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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의 보유 활동 및 수준을 분석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집단 특이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한국형 활동분류카드를 사용하였고, 

기술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에서 활동보유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이용
하여 일반적 정보와의 활동보유수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활동 보유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건강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활동들이 뇌졸중 집단에서는 감소함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시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에서 활동보유수준과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간에 통계학
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달랐다. 결과를 통하여 55세 이상의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에서 활동보유수준과 집단별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집단의 활동 참여 조정과 대치 시에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tained activity and level for community dwelling 
healthy and stroke group aged more than 55 years. and to identify group difference for following research. 
Korean-Activity Card Sort was used to collect research data. The equation for calculating retained activity level 
was us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retained activity level in elderly.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applied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demographic data and retained level of activities. 
Mutiple Linear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the variables affecting retained activity level. The ratained level 
of activity, the healthy group perform, was decreased on the stroke group.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ve 
and affecting variables was different between demographic data and retained activity of individual group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retained level of activities and group differences, can provide the basic data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to adapt or replace activity participation of healthy and stroke group aged more than 55 years

Key Words : Adults, Cerebrovascular Accident, Elderly, Retained Activity Level, Korean-Activity Card Sort

1. 서 론

최근에 작업과학자(Occupational Scientists)들을 포함

하여 작업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작업 형태, 기능, 
그리고 의미와 이에따른 인간 작업(Human Occupation)의 
분류와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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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 측면에서 인간의 작업은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s),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s), 휴식과 잠(Rest 
and Sleep), 교육(Education), 일(Work), 놀이(Play), 여가
(Leisure), 사회 참여(Social Participation)등으로 분류된다
[2]. 

인간의 일상적인 삶은 자신을 돌보고 만족을 느끼게 
하거나 생산을 위한 다양하고 많은 작업 혹은 활동 참여
를 필요로 한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 
and Health 모형은 신체 구조 및 기능적인 결함을 의미하
는 상해의 의미를 넘어서 한 개인의  활동(Activity) 참여
(Participation)를 구성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3]. 이에 따
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 참여에 기초하여 건
강을 지지하기 위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중재하고 있
다[4,5]. 

우리나라의 경우 50대 후반부터 60세 초반 연령층의 
사람들이 퇴직과 함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접촉을 상실하
는 사회적 노화에 직면하고 있다[6]. 이 시기 이후에 발생
하는 신체적 건강 상태의 변화, 가족 내에서의 역할의 변
화, 퇴직과 사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는 참여 
활동 및 보유 수준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이 시기의 질병
이나 손상 또한 개인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활동의 수
행을 제한한다. 특히, 뇌졸중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 발
생하였을 경우 보다 분명하게 역할 변화에 직면하게 된
다[7]. 이와같은 변화는 노인에게 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
임의 변화와 함께 자아 개념을 재정의 하도록 요구한다.

노인에게 있어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 참
여는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5-7],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척도로서의 역할을 한다. 활동 참여는 
건강을 유지시키고 고독감과 우울감을 낮추는 등의 이점
을 제공한다[9-12]. 종교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사람이 그
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보다 나은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13],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과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
들은 인지기능의 감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14]. 또한 사
회 참여를 통한 역할의 대체는 생활만족도를 높게 유지
시키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
다[15,16]. 따라서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이 감퇴하
거나 노화와 더불어 뇌졸중 등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대치하여 지속
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참
여 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되찾게 하고 노
인을 사회 발전과 연결시킬 수 도 있을 것이다[8]. 

노인들에 있어서 지속적인 활동 참여는 내외적인 변화
에 순응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치료사, 상담

가 등의 외부적 중재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17].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선호 활동 등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정보와 노인들이 수행하는 전반적인 활동 및 
각 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수행률에 간한 통계학적 정보
가 필요하다. 활동 수준에 대한 자료는 역학 자료로서 중
재 시 활동 양상의 비교를 위한 표준자료로 사용되어 중
재 및 중재 결과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클라이언트에서 
균형있는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18]. 그러
나 국내에서 노인들의 활동 참여와 관련된 연구들은 참
여 활동의 양적 측면에서의 시간 사용을 알아보기 위하
여 일과시간 중 48시간 동안의 일상생활활동별 시간 소
요량을 조사하거나[18,19],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등의 자
조 관리 활동, 종교 활동과 사회활동[13,20], 자원봉사 활
동[21], 여가활동[22] 등의 필요성과 가치에 국한되어 있
다. 그리고 48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벗어나서 노인
들이 현재 수행하는 보편적인 활동들의 활동보유수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삶의 질과 일상생활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 
정도로 활동 참여 연구가 미비한 수준이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신뢰성 있고 타당한 평가를 사용하
여 건강하거나 뇌졸중이 있는 55세 이상 성인들과 노인
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과 보유 수준의 양
상을 확인하고, 추후 연구를 위하여 두 개의 집단에서 활
동보유수준에 있어 집단 특이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자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55세 이전에 퇴
직하여 사회적 역할 상실과 사회접촉을 상실하는 사회적 
노화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직 후 활
동과 노년기 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활동보유수준 분
석을 위한 기준 연령을 55세로 하였다. 설문에 앞서 건강
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은 모두 설문 참여에 동의하였다. 
건강한 집단은 시․청각 손상이 없으며 특정 질환이 없
는 자로서 설문에 응답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소통과 인
지능력을 소유한 자로 하였고, 뇌졸중 집단은 6개월 이전
에 뇌졸중을 진단받고 이외에 건강한 집단과 같은 조건
인 자로 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55세 이상의 건강한 
집단은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을 
면접자가 편의추출 하였으며, 뇌졸중 집단도 경기도 1개
와 강원도 1개의 3차 병원의 작업치료실에 외래로 내원
하는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편의추출되었다. 건강한 집단
은 충청남도 소재의 작업치료학과 3학년 재학생들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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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건강한 집단(N=173) 뇌졸중 집단(N=34)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  88 50.87 21 61.76

여  85 49.13 13 38.24

연령
55-64세  63 36.42 15 44.12 

65-74세  52 30.06  9 26.47 

75세 이상  58 33.53 10 29.41 

학력
중졸이하 102 58.98 9 26.47 

중졸이상 고졸 이하  55 31.79 11 32.35 

초대졸 이상  16  9.25 14 41.18 

건강상태인식
매우 건강함  14  8.09  5 14.71

건강함  64 36.99 13 38.24

보통  63 36.42 12 35.29

건강하지 않음  32 18.50  4 11.76

일상생활인식

전혀 불편하지 않음  28 16.18 - -

불편하지 않음  71 41.04  8 23.53

보통  34 19.65  2  5.88

조금 불편함  40 23.12 12 35.29

매우 불편함  40 23.12 12 35.29

배우자 유무 있음 129 74.57 31 91.18

없음  44 25.43  3  8.82

거주 지역 도시 133 76.88 32 94.12

농촌  40 23.12  2  5.88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면접하였으며, 면접 전에 연구자가 설문지의 체계적인 작
성 요령 및 효과적인 면접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여 평가 
방법을 숙지시켰고, 1회의 모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뇌졸
중 집단의 평가는 3차 병원의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작업
치료사들의 실시하였고, 실시 전에 검사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문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두 그룹 모두에서 설문 조
사 후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활동 참여 제한의 문제를 완
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건강하지 않음‘으로 답한 연구 대상자의 설문자료는 제
외하였다. 

건강한 집단에서 남성은 88명으로 50.87%였으며, 연
령은 55-64세 이상이 36.42%로 였다.  87.28% 이상이 초
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76.88%
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였다. 81.50%가 일상생활을 수행
하는데 보통 이상으로 불편하지 않다고 하였다. 뇌졸중 
집단에서 남성은 21명으로 61.76%였으며, 연령은 55-64
세 이상이 44.12%로 였다. 뇌졸중 집단에서 94.12% 이상
이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94.12%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였다[표1].

2.2 평가 도구 및 측정

2.2.1 평가 도구

활동분류카드(Activity Card Sort)는 노인들이 수행하

는 포괄적인 작업 및 활동에 대한 보유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1995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다[23]. 현재 
미국,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등에서 개별 국가
의 문화에 맞게 수정되어 뇌졸중, 시각 장애 등의 다양한 
질병과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23-28]. 

한국형 활동분류카드[29]는 55세 이상의 노인들이 수
행하는 3개 영역의 67개의 생활주기 동안 수행하는 보편
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생활활동 중 수단적 
활동이 33개, 여가 활동이 18개, 사회 활동 16개이다. 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노인들의 활동보유수준 측정이 가능
한 평가 도구이다. 이를 통하여 전체 활동에 대한 보유 
수준과 개별 활동별 보유수준을 확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형 활동분류카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 
시 급간 내 상관계수가 전체 활동에서 .87, 수단적 활동
에서 .77, 여가 활동에서 .77, 사회 활동에서 .90으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건강한 노인의 보유 활동 수준이 뇌졸중 노
인보다 높았다[29].

2.2.2 측 정

설문은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1:1 면접 방식으로 피면
접자의 주거지에서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
하였다. 면접자는 피면접자에게 설문의 목적을 우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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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설문 조사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면접자는 한국형 활동분류카드의 67개 각 활동에 대

하여 영역에 상관없이 배열된 설문지 상의 활동 제시 순
서에 따라 피면접자에게 제시하였으며 피면접자의 활동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사전에 교육된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하였다. 피설문자는 설문자가 제시한 활동에 대
하여 자신의 현재 활동 상태에 대하여 구두로 표현하도
록 하였다.

2.3 자료처리

2.3.1 자료 입력

설문 조사 자료는 아래의 계산식을 통하여 전체 활동
과 개별 활동에서 활동보유수준으로 계산하였다.

(건강한 집단의 활동보유수준(%) = [‘예전과 같은 정
도로 현재도 하고 있다.’ 항목 수  + ‘예전보다 현재는 덜 
하고 있다.’ 항목 수  ] × 1.0점/ [‘예전과 같은 정도로 현
재도 하고 있다.’ 항목 수  + ‘예전보다 현재는 덜 하고 
있다.’ 항목 수  + ‘예전에 했다가 현재는 안 하고 있다.’ 
항목 수 ] × 1.0점 × 100)

(뇌졸중 집단의 활동보유수준(%) = [‘아픈 동안에도 
했고 현재도 하고 있다.’ 항목 수  + ‘아파서 포기 했다가 
현재 다시 시작하고 있다.’ 항목 수  ] × 1.0점/ [‘아파서 
포기했고 현재도 하지 않는다.’ 항목 수  + ‘아픈 동안에
도 했고 현재도 하고 있다.’ 항목 수  + ‘아파서 포기했다
가 현재 다시 시작하고 있다.’ 항목 수 ] × 1.0점 × 100)

2.3.2 자료 분석

활동보유수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방법을 사
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정보와 활동보유수준과
의 상관관계는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단계적 선택법을 사용한 중다
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통하여 활
동보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정보를 확인하였다. 
통계프로그램으로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9.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3. 결 과

3.1 건강하거나 뇌졸중이 있는 55세 이상 성

인과 노인의 활동보유수준

건강한 집단에서 여가활동의 신문 읽기는 구성원 모두
가 수행하였으나 뇌졸중 집단에서는 88.24%만 참여하였

다. 건강한 집단에서 수단적 활동의 경우 ‘옷 수선하기'와 
'돈/자산 관리하기'는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였으나 뇌졸
중 성인에서는 87.88%와 90.63%만 참여하였다. 사회 활
동에서 '대화하기’는 건강한 집단에서 가장 높은 보유 수
준을 보였으나 뇌졸중 집단에서는 33.33%였다. 뇌졸중 
클라이언트에서 전체 활동 중 가장 활동보유수준이 높은 
활동은 ‘돈/자산 관리하기’로 90.63%였다[표2].

건강한 집단은 여가 활동에서 ‘신문읽기’, 수단적  활
동에서 ‘옷 수선하기’와 ‘돈/자산관리하기’, 사회 활동에
서 ‘대화하기’의 활동보유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뇌졸중 
집단에서는 여가 활동에서 ‘신문읽기’와 ‘정원/화분가꾸
기’, 수단적 활동에서 ‘돈/자산관리하기’, 사회 활동에서 
‘손주와 놀아주기’의 활동보유수준이 영역별로 가장 높
았다[표2]. 

건강한 집단에서 여가 활동의 최저 참여 수준은 공원
가기가 52.43%였으나 뇌졸중 집단에서도 같은 활동으로 
17.24% 였다. 건강한 집단에서 수단적 활동의 최저 보유 
수준은 ‘성묘하기’가 61.29%였으나 뇌졸중 집단에서는 
‘운전하기’로 4.76% 였다. 건강한 집단에서 사회 활동의 
최저 보유 수준은 ‘친지 방문하기’가 58.68%였으나 뇌졸
중 집단에서는 ‘친구집 방문하기‘의 11.76% 였다.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정보와의 활동보유

수준과의 상관관계

여가 활동의 활동보유수준은 뇌졸중 집단에서 나이, 
일상생활인식과 건강한 집단의 성별, 나이, 거주지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수단적 활동의 활동보유수준
은 뇌졸중 집단에서 나이, 건강상태 인식, 일상생활인식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건강한 집단에서는 성
별, 나이, 학력, 일상생활인식, 거주지역과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었다. 사회 활동의 활동보유수준은 뇌졸중 집단에
서 건강상태인식, 일상생활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으며, 건강한 집단에서는 성별, 나이, 거주지역과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뇌졸중 집단에서 유의한 상관관계
의 범위는 -.35에서 -.54로 낮았으며,  건강한 집단에서도 
-.15에서 -.49로 낮았다[표3].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정보와 활동보유수

준의 중다선형 회귀분석

뇌졸중 집단에서 활동보유수준은 세 개 영역 모두에서 
일상생활인식이 영향을 미쳤고[표4], 건강한 성인에서는 
나이, 학력, 성별, 거주지역, 배우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표 5]. 건강한 집단에서 세 가지 활동 영역 모두에서 활
동보유수준은 나이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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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정보와 전체 활동보유수준과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demographic data and entire retained level of activity

　
여가 활동 수단적 활동 사회 활동

뇌졸중 집단 건강한 집단 뇌졸중 집단 건강한 집단 뇌졸중 집단 건강한 집단
성별  -.21 -.19

*
-.19 -.30

*
-.16 -.29

*

나이   -.37*  -.24**  -.35* -.49** -.33  -.34**

학력   .23 .00  .24  -.23**  .29 -.09

건강상태인식  -.31 -.09  -.35
*

.07  -.37
*

.02

일상생활인식   -.53** -.12  -.54**  -.22**  -.45** -.09 

배우자  .00  -.10  .00  -.10 .07  -.03 

거주지역 -.12  -.15
*

 .03  -.42
**

.07   -.33
**

** p<0.01

* p<0.05

여가 활동 보유 수준 수단적 활동 보유 수준 수단적 활동 보유 수준 사회 활동 보유 수준
그룹A

* 그룹B
** 그룹A 그룹B 그룹A 그룹B 그룹A 그룹B

신문읽기 100.00 88.24 옷 수선하기 100.00 87.88 주유하기 81.60 31.25 대화하기 93.10 33.33

정원/

화분가꾸기 98.83 88.24
돈/자산 
관리하기 100.00 90.63

직장다니기/

일하기 81.46 14.81 병문안 가기 89.69 66.67

음악 듣기 95.27 54.55
집밖 

청소하기  97.69 63.64 운전하기 81.25  4.76 회식하기 89.54 73.33

텔레비전보기 92.81 86.67
집안 

청소하기  97.69 63.33 다과/간식만들기 81.13 42.42 전화통화하기 86.50 25.00

등산하기 91.30 27.27 쇼핑하기  97.39 37.93 세탁하기 78.76 21.05
가족모임 
참석하기 86.16 25.93

라디오 듣기 89.35 24.24
공중목욕탕 
이용하기  96.08 34.48 손주키우기 78.23 33.33

노인회관/경로
당 가기 85.00 15.38

휴식취하기 88.96 25.81
미용실/이발소 

이용하기  94.41 35.00
재래시장 
이용하기 75.76 24.24

결혼식/돌잔치 
참석하기 83.72 18.52

책/잡지 읽기 86.83 21.88
대중교통 
이용하기  94.08 30.30 이불 정리하기 74.81 15.38

손주와 
놀아주기 80.39 75.00

찜질방가기 83.74 56.52
식사 

준비하기  93.87 34.48
고추장/된장 

담그기 69.11 23.81
친목회/계모임

하기 79.66 16.67

산책하기/걷기 82.82 25.81 설거지하기  93.87 89.66 다림질하기 68.15 15.63
회갑/고희연 
참석하기 76.87 16.67

텃밭가꾸기 81.82 19.23
관공서 
이용하기  93.01 83.33 휴식 취하기 67.86 11.11

종교 
활동하기 76.09 18.52

자전거 타기 78.95 27.27 약 먹기  92.26 26.67 옷 정리하기 66.36 25.00
장례식 
참석하기 74.81 29.17

앉아서 
사색하기 75.65 16.00

병원 
진료받기  92.16 33.33 차량 관리하기 64.06 37.50

마을행사 
참석하기 74.77 27.27

화투/카드 
놀이하기 71.61 67.65

집 
유지/보수하기  90.64 34.48 제사모시기 62.34 13.79

졸업식/입학식 
참석하기 68.99 39.13

장기/바둑하기 69.43 21.88
가족모임 
참석하기  89.66 23.33 성묘하기 61.29 12.90

친구집 
방문하기 62.92 11.76

성경/불경 
읽기 67.32 71.88 간호하기  89.35 31.25 친지방문하기 58.68 33.33

국내 
관광/여행하기 63.16 39.13

쓰레기 
버리기  84.83 28.13

공원가기 52.43 17.24 세차하기  83.43 25.00
* 건강한 집단
** 뇌졸중 집단

[표 2]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의 개별 활동별 활동보유수준(%)

[Table 2] Retained activity level of healthy elderly and elderly with stroke according to individu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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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뇌졸중 집단의 활동보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선형 회귀분석
[Table 4] Multiple Linear Regression of factors affecting retained level of activity

　 B 표준오차 β t Adj R2 F

여가활동 일상생활인식 -13.21 3.94 -.51 -3.35
**

.26 11.25
***

수단적 활동 일상생활인식 -14.09 4.20 -.51 -3.35** .23 11.25***

사회활동 일상생활인식 -14.21 4.33 -.51 -3.35** .23 11.23***

*** p<0.001
**

 p<0.01

[표 5] 건강한 집단의 활동보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선형 회귀분석
[Table 5] Multiple Linear Regression of factors affecting retained level of activity

　 B 표준오차 β t Adj R2 F

여가활동
나이  -.35  .18 -.35 -3.93** .05 11.08**

학력  -.32 1.24 -.32 -3.55
**

.09  9.70
***

성별  -.23 3.02 -.28 -2.87** .11  8.73***

거주지역  -.14 3.13 -.14 -2.05** .13  7.75***

수단적 활동
나이  -.69  .15 -.40 -4.33

**
.18 41.00

***

배우자 -2.76 1.05 -.23 -2.64** .20 23.00***

학력 -2.16 .99 -.18 -2.16* .22 17.22***

사회활동
배우자 -4.62 1.68 -.27 -2.74

**
.13 27.06

***

학력 -6.06 1.48 -.36 -4.08** .16 17.43***

나이  -.74  .23 -.29 -3.18** .20 15.61***

성별 -8.90 3.79 -.19 -2.35
**

.22 13.40
***

*** p<0.001
**

 p<0.01
* p<0.05

4. 고 찰

성인기에서 퇴직 후 기간 및 노년기 삶의 질은 어떻게 
의미있고 보람되게 생활 시간을 보내느냐에 좌우하게 된
다.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로 
의미있는 활동과의 관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8], 
생애주기에 있어 의미있는 활동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8, 17,19].

작업치료사들은 클라이언트의 활동 참여를 통한 독립
적인 삶을 유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19]. 클라이언트의 균형잡히고 
보편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위하여 클라이언트 개인
의 선호 활동 뿐만아니라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에
서 활동과 보유 수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55세 이상의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에서 활
동 과 보유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는 국내의 55
세 이상 성인들이 수행하는 보편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보유수준 계산이 가능하다. 이전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제시되어 있다[29]. 활동 참여와 관련
된 이전 연구에서는 타임테이블에 작성된 활동에 대하여 
일과중 48시간 내외의 시간 사용량을 분석하였으나[19] 
본 연구에서는 일과를 벗어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보편

적인 활동에 대한 활동보유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
형 활동분류카드를 사용하였다.

건강한 집단에서 여가 활동중 ‘신문 읽기’는 모든 구
성원이 참여하였으나 뇌졸중 집단에서는 88.24%만 보유
하였다. 수단적 활동에서 ‘옷 수선하기’와 ‘돈/자산 관리
하기’는 건강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보유하였으나 뇌
졸중 집단에서 87.88%와 90.63%가 참여하였다.

사회 활동에서 ‘대화하기’는 건강한 집단에서 가장 높
은 활동보유수준을 보였으나 뇌졸중 집단에서는 39.13%
였다. 결과에서 건강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활동
은 모두 50%이상의 활동보유수준을 보였고 건강한 집단
에서 보유수준이 높은 활동이 뇌졸중 성인에서 높게 나
오지 않았다. 이와같은 내용에서 55세 이상의 건강한 집
단에서 전반적인 활동보유수준이 뇌졸중 집단에서 감소
하여 노년기 뇌졸중에 의한 활동 참여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한 집단에서의 보유활동수준은 세 영역 모두에서 
성별, 나이, 거주지역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뇌졸중 집단에서의 활동보유수준은 세 영역 모두
에서 일상생활인식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회
귀분석 결과에서도 뇌졸중 집단의 활동보유수준은 일상
생활인식과 유의하였으나 건강한 집단의 활동보유수준은 
성별, 나이, 학력, 배우자 유뮤, 거주 지역등과 유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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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같은 결과에서 55세 이상의 건강한 집단과 뇌졸
중 집단에서 활동보유수준의 양상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30 미만인 경우 약한 상관성, 
.30에서 .70사이인 경우 중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30]. 본 연구에서 상관성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있었
으나 상관관계의 정도는 중간 수준 이하였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다선형 회귀분석 결과에서 여가활동 참여 시 배우자
의 유무에 따른 영향은 임창희와 한수진[31]의 연구와 달
리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단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 참
여는 배우자의 유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본 결과에서 
나타나 활동 유형에 따라 변인들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뇌졸중 집단의 활동 참여는 뇌졸중 발병 
1년 동안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이후에는 차이가 없
다는 보고가 있었다[32]. 본 연구는 뇌졸중 후 6개월 이상
의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뇌졸중 후 증상이 안정화
되는 6개월 이후에는 성별에 따른 활동 참여의 영향이 미
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뇌졸중 집단의 참여 활동 수준은 건강한 
집단에 비하여 전체적인 수준이 낮으며 건강한 성인들과
는 보유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건강한 집단과는 독립된 개별 집단으로서 뇌졸중 
집단의 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한 집단에서 대상자를 확대한 연령대별 활동보유수
준 및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뇌졸중 집단의 활동보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건강관련 전문가들이 55세 이상의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에서 균형잡힌 활동 참여를 유지 및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노화 및 특정 질환에 
따른 활동보유수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여 이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학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보
유 활동 분석 시 참여 활동의 범위를 일상적인 활동을 벗
어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여가 활동, 사회 활동에 까지 
범위를 넓혔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에서 참여하는 활동과 보유 수준을 
확인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집단간 특이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건강한 집단에서 모든 구성원이 수행하
는 활동들이 뇌졸중 집단에서 활동보유수준의 감소를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상관관계 및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도 

55세 이상의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에서 유의미한 
변인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에서 활동보유수준의 양상이 차이가 
있으며, 뇌졸중에 의한 활동보유수준의 변화는 건강한 집
단과 달리 대상자의 생태학적 정보뿐만 보다 개인의 인
식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활동 참여의 변화에 대한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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