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of the Level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among
Stroke Inpatients Who Aged over 6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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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level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in early stage of stroke patients who aged over 65 years and to explore the factors to
influence the change of the level of ADL.

Methods:

The subjects were 89 stoke patients

admitted to neurology department in a hospital. The data was collected during 1 year from
January to December, 2007 used the Modified Barthel Index measurement. Descriptive
statistics,

x 2-test,

t-test, paired t- test, ANOVA, and Scheffe test with SPSS/Win 12.0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level of ADL at admiss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iated by age and length of stay, but not differentiated by gender and
hospital arrival time after attack. The level of ADL at discharge w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with those at admission, but no demographic and disease factors confirmed to
influence the improvement of the level of ADL.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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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vel of ADL in early stage

of stroke patients influenced by the factors of age and length of stay.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factors to influence the change of ADL periodically and the rehabilitation
programs for stroke patients should be focused on those factors.
Key words: stroke, activities of daily living

주요용어: 뇌졸중, 일상생활활동능력

뇌졸중으로 입원한 노인환자의 일상생활활동능력 변화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뇌졸중은 뇌혈관의 병적인 변화에 의해 갑작스러운 국소적 신경학적 결손을 초래하는 질환을
말하며, 우리나라 성인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
다(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뇌졸중은 성인에서 장기간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질환으로 뇌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운동장애, 언어장애, 감각기능 장애 등 신체기능의
장애와 우울 같은 정서적 장애가 복합적으로 수반되어 일상생활활동에 많은 장애가 초래된다(Lee
& Kwon, 2003).
뇌졸중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의 증가와 관련되어 주로 65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은 뇌졸중 환자의 기능회복에 중요한 예측인자로 작용한다(Kim & Kim,
2008).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활동의 기능회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이는 독립적인 기능회
복과 역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고령일수록 인지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능력
의 회복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Allen, 1984).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뇌졸중 발병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가 요구되며, 이미 뇌졸중이 발생된 경우
라도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집단이라 생각된다.
뇌졸중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일상생활활동의 통합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요양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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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상태가 된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으로 인한 비용의 주된 요소는 발병 초기의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 시 비용과 퇴원 후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에 따른 비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활치료의
비용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급성기 뇌줄중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
다(Koff et al., 1997).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활동능력과 상지의 기능, 보행능력, 언어능력 등이 회복되는
과정을 관찰한 Wade, Stilbeck과 Hewer(1983)는 모든 기능의 회복이 대부분 발병 3개월 이내에
일어나며, 그 이후에는 약간의 회복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조기재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
다. 뇌졸중환자의 입원기간은 대부분 급성기와 아급성 시기로, 이 기간 동안의 상태는 재활단계의
기능회복이나 일상생활활동의 독립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Katz-Leurer, Shochina, Carmeli, &
Friedlander, 2003).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에 있어서 치료목표의 설정과 치료성과에 대한 평가는 주요한 과제로서
일상생활활동능력의 향상은 대상자의 기동성과 독립적인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뇌졸
중 환자의 재활목표는 일상생활활동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예후를 예측하고 최대
한 빨리 현실적인 목표에 따른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동성이나 일상생활활동능

석하고 이를 기본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성과를 판정

력에 대한 평가는 환자의 상태를 분

데 기본 요소가 된다(Granger, Albrecht, & Hamilton, 1979). 따라서 뇌졸중 발병으로 인한 일
상생활활동능력의 장애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 치료계획 수립, 및 치료성과를 평가하
는데 중요하며, 일상생활활동능력은 신체기능의 독립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쓰
하는

이고 있다(Koff, et al., 1997).
최

근

징후의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입원기간 동안에 활력

안정이후부

터는

조기재활을

추세에 있으나, 급성기와 아급성기 사이의 기동성 장애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간호학 분야에 있어서도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은 편이지만, 대
부분 요양병원이나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기능과 심리적 상태의 변화수준을 조사하거나 운
동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들로서(Kang, Kim, Kim, Wang, & Cho, 2004; Kwon, 2003; Lee &
Kim, 2001), 특히 65세 이상의 입원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뇌졸중 환자의 퇴원은 일상생활활동의 독립성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뇌졸중 환자의 기동성 장
애회복의 특성상 급성기 부터의 재활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 당시의 일상생활활동 수준
을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입원과 퇴원 시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급성기와 아급성기 동안의 기동성 수준의 변화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기동성 변화가
치료 이외에 일반적 특성 혹은 질병특성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입원 시 기동성 장애를 가진 65세 이상 뇌졸중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시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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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일상생활활동 수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퇴원 시 변화정도를

파악하고

조기 기동성 변화에

확인함으로써 향후 일상생활활동능력의 독립성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
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입원 시 일상생활활동능력 수준과 특성별 차이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입원 시와 퇴원 시 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특성별 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차이를 비교분석한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3. 용어의 정의

;

1) 일상생활활동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

돌보기 위해 독립적으로 행하는 기본적인 활동들을 말하
며(Mahoney & Barthel, 1965), Barthel Index를 사용하여 기능을 평가한다.
일상생활 중에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뇌졸중으로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기동성 장애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입
원 시 일상생활활동능력과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의 퇴원 시 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정도를 확
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광역시 소재 C대학교병원 신경과 병동에 뇌졸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거나 재활치료를 위해 전과한 환자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총
89명이었으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4 -

색 진단 하에 입원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Barthel Index가 100점 미만인 환자로 기동성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지의 응답이 가능한 사람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사람
1) 뇌경

3. 연구 도구
1) 일상생활활동능력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상생활활동능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Modified Barthel Index(MBI)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BI는 Granger 등(1979)이 Barthel Index(Mahoney & Barthel, 1965)를
수정 보완하여 만든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최하 0점에서 최고 100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활동능력 수준이 높고 의존도가 낮아 기동성 회복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각 항목은 식사 10점, 목욕 5점, 위생 5점, 옷 입기 10점, 배변 10점, 배뇨 10점, 화장실 이용
10점, 이동 15점, 보행 15점, 계단 오르기 10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 0-20점(Ⅰ) 범위는 완전 의
존, 21-60점(Ⅱ) 중증도 의존, 61-90점(Ⅲ) 부분의존, 91-99점(Ⅳ) 부분독립, 100점(Ⅴ)은 완전독립
을 나타낸다. 개발 당시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 α값은 .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 α값은 .90이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년 동안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은 후 신경과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 2명이 구조화된 설문
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측정자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예비조사와 논의를 통해
측정방법을 확정하였다. 입원 시 자료수집은 대상자가 입원한 다음 날 병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
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직접면담을 통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퇴원
시 자료수집은 대상자가 퇴원하기 전날이나 당일에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면담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version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입원 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별 일상생활활동능력 차이에 대한 검정은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
3) 대상자의 입원 시와 퇴원 시 일상생활활동능력 변화에 대한 검정은 χ test와 paired t-test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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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분

4) 퇴원 시 대상자의 일반 특성
t-test

및 질병관련 특성별 일상생활활동능력 변화에 대한 차이검정은

또는 ANOVA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총 89명으로 남성 64.0%, 여성 36.0%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5세-69세가 52.8%
로 가장 많았고 70세-74세 24.7%, 75세 이상 22.5%로 평균연령은 71.24세 이었다. 뇌졸중의 위험
인자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56.2%로 가장 많았고, 고
지혈증 43.8%, 당뇨 39.3%, 흡연 28.1%, 심방세동 19.1% 순이었다.
뇌졸중의 양상에 있어서는 큰 혈관질환이 58.4%로 가장 많았으며, 심장색전 20.2%, 작은 혈관질
환 15.7%, 원인불명인 경우가 5.6%이었다. 입원기간은 15일 미만인 경우가 66.3%, 15일 이상
33.7%이었고, 평균 15.45일이었다. 발작 후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6시간 이내에
도착한 경우가 64.0%, 6시간 이후에 도착한 경우는 36.0%이었으며, 평균 16.24시간이었다. 입원 시
까지의 내원경로를 보면 1․2차 의료기관을 거쳐 본 병원에 도착한 대상자가 전체의 51.7%를 차
지하였고, 5.6%는 한방병원을 거쳐 본 병원으로 온 경우이었으며, 나머지 42.7%는 3차 의료기관인
본 병원에 직접 도착한 대상자이었다<Table 1>.
2. 입원 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활동 점수 차이

점수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평균 33.60점,
여성 27.81점으로 남성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65세∼69세 노인은 평균 39.0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70∼74세 노인
26.46점, 75세 이상 22.27점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346, p= .040). 사후
검정을 위해 Scheffé test를 시행한 결과, 65-69세 노인과 75세 이상 노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15일 미만인 대상자의 점수는 평균 41.61점으로 높은 편인 반면, 15일 이
상인 대상자는 11.67점으로 매우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532, p= .001). 발작
후 병원에 도착한 시간에 따라서는 6시간 이내에 도착한 경우가 평균 33.16점으로 6시간 이후에
대상자의 입원 시 일상생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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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도

경우의 28.59

<Table 2>.

점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대상자의 입원 시와 퇴원 시 일상생활활동 점수 변화

점수변화는 <Table 3>과 같다. 입원 당시
일상생활활동능력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0∼20점(I) 범위의 대상자가 49.4%로 가장 많았고, 21
∼61점(II) 범위 31.5%, 62∼90점 범위 19.1%, 91점 이상(Ⅳ, Ⅴ) 수준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전혀
없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31.52점으로 나타났다. 퇴원 시 일상생활활동능력 점수의 분포를 보면
21∼61점 범위에 속하는 대상자가 39.3%로 가장 많았고, 62∼90점 범위 29.2%, 0∼20점 범위와
100점인 대상자가 각각 12.4%, 91∼99점 범위 6.7% 순이었고, 전체 평균 59.89점이었다. 대상자의
입원 시와 퇴원 시 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입원 시에 비해 퇴원 시의 일
상생활활동능력 점수의 분포가 보다 높은 단계로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χ =39.46, p= .001). 또한 일상생활활동능력의 평균점수에 있어서도 입원 시의 평균 31.52점에서
퇴원 시 평균 59.89점으로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5.55, p= .001).
대상자의 입원 시와 퇴원 시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의

2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퇴원 시 일상생활활동 점수 변화의 차이

및 질병관련 특성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은 입원 시 평균 33.60점에서 퇴원
시 62.72점으로 증가하였고, 여성은 입원 시 27.81점에서 퇴원 시 54.84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일상
생활활동능력의 변화정도에 있어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65-69세 군은 입원 시 평균 39.07점에서 퇴원 시 68.14점으로 증가하였고,
70-74세 군은 입원 시 26.46점에서 퇴원 시 55.42점으로 증가하였으며, 75세 이상 군은 입원 시
22.27점에서 퇴원 시 48.64점으로 증가하였다. 세 군 간의 입원과 퇴원 시 일상생활활동능력 변화
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입원기간이 15일 미만인 대상자는 입원 시 평균 41.61점에서 퇴원 시
67.97점으로 증가하였고, 15일 이상인 대상자는 입원 시 11.67점에서 퇴원 시 44.00점으로 증가하
였으나, 변화정도에 있어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작 후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에 따라서는 6시간 이내인 대상자는 입원 시 평균 33.16
점에서 퇴원 시 63.42점으로 증가하였고, 6시간 이상인 경우는 입원 시 28.59점에서 퇴원 시 53.59
대상자의 입원 시와 퇴원 시 일상생활활동능력 변화정도를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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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변화정도에 있어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입원 시 기동성 장애를 가진 65세 이상 노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퇴원 시 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별 변수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활동능력과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
간호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성별 분포는 남성이 64.0%로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이는 서울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Lee, Kim과 Lim(2005)의 연구에서의 남성 비율 58.3%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었고 뇌졸중 환자의 남성 비율이 더 많은 연구들(Lee, Choi, Kang, Yi, & Im,
2007; Noh et al., 2007)과 일치하였다. 반면 노인 뇌졸중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Kim과
Lee(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 비율이 61.5%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호르몬이 항산화작
용을 하여 뇌를 보호하고 뇌졸중의 발병을 감소시켜준다는 연구(Czlonkowska, Ciesielska,
Gromadzka, & Kurkowska-Jastrzebska, 2005) 등을 감안할 때,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의 성별
차이에 대한 조사가 좀더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1.24세 이었고, 65세 이상 74세까지가 77.5%로 Kim과 Lee(2005)
의 연구에서의 44.2%와 비교할 때 초기 노인군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연령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서 75-84세인 대상자의 발병율은 45-54세인 대상자의 25배 정도인 것으로 조
사되고 있으며(Markus, 2008), Lee 등의 연구(2005)에서는 뇌졸중 발병연령이 평균 64.6세, Lee 등
(2007)의 연구에서는 남자는 평균 63.8세, 여자는 평균 69.2세로 보고되고 있다.
뇌졸중의 위험요인에 있어서는 고혈압이 5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서울지
역의 대학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Lee 등(2005) 연구에서의 54.6%와 비슷
하였다. 다른 위험요인들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는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심장질환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Lee 등(2005)의 연구에서는 흡연(41.7%)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다음은 당뇨병
(22.7%), 심장질환(18.4%), 고지혈증(7.4%) 순으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며, 심장질환의 비
율은 서로 비슷하였다. 이는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차이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지만 뇌졸중의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좀더 축적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뇌졸중 발병의 80%는 일차적으로 뇌경색으로 인한 경우로서 양상별로는 큰 혈관질환, 작은 혈
관질환 및 심장색전으로 구분된다. 그 중 큰 혈관질환은 전체 뇌경색의 약 1/2을 차지하고 경동맥
협착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 심장색전은 뇌경색의 1/4정도를 차지하고 심방세동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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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심방 혈전,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등으로 인해 발생되며, 나머지 1/4은 열공경색을 포함한 작은
혈관질환인 경우이다(Markus. 2008). 본 연구에서는 큰 혈관질환인 대상자가 58.4%로 과반수 이
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심장색전, 작은 혈관질환의 순이었다. 이는 30-40대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Kwon, Kim, Lee와 Lee(1998)의 연구에서 큰 혈관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20.8%
로 보고한 결과보다 본 대상자의 큰 혈관질환 비율이 높은 편인데, 대상자의 연령층이 65세 이상
으로 죽상경화증의 위험요인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15.45일이었는데 1999년도 국민의료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3
차 진료기관 평균 입원일수가 15.1일로 본 연구와 거의 비슷하며, 보건복지부의 환자조사보고서에
서도 19.1일로 조사되어 뇌졸중 환자의 급성기 치료기간이 15일-20일 정도임을 알 수 있다(Lim,

여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Noh 등(2007)
의 연구에서는 재원기간이 평균 32.8일로 보고하고 있어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에도 10일 내지 2
주 정도의 재활치료가 입원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뇌졸중은 증상발현 후 치료시작까지의 경과시간이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내원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나이, 의식수준, 및 장애정도 등이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yu, Eo, Kim,
& Jung, 2000). 본 연구에서 발작 후 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한 경우는 64.0%로 Lee 등(2005)
의 연구에서의 68.3%보다 약간 낮았다. 외국의 경우 뇌졸중 환자의 35-66%가 증상발현 후 6시간
이내에 도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Lacy, Suh, Bueno, & Kostis, 2001), 뇌졸중 발병 후 응급
처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의 내원경로를 보면 3차병원으로 곧장 내원한 경우가 42.7%로 Lee, Kim, Park,
Park과 Choi(2003)의 연구에서의 68.0%, Ryu 등(2000)의 연구에서의 66.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뇌졸중 증상발현 후 1․2차 병원이나 한방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의 비율이 과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지방도시에 3차 의료기관의 부재가 그 원인 중 한 가지일 수
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뇌졸중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2003). 반면 뇌졸중으로 입원하

알 수 있다.

점수는 연령과 입원기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75세
이상인 대상자의 일상생활활동 능력은 65-69세 이하인 대상자에 비해 훨씬 낮았고 입원기간이 15
일 이상인 대상자는 15일 미만인 대상자에 비해 점수가 크게 낮아 입원 당시 일상생활활동 능력
이 낮은 대상자의 입원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성별에 있어서는 일상생활활동 점
수에 차이가 없었으며, 뇌졸중 증상발현 후 병원도착시간에 있어서는 6시간 이내에 도착한 대상자
가 6시간 이후에 도착한 경우에 비해 일상생활활동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이는 뇌경색 발병 이후 입원환자의 일상생활활동 점수가 성별과 원인질환에 따라 차이가 없
대상자의 입원 시 일상생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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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지만, 급성기 동안의 일상생활활동에 관한
조사연구는 드문 편으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국외연구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이 남성보다 낮고 신체적 장애정도가 심하며, 3개월 혹은 6개월 후의 추후조사에
있어서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eves, et al., 2008).
대상자의 퇴원 시 일상생활활동 점수는 평균 59.89점으로 입원 시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
며, 부분독립과 완전독립 수준에 달한 대상자의 비율도 입원 시 0%에서 퇴원 시에는 19.1%를 차
지하였다. Kim과 Kim(2008)은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신경과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
난 후 재활의학과로 전과된 시점에서의 일상생활활동 점수를 평균 67.75점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대상자의 점수가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Noh 등(2007)의 퇴원 시 점수 52점보다는 높았다.
입원 후부터 퇴원 시까지 대상자의 일상생활활동 점수의 변화정도를 성별, 연령, 입원기간 및
병원 도착시간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있어 일상생활활동의 점수변화에 유의한 자이가 없었으나, 뇌졸중의 예후나
증상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Barret 등(2007)은 편마비는 급성 뇌졸중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증상으로서 Barthel Index로 측정된 일상생활활동능력에 있어 여
성이 남성보다 낮았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Roquer, Campello와 Gomis(2003)도 여성에게 운동장애
가 더 심하다고 하였다. Labiche, Wenyaw, Kamaldeen과 Morgenstern(2002)은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인 운동약화, 구음장애, 안면마비의 빈도는 남자에게 더 높고 여자는 통증, 의식의 변화, 호흡
곤란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Lee 등(2007)은 급성 뇌졸중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은 운동이상, 구음장애, 안면마비 순이었고,
전형적인 증상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
나, 비전형적인 증상은 여자에게 더 많았음을 보고하면서 성별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연령에 따른 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정도에 있어서는 입원당시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퇴원 시의 변화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제
한하였기 때문에 연령별로 민감하게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기동성의
회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입원기간과 병원 도착시간에 있어서는 입원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와 병원 도착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활동 점수가 더 많이 증가되어 기동성의
회복이 빨랐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입원기간이 퇴원 시 일상생활활동 점수의 변화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입원기간이 15일 이상인 대상자는 15일 미만 입
원한 대상자에 비해 입원 시 일상생활활동 점수가 훨씬 낮았고 퇴원 시에도 여전히 크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도착 시 뇌졸중 증상이 심각할수록 입원기간이 길어지고 신체적 기능의
었다고 보고한 연구(Kim, Hah, & Byun, 199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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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뇌졸중 환자의 급성기 신경학적 손상이나 장애에 따른
일상생활활동능력은 입원기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울러 조기재활이나 장기간의
환자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말해준다.
또한 증상발현 후 내원까지의 경과시간은 신경학적 손상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수로
서 뇌졸중의 심각성이나 사망률, 기능적인 예후와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 병원 도착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활동 점수가 더 많이 증가되었는데,
Turan 등(2005)은 뇌졸중 증상발현 후 일찍 병원에 도착한 환자들이 늦게 도착한 환자들에 비하
여 도착 당시 뇌졸중의 심각성과 사망률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시에는 독립적인 기동성
수준이 좀더 높았다고 하였다.
뇌졸중 환자에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는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볼 때 내원시간과
일상생활활동의 변화정도에 대한 조사가 반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뇌졸
중 환자의 내원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교육수준, 장애정도, 응급이송수단의 종류, 밤 동안의
증상발현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Lee et al., 2007), 특히 뇌졸중의 전구증상이나 신경학적 이상소견
에 대한 대중교육 등을 통해 증상발현 후 병원도착까지의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강조되어야 할
회복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뇌졸중 노인환자의 입원과 퇴원 시의 일상생활활동점수의 변화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편마비 환자의 조기 기동성 변화를 평
가하고 재활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연구는 일
정한 치료경과 시점에 따른 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정도를 파악하고 퇴원 후 3개월 내지 6개월
간의 지속적인 추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본 연구는 대상자를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
로 제한하여 성별이나 연령, 병원도착시간 등이 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지 않았고, 입원기간 중의 투여약물이나 조기재활치료에 따른 차이를 통제할 수 없
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뇌졸중 환자의 급성기 혹은 아급성기 일상생활활동능력이
나 신경학적 손상수준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임상환경이나 환자상태의 여건상 제약이 많아 드문
편으로 지속적인 반복연구를 통해 연구결과가 좀더 축적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입원 시 기동성 장애를 가진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시 일상생활활
동 수준과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퇴원 시 변화정도를 파악하고 조기 기동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인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K광역시 소재 C대학교병원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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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병동에 뇌졸중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하

거나

재활치료를 위해 전과한 환자 중 65세 이상,

점미만인 환자 89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년 동안이며, 입원 시와 퇴원 시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은 Barthel Index 도구를 이용하여 직접면담
으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χ -test,
t-test, paired t-test,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입원 당시 일상생활활동 점수는 남성이 약간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에 있어서는 65-69세 노인과 75세 이상 노인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15일 미만인 대상자의 점수가 15일 이상인 대상자보다 유의하
게 높았고, 발작 후 병원도착 시간에 따라서는 6시간 이내에 도착한 대상자의 점수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입원 시와 퇴원 시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입원 시에 비해
퇴원 시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입원기간 및 발작 후 병원 도착시간에 따른 점수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뇌졸중 노인환자의 발병 초기동안의 일상생활활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그에 따른 변화정도를 시기별로 파악하고 퇴원 후에도 장기적으로 추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활동능력이나 기동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
인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대상자의 기동성 수준에 따른 재활치료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뇌졸중 노인환자의 신체적 기능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치료전략을 모색할 수 있
Barthel Index가 100

2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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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89)

%

Characteristics

Class

n( )

Gender

male

57(64.0)

female

32(36.0)

65-69

47(52.8)

70-74

22(24.7)

Age(years)

≥ 75
Risk factors

+

Type

(days)
Hospital arrival after attack
(hours)

Route to arrival

±

71.24 5.52

20(22.5)

hypertension

50(56.2)

hyperlipidemia

39(43.8)

diabetes mellitus

35(39.3)

history of smoking

25(28.1)

atrial fibrillation

17(19.1)

large vessel disease

52(58.4)

small vessel disease

14(15.7)

cardiac embolism

18(20.2)

unknown

Length of stay

±

M SD

5( 5.6)

< 15
≥ 15
<6
≥6
1st․2nd hospital

59(66.3)
30(33.7)
57(64.0)
32(36.0)
46(51.7)

3rd hospital

38(42.7)

oriental hospital

5( 5.6)

+

: multiple re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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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5 10.38

±

16.24 20.46

Table 2. Differences of the Level of ADL at Admi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89)
Characteristics

Class

Admission

±

Gender

male

33.60 28.20

female

27.81 27.41

±
±
39.07±27.72
26.46±24.20
22.27±29.14
41.61±27.72
11.67±14.52
33.16±26.47
28.59±30.51

Age(years)

65-69(a)
70-74(b)

Length of stay
(days)
Hospital arrival
after attack(hours)

≥75(c)
< 15
≥ 15
<6
≥6

t(F)

M SD

é

p

.938

.351

3.346

.040

5.532

.001

.739

.462

Scheff test

=
=
a>c
a b
b c

Table 3. Change of the Level of ADL between Admission from Discharge
Variables

Level

Ⅰ)
21-61(Ⅱ)
62-90(Ⅲ)
91-99(Ⅳ)
100(Ⅴ)
M±SD
0-20(

ADL

Admission

Discharge

n( )

n( )

44(49.4)

11(12.4)

28(31.5)

35(39.3)

17(19.1)

26(29.2)

0(0)

6(6.7)

0(0)

11(12.4)

±

59.89 28.19

%

31.52 27.90

- 17 -

%

±

(N=89)

χ2(t)

p

39.46

.001

15.55

.001

Table 4. Differences in Change of the Level of AD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

Admission

Discharge

Difference

M SD

M SD

M SD

±

male

33.60 28.20

62.72 27.79

29.12 15.50

female

27.81 27.41

54.84 28.63

27.03 18.16

Age(years)

65-69

Length of stay
(days)
Hospital arrival
after attack(hours)

≥ 75
< 15
≥ 15
<6
≥6

±
±
68.14±26.46
55.42±27.89
48.64±27.99
67.97±26.59
44.00±24.57
63.42±26.58
53.59±30.27

±

Gender

70-74

±
±
39.07±27.72
26.46±24.20
22.27±29.14
41.61±27.72
11.67±14.52
33.16±26.47
28.59±30.51

±

- 18 -

±
±
29.07±19.09
28.95±17.22
26.36±14.89
26.36±15.75
32.33±19.46
30.26±17.25
25.00±16.90

(N=89)
t(F)

p

1.269

.208

.195

.823

-1.561

.122

1.391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