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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가정방문물리치료 시행이 일상생활동작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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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iscover the effects of the short-term home visiting physical therapy

program involving patients with some chronic brain disorders at Gimhae City, Kyongnam. Recovery of ac-

tivities of daily living (ADL) is a very important factor of rehabilitative procedures, and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is a useful standard of evaluation for it. The FIM is widely used in brain dis-

order research because it measures real function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We applied the physical therapy

exercise program twice per week (10～15 times repeatedly); a warm-up and cool down exercise performed

every ten minutes by active & active-assistive ROM and stretching exercises. Main exercises were com-

posed of getting up & laying down in bed, standing training, walking exercise in the room, and window or

wall sliding exercise using affected upper limbs for a total duration of 30 minutes. We collected the data

from 20 patients with chronic brain disorders at his/her home and analyzed by means of SPSS/PC+ pro-

gram (Ver. 10.0). After the six week long physical therapy exercise program, the average was 56.10±22.59

point compared with initial 50.55±19.12 point by FIM, improved functional ADL ability about 5.55 point, and

these changed scor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 We also studied another factor regarding pa-

tient's satisfaction. The majority of subjects (10 people) rated the program with the maximum score of ten

points (50.0%), and three people rated it a seven point program (15.0%), the other two subjects gave a rat-

ing of nine and eight points (10.0%). Because the program was effective at improving the physical ADL

ability and satisfaction of each subject, we suggest continual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home

visiting physical therapy program. Further study should involve a longer period of observation with a larger

population that is involved in an individually designed home physical therapy program.

Key Word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Home visiting physical therapy;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Ⅰ. 서론

뇌졸중, 두부손상, 척수손상, 뇌성마비 같은 중추신경

계 손상은 운동조절 능력의 손실로 근력 약화, 근장력

변화, 비정상 움직임, 사지 기능의 제한을 유발하고 영

속적인 잔존 장애를 낳는다(Sharp와 Brouwer, 1997).

장애의 정도가 중증(severe)의 경우 이동 능력을 잃게

되고 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며 생활

능력은 저하되고 가정 내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게 된

다. 이러한 재가장애인들은 많은 가족이나 주위의 도움

을 필요로 하며, 이동 능력의 제한으로 회복을 위한 치

료 기회가 단절되어지게 된다(Brandstater, 1998).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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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로 고생하는 재가장애인의 경

우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는 각각 92.1%와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변용찬 등, 2006). 뇌졸중

환자의 가족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한 조영희(1999)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86.9%가 일상생활동작 수행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뇌졸중은 발병 후 약 18.0%가 사망하고 9.0%가 완전

회복되며, 73.0%가 재활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치료와

가족의 지지가 필수적이다(서문자 등, 2000). 조기 치료

의 경우 운동기능 회복률이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발

생하며, 6개월 이내에 측정할 만한 개선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회복의 속도가 지연되나 환자에 따라서 장기

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Kelly-Hayes 등, 1989).

편마비로 인한 관절의 장애,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

보행장애, 낙상 위험률 증가, 우울, 불안, 자신감 결여

등과 같은 잔존장애를 유발하여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며, 두부손상, 척

수손상, 뇌성마비의 경우에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 좋은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기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김종만과 이충휘, 2001). 그러나 대부분의 재가장애인에

게는 적절한 재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

며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다. 만성 재가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관리는 개개 근육의 강화 같은 생

리학적 개선보다는 일상생활동작을 위한 지구력 증진,

재발 방지, 자기관리 능력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양질의

삶을 살도록 유도해야 한다(Potempa 등, 1996; Sharp와

Brouwer, 1997). Gersten 등(1970)은 하루에 3～10회의

수동적 관절운동이 관절 구축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일상

생활동작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특히, 뇌졸중 환자

는 가정 내에서의 독립성 증가와 환측과 건측의 조화로

운 움직임을 유도해야 한다(서문자 등, 2001).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료는 병ㆍ의원의

재활의학과, 국립재활원 및 재활 병ㆍ의원, 장애인복지

관의 의료재활서비스이며, 일부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

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을 위한 방문간

호서비스가 시행되어 왔다. 국내에서 최근에 시행되는

가정방문물리치료는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

서 시행하는 것과 일부 노인전문병원에서 재가노인들을

중심으로 시행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손은주, 2006). 방

문보건사업은 이동능력의 제한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어

려운 환자의 가정에 의료서비스 팀이 직접 방문하여 보

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구성원은 의사, 물

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의 전문 인력과 가사 관리, 식사준비, 집안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

복지부, 2004). 이충휘 등(2000)의 연구에서는 방문보건

사업이 일부 보건소와 몇몇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중심

으로 한 순회 방문재활서비스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료인력의 부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가장애인들은 매우 적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일부분의 지역인에게 서비스

가 제공되고, 이를 관리하는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방문보건사업의 미비는 재

가장애인들의 재활에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가정간호나 방문보건사업이 적극적

으로 개입되어야 한다(손혁 등, 1993; 유호신과 이주열,

2003). 그러나 가정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정보의 부족

및 제도의 미비와 물리치료사가 배제된 가정방문 서비

스의 시행으로 바람직한 재가치료가 시행되지 않고 있

다(한동욱과 김용건, 2001).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장애인은 가

정 밖에서의 여가활동과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시 자신감, 정서적 안정감, 사회성을 촉진하며, 간병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반면 의존적인 장애인에게는

각 개인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차적인 합

병증을 예방하고 독립적인 기능회복을 유도해야 한다(황

병용, 1999).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Barthel Index

에 따른 장애정도에서 대부분의 장애에서는 장애유형 간

에는 큰 차이 없이 평균점수가 경도 상태는 90.3%, 중등

도는 5.4%, 중도는 4.5%였으나, 뇌병변장애의 경우 경도

상태가 60.8%, 중등도가 17.0%, 중도가 22.1%로 중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것은 이동능력의 결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타 장애보다 일상생활의 의존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변용찬 등, 2006).

기능적 상태의 평가도구인 Barthel Index는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정도에서 주로 신체적 기능을 평가한다.

그러나 기능적 독립 측정도구(FIM: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는 신체적 영역뿐만 아니라 의사

소통과 사회적인지 평가 등을 포함하여 인지기능을 측정

할 수 있으며 환자의 진행 상태나 변화를 측정할 수 있

는 일상생활 평가도구로 재가장애인의 기능평가를 위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Foti 등, 1996; Law, 1997). 기

능적 독립 측정도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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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빈도수(명) 백분율(%)

성별
남성 12 60.0

여성 8 40.0

연령(세)

50～59 9 45.0

60～69 9 45.0

70 이상 2 10.0

질환명
뇌졸중 16 80.0

두부손상 4 2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

이전 치료방법* 빈도(%)

물리치료 16(32.6)

작업치료 7(14.3)

언어치료 4(8.2)

대중요법 1(2.0)

한방치료 7(14.3)

약물치료 14(28.6)

계 49(100.0)

*복수응답 허용

표 2. 이전 치료방법

가 항목이 많지 않고, 점수 산정이 쉽기 때문에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기능적 자립도를

평가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김금순과 노국희,

2005; 서태수 등, 2003; 홍순탁 등, 1998; 황병용,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가정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 가

족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만성 재가 뇌병변장애인을 대상

으로 각 개인별로 적합한 가정방문물리치료를 단기간 시

행한 후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변화 및 만족도를 비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방문물리치료의 효과 및 필요

성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기간

본 연구를 위해 2004년 7월 현재 경남 김해시에 등

록된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한 자료를 김해시 보건소로

부터 받은 후 일차적으로 행정구역상의 동(어방동, 삼

방동, 외동, 지내동, 안동, 삼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장

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을 선별하였고, 이차적으로

뇌병변장애인을 재선별하였다. 이들 중 연구원들이 직

접 전화하여 환자의 가동성 여부를 파악한 후 가정방문

물리치료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방문치료를 허락한

20명의 가정을 선정하였다(표 1). 연구대상자의 선정기

준은 다음과 같았다.

가. 장애등급 3급 이상의 만성기 뇌병변장애인

나.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다. 정기적인 치료나 운동을 받지 않고 있는 장애인

라. 시ㆍ청각 결손이 없는 장애인

마. 균형 유지 능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장애인

총 시행기간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2월 12

일까지였으며, 각 가정에서 6주 동안 총 12회의 가정방

문물리치료가 미리 훈련된 연구원들에 의해서 직접 방

문하여 시행되어졌다.

발병 후 받아왔던 치료방법을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한 결과, 물리치료가 16명(3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약물치료가 14명(28.6%), 작업치

료와 한방치료가 각각 7명(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의존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2).

2. 조사방법

재가 장애인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지의 내용은 이충휘 등(2000)의 연구에 사용된 것을 기

초로 하여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장애 상태, 재활서비스

상태, 일상생활 능력에 대한 평가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일부 항목에서는 복수응답 또는 무응답을 허용하도록

구성하였다. 시행 전ㆍ후의 일상생활동작 능력의 변화

를 비교하기 위해 기능적 독립 측정도구(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정방문물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후

만족도에 대하여 최저 1점, 최대 10점 만점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표시하도록 하였다.

방문 연구원들은 최대한 근거리로 하여 두 가정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총 10명이 배치되었다. 방문치료

인력에게 평가를 위한 교육을 본 연구 진행 1개월 전부

터 집단으로 시행하였으며, 총 4회의 모의환자를 대상

으로 기능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Kettenback(2003)

이 고안한 SOAP 기록법에 의거한 환자 평가지를 완성

한 후 각 대상자의 장ㆍ단기 목표 및 치료계획을 설정

하였다. 또한 기능적 독립 측정도구(FIM)의 평가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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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물리치료

프로그램의 만족도
빈도(%)

1점 0(.0)

2점 0(.0)

3점 1(5.0)

4점 0(.0)

5점 1(5.0)

6점 1(5.0)

7점 3(15.0)

8점 2(10.0)

9점 2(10.0)

10점 10(50.0)

계 20(100.0)

표 5. 가정방문물리치료 프로그램의 만족도 (단위: 명)

FIM 점수 영역 시작 시 빈도(%) 종료 시 빈도(%)

10～19점 3(15.0) 1(5.0)

20～29점 1(5.0) 3(15.0)

30～39점 0(.0) 0(.0)

40～49점 5(25.0) 3(15.0)

50～59점 4(20.0) 3(15.0)

60～69점 5(25.0) 4(20.0)

70～79점 1(5.0) 4(20.0)

80～89점 1(5.0) 0(.0)

90～99점 0(.0) 2(10.0)

계 20(100.0) 20(100.0)

표 3. 연구대상자의 FIM 점수 영역대 (단위: 명)

평균±표준편차 t p

시작 시 FIM 점수 50.6±19.1 -4.45 .000*

종료 시 FIM 점수 56.1±22.6

*p<.05

표 4. 연구대상자의 FIM 점수 비교 (N=20)

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동시에 시행하였고 측정자

간 일치도는 85.3%로 나타났다.

방문치료 인력의 실전 배치 시 각 재가장애인에게

각 가정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개인에게 맞는 물리치

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매 방문치료 시 대

상자에게 사용하였던 치료방법과 변화되어지는 상태에

대한 기록(progress note)을 하였다. 치료시간은 총 50

분으로 하였으며 치료의 처음과 끝에 각 10분씩 능동

또는 능동보조 관절가동운동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이용

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시행하였다. 본 운동은 30분

동안 침상에서 일어서기와 눕기, 기립 훈련, 가정 내 보

행훈련, 마비측을 이용한 창문/벽 닦기 등을 10～15회

반복하였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유로운 순서로 시행

하였으며 반복횟수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켰다. 치료 도중

환자가 피로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휴식을 취한 뒤 재

시행 하였고, 간단한 동작들은 프로그램 운영시간 외에

가정에서 보호자가 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을 시행하

였다. 또한 통증이 있는 경우 환부에 전기온습포(15분)

와 이동식저주파치료기(15분)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3. 분석방법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된 설문지의 각 문항을 부호화

한 후 통계프로그램 SPSS version 10.0을 이용하여 전

산처리하였다. 각 설문지의 항목별로 나타난 결과를 빈

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방문재활서비스의 시작과

종료 시에 장애인의 신체 상태를 평가기록지를 이용하

여 비교분석 하였으며, 물리치료 프로그램의 시행 만족

도는 기술통계방법(빈도와 백분율)으로 결과를 기술하

였다. 일상생활동작 평가에 따른 기능적 독립 측정도구

(FIM) 기능점수의 차이는 짝비교 t-검정(paired t-test)

을 시행하여 방문재활서비스의 시행 전ㆍ후에 기능수준

차이를 비교하였다(유의수준 α=.05).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FIM 점수 분포

연구대상자의 FIM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는 연구

시작 시 각각 81점과 18점에서 연구 종료 시 95점과 18

점으로 나타나 최대 점수의 변화가 있었다. 시작 시 가

장 많았던 점수 영역대는 40점대와 60점대였으나(각

25.0%), 연구 종료 시에는 60점대와 70점대로(각

20.0%) 상향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개선된

기능상태로 변화되었다(표 3). 연구 종료 시 20명의

FIM 점수의 평균은 56.1점(표준편차 22.6)이었으며, 시

작 시 점수는 평균 50.6점(표준편차 19.1)으로 평균 5.6

점의 기능 개선이 있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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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FIM 점수

일상생활동작 능력 시작과 종료 시 변화의 p값은

.000으로 두 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5), 가정방문물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기능적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3. 가정방문물리치료 프로그램의 시행 만족도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정방문물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후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10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10점은 만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며, 1점은 최

저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의미한다.

가정방문물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10점이 10

명(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7점이 3명

(15.0%), 9점과 8점이 각각 2명(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방문물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만족도는 8.5점으로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Ⅳ. 고찰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장애인으

로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인구의 약 4.59%인 214만 8천 7백 명으로

나타났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법정 장애의 범주 및 정

의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것에 기인하며, 따라서 장

애 기준의 세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

제발전에 따른 장애인의 재활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 전문재활인력의 수급 불균형, 지역사회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

다(변용찬 등, 2006).

유호신과 이주열(2003)의 연구에서는 국가복지정책의

개선으로 장애인의 범주와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 출현율이 급격하게 증가되며, 장애의 정도가

중증화되고 특성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의 권리의식과 복지 요구가 증가될 것이며, 다양

한 연령계층, 장애종류, 인구 노령화, 가족기능의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 등 복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복지 수요와 욕구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

한 종합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양천장

애인종합복지관의 보고서(2006)에서는 국가복지정책에

서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에 기초한 서비스 선택이 최우

선 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재활보건의료인력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 중심의 지

역사회보건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경우 의사, 물리치

료사, 작업치료사, 재활전문 간호사, 언어치료사, 사회복

지사 등 공급 구조의 재편성과 체계화된 재활전문인력

수급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재가재활

환자관리를 위한 보건소 방문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재활전달체

계의 구축과 함께 재활전문인력에 대한 총체적으로 검

토가 이루어져 각 전문인력 영역 간에 업무의 효율적인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용 문제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문제 및 효율성의 과제가 면밀하게 검토

되어야 한다(유호신과 이주열, 2003). 이충휘 등(2000)

의 연구에서 만성기 질환의 관리가 간호사의 기능만으

로 불가능하며, 특히 신체기능의 회복을 통한 재가장애

인의 일상생활 기능 회복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황병용(1999)은 가정

방문간호사제도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재가장애인의 대부분인 신경학적 손상의 경우 증상의

복잡성으로 인한 전문치료사의 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

하고, 간호사에 의한 운동요법 시행 같은 비전문적 치

료가 시행된다고 하였다. 불필요한 치료비 지출의 경감

과 가족의 이동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여줄 수 있는

가정방문물리치료사의 양성이 시급하며 퇴원 후 보다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회복을 최대화하고

조기에 지역사회에 복귀 시킬 수 있다(배성수, 2003).

재가 만성 뇌졸중 편마비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가

정방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8주 동안 주 3회로 각각

35～50분을 시행한 노국희(2002)의 연구에서 악력, 하지

근력, 보행 소요시간,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을 비교

하여 측정한 결과 보행소요 시간과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요인들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시행한 가정 재활운동은 준비운동은

서문자 등(2000)과 도봉구보건소(2000)의 노인 운동프

로그램을 보완하여 실내에서 관절가동운동과 스트레칭

을 하였고, 본 운동은 실외에서 걷기운동, 정리운동은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와 스트레칭을 시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모두 대상자의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고, 준비

운동과 정리운동은 노국희(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관

절가동운동과 스트레칭을 응용하여 각 5～10분 동안 하

였고, 본 운동은 각 환자의 상태에 맞는 근력강화운동,

지구력 훈련, 균형 훈련을 15～30분 동안 시행하였다.

총 연구 기간은 운동을 시작한지 6～8주 후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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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효과가 관찰된다는 김철준(1992)의 보고에 따라 총 6

주로 정하였다. 전태원(1994)의 연구에서는 운동 횟수가

필요도, 관심도, 최대 운동능력에 따라 주당 3～5회가 바

람직하며 준비 및 정리 운동이 5～10분, 본 운동이 15～

30분이 적당하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근골격계 이상 시에

적용되어지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운동 횟수를 주 2회로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노국희(2002)는 뇌졸중으로 인해 재가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Fortinsky 등(1981)이 수정 발표한 독립적 자

기관리와 기동성을 중심적으로 측정하며 최대 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하는 Adapted Barthel Index(ABI)를

이용하여 재활운동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일상

생활동작 수행능력에는 실험군에서 88.74점에서 94.05점

으로 5.32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조군에서 91.33

점에서 85.19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두 군 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재가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자조관리프로그램이 일상생활동작 등에 미치는 효

과를 비교한 김금순 등(2000)의 연구에서는 Barthel

Index를 수정하여 신체적 일상생활동작을 10문항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최소 기능 1점과 최대기능 3점으로

총점 30점을 부여하고,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은 7문항으

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최소 기능 1점과 최대 기능 3점

으로 총점이 2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재가 뇌졸중 환자 10명에게 5주 동안

하루 1～2시간 동안 자조관리프로그램의 시행 전ㆍ후의

비교에서 신체적 일상생활동작은 20.0점에서 22.3점으로

2.3점이,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은 12.2점에서 13.1점으로

.9점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p=.01).

일상생활동작 평가도구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Nyein 등(1999)은 40명의 신체상태의 변화가 없는 환자

들에게 Barthel Index의 점수와 기능적 독립 측정도구

(FIM)에 근거하여 작성한 운동 영역의 점수는 매우 높

은 상관관계(Spearman's rho=.99)가 있다고 하였다. 또

한, 뇌졸중 발병 후 3개월이 지난 204명의 노인을 대상

으로 Barthel Index의 점수와 기능적 독립 측정도구

(FIM) 간의 비교 신뢰도(parallel reliability)를 비교한

Gosman-Hedstrom과 Svensson(2000)의 연구에서 매우

높은 일치도를 나타냈고, 약간의 조작적 정의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Kwon 등(2004)은 Barthel Index의 점

수와 기능적 독립 측정도구의 운동영역(motor compo-

nent of FIM) 간에는 장애상태가 중한 상태보다 경한

상태의 경우 더욱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Dromerick 등(2003)은 표준화된 반응 평균(standardized

response means)은 Barthel Index(BI, 1.72)보다 기능적

독립 측정도구(FIM, 2.18)가 높으며, FIM의 매우 큰 계

수평균(coefficient means)은 BI보다 변화에 대해 더욱

반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발병 후 6개월 이상이며 일반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환자 145명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기능적

독립 측정도구(FIM)를 이용해서 평가한 김금순과 노국

희(2005)의 연구에서 74.52점(표준편차 29.46)으로, 뇌졸

중환자의 퇴원 시 수행능력을 기능적 독립 측정도구

(FIM)로 평가한 홍순탁 등(1998)의 연구에서는 85.83점

(표준편차 28.96)으로 나타나 퇴원 전보다 퇴원 후가

더욱 수행능력 점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뇌혈관질환자

51명을 대상으로 기능적 독립 측정도구를 통한 일상생

활동작 수준을 비교한 황병용(1999)의 연구에서 100점

이상이 30명(58.5%), 100점 이하가 21명(41.2%)으로 나

타나 비교적 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50.6점(표준편차 19.1)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장애등급 3급 이상

의 중증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적은 수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는 것에

는 제한이 있다.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한 시기가

발병 초기가 아닌 만성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치료 받은

방법에 대한 치료 효과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

며, 질환이 가진 자연치유 기능을 반영하지 않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못하였다. 또한, 질병의 특성

상 단기간에 환자의 상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방문물리치료를 장기간 적용

후 삶의 만족도 변화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남 김해시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가정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 가족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일부 만성 재가 뇌병변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각 개인별

로 적합한 가정방문물리치료를 단기간 동안 시행한 후 기

능적 독립 측정도구(FIM)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

력의 변화와 설문지를 통해서 시행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 종료 시 FIM 점수의 평균은

56.1점(표준편차 22.6)이었으며, 시작 시 점수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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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점(표준편차 19.1)으로 평균 5.55점의 기능 개선이

나타났고 이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시작 시 가장 많았던 점수 영역대는 40점대와 60점대였

으나(각 25.0%), 연구 종료 시에는 60점대와 70점대로

(각 20.0%) 상향되었으며 대부분 좋은 점수대로 변화되

었다. 가정방문물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이 10명(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점이 3명

(15.0%), 9점과 8점이 각각 2명(10.0%)의 순으로 나타났

다. 가정방문물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만족도는 8.5

점으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방문물리치료의 시행은 가정 내 기능개선, 삶의

만족감 및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평

가방법의 고안은 지역사회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확

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가정 내에서 스스로 시

행할 수 있는 자조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료의

효과를 배가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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