한 지식이 

저장된 부위와 더불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운

동적 지식을 관장하는 부위, 실제움직임을 만들어내

는 부위가 포함되어 나타난다.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부위는 다양한 감각자극으로

부터 활성화 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관념운동실

행증의 치료로 다양한 단서(multiple cues)를 이용하

기 위하여 실제 도구나 물체를 사용하거나 시각적인 

모델링을 제공하였다(Maher, Rothi, & Greewald, 

1991). 또는 물건사용의 제스쳐 실행을 촉진하기 위

하여 물건의 사진을 보여준 후에 훈련을 하기도 하였

다(Smania, Girardi, Domenicali, Lora, & Aglioti, 

2000). 실제 도구에 대한 촉각적인 정보(Goldenberg, 

Hentze, & Hermsdorfer, 2004)와 팔과 손의 일반적

인 촉각 및 고유수용성 감각 자극(Butler, 2000)도 

실행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었다. 최근에 실행증

의 치료적 전략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인지 

전략 훈련(cognitive strategy training)은 보다 체

계적으로 다양한 감각정보와 도움정도, 피드백을 제

공하고 있다(Geusgens, van Heugten, Cooijmans, 

Jolles, & van den Heuvel, 2007). 이러한 접근들은 

적절한 실행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촉진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임상에서 왜 이러한 단서들이 치

료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본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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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The Ideomotor Apraxia:

Focusing on The Neurological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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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The Understanding of neurological lesion relating to apraxia will help to predict 

symptoms according to a lesion and to establish a proper treatment and goal. So, This study 

will explain causes and mechanism of a movement error of ideomotor apraxia through liter-

ature review and also will suggest the evidence using in treatment.

Body : Ideomotor apraxia may occur a damage of the production part in praxis system, and is 

common in damage of a cortex rater than damage of a subcortex. According to study with 

gesture, movement of upper limbs is relate of  left parietal lobe but finger movement is relate 

of frontal lobe. The visual and tactile stimulation through using real objects could guide into 

proper movement aside from memory of a skilled action.

Conclusion : Praxis can occur through diverse neurological processing and various external 

stimulations can help praxis processing. Therefore, the treatment of ideomotor apraxia need 

to use this stimulations.  

Key words : Ideomotor apraxia, Model of praxis, Ca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