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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입원중인 뇌졸중 환자들이 겪는 경제적 스트레스 및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재활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환자 209명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각각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도구는 경제적-불편감척도(Gore, 1978)와 Arruda J.E가 개발한 시각상사척도와

GHO-60(Goldberg, 1972), MOS SF-36(Ware 등, 1992)을 김건엽(2002)이 표준화한 23문항 중 삶의 질

을 측정하는 12문항을 수정,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for the Social Science)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 물리치료 관련 특성, 질병 관련 특성, 경제적 스트레스, 독립변수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전체 연구 대상자의 기술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일반적

특성, 물리치료,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 삶의 질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사용하였다. 발병 후 가계수입(p<0.05),

재정적 압박 수준(p<0.01), 삶의 질(p>0.05), 생활수준(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상태가 낮고 생활수준과 재정적 압박 정도가 매우 심할 경우 더 유의하게 경제적 스트레스 점수

가 높게 나왔다. 이는 뇌졸중환자가 겪는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과 함께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인구분석학적 결과를 보더라도 가구의 소득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건강에 대한 재정적 부담,

가족으로부터 소외 일과에의 영향, 올가미를 쓴 느낌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감정

상태, 재정적 압박상태, 우울, 생활수준, 질병 관련 특성, 삶의 질을 위주로 하여 경제적 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살펴본 결과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경제적 부담 수준을 측정하고 더불어 보다 객관적인

경제적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를 한다면 임상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이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삶의 질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치료적 중재

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의학의 발달과 경제발전으로 평

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에 따라 성인병 발생율이 증

가하는 추세이며, 그중에서도 뇌졸중은 미국의 경우

심질환과 암에 이어 3번째의 사인이 되고있다(오영

숙, 1997). 뇌졸중은 발병 후 1개월 이내에 환자의

약25%가 사망하고 나머지 75%는 뇌 손상으로 인한

운동마비, 언어장애, 감각장애, 인지장애등 다양한

후유증을 동반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저하와 의존

적, 지적퇴행, 우울, 걱정 및 심한분노감 등의 정신

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뇌졸중 환자들은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퇴원하여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

아오나, 집으로 돌아온 뇌졸중 환자들은 직업에 복

귀하기 어렵고, 비장애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거의 없이 집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제

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이 된다. 본 연구는 뇌졸중환자가 겪는 경제적 스트

레스의 실태와 뇌졸중환자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삶

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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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내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뇌졸중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참여조건은 (1)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는 자, (2)의사소통이 가능

하며 인지장애가 없는 자, (3)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으며, 환자가 직접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호자가 대신 참여하게 하

였다.

2.2. 측정방법

1) 경제적 스트레스

Lempers 등(1989) 과 김영희(1996)의 설문을 참고

하고 수정하였다. 내용은 경제적 박탈감 척도

(economic deprivation scale)(Gore, 1978), 경제적

불편감 척도(economic distress scale)(Kong et al.,

1993), 그리고 재정적 압박감 설문지(financial strain

questionnaire)(Vinokur et al., 1996) 등을 종합하여

10개 문항(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주관적인 불

편감)으로 구성되었다. 반응은 5점척도로 측정되며,

‘항상 그렇다’가 5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이다.

뇌졸중 환자의 총점범위는 10-50점이며, 높은점수는

환자가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

도 계수인 Cronbach's alpha는 0.899였다.

2) 삶의 질

삶의 질에 대한 측정도구로는 삶의 질 측정도구인

GHO-60(Goldberg, 1972), MOS SF-36(Ware 참고

문헌이 없음등, 1992)을 김건엽(2002)이 표준화한 23

문항 중 삶의 질을 측정하는 12문항만 사용하였다.

척도는 5점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0), '조금

그렇다'(1), '가끔 그렇다'(2), '자주 그렇다'(3), '항

상 그렇다'(4)로 구성하였다. 높은 점수는 삶의 질

지수가 낮은 것으로 설명된다.

2.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고, 설

문기간은 2007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하였

다. 통계는 한글 SPSS(Statistical for the Social

Sciences)12.0을 사용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기

술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일반

적 특성, 물리치료, 뇌졸중 환자의 경제적 스트레스,

삶의 질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분

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비교적 고른 분

포를 보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제

시되어 있다. 뇌졸중환자의 성별이 경제적 스트레스

에 영향을 주었으며, 남성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

을 수록 우울 및 불안 또한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

른 뇌졸중 발병 후 스트레스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표 2〕, 감정상태와 삶의

질 특성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 비교에서는 감정상

태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

스가 높게 나타났다〔표 3〕.

〔표 1〕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

단위 : 명(%)

연구변수 구분 계 남 여 p-값†

연령 .000
39세 이하 18( 8.6) 12( 5.7)  6( 2.9)
40 - 49세 37(17.7) 23(11.0) 14( 6.7)
50 - 59세 71(34.0) 50(23.9) 21(10.0)
60세 이상 83(39.7) 30((14.4) 53(25.4)

학력 .000
중졸 이하 80(38.3) 24(11.5) 56(26.8)
고졸 69(33.0) 42(20.1) 27(12.9)
대학교 이상 60(28.7) 49(23.4) 11( 5.3)

결혼상태 .028
배우자 없음 19(9.1) 15(7.2) 4(1.9)
배우자 있음 190(90.9) 100(47.8) 90(43.1)

직업 .000
직업 있음 134(64.1) 94(45.0) 40(19.1)
직업 없음  75(35.9) 21(10.0) 54(25.8)

의료보장 형태 .048
건강보험 165(78.9) 85(40.7) 80(38.3)
기타‡ 44(21.1) 30(14.4) 14(6.7)

계 209(100.0) 115(55.0) 94(45.0)
* : 결측값 처리에 의함
† : χ2 -검정에 의함
‡ : 기타는 의료급여 및 산재보험(공상)을 말함

〔표 2〕성별에 따른 뇌졸중 발병 후 스트레스 정도*·

단위 : 명(%)

구분 계 남 여 p-값
†

.508

매우 심각 136(65.1) 73(34.9) 63(30.1)

보통 42(20.1) 23(11.0) 19( 9.1)

심각하지 않음 31(14.8) 19( 9.1) 12( 5.7)

계 209(100.0) 115(55.0) 94(45.0)
*
: 결측값 처리에 의함

† : χ2 -검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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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감정상태와 삶의 질 특성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

비교

단위 : 평균±표준편차

연구변수 구분 경제적 스트레스 점수 p-값*

감정상태 .043

상 24.50±9.88

중 28.22±8.88

하 33.22±9.29

삶의 질 .011

상 31.51±9.88

중 27.87±8.82

하 21.43±8.72
* : t-검정 또는 일원분산분석에 의함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뇌졸중환자가 겪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실태와 뇌졸중환자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

과 뇌졸중 환자들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유무,

가구경제, 재정부담 등의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미비하고 사회

적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시범수준에 있어 수득수준

이 스트레스에 중요한 결정 요인인 것으로 보여진

다. 또, 매개변인인 사회적자원이 경제적 스트레스에

주는 영향과 스트레스에 대하여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희정 외(2000)는 연구결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남

성인 경우 문제해결에 대한 무기력감을 주지만, 여

성인 경우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뇌졸중 환자의 무력감에서만 경

제적 스트레스와 성별의 상호 작용을 발표했다. 이

것은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영역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경제적 스트레스에 약했던 것처럼 경

제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성이 문제에 대해서 무기

력감을 여성에 비해 보다 쉽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오영숙(1996)은 뇌졸중 환자가 가정에서의 전체적

기능을 한다고 보고, 환자개인의 경험하는 어떤 사

건도 가족전체의 변화를 초래하여서 한 가족원의 만

성질환은 가족전체로 하여금 불확실성, 불안, 그리고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하여, 대인관계, 사회적응력,

월 소득, 자아실현 그리고 행복감과 안정감의 낮은

의지를 연구하였다. 또,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의 정신건강 상태는 환자의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록 가족의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 하는 것

을 발표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뇌졸중환

자의 우울증을 유발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면서 다양한 건강관련 프로그램개발의 확

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전에 소재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뇌졸중환자를 대

상으로 하였기에 전체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 병원

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병원치료를 받지 않는 상당수의 뇌졸중환자들에

대한 연구에 포함 시키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으로 뇌졸중 환자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고 본 연구의 자료가 뇌졸중 환자의 재활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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