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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ality rates from stroke have been declining. Because of this, more people are living with residual

disability. Rehabili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functional recovery of stroke survivors. In stroke re-

habilitation, early prediction of the obtainable level of functional recovery is desirable to deliver efficient

care, set realistic goals, and provide appropriate discharge plan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edictors of functional outcome after stroke using inpatient rehabilitation as measured by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total score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on data collected retrospectively from two-hundred thirty-five patients. More than moder-

at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FIM total scores at the time of hospital admission and FIM total

scores at the time of discharge from the hospital. Significant predictors of FIM at the time of discharge

were FIM total scores at the time of hospital admission, age, and onset-admission interval. The equation was

as follows: expected discharge FIM total score = 76.12+.62×(admission FIM total score)-.38×(age)-.15×(on-

set-admission interva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IM total scores at the time of hospital admission,

age, and onset-admission interval are important determinants of functional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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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졸중으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 결과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된다. 최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그 대신 많은 뇌졸중

환자들이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Howard 등,

2001; Ottenbacher와 Jannell, 1993). 이들 장애를 가진

뇌졸중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의 목적은, 신경학적 손상

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최대로 기능적 회복을 향상시

켜 독립적으로 또는 최소한의 도움으로 생활하도록 하

는 것이다.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재활치료를 통해

기능이 향상되고 있으나 기능회복의 정도와 질적 양상

은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기능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재활치료

의 계획과 예후 결정 시 이들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필

요하다. 즉,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퇴원계

획을 세우며,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재활치료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뇌졸중 환자의 기능회복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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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예측모델을 통해 기능회복의 정도를 미리 예측하여 가

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퇴원 후 환자가 집에서

머물지 아니면 다른 재활시설에 머물지에 대한 거취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퇴원 후 환자의 일상적

인 활동 시 가족이나 간병인의 요구 정도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어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

여줄 수 있다.

뇌졸중 환자의 입원기간, 퇴원 후 거주 장소, 기능회

복 등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었다(Bohannon

등, 2002; Heruti 등, 2002; Maulden 등, 2005; Mckenna

등, 2002; Sebastia 등, 2006; Tan 등, 2009; Tooth 등,

2005). Tan 등(2009)은 급성 뇌졸중 환자의 재활병원

입원기간을 예측하는 요소로, 입원 시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의 운동영역 점수, 입원 시

2인실 이하 또는 2인 이상의 병실인지, 입원 전 함께

거주했던 가족이 직계 가족인지 아닌지, 입원 시 뇌졸

중과 관련된 과거력이 3가지 이하 또는 이상 인지를 주

목했다. Tooth 등(2005)은 퇴원 장소를 예측하는 요인

으로, FIM 점수, 나이, 독신자이냐 아니냐를 들었으며,

그에 따라 퇴원 후 머물 장소가 집 또는 요양시설(care

facility)로 달라진다고 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기능회복

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살펴보면, 나이, 이전의 뇌졸

중 경험, 손상의 범위, 소변이나 대변 조절 능력, 마비

의 정도, 시력 결손, 앉은 자세에서의 균형능력, 의사소

통 능력, 의식 감소의 정도, 우울, 인지적 장애, 회복에

대한 욕구, 입원 시 FIM 점수 등이 주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한태륜, 1997; Heruti 등, 2002; Loewen과

Anderson, 1990; Ring 등, 1997; Sandin과 Smith, 1990;

Wee와 Hopman, 2005). Maulden 등(2005)도 퇴원 시

기능회복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입원 시 FIM 점수, 나이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뇌졸중 환자의 병원

입원기간, 퇴원 후 거주하는 장소, 기능회복을 예측하는

공통적인 요인은 바로 FIM 점수임을 알 수 있다.

FIM은 기능회복의 예측요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

능회복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도 매우 중요하

다. 기능회복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은 FIM,

Barthel Index(BI),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NIHSS) 등 여러 가지가 있다(Bohannon

등, 2002; de Groot-Driessen 등, 2006; Lenze 등,

2004). 우리나라에서는 김경태 등(2003)이 기능회복 정

도를 확인하기 위해 편마비측 상지기능과 보행상태를

평가하였고, 김덕용 등(2003)과 김원호 등(2007)은

modified Barthel Index(MBI)를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기능회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평가도

구들을 상호 비교하면 FIM이 다른 도구들보다 기능회

복의 정도를 비교적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신뢰

도와 타당도가 높다(박소연 등, 2010; Finch 등, 1995;

Ottenbacher 등, 1996). 따라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

롯한 여러 나라에서 뇌졸중 환자의 기능회복 정도를 측

정하는 도구로써 병원에서 주로 FIM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유은영 등, 2006; Heinemann 등, 1994). Gökkaya

등(2006)과 Yavuzer 등(2001)의 연구에 의하면, 퇴원

시 FIM 총점은 여러 변수 중 입원 시 FIM 총점과 가

장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입원 시 FIM 총점이 높을수

록,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퇴원 시

FIM 총점은 높다고 하였다. Inouye(2001b)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나이, 입원 시 FIM 총점, 발병

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FIM을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

의 기능회복 정도를 예측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의

사례들이고, 우리나라에서 FIM을 이용해 뇌졸중 환자

의 기능회복을 예측하는 연구는, 이승주와 정성영(2007)

이 56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물리치료 시작 후 1

개월과 2개월의 FIM 총점을 예측한 연구 이외에는 드

물다. 따라서 국내에서 FIM을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기능회복을 예측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뇌졸중 발병 후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235명

의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시 FIM 총점, FIM 변화량,

입원 시 FIM 총점, 나이, 성별,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병원 입원기간, 뇌졸중 유형, 마비측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둘째, 뇌졸중 환자의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하기 위해 성별, 나이, 뇌졸중 유형,

마비측 유형,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병원 입원

기간 중 예측 변수를 확인하고 예측 방정식을 구했

다. 셋째, 뇌졸중 환자의 입원 시 FIM 총점과 퇴원

시 FIM 총점의 차이인 FIM 총점의 변화량을 예측하

기 위해 성별, 나이, 뇌졸중 유형, 마비측 유형, 발병

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병원 입원 기간 중 예측 변수

를 확인하고 예측 방정식을 구했다. 이를 통해 FIM을

활용하여, 뇌졸중 입원 환자의 퇴원 시 기능회복에

대한 예측모델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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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남자 여자 합계

나이(세) 58.1±14.1a 61.0±13.8 59.6±14.0

뇌졸중 유형(%)

뇌경색 77(60.2) 61(57.0) 138(58.6)

뇌출혈 51(39.8) 46(43.0) 97(41.4)

마비측 유형(%)

왼쪽 59(46.1) 55(51.4) 114(48.8)

오른쪽 64(50.1) 49(43.0) 113(46.6)

양쪽 5(3.9) 6(5.6) 11(4.8)

발병에서 입원까지 기간(일) 32.0±33.0 30.9±32.8 31.5±32.9

병원 입원 기간(일) 55.4±56.0 54.0±55.0 54.7±55.5

입원 시 FIM 총점(점) 56.5±24.7 55.1±24.7 55.8±24.7

퇴원 시 FIM 총점(점) 84.0±26.2 82.8±27.7 83.4±27.0

FIM 총점의 변화량(점) 27.4±21.5 27.7±21.1 27.6±21.3
a
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5)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대상자들은 경기도와 전라북도에 위치한 두 곳의 대

학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받은 뇌졸중 환자 235명 이었다. 2002년 1월 이후부터

2009년 12월 이전에 입원 및 퇴원한 환자 중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28주 이내인 뇌졸중 환자의 기록지

를 참고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전에 뇌졸중 과거력

이 있거나, 간질, 다발성 경화증, 뇌외상, 척수손상, 근

병(myopathy), 심한 말초신경염과 같은 신경근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성별은

남자 128명(54.5%)과 여자 107명(45.5%)이었고, 평균

나이는 59.6세이었다. 뇌졸중 유형은 뇌경색이 58.6%,

뇌출혈이 41.4%이었다. 마비측 유형은 왼쪽 마비가

48.8%, 오른쪽 마비가 46.6%, 양쪽 마비가 4.8%이었다.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은 31.5일이었고, 병원 입원기

간은 54.7일이었다. 입원 시 FIM의 총점은 55.8점 이었

고, 퇴원 시 FIM의 총점은 83.4점 이었으며, 퇴원 시

FIM 총점과 입원 시 FIM총점의 차이인 FIM의 변화량

은 27.6점이었다(표 1).

2. 측정도구

뇌졸중 환자의 입원 시 그리고 퇴원 시 기능적 수준

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병원에서 주로 이용되는 FI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M은 운동영역과 인지적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영역은 자조활동(self-care),

대소변 관리(sphincter-control), 이동(transfer), 보행

(locomotion)이 포함되는 4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

며, 인지적 영역은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사회인

지(social-cognition)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수행정도

를 7점 척도로 측정하며, 7점은 활동을 완전히 독립적

으로 수행 가능한 상태이며, 1점은 완전히 의존적인 상

태를 의미하고, 항목은 총 18개로 구성 성되어 있어, 최

저 점수는 18점이고, 최고 점수는 126점이다(Crepeau

등, 2003; Dallmeijer 등, 2005). FIM의 측정자간 신뢰도

(inter-rater reliability)는 상관계수가 .83∼.96이며, 동

시 타당도(concurrent validity)는 상관계수 .83∼.89로

알려져 있다(Finch 등, 1995; Ottenbacher 등, 1996).

3. 분석방법

뇌졸중 환자의 기록지를 통해 성별, 나이, 뇌졸중 유

형, 마비측 유형,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병원 입원

기간을 분석하였다. 퇴원 시 FIM 총점, 퇴원 시 FIM

점수와 입원 시 FIM 점수 차이인 FIM 변화량, 나이,

입원 시 FIM 총점,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병원 입

원기간, 성별, 마비측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하기 선형회귀 분석 중 단계별 다중회귀(step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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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regression)를 이용하였다. 선형회귀분석 시 각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

중공선성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

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뇌졸중 유

형, 마비측 유형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통해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퇴원 시 FIM 총점과

FIM 변화량을 예측하기 위한 방정식을 완성하였다. 또

한 퇴원 시 FIM 총점에 대한 입원 시 FIM 총점의 단

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α=.05로

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상용통계프로그램인 윈도용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퇴원 시 FIM 총점은, 각각 FIM 변화량과

r=.48(p<.001), 입원 시 FIM 총점과 r=.65(p<.001)의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나이와 r=-.26(p<.001), 발

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과 r=-.29(p<.001)인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FIM 변화량은 각각 나이와

r=-.19(p<.05), 입원 시 FIM 총점과 r=-.37(p<.001), 발

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과 r=-.13(p<.05), 병원 입원 기

간과 r=.19(p<.05)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나이는 병원

입원 기간과 r=-.26(p<.001), 성별과 r=.14(p<.05), 뇌졸

중 유형과 r=-.33(p<.00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입원

시 FIM 총점은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과

r=.19(p<.05), 마비측 유형과 r=-.18(p<.05), 뇌졸중 유

형과 r=-.19(p<.05)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2).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 결

과 모든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

상자의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하는 방정식을 구한

후, 성별과 뇌졸중 유형에 따른 방정식을 각각 구하였

다. 퇴원 시 FIM 총점은 입원 시 FIM 총점, 나이, 발병

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에 의해서 49% 설명되며, 입원 시

FIM 총점이 1 증가하면 .62 증가하며, 나이가 1 증가하

면 .38 감소하고,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1 증가하

면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퇴원 시 FIM

총점은 입원 시 FIM 총점, 나이,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에 의해 47% 설명되며, 입원 시 FIM 총점이 1 증

가하면 .52 증가하며, 나이가 1 증가하면 .37 감소하고,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1 증가하면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퇴원 시 FIM 총점은 입원 시

FIM 총점, 나이, 병원 입원 기간에 의해 53% 설명되며,

입원 시 FIM 총점이 1 증가하면 .76 증가하며, 나이가

1 증가하면 .34 감소하고, 병원 입원 기간이 1증가하면

.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경색의 퇴원 시 FIM

총점은 입원 시 FIM 총점, 나이,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에 의해 50% 설명되며, 입원 시 FIM 총점이 1 증

가하면 .56 증가하며, 나이가 1 증가하면 .54 감소하고,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1증가하면 .10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뇌출혈의 퇴원 시 FIM 총점은 입원 시

FIM 총점과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에 의해 47% 설

명되며, 입원 시 FIM 총점이 1 증가하면 .71 증가하며,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1증가하면 .18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3).

FIM 총점의 변화량은 입원 시 FIM 총점, 나이, 발

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에 의해서 23% 설명되며, 입

원 시 FIM 총점이 1 증가하면 .38 감소하며, 나이가

1 증가하면 .38 감소하고,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이 1증가하면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FIM 총점의 변화량은 입원 시 FIM 총점, 나이, 발병

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에 의해 32% 설명되며, 입원 시

FIM 총점이 1 증가하면 .49 감소하며, 나이가 1 증가

하면 .37 감소하고,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1증

가하면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FIM

총점의 변화량은 입원 시 FIM 총점, 나이,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에 의해 18% 설명되며, 입원 시 FIM

총점이 1 증가하면 .24 감소하며, 나이가 1 증가하면

.33 감소하고,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1증가하면

.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경색 FIM 총점의

변화량은 입원 시 FIM 총점, 나이, 발병에서 입원까

지의 기간에 의해 32% 설명되며, 입원 시 FIM 총점

이 1 증가하면 .44 감소하며, 나이가 1 증가하면 .54

감소하고,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1증가하면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출혈 FIM 총점의 변화

량은 입원 시 FIM 총점과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에 의해 14% 설명되며, 입원 시 FIM 총점이 1 증가

하면 .29 감소하며,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1증

가하면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퇴원 시

FIM과 입원 시 FIM의 회귀직선과 회귀방정식은 그

림 1과 같이 나타났으며, 설명력(R
2
)은 .41로 이 방정

식은 퇴원 시 FIM 총점을 41%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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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퇴원 시

FIM 총점

FIM

총점의

변화량

나이
입원 시

FIM 총점

발병에서

입원까지

기간

병원

입원기간
성별

마비측

유형

FIM 총점의 변화량 .48**

나이 -.26** -.19*

입원시 FIM 총점 .65** -.37** -.11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29** -.13* .05 .19*

병원 입원기간 .06 .19* -.26** -.10 -.03

성별 -.04 .01 .14* -.05 -.03 -.02

마비측 유형 -.10 .09 .03 -.18* -.06 .06 .03

뇌졸중 유형 -.13 .07 -.33** -.19* .12 .03 .03 .08

*p<.05, **p<.001.

표 2. 대상자의 퇴원 시 FIM 총점, FIM 변화량, 나이, 입원 시 FIM 총점,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병원 입원기

간, 성별, 마비측 유형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퇴원 시 FIM 총점=76.12+.62×(입원 시 FIM 총점)-.38×(나이)-.15×(발병에서 입원까지 기간),

R=.69, R
2
=.49, p<.00

남자의 퇴원 시 FIM 총점=82.99+.52×(입원 시 FIM 총점)-.37×(나이)-.20×(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R=.69, R
2
=.47, p<.00

여자의 퇴원 시 FIM 총점=57.60+.76×(입원 시 FIM 총점)-.34×(나이)+.07×(병원 입원 기간),

R=.73, R2=.53, p<.00

뇌경색의 퇴원 시 FIM 총점=89.41+.56×(입원 시 FIM 총점)-.54×(나이)-.10×(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R=.71, R2=.50, p<.00

뇌출혈의 퇴원 시 FIM 총점=50.54+.71×(입원 시 FIM 총점)-.18×(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R=.69, R
2
=.47, p<.00

FIM 총점의 변화량=76.2-.38×(입원 시 FIM 총점)-.38×(나이)-.15×(발병에서 입원까지 기간),

R=.48, R
2
=.23, p<.00

남자 FIM 총점의 변화량=83.18-.49×(입원 시 FIM 총점)-.37×(나이)-.20×(발병에서 입원까지 기간),

R=.56, R2=.32, p<.00

여자 FIM 총점의 변화량=57.15-.24×(입원 시 FIM 총점)-.33×(나이)-.07×(발병에서 입원까지 기간),

R=.42, R2=.18, p<.00

뇌경색 FIM 총점의 변화량=89.09-.44×(입원 시 FIM 총점)-.54×(나이)-.10×(발병에서 입원까지 기간),

R=.57, R
2
=.32, p<.00

뇌출혈 FIM 총점의 변화량=50.63-.29×(입원 시 FIM 총점)-.18×(발병에서 입원까지 기간),

R=.37, R
2
=.14, p<.00

표 3. 뇌졸중 환자의 퇴원 시 FIM 총점과 FIM 총점의 변화량을 예측하는 방정식

Ⅳ. 고찰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 시 치료 계획과 퇴원 이후

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회귀방정식을 통해 기능

회복의 정도를 예측하고, 예측 변수들을 확인하며 그

변수들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뇌졸중 환

자의 기능회복 정도는 주로 FIM을 통해 평가하며,

FIM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Finch 등,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원 시 FIM 총점, 퇴원

시 FIM 총점, FIM 총점의 변화량, 발병에서 입원까지

의 기간, 병원 입원기간, 성별, 나이, 뇌졸중 유형, 마비

측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후, 뇌졸중 환자의 퇴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7권 제 3호

PTK Vol. 17 No. 3 2010.

- 64 -

그림 1. 입원 시 FIM 총점에 대한 퇴원 시 FIM 총점의 회귀직선.

원 시 FIM 총점과 FIM 총점의 변화량을 예측하기 위

한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성별, 나이, 뇌졸중 유형, 마

비측 유형,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병원 입원기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퇴원 시 FIM 총점과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연

구에서 Gökkaya 등(2006)과 Yavuzer 등(2001)은 퇴원

시 FIM 총점은 여러 변수 중 입원 시 FIM 총점과 가

장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입원 시 FIM 총점이 높을수

록,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퇴원 시

FIM 총점은 높다고 하였다. 또한 FIM 총점의 변화량

은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병원 입원기간, 이전의

뇌졸중 경험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발병에서 입원까

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병원 입원기간이 길수록, 이전의

뇌졸중 경험이 없을수록 FIM 총점의 변화량이 증가한

다고 하였다. Inouye 등(2000)도 퇴원 시 FIM 총점은

입원 시 FIM 총점과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

며, 나이 및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과는 음의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퇴원 시 FIM 총

점은 여러 변수 중 입원 시 FIM의 총점과

r=.65(p<.00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 외

나이,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뇌졸중 환자의 입원 시 FIM 총점이 높을

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짧

을수록 퇴원 시 FIM 총점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입원 시 FIM의 총점이 적을수록, 나이

가 어릴수록,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병

원 입원 기간이 길수록 FIM 총점의 변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원 시 FIM 총

점이 입원 시 FIM 총점과 보통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그 외 나이 및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이유는 이들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이

퇴원 시 FIM 총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생각 할

수 있다.

FIM 총점의 변화량을 예측한 연구에서 Kelly 등

(2003)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FIM 총점의 변화

량을 증가시키는 예측 변수들로 나이, 병원 입원기간,

입원 시 FIM의 인지영역 점수가 포함되었으며, 나이가

젊을수록, 병원 입원기간이 길수록, 입원 시 FIM의 인

지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퇴원 시 FIM 총점의 변화량이

높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FIM의 변화량을 예측하는 변수들로 입원 시 FIM

총점, 나이,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포함되었으며,

입원 시 FIM 총점이 높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발병

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FIM 총점의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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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FIM

총점의 변화량에 대한 예측 모델은 퇴원 시 FIM 총점

을 예측하는 모델에 비해서 입원 시 FIM 총점, 나이,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의 설명력이 낮아 이들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한 연구에서 Inouye(2001b)

의 연구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의 나이, 입원 시 FIM

총점,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하는 변수이며, 이들 변수가 퇴원 시 FIM 점수를

6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원 시 기능회복

을 예측하는 회귀방정식에서 퇴원 시 FIM 총점은 나이

가 1 증가하면 .32 감소하며, 입원 시 FIM 총점이 1 증

가하면 .8 증가하고,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1 증

가하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뇌졸중 환자의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하기 위한 회

귀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성별, 나이, 뇌졸중 유형, 마비

측 유형,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병원 입원기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퇴원 시 FIM 총점은 입

원 시 FIM 총점, 나이,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에 의

해서 49% 설명되며, 입원 시 FIM 총점이 1 증가하면

.62 증가하며, 나이가 1 증가하면 .38 감소하고, 발병에

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1증가하면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Inouye(2001b)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성별과 뇌졸중 유형에 따른 예측모델에서 남자와 뇌출

혈의 경우에 비해 여자와 뇌경색인 경우가,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하는 요인인 입원 시 FIM 총점, 나이,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의 설명력이 더 높아, 이들 예

측 변수들이 퇴원 시 FIM 총점의 변동을 더 잘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료진은 뇌졸중 환자의 재

활을 시작할 때 입원 시 FIM의 총점, 나이,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

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치료계획과 퇴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환자 가족은 환자의 퇴원 이후

의 거주장소 결정 및 퇴원 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뇌졸중의 유형을 비교한 연구에서 Chae 등(1996)은

뇌출혈 환자는 뇌경색 환자에 비해 더 짧은 병원 입원기

간 동안 더 많은 FIM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Paolucci 등(2003)도 뇌경색 환자에 비해 뇌출혈

환자에서 퇴원 시 기능회복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뇌출

혈 환자에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FIM 총점의 변화량에는 뇌졸중 유형과

마비 유형이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환자의 FIM 점수와 나이와의 관련 연구에서

Black-Schaffer와 Winston(2004)은, 입원 시 FIM의 총

점이 80점 이하인 낮은 기능적 상태에서는 나이가 증가

할수록 퇴원 시 FIM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입원 시

FIM 총점이 80 이상에서는 나이가 퇴원 시 FIM의 총

점과 관련이 없었다고 하였다. 한편 FIM 총점을 예측하

는 분석에서 Bagg 등(2002)은 나이, 성별, 결혼상태, 이

전의 뇌졸중 경험, 손상의 유형 중 유일하게 나이만이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Inouye(2001a)는 연령층 별로 뇌졸중 환자의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하는 분석에서 60세에서 69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하는 변수들은 뇌

졸중 유형, 나이, 입원 시 FIM 총점, 발병에서 입원까지

의 기간이며, 이들 변수들은 퇴원 시 FIM 총점을 7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높

은 설명력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

록 퇴원 시 FIM 총점이 감소하였는데, 나이는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뇌졸중 환자의 연령층별로 입원 시 평가하는 인지, 지

각, 운동영역 등을 통해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을 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의 퇴원 시 FIM 총점,

FIM 총점의 변화량과 입원 시 여러 변수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뇌졸중 환자의 퇴원 시 FIM

총점과 FIM 총점의 변화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찾기 위

함이었다. 이를 위해 235명의 뇌졸중 환자의 기록지를

분석하여 입원 시 FIM 총점,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

간, 병원 입원기간, 성별, 나이, 뇌졸중 유형, 마비측 유

형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퇴원 시 FIM 총

점과 FIM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입원 시 FIM 총

점,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병원 입원기간, 성별, 나

이, 뇌졸중 유형, 마비측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

적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퇴원 시 FIM 총점과 FIM 변

화량 예측에 대한 회귀방정식을 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퇴원 시 FIM 총점

은 입원 시 FIM 총점과 r=.65(p<.001)인 보통 정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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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나타냈고, 나이와 발병부터 입원까지의 기간과

는 각각 r=-.26(p<.001), r=-.29(p<.001)인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입원 시 FIM 총점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퇴원 시 FIM 총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퇴원 시

FIM 총점은 입원 시 FIM 총점, 나이, 발병에서 입원까

지의 기간에 의해서 49% 설명되며, 퇴원 시 FIM 총점

은 입원 시 FIM 총점이 1 증가하면 .62 증가하며, 나이

가 1 증가하면 .38 감소하고,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

이 1증가하면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퇴

원 시 FIM의 총점을 예측하는데, 입원 시 FIM의 총점,

나이,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기간이 주요 예측요인이며,

이 중 입원 시 FIM 총점이 가장 큰 예측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치료진은 적절한 치료계획과 퇴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환자 가족은 환

자의 퇴원 이후의 거주장소 결정 및 퇴원 후 치료에 도

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

여 뇌졸중 환자의 연령층별로 입원 시 평가하는 인지, 지

각, 운동영역 등을 통해 퇴원 시 FIM 총점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을 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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