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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determine the difference of functional outcome, and to iden-

tify factors associated with functional difference in patients with stroke. The sample consisted of 56

stroke patients who had received physical therapy at the physical therapy unit of the Dongeui Medical

Center in Busan city between January 2000 and June 2002. Stroke patients were evaluated by physical

therapists 3 times; The first day in physical therapy (PT) (T1), one month after the first day in PT

(T2), and two months after the first day in PT (T3). Functional status was assessed with the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instrument, a validated instrument for documenting the severity of disability

and assessing the outcome of rehabilitation treatment. Functional gain was calculated over T2-T1, T3-T1,

and T3-T2. SAS statistical software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Student's t-test, paired t-test, anal-

ysis of variance (ANOVA/Tukey and Scheffe), and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were used to ex-

amine the functional difference in variables. Repeated measures ANOVA was also used to analyze the

functional difference by time (T1, T2, and T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ifference of functional outcome as defined by the FIM score.

A total of 56 stroke patients were evaluated, their average age±standard deviation was 61.6±9.3 years

(range: 40～81 yr). The functional status of patients who received physical therapy for about 2～3 months

was significantly improved (mean FIM scores, 20.5±1.8, 28.9±1.9, and 8.41±1.1 points for each time period,

respectively) (p<.0001). Diabete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FIM score for T2-T1 (p<.05). The

type of diagnosi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FIM score for T3-T1 (p<.05). Gender, smoking,

and the FIM score on admiss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FIM score for T3-T2 (p<.05). In

conclusion, gender, smoking, diabetes, the type of diagnosis, and the FIM score on admission were sig-

nificantly associated with improved FIM scores. We recommend that further research should explore the

functional outcome by using larger sample sizes, longer follow-up periods, and more sensitive assessment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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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인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2004년도에 34,091명으로 사망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 2005). 뇌졸중은 성인들의 가장 흔한 사망 및

만성신경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초기에 약 2/3가 생존하

며, 이들 생존자 중 30～60%가 신체 및 사회적 기능장

애가 남아 일상생활에서 의존적이라 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임을 알 수 있다(Brandstater, 1990; Desrosiers 등,

1996; Dombovy 등, 1987; Duncan 등, 1992; Walker

등, 1981; Zuber와 Mas, 1992). 뇌졸중은 출혈 및 비출

혈성으로 대별할 수 있고, 뇌출혈은 사망률이 높지만

생존자 중 약 50% 정도는 신경 및 기능적 회복이 양호

하다는 보고가 있다(Chae 등, 1996; Desrosiers 등,

1996). 포괄적인 재활치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

치료, 보장구치료, 재활심리치료, 그리고 직업재활서비

스 등이 있다(남명호 등, 1991; 박정미 등, 1987).

뇌졸중 환자의 기능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은 환자의 연령증가, 의식상태의 지연, 대소변 실금, 근

육의 저긴장, 병변부위, 교육정도, 발병 후 재활치료를

받기까지의 기간, 인지 및 지각기능의 장애정도, 이전의

뇌졸중 병력, 내과적 질병의 유무 등이 알려져 있다

(Feigenson, 1981; Granger 등, 1988; Henley 등, 1985;

Lehmann 등, 1975; Novack 등, 1987; Wade 등, 1984;

Wade와 Hewer, 1987). 치료 후의 환자의 기능수준은

뇌졸중의 기전과 뇌의 병소부위, 입원치료기간, 가족의

뒷받침, 판단력, 집중력, 언어 이해능력, 안구진탕증, 혈

압, 울혈성 심장질환, 전반적인 동맥경화증, 의욕 등에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Wade 등, 1984; Wade와 Hewer,

1986; Wade와 Hewer, 1987).

외국의 뇌졸중 기능평가 관련 선행연구는 급성 뇌졸

중 후 6개월 시점에서 Barthel Index(BI)를 이용한 일

상생활동작 예측(Wade 등, 1983), 뇌졸중 환자의 약증

부위, 성, 연령의 관련성(Wade와 Hewer, 1986),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 결과에 관한 연구(Granger 등, 1989;

Granger와 Hamilton, 1990), 급성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획득 유지와 재활치료의 장기적 효과(Davidoff 등,

1991), 뇌졸중 환자의 퇴원 시 기능결과(Granger 등,

1992), 재활치료 후 기능결과, 입원기간 및 예후 예측

(Galski 등, 1993), 입원기간 중 기능평가 척도(Granger

등, 1993), 입원재활치료 후 출혈 및 비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기능결과(Chae 등, 1996), 편마비환자의 운동학

습(Hanlon, 1996), 기능독립측정(functional in-

dependence measure: FIM) 및 기능관련그룹구분시스

템(function related group classification system)을 이

용한 퇴원목표와 운동기능 결과(Sandstrom 등, 1998),

75세 이상 뇌졸중 환자들의 기능결과와 임상적 특징

(Kong 등, 1998), 7년 동안 추적연구의 결과(Scmidt 등,

1988), 동맥섬유염을 가진 뇌졸중 환자의 기능결과

(Karatas 등, 2000), 급성 뇌졸중 및 뇌손상환자의 기능

결과(Huang 등, 1998), 뇌졸중 후의 장애와 기능결과의

관련성(Patel 등, 2000), 뇌졸중 환자의 초기 일상생활동

작을 이용한 기능결과 예측(Sonada 등, 2005) 등이 있

었다. 국내는 뇌졸중 환자의 체성감각유발전위반응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검사와 운동기능회복

에 관한 연구(이인구 등, 1987), 장애자의 일상생활동작

평가에 대한 검토(신정빈 등, 1987), 편측성 시각적 무

시와 뇌졸중 환자의 기능연구(한태륜 등, 1990),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평가(남명호 등, 1991), 뇌졸중 환

자의 재활치료 시점의 평가와 기능적 회복에 관한 연구

(정한영 등, 1991), 뇌주막하 출혈 및 다른 뇌졸중 환자

의 기능 고찰(한태륜 등, 1992), 그리고 뇌졸중 환자의

물리치료양상 및 기능변화에 관한 추적연구(이승주,

1998) 등이 있었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주로 재활의학과에서 기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연구대상자도 초진 및 재진 환자로 섞

여 있었으며, 물리치료실에서 평가한 사례는 거의 없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치

료실에서 뇌졸중을 처음 경험한 환자를 대상으로 물리

치료를 시작할 때, 1개월 후, 그리고 2개월 후의 기능변

화 및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시기

연구대상자는 2000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약 2

년 5개월 동안 부산 동의의료원 물리치료실에서 뇌졸중

환자로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시작한 총 78명 중 증

상이 심해 가동성이 현저히 낮은 12명과 심한 인지장애

자 6명, 발음이 부정확한 2명, 그리고 측정을 거부하는

2명을 제외한 56명(72%)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리치료

를 시작한 시점(T1), 1개월 후(T2), 그리고 2개월 후

(T3)에 각각 3회의 기능변화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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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인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29 51.8

여자 27 48.2

연령(세)

<50 6 10.7

50～59 16 28.6

60～69 22 39.3

70≤ 12 21.4

진단명

뇌경색 42 75.0

뇌출혈 13 23.2

기타 1 1.8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6)

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면담을 통해

질문하고, 환자의 기능변화는 평가기록지에 기입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일반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

준, 종교유무, 흡연여부, 당뇨유무)과 뇌졸중 관련요인

(진단명, 마비부위, 발병 시부터 병원에 도착한 시간,

발병 시부터 물리치료 시작시점)이었다.

3. 기능평가 도구

환자의 기능평가는 FIM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타당

도와 신뢰도가 높은 도구로 기능장애 평가에 널리 사용

되고 있다(Granger 등, 1993; Hamilton 등, 1994;

Karatas 등, 2000). FIM은 자기관리(self-care) 6개 항

목, 가동성(mobility) 3개 항목, 이동(locomotion) 2개

항목, 대소변관리(sphincter) 2개 항목, 의사소통

(communication) 2개 항목, 그리고 사회적 인지 및 상

호적응(social cognition) 3개 항목 등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는 완전의존(0%)이 1점, 최대 보조

(25%) 2점, 보통 보조(50%) 3점, 최소 보조(75%) 4점,

보조기구를 이용한 독립 6점, 그리고 완전독립은 7점이

다. 따라서 최소 점수는 18점이고, 최대는 126점이다

(Granger 등, 1992).

4.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일반적 특성을 백분율로 구했고, 일반적

특성의 변수와 각 평가시점의 FIM 점수 차이는 독립

t-검정과 분산분석 기법(Tukey와 Scheffe)으로 검정하

였다. 시간경과에 따른 기능점수 차이는 짝비교 t-검정

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였고, 각 변수와 기능점

수 차이의 분석에서 혼란변수(처음 물리치료 시작시점

의 기능점수를 보정)를 제거하기 위해 공분산분석 기법

을 적용하였다. 각 평가시점별 기능점수(종속변수)차이

와 관련성이 있는 독립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으로 검정하였고, 자료처리는 PC/SAS 프로그램

6.11 버전을 이용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남자가 51.8%, 여

자는 48.2%이었고, 연령은 60대가 39.3%로 가장 높았

으며, 평균 61.6±9.3세(범위: 40～81세)이었다. 진단명에

서 뇌경색환자가 75.0%, 뇌출혈은 23.2%이었다(표 1).

2. 시간경과에 따른 평균 FIM 점수 및 평가시

점 간의 점수 차이

처음 물리치료 시작시점(T1), 1개월 후(T2), 그리고

2개월 후(T3)의 평균 FIM 점수는 각각 74.3, 94.8, 그리

고 103.2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기능향상이 있었다

(p<.0001). 평가시점 간의 FIM 점수 차이는 처음 물리

치료 시작시점에서 1개월 후가 20.5점이었고, 처음 물리

치료 시작시점에서 2개월 후가 28.9점, 그리고 치료 1개

월 후 평가점수와 2개월 후 점수 차이는 8.4점으로 기

능이 증가하였다(p<.0001)(표 2)(표 3).

3. 성별 및 교육수준별 FIM 점수 차이

성별에 따른 FIM 점수 차이에서 기능향상의 점수가

남녀 모두 비슷하였다(표 4). 교육수준별 FIM 점수 차

이는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기능점수를 보정하고 공분산

분석을 검정한 결과 처음 물리치료 시작시점과 1개월

후의 변수에서 유의성이 있었다(p<.05). 중학교 졸업자

가 33.3점으로 기능향상이 가장 높았고, 무학자가 15.1

점으로 낮았으며, 분산분석 기법의 사양 중 Tukey와

Scheffe 검정을 이용하여 어떤 집단과의 비교에서 유의

성이 있었는지 분석한 결과 5개 집단 중 무학과 중학교

기능차이 점수 비교에서 차이가 있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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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교육수준

무학(n1=21) 초등학교(n2=6) 중학교(n3=7) 고등학교(n4=16) 대학이상(n5=6)

FIM 점수

T1 74.1±19.4a 79.5±6.9 67.0±6.4 74.5±25.4 65.8±25.9

T2 98.1±25.0 101.2±11.9 100.3±19.1 96.2±25.6 83.3±25.4

T3 98.3±27.0 108.5±11.8 108.0±18.7 102.6±21.2 96.2±20.3

T2-T1* 15.1±12.7** 21.7±8.4 33.3±18.6** 22.8±10.6 17.5±10.7

T3-T1 24.2±15.5 29.0±8.7 41.3±17.5 29.1±10.7 30.3±16.8

T3-T2 9.2±8.4 7.3±4.7 8.0±5.3 6.3±5.0 12.8±9.2

T1: 처음 물리치료 시작시점, T2: 1개월 후, T3: 2개월 후
a평균±표준편차

*p<.05 공분산분석

**p<.05 분산분석/Tukey와 Scheffe(무학과 중학교의 비교)

표 5. 교육수준별 FIM 점수의 차이 (N=56)

변수
T1 T2 T3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FIM 점수 74.3±18.5 94.8±22.8 103.2±22.0*

T1: 처음 물리치료 시작시점, T2: 1개월 후, T3: 2개월 후

*p<.0001 반복측정 분산분석

표 2. 시간경과에 따른 평균 FIM 점수 (N=56)

변수
T2-T1 T3-T1 T3-T2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FIM 점수 20.5±1.9* 28.9±1.9* 8.4±1.1*

T1: 처음 물리치료 시작시점, T2: 1개월 후, T3: 2개월 후

*p<.0001 짝비교 t-검정

표 3. 평가시점 간 FIM 점수의 차이 (N=56)

변수
성별

남자(n1=29) 여자(n2=27)

FIM 점수

T1 73.7±20.9a 75.0±15.7

T2 93.1±25.8 96.6±19.5

T3 102.3±23.7 104.2±20.4

T2-T1 19.5±12.4 21.6±14.5

T3-T1 28.7±13.3 29.2±16.1

T3-T2 9.2±8.4 7.5±7.3

T1: 처음 물리치료 시작시점, T2: 1개월 후, T3: 2개월 후
a평균±표준편차

표 4. 성별에 따른 FIM 점수의 차이 (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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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당뇨

유(n1=10) 무(n2=46)

FIM 점수

T1 72.8±25.9
a

74.6±16.8

T2 87.9±28.7 96.3±21.4

T3 96.4±28.9 104.7±20.3

T2-T1* 15.1±13.1 21.7±13.3

T3-T1 23.6±14.2 30.1±14.6

T3-T2 8.5±8.4 8.4±7.8

T1: 처음 물리치료 시작시점, T2: 1개월 후, T3: 2개월 후
a
평균±표준편차

*p<.05 공분산분석

표 6. 당뇨유무에 따른 FIM 점수 차이 (N=56)

변수
진단

뇌경색(n1=42) 뇌출혈(n2=13)

FIM 점수

T1 70.0±20.5a 71.2±10.2

T2 93.6±24.7 97.5±20.4

T3 100.8±23.8 110.2±14.3

T2-T1* 18.6±11.7 26.2±17.5

T3-T1** 25.8±13.3 39.9±15.2

T3-T2 7.1±6.9 12.7±9.5

T1: 처음 물리치료 시작시점, T2: 1개월 후, T3: 2개월 후
a평균±표준편차

*p<.05

**p<.001 공분산분석

표 7. 진단별 FIM 점수의 차이 (N=55)

4. 당뇨유무 및 진단별 FIM 점수 차이

당뇨유무에 따른 기능점수 차이는 처음 물리치료 시작

시점과 1개월 후에 유의성이 있었고(p<.05), 당뇨가 없다

고 한 응답자의 점수가 21.7점으로 당뇨가 있다고 한 사

람들의 15.1점보다 유의한 기능향상이 있었다(표 6). 진단

별 기능점수 차이(동맥경화증성 파킨슨증후군 1명을 제

외한 55명 대상)는 T2-T1과 T3-T1이 유의한 변수이었

는데(p<.05, p<.001), T2-T1에서 뇌출혈 환자의 26.2점은

뇌경색 환자의 18.6점보다 높았고, T3-T1도 각각 39.9점

과 25.8점으로 뇌출혈 환자의 기능향상이 높았다(표 7).

5. 종속변수(T2-T1, T3-T1, T3-T2)와 관련 요인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T2-T1의 FIM 점수 변화와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는 독립변수는 당뇨유무이었는데

(p<.05, r2=.3421), 비당뇨환자가 당뇨환자보다 T2-T1의

기능변화의 점수 차이가 14.4점 높았다(표 8). T3-T1은

진단명의 변수(p<.05, r
2
=.3487)로 뇌출혈환자가 뇌경색

환자보다 점수 차이가 13.1점 높았다(표 9). T3-T2는

성별과 흡연(p<.05, p<.05, r
2
=.3813)으로 여자가 남자보

다 10.1점이 감소했고,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점수 차

이가 8점이 높아 기능이 더 향상되었다(표 10).

Ⅳ. 고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후 처음 물리치료를

시작한 시점(T1), 1개월 후(T2), 그리고 2개월 후(T3)

에 기능변화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뇌졸중 환

자를 대표하기에는 표본의 크기가 작고, 연구대상자의

병소부위 및 크기, 개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기능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뇌졸중 환자(평균 61.6세) 56명의 물리치료 후 기능

은 T1이 74.3점, T2 94.8점, 그리고 T3이 103.2점으로

전체 28.9점의 기능향상이 있었다(p<.0001). 선행연구의

입원 시와 본 연구의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환자기능상

태가 다르고, 입원기간 중 재활 및 물리치료 기간을 정

확하게 알 수 없으며, 뇌졸중 환자의 병변부위와 개수

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선행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

가 어렵지만, Karatas 등(2000)은 동맥섬유염 뇌졸중

환자(평균 62.7세)의 기능결과 연구에서 입원 시의 FIM

점수는 72.2점, 퇴원 시가 92.8점으로 약 20점의 기능향

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Chae 등(1996)도 입원재활

치료 후 출혈 및 비 출혈성 뇌졸중 환자(평균 66.2세)의

기능결과에서 각각 72.8점과 94.6점으로 21.8점의 기능

이 향상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의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점수와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였으나, 퇴원 시의 기능점

수는 약간 감소했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기능평가

기간이 물리치료 시작시점, 1개월 후, 그리고 2개월 후

의 시점, 즉 총 2개월의 평가기간으로써 Karatas 등

(2000)의 입원기간 35일과 Chae 등(1996)의 34.7일 보

다 조금 길어 기능향상이 약간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Huang 등(1998)의 급성 뇌졸중 환자(평균 59.1

세)와 뇌손상환자의 기능결과에서는 각각 57.1점과 86.2

점으로 29.1점의 기능향상이 있었고(입원기간 33.7일),

Granger 등(1992)의 재활치료에 따른 뇌졸중 환자의 퇴

원 시 기능결과도 각각 62.6점과 85.7점으로 23.1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입원기간 3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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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

T3-T2 r
2
=.3813

성별(남자, 여자) -10.1 4.4 .0267

연령(40대, 50대, 60대, 70대≤) -.6 1.7 .7135

교육수준(무학, 초, 중, 고, 대학이상) -1.3 1.4 .3322

종교(유, 무) .8 3.0 .7899

흡연(예, 아니오) 8.0 4.2 .0464

당뇨(유, 무) -1.4 3.5 .6960

진단(뇌경색, 뇌출혈) 5.5 2.8 .0578

마비부위(좌측, 우측) -1.7 2.3 .4551

발병부터 병원도착 시간(일) -.9 3.4 .7754

발병부터 물리치료 받기까지의 기간(주) -1.5 1.2 .2044

T1 FIM 점수 -.1 .1 .2251

T2: 1개월 후, T3: 2개월 후

표 10. T3-T2 FIM 점수 차이와 관련된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

T2-T1 r2=.3421

성별(남자, 여자) 8.7 7.4 .2403

연령(40대, 50대, 60대, 70대≤) -.8 2.9 .7703

교육수준(무학, 초, 중, 고, 대학이상) 3.4 2.3 .1396

종교(유, 무) 3.1 5.0 .5383

흡연(예, 아니오) -2.4 7.0 .7260

당뇨(유, 무) 14.4 5.8 .0180

진단(뇌경색, 뇌출혈) 7.6 4.7 .1167

마비부위(좌측, 우측) .8 3.8 .8328

발병부터 병원도착 시간(일) 3.9 5.6 .4856

발병부터 물리치료 받기까지의 기간(주) .2 2.0 .9239

T1 FIM 점수 .1 .1 .6638

T1: 처음 물리치료 시작시점, T2: 1개월 후

표 8. T2-T1 FIM 점수 차이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p

T3-T1 r
2
=.3487

성별(남자, 여자) -1.4 8.0 .8602

연령(40대, 50대, 60대, 70대≤) -1.4 3.0 .6362

교육수준(무학, 초, 중, 고, 대학이상) 2.0 2.5 .4030

종교(유, 무) 3.9 5.5 .4747

흡연(예, 아니오) 5.5 7.6 .4729

당뇨(유, 무) 12.9 6.3 .0629

진단(뇌경색, 뇌출혈) 13.1 5.1 .0142

마비부위(좌측, 우측) -.9 4.2 .8248

발병부터 병원도착 시간(일) 3.0 6.1 .6269

발병부터 물리치료 받기까지의 기간(주) -1.3 2.2 .5552

T1 FIM 점수 -.2 .1 .7809

T1: 처음 물리치료 시작시점, T3: 2개월 후

표 9. T3-T1 FIM 점수 차이와 관련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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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유무에 따른 FIM 점수 차이에서 T2-T1에서 유

의성이 있었는데(p<.05), 비당뇨환자의 점수 차이가

21.7점으로 당뇨환자의 15.1점보다 기능향상이 높았다.

본 연구수치의 공분산분석과 선행연구의 로지스틱회귀

분석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Otiniano 등(2003)

은 멕시코계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척도, 사망

률, 그리고 장애의 조사에서 당뇨가 있는 뇌졸중 환자

의 일상생활동작 장애의 비차비가 18.9(95% 신뢰구간,

3.4～105.3)이라고 했고,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장애의

비차비는 10.6(95% 신뢰구간, 1.1～101.6)이라고 했다.

또한 합병증 한 개를 가진 당뇨성 뇌졸중 환자의 비차

비도 각각 10.1(3.8～26.5)과 58.3(7.5～452)이었고, 두개

의 합병증을 가진 환자의 비차비도 각각 27(13.5～54)

과 23(8.6～61.7)으로 뇌졸중 환자들이 당뇨가 있는 경

우에 일상생활동작의 장애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Songer(1995)와 Mankovsky 등(1996)도 당뇨가 있

는 사람은 없는 경우 보다 장애가 2～3배 높고, 당뇨

합병증이 진행됨에 따라 장애 및 제한이 더욱 증가하

며, 기능결과가 감소했다고 하여 당뇨가 기능변화에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 FIM 점수 차이는 T2-T1 변수가 통계학적

으로 유의했다(p<.05). 중학교 졸업자가 33.3점으로 기능

향상이 가장 높았고, 무학자가 15.1점으로 낮았으며, 분산

분석의 Tukey와 Scheff 검정을 이용한 비교검정에서 무

학과 중학교 비교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기법인 분산분석 및 공분산분석과 선행연구의 상관

분석 결과를 비교하거나, FIM 도구로 평가한 결과와 BI

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신정빈 등(1987)의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동작을 평가한 연구에 의하면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입원기간 중 BI점수가 높았다고 하였

다(r=.34, p<.05). 이는 FIM 평가항목 중 자기관리, 대소

변조절, 가동성, 이동 등은 가동성을 의미하지만, 의사소

통과 사회적 인지는 지식수준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전체 FIM 점수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진단별 FIM 점수 차이에서 T2-T1과 T3-T1이 유의

한 변수이었는데(p<.05, p<.001), T2-T1에서 뇌출혈 환

자의 26.2점은 뇌경색의 18.6점보다 높았고, T3-T1도

각각 39.9점과 25.8점으로 뇌출혈 환자의 기능향상이 높

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신경 및

기능예후가 비출혈성 환자보다 양호하다는 연구결과

(Kinkel, 1990)와 일치하였고,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연

령을 살펴보면, 출혈환자가 56세로 뇌경색 환자의 63.2

세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젊어(p<.05) 뇌출혈환자

의 기능향상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hae

등(1996)은 출혈 및 비출혈환자들의 입․퇴원 시 기능

변화 연구에서 입원 시의 출혈환자는 70.8점으로 비출

혈의 74.8점과 비슷하였고, 퇴원 시에도 각각 94.2점과

95.5점으로 비슷하게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여 좀

더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 중에서 어떤 변수가 종

속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분석하는

기법이다. 즉,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해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

수인 T2-T1, T3-T1, 그리고 T3-T2의 FIM 기능차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인

T2-T1의 FIM 점수 차이와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는

독립변수는 당뇨유무(p<.05)이었는데, 비당뇨환자가 당

뇨환자보다 기능점수의 차이가 14.4점 높았다. T3-T1

의 FIM 점수 차이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진단명이었

으며(p<.05), 뇌출혈 환자는 뇌경색환자보다 기능차이의

점수가 13.1점 높았다. T3-T2의 FIM 점수 차이와 유

의하게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성별과 흡연(p<.05,

p<.05)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기능차이의 점수가 10.1점

감소했고,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8점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3회의 평가기간 동안 뇌졸

중 환자의 기능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물리치료가 효과적이라 할 수 있고, 성별, 진단명, 교육

수준, 그리고 당뇨가 기능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이었다. 본 연구결과가 뇌졸중 환자의 기능변화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프로그램으로 참고할 수

있고, 향후 이들 변수를 고려한 전향적인 연구가 더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 기간과 환자의 일반적 특성이

뇌졸중 환자의 기능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아보기 위해 56명의 뇌졸중 초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처음 물리치료 시작시점, 1개월 후, 그리고 2개월 후

의 평균 FIM 점수는 각각 74.3, 94.8, 그리고 103.2로

유의한 기능향상이 있었다(p<.0001). T2-T1의 FIM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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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당뇨(p<.05)로써

비당뇨환자가 당뇨환자보다 기능차이의 점수가 14.4점

높았다. T3-T1은 진단명의 변수가 유의한 변수이었는

데(p<.05), 뇌출혈 환자는 뇌경색환자보다 13.1점 높았

다. T3-T2는 성별과 흡연 변수로(p<.05) 남자보다 여

자의 기능감소가 10.1점이었고,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기능차이 점수가 8점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임상 물리치료실에서 뇌

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FIM의 도구로 기능결과를 측정

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재확인 할 수 있고, 물

리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기능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기능변화와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성, 진단명, 교육수준, 그리고 당

뇨 등이었는데, 이들 변수를 고려하여 뇌졸중 치료프로

그램을 작성하면 임상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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