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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mbulatory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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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mbulatory stroke patients. This was a cross-sectional survey study of 60

patients who had survived one year or more after a stroke in community. Activities of daily living were as-

sessed using the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the Stroke

Impact Scale (SIS). The association between FIM and SIS was examin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The

FIM score was higher than the SIS score. Most domains of FIM exhibited a high rate (45～85％) of ceiling

effects. However, only the communication and memory domain of SIS exhibited of ceiling effects. The corre-

lation coefficients were .835 (p<.01) for FIM-motor vs. SIS-ADL, .257 (p<.05) for FIM-motor vs. SIS-com-

munication, .596 (p<.01) for FIM-motor vs. SIS-social participation, .635 (p<.01) for FIM-cognition vs.

SIS-memory, .369 (p<.01) for FIM-cognition vs. SIS-ADL, and .289 (p<.05) for FIM-cognition vs. SIS-social

participation. In conclusion, the correlation between FIM-motor and SIS-social particip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FIM-cognition and SIS-social participation. The domains of emotion and hand function of SIS showed

no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FIM-total. To examine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ambulatory stroke patients in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use both the FIM and 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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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식생활 습관의 급격한 변화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뇌졸중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의학의 발전

덕분에 뇌졸중 환자의 수명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

(Mayo 등, 1996). 이로 인해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남은 삶

을 지역사회에서 보내야 하는 뇌졸중 환자가 증가했으나,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는 아직 미

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을 파악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이란 개인의 행복과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데,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이며 다차원적인 개념

이다. 삶의 질에는 육체적, 기능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의 4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육체적 측면에는 질병

관련 증상들이 포함되고, 기능적 측면에는 자조활동, 가

동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일을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이 포함된다. 심리적 측면에는 인지적, 정서적

기능 및 삶의 만족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포함된다. 사

회적 측면에는 사회적, 가족적 교제나 친교가 포함된다

(de Haan 등, 1993; Leplege와 Hunt 1997). 이 가운데

통신저자: 원종임 ptwon@jj.ac.kr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5권 제 1호

PTK Vol. 15 No. 1 2008

- 13 -

변수 명(％) 평균±표준편차 범위

성별(남/여) 38(63.3)/22(36.7)

마비측(왼쪽/오른쪽) 28(46.7)/32(53.3)

발병원인(뇌경색/뇌출혈/기타) 29(48.3)/29(48.3)/2(3.3)

나이(세) 56.7±12.6 27～82

가족 수(명) 2.8±1.4 1～7

뇌졸중 발병 후 기간(개월) 65.0±56.4 5～252

간이 정신상태 검사* 26.8±3.2 20～30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version.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0)

뇌졸중 후 회복에 대한 측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육체적 측면의 삶의 질이다(Buck 등, 2000).

뇌졸중 후 남아있는 장애는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을 갖도록 하며(Kwon 등, 2004), 정서는

물론 기억, 사고, 의사소통,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친

다. 뇌졸중 재활의 포괄적인 목적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독립적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며, 사회적 적응과 대처

능력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재통합을 증진시키

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Roth 등, 1998). 이를

위해서는 먼저 뇌졸중 환자들에 대한 현재 수준에서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평가척

도 중 하나인 뇌졸중 영향척도(Stroke Impact Scale;

SIS)는 뇌졸중으로 인한 결손과 회복의 정도를 폭넓게

평가할 수 있고, 점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척도이다(Duncan 등, 1999; Kwon 등, 2006). 뇌졸

중 영향척도(SIS)는 육체, 정서, 의사소통, 기억, 사회참

여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회복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

로써, 특히 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뇌

졸중 환자 가운데 불구정도가 심하지 않고, 기능적 수

준이 높거나 중간정도의 환자들에 대한 뇌졸중 회복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이다(Duncan 등, 2002;

Edwards 와 O'Connell, 2003).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평가척도 중 하나이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다. FIM은

총 6개 영역의 1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영역은

자조활동, 대소변 관리, 이동, 보행, 의사소통, 사회적 인

지영역으로 구분된다(van Deusen과 Brunt, 1997).

뇌졸중 환자가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간단한 기능과 일상생활동

작을 평가하지만,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환자의 회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과 관련한 평가가 필요하

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더구나 기능적 수준이 높은 뇌졸중 환자들에서

일상생활능력과 삶의 질이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뇌졸중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행이 가능한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FIM과 뇌졸중 영향척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동작 수준

과 건강관련 삶의 질을 파악하고, 아울러 이들이 상호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J시(市)에 거주하는 뇌졸중 환자 24명과 S시(市)에

거주하는 뇌졸중 환자 36명 등 총 60명을 대상으로,

FIM을 이용하여 일상생활동작을, 뇌졸중 영향척도를

이용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 대상자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하였

고, 대화가 가능하였으며, 간이 정신상태 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version,

MMSE-K)에서 2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들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연구대

상자 중 남자는 38명 여자는 22명이고, 마비측은 왼쪽

편마비 환자가 28명, 오른쪽 편마비 환자가 32명이었으

며, 발병원인은 뇌경색이 29명, 뇌출혈이 29명, 기타가

2명이었다. 나이는 평균 56.7세 이었고, 동거하는 가족

의 수는 2.8명이었다. 뇌졸중 발병 후 기간은 평균 65.0

개월이었으며,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평균

26.8점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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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IM의 각 영역별 상위 10％의 점수를 획득한

대상자(％). SE: 자조활동, SP: 대소변 관리, TR:

이동, LO: 보행, CO: 의사소통, SO: 사회적 인지.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측정도구로 FIM과 뇌졸중 영향척도를 이용하였다.

FIM은 환자의 기능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정도를 평가

하기 위한 평가도구로 6개 영역의 18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수행정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하는 평가법이다.

7점은 활동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상태이며,

1점은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FIM은 크게 운

동영역과 인지적 영역으로 나뉠 수 있는데, 운동영역은

자조활동(self-care), 대소변 관리(sphincter-control), 이

동(transfer), 보행(locomotion)이 포함되고, 인지적 영역

에는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사회인지(social-cogni-

tion) 영역이 포함된다(Crepeau 등, 2003; Trombly와

Radomski, 2002). 이 도구의 측정자간 신뢰도는 r=.8

3～.96으로 매우 높다(Finch 등, 1995).

SIS 2.0은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로, 뇌졸중의 회복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척도는 8개 영역의 6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 지

각 평가서이다. 8개 영역은 근력(strength), 기억

(memory) 및 사고(thinking), 정서(emotion), 의사소통

(communication),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daily living;

ADL) 및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living; IADL), 가동성(mobility), 손기능(hand

function),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로 구성되어지

며, 그 외 뇌졸중의 회복 정도를 묻는 항목이 있다. 각

항목의 점수는 “전혀 어렵지 않다”, “약간 어렵다”, “

보통이다”, “매우 어렵다”, “전혀 할 수 없다”의 5점 척

도로 되어 있다. 점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하였

다(Duncan 등, 1999).

(평균-1)/(5-1) × 100

공식에 따라 각 영역의 점수는 0에서 100까지이며, 0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100은 최고로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뇌졸중 영향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정서 영역에서는 ICC=.57, 그 외의 영역에서 ICC=.70～.92

이다. 뇌졸중 영향척도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없어,

상태가 경한 정도에서 중간정도의 뇌졸중 환자를 평가하

기에 알맞은 평가 척도이다. 천장효과란 예컨대, 직업훈련

학교를 다닐 정도의 경증장애인에게 Barthel 측정도구를

적용할 때, 모두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보여서 일상생활

능력의 차이를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

우 측정도구는 변별력을 잃게 된다(이충휘, 2007).

3. 분석방법

FIM의 세부영역 간 상관관계, 뇌졸중 영향척도의 세

부영역 간 상관관계, 그리고 FIM과 뇌졸중 영향척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M과 뇌졸중 영향척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할 때, FIM의 자조활동, 대소변 관리, 이동, 보행영역

을 모두 더해 FIM의 운동(motor)영역으로 하였으며,

FIM의 의사소통영역과 사회적 인지 영역을 모두 더해

인지(cognition)영역으로 하였다. 또한 FIM의 세부영역

을 모두 더해 FIM의 총점수를 계산하였다. 뇌졸중 영

향척도의 세부항목 중 근력, 일상생활동작, 이동, 손기

능 영역에 대한 평균값을 뇌졸중 영향척도의 신체적 영

역으로 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와 .01로 정하

였고, 수집된 자료는 상용통계프로그램인 윈도용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FIM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그림 1)

은 자조활동 영역으로 42점 만점에 35.82점으로 나타났

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보행영역으로 14점

만점에 11.53점을 나타났다. 뇌졸중 영향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의사소통 영역으로 100점 만

점에 91.31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

목은 손기능 영역으로 100점 만점에 37.93점이었다. 또

한 뇌졸중으로부터 회복 정도에 대한 주관적 생각은

100점 만점에 49.15점으로 나타났다. FIM 점수는 뇌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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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평균±표준편차
대상자(％)

상위 10％ 하위 10％

FIM

자조활동 35.82±7.11 60.0％ 0％

대소변 관리 13.40±1.30 85.0％ 0％

이동 19.22±3.19 71.7％ 0％

보행 11.53±2.64 45.0％ 0％

의사소통 12.90±1.95 75.0％ 0％

사회적인지 19.25±3.11 78.4％ 0％

뇌졸중 영향척도

근력 50.77±25.59 8.2％ 1.6％

기억 86.16±17.08 57.3％ 0％

정서 75.87±20.31 26.2％ 0％

의사소통 91.31±14.32 70.5％ 0％

일상생활동작 71.59±23.41 24.4％ 1.6％

이동 76.38±21.36 34.4％ 0％

손기능 37.93±32.29 8.1％ 26.2％

사회참여 55.79±25.39 14.6％ 4.90％

회복 49.15±24.81 3.3％ 13.1％

표 2. FIM과 뇌졸중 영향척도의 영역별 점수

그림 3. 뇌졸중 영향척도의 육체적 영역과

FIM의 총점과의 상관관계.

그림 2. 뇌졸중 영향척도의 각 영역별 상위 10％

점수를 획득한 대상자(％). ST: 근력, ME: 기억,

EM: 정서, CO: 의사소통, ADL: 일상생활동작,

MO: 이동, HA: 손기능, PA: 사회참여, RE: 회복.

FIM 자조활동 대소변관리 이동 보행 의사소통

대소변관리 .224

이동 .754** .195

보행 .751** .095 .661**

의사소통 .333* .510** .176 .189

사회적 인지 .265* .580** .181 .151 .911**

*p＜.05.

**p＜.01.

표 3. FIM의 세부영역 간 상관계수

중 영향척도의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FIM의 모든 세부영역에서 대상자의 45～85％가

상위 10％의 높은 점수를 얻어 천장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뇌졸중 영향척도는 기억과 의사소통영역에서 대상

자의 57.3～70.5％가 상위 10％의 점수를 얻어 천장효과

를 나타냈다(그림 2와 그림 3).

FIM의 세부영역 간 상관관계에서 의사소통과 사회

적 인지영역이 r=.911(p<.0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자조활동과 이동영역에서 r=.754(p<.01),

자조활동과 보행영역에서 r=.751(p<.01), 이동과 보행영

역에서 r=.661(p<.01)로, 대소변 관리와 의사소통 영역

에서 r=.510(p<.01), 대소변 관리와 사회적 인지영역에

서 r=.580(p<.01)을 나타냈다(표 3).

뇌졸중 영향척도의 세부영역 간 상관관계에서 일상생활동

작과 이동영역은 r=.694(p<.01), 일상생활동작과 사회참여 영

역은 r=.658(p<.01), 일상생활동작과 기억영역은 r=.537(p<.01),

일상생활동작과 의사소통영역은 r=.505(p<.01)를 나타냈다. 사

회참여와 이동영역은 r=.621(p<.01), 사회참여와 근력은

r=.473(p<.01), 사회참여와 회복은 r=.517(p<.01)로 나타냈다.

또한 기억과 의사소통영역은 r=.583(p<.01), 기억과 정서영역

은 r=.447(p<.01), 손기능과 근력영역은 r=.472(p<.01)로 나

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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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영향척도 근력 기억 정서 의사소통 일상생활동작 이동 손기능 사회참여

기억 .125

정서 .091 .447**

의사소통 .033 .583** .293*

일상생활동작 .405* .537** .305* .505**

이동 .302** .221 .214 .222 .694**

손기능 .472** .043 .033 .158 .363* .323*

사회참여 .473** .327* .376* .385* .658** .621** .391*

회복 .422* .244 .244 .194 .342* .260* .243 .517**
*p＜.05.

**p＜.01.

표 4. 뇌졸중 영향척도의 세부영역 간 상관계수

FIM 척도

자조활동 대소변관리 이동 보행 의사소통 사회적 인지 운동영역
b
인지영역

c
총점수

뇌졸중 영향척도

근력 .327* .123 .218 .220 .003 -.020 .317* -.011 .264*

기억 .350* .251 .234 .204 .582** .647** .326* .635** .489**

정서 .185 .156 .074 .136 .059 .167 .175 .128 .190

의사소통 .318* .293* .084 .120 .668** .593** .257* .635** .432**

일상생활동작 .770** .248 .438** .613** .387** .345** .722** .369** .730**

이동 .806** .115 .715** .807** .154 .101 .835** .124 .741**

손기능 .306* .145 .146 .137 .059 -.009 .276* .018 .235

사회참여 .653** .199 .390** .409** .286* .281* .596** .289* .597**

회복 .327* .241 .166 .213 .101 .123 .290* .117 .282*

육체적 영역a .691** .208 .477** .539** .186 .121 .669** .149 .612**
*p＜.05.

**p＜.01.
a
근력, 일상생활동작, 이동, 손기능영역에 대한 평균 값.
b
자조활동, 대소변 관리, 이동, 보행영역을 모두 더한 값.
c
의사소통과 사회적 인지 영역을 더한 값.

표 5. 뇌졸중 영향척도와 FIM의 상관계수

뇌졸중 영향척도와 FIM의 상관관계에서, 뇌졸중 영향

척도의 일상생활동작은 FIM의 대소변 관리영역만 제외하

고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77

0～.345). 뇌졸중 영향척도의 기억은 FIM의 의사소통영역과

r=.582(p<.01)를 나타냈고, FIM의 사회적 인지영역과

r=.647(p<.01)로 나타냈다. 뇌졸중 영향척도의 의사소통은

FIM의 의사소통 영역과 r=.668(p<.01)을 나타냈고, FIM의 사

회적 인지영역과 r=.593(p<.01)을 나타냈다. 뇌졸중 영향척도

의 이동은 FIM의 자조활동과 r=.806(p<.01)을 나타냈고, FIM

의 이동영역과 r=.715(p<.01), FIM의 보행영역과

r=.807(p<.0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뇌졸중 영향척도의 사

회참여는 FIM의 자조활동과 r=.653(p<.01)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FIM의 총 점수는 뇌졸중 영향척도의 이동영역과

r=.741(p<.01)을 나타냈고, 일상생활동작 영역과 r=.730(p<.01)

을 나타냈으며, 사회참여 영역과 r=.597(p<.0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5). 뇌졸중 영향척도의 육체적 영역과 FIM의 총

점과의 상관관계는 r=.612(p<.01)로 나타냈다(그림 3).

Ⅳ. 고찰

뇌졸중 회복의 정도를 측정하는 분야에는, 병리적 상태

하의 증상과 징후를 의미하는 손상(impairment), 기능적

활동의 제한을 의미하는 불구(disability), 역할 기능의 제

한을 의미하는 장애(handicap),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

회적 측면의 안녕을 의미하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네가지 측면이 있다(Tengs 등, 2001;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0). 이들에 대한 분석도구로는 Bathel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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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FIM, 뇌졸중 영향척도(SIS)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Barthel 척도와 FIM은 주로 불구(disability)의 정도를 평

가하는 도구이고, 뇌졸중 영향척도는 손상(impairment),

장애(handicap),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포괄적으로 평

가하는 평가도구이다. 그런데 FIM과 Barthel은 심한 뇌졸

중 환자에게는 민감(sensitive)하나 중간이나 경한 뇌졸중

환자에게는 척도가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 천장효과를 갖

고 있다(Barker-Collo와 Feigin, 2006; Kwon, 등, 2004).

반면 뇌졸중 영향척도는 미세한 기능의 변화를 측정

할 수 있어 FIM에서 나타나는 천장효과가 나타나지 않

고, Short Form 36(SF-36)에서 나타나는 바닥효과도 나

타나지 않는다(Kwon 등, 2006). Duncan 등(2002)은 뇌

졸중 환자들에게 FIM의 운동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대상

자의 46％ 이상에서 상위 10％ 점수를 받아 천장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F-36은 대상자의 24％가 하위

10％ 점수를 받아 바닥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뇌졸중 영향척도는 대상자들의 점수가 종(bell) 모

양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천장효과 또는 바닥효과도

3％ 이내로 나타났다고 하였다(Duncan 등, 2003). 그러

므로 뇌졸중 영향척도는 혼수상태를 제외한 매우 심한

뇌졸중부터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의 매우 경한 정

도의 뇌졸중 환자까지 신체적 기능과 건강관련 삶의 질

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Lai 등, 2003).

본 연구에서도 FIM 점수는 뇌졸중 영향척도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IM의 모든 세부영역에

서 대상자의 45～85％가 상위 10％의 높은 점수를 얻어

천장효과를 나타냈다. 뇌졸중 영향척도는 단지 의사소통

영역에서 환자의 70.5％, 기억영역에서 환자의 57.3％가

상위 10％의 점수를 얻어 천장효과를 나타냈을 뿐이다.

FIM의 세부영역 간 상관관계에서는 대소변 관리와 의사

소통 영역에서 r=.510(p<.01), 대소변 관리와 사회적 인지

영역에서 r=.580(p<.01)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대소변 관

리가 되지 않을 경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 뇌졸

중 환자의 사회생활과 의사소통에 대소변 관리가 중요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뇌졸중 영향척도의 세부영역 간 상

관관계에서 근력영역은 일상생활동작, 이동, 손기능, 사회

참여, 회복과 r=.302～473(p<.05)의 상관관계를 보여, 뇌

졸중 환자의 근력 증가가 다른 육체적 회복 영역과 중요

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뇌졸중 영향척도의 사회참

여 영역은 정서 및 기억 영역과 r=.327～.376(p<.05)의 상

관관계를 보여, 뇌졸중 환자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육체

적 영역 외에 정서와 기억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뇌졸중 환자의 사회참여를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육체적 영역은 물론 기억과 정서적인

부분도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Kwon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FIM의 운동영역은

뇌졸중 영향척도의 근력·일상생활동작·이동·손기능·사회

참여와 r=.404∼.858(p<.00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도 FIM의 운동영역은 뇌졸중 영향척도의 일상

생활동작·이동·사회참여와 r=.596～.853(p<.01)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Kwon 등(2006)의 연구에서 FIM

의 인지영역은 뇌졸중 영향척도의 기억·의사소통·사회참

여와 r=.501∼.637(p<.00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

구에서도 FIM의 인지영역은, 뇌졸중 영향척도의 기억과

의사소통 영역에서 각각 r=.635(p<.01)과 r=.635(p<.01)로

비슷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Duncan 등(1999)에 의하면, FIM의 운동영역은 뇌졸중

영향척도의 이동영역과 r=.83(p<.01), 일상생활동작 영역

과 r=.84(p<.01), 육체적 영역과 r=.79(p<.01)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도 FIM의 운동영역은 뇌졸중

영향척도의 이동영역과 r=.835(p<.01), 일상생활동작 영역

과 r=.722(p<.01), 육체적 영역과 r=.669(p<.01)로 나타났

다. 따라서 FIM의 운동영역으로 뇌졸중 영향척도의 육체

적 기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뇌졸중 영향척도의 회복영

역은 100점 만점에 평균 49.15점으로, 뇌졸중 영향척도

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이렇게

회복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뇌졸중에 대한

이해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즉 발병 후 회복 내지 완치에 대한 기대치(주관

적 희망)는 높은 반면, 뇌졸중의 특성상 회복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객관적 현실)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건강하다”고 응

답한 장애인은 4.0％에 불과했으며,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한 장애인은 전체의 58.4％로 절반 이상이 스스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변용찬 등, 2001).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뇌졸중 환자의 약 50％ 정도는

발병전에 비해 일상활동이 감소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yo 등, 2002). Sturm

등(2002a)의 연구에 의하면, 불구(disability)의 정도로 장

애(handicap)의 정도를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고 오직 부

분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Bent 등(2001)이

4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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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health status)와 정신사회적 요소(psychosocial

factors)가 사회참여에는 영향을 미치나 주관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장애의 정도를 근거로 삶의

질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뇌졸중 환자들의 경우 신체적 기능의 회복정도를 측정하

는 FIM과 더불어 삶의 질을 평가하는 뇌졸중 영향척도

(SIS)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Kong과 Yang(2006)의 연구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

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나이, 성, 뇌졸중 후 기간,

일상생활 수행정도, 우울증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울

증이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또한 Suenkeler 등(2002)

은 남자에게서, 당뇨가 없는 경우, 우울증이 없는 경우

가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Carod-Artal 등(2000)은 뇌졸중 환자에서 기능 상태

(functional status)와 우울증이 삶의 질에 대한 예측 요

인이라고 하였다. Sturm 등(2002b)에 의하면, 삶의 질

은 손상과 불구보다 장애와 더 상관관계가 높았다.

Kim 등(1999)에 의하면 뇌졸중으로 병원에서 퇴원 후

1～3년된 환자에서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는 우울정도였고, 그 다음으로 결혼상태, 사회

적 지지의 정도, 기능적 수준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지역사회 만성 뇌졸중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을 포함한 여러 다

른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행이 가능한 지역사회 만성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FIM과 뇌졸중 영향척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대

상자의 수가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른

뇌졸중 환자에게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뇌졸중 환자 중 보행

이 가능한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수행 능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FIM과 뇌졸

중 영향척도의 측정결과를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FIM의 모든 세부영역에서 천장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뇌졸중 환자들의 경우, 신체적 기능의

회복정도를 측정하는 FIM과 더불어 삶의 질을 평가하는

뇌졸중 영향척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뇌졸중 영향척도의 사회참여 영역은 정서 및

기억 영역과 r=.327～.376(p<.05)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이는 뇌졸중 환자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는 육체적 영역은 물론 기억과 정서적인 부분도 향상되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뇌졸중 영향척도의 회복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이는 뇌졸중의 회복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다른 요인들을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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