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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실시된 시간사용중재가 뇌졸중 환자의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뇌졸중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생활만족도의 변화는 생활만족도 척도(Life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고,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결과 :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중재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둘째,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결론 : 본 연구의 결과 시간사용중재가 뇌졸중환자의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의미있는 작업 수행의 참여가 뇌졸중 환자의 정신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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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은 뇌 혈류가 차단되거나 뇌 조직의 출혈로 

인하여 장애가 생기는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1,500

만 명이 발병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24,455명으로 사망률 48%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7). 뇌졸중 환자의 15%는 발병 직후 사망하

고 10%는 대부분 회복되지만(Song, Ryu, & Park, 

2016), 나머지 75% 이상의 환자는 신체의 마비, 감각 

및 언어장애, 기억력 저하 등 인지, 운동기능의 장애를 

동반한다(Mahabir, Bickram, & Gulliford, 1998). 또한 

사회 복귀 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의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Skidmore, Whyte, Butters, Terhorst, & Reyn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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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심리적 혹은 정서적인 문제점들을 동반하거나 기인할 

수 있어(Hackett, Yapa, Parag, & Anderson, 2005), 

가족의 일원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생활

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Kim, 2009).

시간사용의 파악은 개인의 가치에 따라 의무적, 비의

무적 활동을 주관적으로 선택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작업의 균형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Backman, 

2004). 선행 연구들에서 만성 또는 중증 장애인들의 

불균형한 시간사용 형태로 정상인에 비해 수동적 여가

와 수면 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Hayes & Halford, 1996; Krupa, Mclean, 

Eastabrook, Bohnam, & Baksh, 2003). 장애인에게도 

삶의 기대수준과 행복, 기본적인 욕구, 삶에서 추구하

는 가치는 정상인과 유사하며, 이는 성공적인 재활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Levasseur, Desrosiers, & Noreau, 

2004). 시간사용의 분석은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살

펴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양식과 가

치관, 생활상의 문제점, 태도,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Lee, 2011).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안녕감(Well-being)을 보여주

는 대표적인 지표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다(Cummins, 

Gullone, & Lau, 2002; Lehman, 1988). 이는 일상생활

과 관련되는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하며 사회적응 및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다(Yeon & Choi, 2019). 

양옥경(1992)은 생활만족도를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

적인 만족이나 안녕감, 행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

기에는 의식주, 친구관계, 가족 및 친척관계, 신체 및 

정신건강, 일(직업), 경제, 대인관계, 사회생활 및 여가

활동, 행복감, 자율성 및 자아감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 

포함된다(양옥경, 1994).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타

인과 상호작용하며,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계획하고 준

비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한다(Kim, Oh, Baek, 

& Lee, 2013). 따라서 생활만족도는 주관적 만족감의 

한 요소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Kim, 1987).

생활만족도와 더불어 자아존중감은 주관적인 행복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Campbell, 1981), 자아개

념의 평가요소로써 자기에 대한 태도 즉, 신뢰와 존중 

및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Lee, 2006b; 

Yu, Hao, & Shi, 2018). James(1890)는 자아가 구성적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경험의 집합체), 정의적(만족

과 불만의 느낌과 감정), 행동적(자아추구와 자아보존

을 위한 행위), 세 가지 주요 측면을 지닌다고 보면서 

자아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평가는 개인의 목표나 기대, 

열망과 일치하는 정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영역으로 정신건강 및 

행복의 중요한 결정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Diener & Diener, 1995; Orth, Robins, & Widaman, 

2012). 궁극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

본적인 욕구인 자아존중감이 필수적인 요인이다(Lee, 

2006a).

작업치료와 관련하여 시간사용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Hunt와 McKay(2015)는 199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작업치료 내에서 시간사용과 관련된 체

계적 고찰연구를 통해 61개의 시간사용 관련 연구를 

찾아내었다. 작업치료에서 시간사용은 효율적인 중재

를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써 치료 대상자의 시간 사용량

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중재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Kabat-Zinn, 2016). 시간사용중재는 

효율적인 습관의 한 형태로 작업 및 역할 수행을 지지하

는 중재이며 중요도, 흥미도, 만족도와 같이 환자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Kielhofner, 2002). 시간사용을 

사용한 중재가 노인이나 만성 및 중증 정신과 환자들의 

흥미도 및 수행도, 의사소통 기능, 작업 참여, 작업 수

행, 삶의 질 등 정신적, 심리사회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Bejerholm & 

Eklund, 2006; Hayes & Halford, 1996; Hong, Jang, 

& Seo, 2011; Jeon, 2011; Kim, 2010; Kim, Lee, & 

Jeon, 2014; Krupa et al., 2003),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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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election: Medical record, MMSE-K, K-MBI

Randomized allocation

Experimental group (n=10) Control group (n=11)

Initial evaluation: Life satisfaction scale, Self-esteem scale

Equivalence check

Occupational therapy
(30minute/1day, 5day)

+
Time-use intervention

(30minute/1day, twice a week)

Occupational therapy
(30minute/1day, 5day)

+
Additional occupational therapy
(30minute/1day, twice a week)

8 weeks later

Revaluation: Life satisfaction scale, Self-esteem scale

K-MBI=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MMSE-K=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igure 1. Flow Diagram of Research Procedure

및 사회적응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에게 시간사용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그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

중감을 비교함으로써 뇌졸중 환자의 정신건강과 생활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사용중재 프로그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2019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대

학 및 종합병원에서 작업치료를 포함한 전문 재활치

료를 받는 환자 중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rized 

Tomography; 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 의해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고,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에서 24점 

이상으로 설문지를 읽고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또한 한글판 수정바델지수(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K-MBI)에서 75점 

이상으로 가벼운 도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이 

가능하며 시각적, 청각적 장애 또는 신경정신적 질병으

로 인해 항우울제,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다른 연구나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지 않은 환자 

22명을 선별하였다.

2. 연구 절차

의무기록지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성별, 나이, 발병

일, 병변 부위 등을 확인하고, MMSE-K와 K-MBI 점수

를 통해 선별하였다. 선별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22

명을 무작위 선별로 기존의 작업치료중재와 시간사용

중재를 받는 실험군 11명과 기존의 작업치료중재와 

추가적으로 작업치료중재를 받는 대조군 11명으로 나

누었다. 두 집단에 대한 각각의 중재를 적용하기 전에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평가하고, 시간사용중재 

전 실험군 11명의 작업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캐나

다 작업수행평가(COPM)를 실시하였으며, 작업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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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ategory Content Evidence

1
Analysis of 

time-use 

a. Analysis of time-use using Occupational Questionnaire 

(OQ)
Smith et al.(1986)

2
Selection of 

occupation

a. Selection of occupation required by the subject using the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
Law et al.(1990)

3
Placement of 

activity

a. Place meaningful occupation in meaningless time based 

on time-use analysis results

b. Subject and researcher promise to carry out meaningful 

occupation

c. Subject is checked for practice by self-checking checklist

Yi(2001);

Zemke & Clark(1996)

4
Intervention by 

researcher

a. Consultation and education twice a week through the 

subject's self-checking checklist

b. Solving inconvenience and limitation of practice

Kim(2010)

Table 1. Time-Use Intervention Program

(OQ)를 통해 시간사용량을 분석하여 작업 재배치를 

하였다. 실험군에 행해진 기존의 작업치료중재는 1일 

30분씩 주 5회, 8주 동안 실시하였고, 추가로 시간사용

중재를 1일 30분씩 주 2회, 8주 동안 총 16회 실시하였

다. 대조군은 기존의 작업치료중재를 실시한 후 추가적 

작업치료중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작업치료중재는 

1일 30분씩 주 5회, 8주 동안 실시하였고, 추가적 작업

치료중재는 1일 30분씩 주 2회, 8주 동안 총 16회 실시

하였다. 작업치료중재는 근육의 비정상적인 패턴 억제, 

작업치료 도구를 이용한 양측 활동, 감각 자극 등 정상 

움직임을 촉진하기 위한 치료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

로 실시한 작업치료중재 또한 동일한 내용의 중재를 

적용하였다. 두 집단의 중재는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4명의 작업치료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로부터 

시간사용중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사전연습을 거쳐 중재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연구 기간 중 퇴원으로 인해 중도에 연구를 탈퇴한 

1명을 제외하였다. 중재 종료 시에 두 집단에 대한 재평

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일관성을 위해 임상경력이 

7년 이상인 1명의 작업치료사가 진행하였다(Figure 1).

3. 중재 프로그램

시간사용중재는 인간작업모델(Model of Human 

Occupation; MOHO)을 이론적 근거로 둔 것으로

(Kielhofner, 2002), 중재의 핵심은 작업 영역 내에 시간

을 적절하게 배분 해줌으로써 작업 균형 상태를 유지하

는 것이다(Jeon, 2011).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고찰을 

바탕으로 작업치료학 전공 조교수 이상의 전문가 3명

에게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문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평일 

활동은 매우 유사하여 작업설문지(OQ)를 통해 개개인

의 시간사용량을 분석, 점검하여 일주일 중 하루만 기

입하게 하였다.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하여 

총 3일 기입하게 하였다. 프로그램 절차는 다음과 같다

(Table 1).

4. 연구 도구

1) 작업설문지 (Occupational Questionnaire; OQ)

작업설문지(OQ)는 Smith, Kielhofner와 Watts(1986)

가 라이프스타일을 점검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각 

활동에 대한 개인의 작업 의지(Volition)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인 개인 인과(Personal causation),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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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흥미(Interest)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인 견

해를 자기보고식으로 시행하는 평가도구이다(Taylor 

& Kielhofner, 2017). 방법은 먼저 대상자가 일상생

활을 하는 오전 5시부터 24시까지 30분 단위로 나누

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기록한다. 다음으로 각 

활동에 대해 자신이 하는 활동이 일, 일상생활활동, 

여가활동과 휴식 중 어떤 것에 속하는가?, 나는 어느 

정도로 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나에게 이 활동

은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얼마나 이 활동을 즐기는

가? 라는 4가지 질문에 각각 5점 척도로 기록한다. 

Riopel(1982)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8~.87이다.

2) 캐나다 작업수행평가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작업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COPM은 면접을 통한 반구조화된 평가도

구로 대상자가 자기관리, 생산적인 활동, 여가활동 중

에서 어떠한 과제의 수행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대상자가 명시한 문제에 대하여 10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10=매우 중요하다)로 중요도를 부

여하며 이 중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다섯 가지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치료 목표로 선택, 그 결과

를 평가하게 된다(Carpenter, Baker, & Tyldesley, 

2001). 수행도와 만족도는 각각 합산하여 선택된 

과제 수로 나눈 값을 기록하게 되는데, 점수 자체의 

높고 낮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점수의 변화

도를 볼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점수

의 변화는 작업치료의 효과가 된다(Law et al., 

1990).

3) 생활만족도 척도 (Life satisfaction scale)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양옥경

(1994)이 개발한 척도를 진용관(2003)이 지체장애인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의식주, 인간관계, 신체 및 정신건강, 

일(작업),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 경제, 행복감, 자율성 

및 자아감 등 8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범주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구성되어 있

고, 각 문항의 합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 Lee와 Yoo(2010)의 연구

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다.

4) 자아존중감 척도 (Self-esteem scale)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척도를 국내 상황에 맞게 Jeon(1974)

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신에 대한 지각 

및 자기수용의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도구

로써 긍정적 5문항, 부정적 5문항 총 10문항으로 이루

어져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까지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5이고, Lee와 Kim(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74이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sio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집단(실험군, 대

조군)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Chi square test,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고, 

모집단에 대하여 정규성 검정(Shapiro-Wilk test)을 통

해 정규분포를 확인하였다. 각 집단의 중재 전·후 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점수 비교를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집단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실시

하였다. 이때,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 α는 0.5로 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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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x2/Z(p)Experimental

(n=10)

Control

(n=11)

Gender
Male 7(33.3) 7(33.3)

0.095(.757)
Female 3(14.3) 4(19.0)

Age

30s 4(19.0) 2(9.5)

1.623(.444)40s 3(14.3) 3(14.3)

50s 3(14.3) 6(28.6)

Education

Middle 2(9.5) -

2.959(.228) High 5(23.8) 5(23.8)

University 3(14.3) 6(28.6)

Onset

Under 1 year 2(9.5) 1(4.8)

.521(.771)1 to 2 year 5(23.8) 6(28.6)

Over 2 years 3(14.3) 4(19.0)

MMSE-K(M±SD) 27.80±2.30 29.09±.94 -1.061(.288)

K-MBI(M±SD) 86.80±9.56 84.64±8.93 -.604(.546)

K-MBI=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MMSE-K=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Homogeneity                                                      N(%)

Experimental group

(n=10)

Control group

(n=11)
t(p)

Life satisfaction(M±SD) 96.00±12.02 100.91±13.10 -.892(.384)

Self-esteem(M±SD) 31.80±3.65 33.64±4.37 -1.040(.311)

Table 3. Comparison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Between the Both Group Before 

Intervention                                                                                                                     (N=21)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실험군, 

대조군의 동질성을 확인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Table 2).

2. 중재 전 두 집단의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비교

중재 전 실험군, 대조군의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Table 3).

3. 중재 전과 후 두 집단의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

중감 비교

중재 전과 후 실험군, 대조군의 생활만족도와 자아존

중감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4).

4. 중재 후 두 집단의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비교 

중재 후 실험군, 대조군의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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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n=10)

Control group

(n=11)
t(p)

Life satisfaction

(M±SD)
121.30±9.57 111.00±11.38

2.232*

(.038)

Self-esteem

(M±SD)
40.80±3.77 36.91±4.42

2.161*

(.044)

*p<.05

Table 5. Comparison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Between the Both Group After Intervention 

                                                                                                              (N=21)

Group
Pre

(M±SD)

Post

(M±SD)
t(p)

Life satisfaction

Experimental

(n=10)
96.00±12.02 121.30±9.57

-11.214***

(.000)

Control

(n=11)
100.91±13.10 111.00±11.38

-10.864***

(.000)

Self-esteem

Experimental

(n=10)
31.80±3.65 40.80±3.77

-13.500***

(.000)

Control

(n=11)
33.64±4.37 36.91±4.42

-9.115***

(.000)
***p<.001

Table 4. Comparison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Between the Both Group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s                                                                                                                  (N=21)

(p<.05)(Table 5).

Ⅳ. 고 찰

작업은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활동으로 

인간은 스스로 작업에 참여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

지고 작업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다(Hasselkus, 1998). 

이러한 작업은 작업치료의 목표이자 수단이며, 만족스

럽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추구한다(Kielhofner, 

2002). 이에 본 연구는 작업 참여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육체적,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예방하며 삶의 건강함

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간사용중재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과 후의 생활만족도 척도

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중재 이후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2011)의 연구에서는 종교나 취미, 흥미, 운동에 사

용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근로나 가사 노동에 사용되

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

였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일, 여가, 그리고 휴식을 

균형 있게 계획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시간사용의 

방법을 적절하게 조절해줌으로써 작업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Hong et al., 2011). 효율적인 시간사용

의 조절은 뇌졸중 환자의 작업 참여의 기회를 증진시키

며(Sim, 2017),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Kim & Shim, 

2014). 작업을 행한다는 것은 작업 참여, 작업 수행, 

작업 기술 등 세 가지 수준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취미, 레

저, 놀이가 포함된다(Kielhofner, 2002).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원하는 작업을 선택,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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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주관적 만족감의 요소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 척도

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중재 이후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시간사용

중재를 사용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Kim(2010)의 연구와 놀이, 사회적 참여 등의 작업 참여

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Kim, Kim과 Park(2017)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작업설문지(OQ)를 통한 의미 있는 작업 참여가 

뇌졸중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서로 밀

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Kim, 2009; Kim, 

2015)을 통해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활만

족도 증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후 두 집단 간 생활만족도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를 비교해 본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따

라서 시간사용중재와 작업치료중재를 같이 적용하였

을 때 뇌졸중 환자의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을 증가

시키는데 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을 관리

하는 능력은 의미 있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Peloquin, 1991). 시간사용은 작업치료

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업치료 초기 Adolph 

Meyer에 의해 인지되기 시작하여 Kielhofner에 의해 

정착되고, Yerxa와 Wilcock에 의해 그 중요성이 다시

금 강조되고 있다(Hunt & McKay, 2015). 효율적인 시

간사용은 생활양식,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인간의 삶과 시간사용은 분리시킬 수 없다. 한

쪽으로 치우쳐진 작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시간사

용의 불균형은 건강과 삶의 질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간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과정은 작업치료 평가와 중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Baltes, Wahl, & Schmid-Furstoss, 1990). 

Kim 등(2014)은 시간사용중재가 뇌졸중 환자에게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효율적인 시간사용은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며, 이

를 바탕으로 작업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시

간사용이 뇌졸중 환자의 정신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 중재 방안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

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시간사용중재가 인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낮은 환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워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 수가 적으므로 전체의 

뇌졸중 환자에게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험 진행 동안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사용

중재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에 대한 추적조사

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일반화를 위해 다수의 의

료기관에서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

으로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추적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적절히 통

제하여 다양한 질환군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자

아존중감뿐만 아니라 여러 심리사회적, 정신적 측

면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시간사용중재가 뇌졸중 환자의 생활만족

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

시하였다. 21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사용중

재를 받는 실험군 10명과 추가적 작업치료중재를 받는 

대조군 11명으로 무작위로 나누었다. 두 집단의 중재 

전과 후의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생활만족도 척

도를 사용하였고,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

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중재 

후에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고, 실험군

이 대조군보다 더 많은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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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위해 시간사용중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뇌

졸중 환자의 육체적,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며, 나아가서는 건강한 삶

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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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ime-Use Intervention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Stroke Patients

Ryu, Sung-Hyun*, M.S., O.T., Park, Su-Jin**, M.S., O.T.,

Kim, Min-Huck*, B.H.Sc., O.T., Hwang, Do-Yeon*, M.S., O.T.

*Cheonan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Occupational Therapist

**Ulsan City Hospital, Occupational Therapist

Objective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ime-use intervention, conducted during 8 

weeks,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stroke patients.

Methods : Twenty-one stroke patients who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n=10) 

and a control group (n=11),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2019 to  2019. Life 

satisfaction changes were measured using the Life satisfaction scale. Self-esteem changes 

were measured using the Self-esteem scale.

Results : First, comparison between pre and post interven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p<.05). Second, comparison between post 

intervention group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p<.05).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 found that time-use interven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Therefore, participating in meaningful 

occupation performance will improve the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stroke patients.

Key Words : Life satisfaction, Occupational performance, Self-esteem, Stroke, Time-us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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