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뇌졸 은 뇌 의 순환장애로 뇌 신경세포의 산소공

이 단되고 이로 인해 신체에 다양한 신경학 증상

을 동반한다[1]. 뇌졸 은 단일질환으로는 사망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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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치료 몰입과 삶의 질 간의 상 계를 알아보고,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함이다. 총 13개 병원에서 입원 인 뇌졸 환자 249명을 상으로 상지기능, 일상생

활활동, 치료 몰입과 삶의 질을 치료사와 연구자가 평가하 다. 그 결과,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r=.312, p<.001), 일상생

활활동(r=.605, p<.001), 치료 몰입(r=.525, p<.001)이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뇌졸 환자의 삶의 질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치료 몰입(β=.344, p<.001), 일상생활활동(β=.293, p<.001), 발병기간(β=.145, p<.05)은 뇌졸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요인은 삶의 질을 35.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5.736, p<.001). 이를 통하여 치료 몰입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치료

몰입에 한 계속 인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 뇌졸 ,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치료 몰입, 삶의 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upper extremity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quality of life and therapeutic flow in stroke clients and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rapeutic flow. 

Total 249 stroke patients from 13 hospitals were measure at therapist and researcher for upper extremity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rapeutic flow and quality of life. Factors that affect the quality of life correlation as 

s result of positively correlated with upper extremity function(r=.312, p<.001), activities of daily living(r=.605, 

p<.001), therapeutic flow(r=.525, p<.001). And the effect on quality of life in stroke clients variables affecting 

therapeutic flow(β=.344, p<.001), activities of daily living(β=.293, p<.05) and Time since of onset(β=.145, p<.05) 

were the order of analysis.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35.9% of variances(F=35.736, p<.001).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rapeutic flow in stroke clients is an important factor for quality of life, future therapeutic flow study 

will continue to be needed.

Key Words : Stroke, Upper extremity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rapeutic flow, Quality of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2, pp. 417-425,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12.417



한 디지 정책학회논 지 제16  제12호418

로서, 높은 장애 발생률과 합병증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2].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건

강인식의 변화로 생존율이 증가되었지만, 반 로 생존한

뇌졸 환자들은 만성 인 장애로 인한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3]. 만성 인 장애는 표 으로 편마비를 비

롯한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시야장애, 연하곤란,

의식소실, 인지 하 등 다양한 장애를 포함한다[4].

이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 장애는 가장 일반 인

운동장애 상으로, 약 88%가 상지기능 장애를경험하며

완 한 움직임 는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5]. 상지기

능의 장애는 옷입기, 개인 리와 같은 일상생활 역의

제한과 함께 사회 활동수 감소를 래하여 삶의 질

에도 향을 미친다[6].

뇌졸 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장애는 일상생활에

이며 기본 으로 필요한 행동인 자조 리, 소변

조 , 운동성, 이동성과 의사소통 등 생활에 기본이 되는

일상생활활동의 어려움이다[7]. 독립 이지 못한 일상생

활활동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무력감과 우울증에 빠지

며 이로 인해 사회 기능장애로 삶의 질이 하된다[8].

모든 인간은 최고의 삶의 질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뇌졸 환자의 경우 발병 후 만성 이고 다양한 장애로

어려움을 겪기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문제는

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9]. 다행히도뇌졸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통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양질의 삶

의 추구가 가능하다[10]. 따라서, 뇌졸 치료의 최 목

표는 환자의 기능 인 독립성을 향상시켜 이 역할을

되찾고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진함으로 삶의 질을 높

이는 것이라 할 수있다[11]. 최근삶의 질의 요성이 증

가함에 따라 뇌졸 환자의 삶에 질에 한 연구는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져있다. 많은 연구에서 뇌졸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신체 기능[12-14], 인지

기능[15,16], 정서 요인[9,17,18], 사회 지지[18,19], 재

활동기[20], 생행동 변화[19]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삶의 질은 주 만족, 정 , 부정 정서 경험 수

의 정도 등[21] 주 이고 다차원 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뇌졸 환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

을 해서 기존에 밝 지지 않은 새로운 요인을 탐색하

고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뇌졸 환자에게 실시되

는 재활치료는환자가수동 으로 참여하는 수술과 달리,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으로[22], 환자의 극 인 참여가

필수 이다. 이에 재활치료 환자가 치료에 능동 으

로 참여하여 몰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치료 몰입이

뇌졸 후 기능회복과삶의 질향상에한 요인으로보고

되고 있다.

몰입(flow)은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집 하며,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순수하게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상태로 정의된다[23]. 명확한 목표가 주

어졌을 때와 도 하는 활동(challenge)와 상자의 기술

(skill)의 균형이라는 두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거의 모

든 활동에서 구나 몰입이 가능하다[24]. 몰입은 높은

집 력을 유지하면서 활동에 능동 으로 참여하게 함으

로서 건강과 기능 향상에 효과 이며[25], 만족감, 행복

함, 정 인 정서, 자부심, 역할 만족감, 일의 생산성과

동기 부여 향상, 삶의 질 향상 등을 가능하게 한다[26].

최근 재활치료 역에서도 치료 몰입에 한 연구

가 시행되고 있다. 련 선행 연구로 몰입을 진하는 활

동을 통한 집 력, 집행기능 등 인지기능 향상[27], 몰입

활동을 통한 자신감 향상, 정 인 자아상과 만족감 향

상[25], 몰입을 활용한 기능 작업치료를 통한 상지기능

과 일상생활활동 향상[28], 몰입기반 치료를 통한 일상생

활활동, 삶의 질과 몰입 향상[29], 심리사회 요인과 치

료 몰입간의 상 성 연구[30] 등이 있다.

몰입은 신체 움직임과 함께 정신 집 이 필요로

하는 활동과 계되어 있기에 재활치료와 높은 상 성이

있지만, 심리학을 비롯한 타 분야에 비하여 재활치료 분

야에서 실시된 연구는 제한 이며, 더욱이 뇌졸 환자

를 상으로 실시된연구 역시마찬가지다. Kim et al[29]

의 연구에서 치료 몰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단편

인 후 결과만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뇌졸 환자의 삶

의 질에 한 연구는 치료 몰입과 어떠한 상 성이 있

는지,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아직밝 진바 없으며, 뇌

졸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하여 치료 몰입을 거

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뇌졸 환자의 새로운 요인으로 고려

되는 치료 몰입을 포함하여, 기존에 연구된 가장 표

요인인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간의 어떤

상 성이 있는지, 그리고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뇌졸 환자의 삶

의 질에 련된 치료 몰입에 한 기 자료와 그 요

성을 제공함과함께 더효과 인 삶의질 향상방안에

해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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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 목적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뇌졸 환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차이

를 악한다.

둘째,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치료

몰입과 삶의 질 간의 계를 악한다.

셋째, 뇌졸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악한

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치

료 몰입과 삶의 질 간의 계를 악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향요인을 확인하기 한 상 성조사 연구이다.

2.2 연 대상  연 기간

본 연구는 2018년 6월부터 동년 8월까지 구 역시,

부산 역시와 경상남․북도에 소재한 13개의 종합병원,

재활 문병원 요양병원에서 뇌졸 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 인 뇌졸 환자 249명을 상으로 실시

하 다. 표집인원은 G power 3.1.5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 (f)=.15, 유의수 (α)=.05, 검정력=.95로 용한

결과 172명이 정 인원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는 249

명으로 정 표본수를 충족하 다.

구체 인 상자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뇌졸

발병 후 2년 미만인 자, 둘째, 한국 간이정신상태

별검사(MMSE-K)에서 24 이상으로 인지기능에 손상

이 없는 자, 셋째, 의사소통, 이해 표 실어증, 시력,

청력 기능에 장애가 없는 자,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취지

를 이해하고 자발 으로 참여한 자 다.

2.3 연  도

2.3.1 한  간 정신상태 별 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version: 

      MMSE-K)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는 치매의 진단 일반

인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데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31]. 6개의 항목으로지남력, 기억등록, 기억회상, 주의집

계산, 언어기능, 이해 단 등 총 12문항으로구

성되어 있고, 10분 이내의 시간에 평가가 가능하다. 총

30 을 만 으로, 24 이상 ‘확정 정상’, 20-23 ‘치매

의심’, 19 이하를 ‘확정 치매’로 평가한다.

2.3.2 뇌졸  상지기  검사

      (Manual Function Test:　MFT)

뇌졸 상지기능 검사는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

동작 능력을 평가하기 해 개발된 평가도구로, 가장 일

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뇌졸 상지기능 검사는 상지

운동 4항목, 장악력 2항목, 손가락 조작 2항목으로 총 32

개의 하 검사로 구성되어있다. 각 검사를 수행할때마

다 1 씩, 불가능한 경우 0 이며, 총 은 32 으로 3.125

배하여 100 만 으로 환산하여 사용하며[32], 본 연구

에서는 32 을 만 으로 사용하 다.

2.3.3 수정  델 덱스

      (Modified Barthel Index: MBI)

수정된 바델 인덱스는 항목의 민감성, 간편성, 달성,

확장성과 채 의 용의함 등의 이유로 의사와 재활 역

의 문가들이 리 사용하는 일상생활활동 평가도구이

다. 본 도구는 자기 리 7가지항목과 이동능력 3가지 항

목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는 100 을 만

으로, 0-24 은 완 의존, 25-49 은 증도 의존,

50-74 은 도 의존, 75-90 은 경증 의존, 91-99 은

최소 의존을 나타낸다[28].

2.3.4 몰 상태 척도 (Flow State Scale: FSS)

상자의 치료 몰입을 평가하기 하여 몰입상태

척도를 사용하 다. 몰입상태 척도는 총 9개 역, 총 36

문항, 5단계 척도(1 -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로 구성되어 있다. 수는 최하 36 에서 최 180

으로, 수가 높을수록 몰입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18].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91이었다.

2.3.5 뇌졸  특  삶  질 척도(Stroke Specific 

Quality Of Life: SS-QOL)

상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해 Stroke-Specific

Quality of Life를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뇌졸 특이

삶의 질 척도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일반 인 삶의 질

평가로서는 간과하기 쉬운 역들을 포함시켜 뇌졸 환

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해 개발된 척도로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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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총 49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는 5 척도

로 총 은 최소 49 최 245 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 .87이었다.

2.4 연  절차

본 연구의 차로 먼 해당 기 의 승인 하에 본 연

구자가 방문하여 상자 선정 기 에 부합하는 연구

상자를 선정하 다. 그리고 연구 상자에게 연구에

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자발 인 동의를 얻었다. 이후 정

해진 일정에 따라 해당 기 을 다시 방문하여 재활치료

시간이 끝난 이후 담당 치료사와 함께 연구 상자의 상

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치료 몰입과 삶의 질을 각각 평

가하 다.

2.5 리적 고려

본 연구의 평가 결과는 순수하게 연구의 목 으로만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F

Adjusted R
Square

B Std. Error Beta

Constant 34.707 9.762 3.555 .000

35.736
.

.359

Time since of
onset stroke

3.931 1.421 .145 2.766 .006*

Upper extremity
function

.380 .269 .083 1.421 .159

Activities of daily
living

.605 .132 .293 4.580 .000**

Therapeutic flow .424 .069 .344 6.17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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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Factors affect in quality of life  

Upper extremity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rapeutic flow Quality of life

Upper extremity function 1

Activities of daily living .489** 1

Therapeutic flow .140* .403** 1

Quality of life .288** .487** .4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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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rrelations among quality of life and Upper extremity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rapeutic flow

Characteristics Category Subjects Percentage(%)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164 65.9

1.748 .082
Female 85 34.1

Age

Below 40 31 12.4

1.381 .264

40-49 57 22.9

50-59 94 37.8

60-69 58 23.3

Over 70 9 3.6

Etiology
Hemorrhage 105 42.2

-1.904 .058
Infarction 144 57.8

affected side

Right 93 37.3

2.774 .064Left 138 55.4

Both 18 7.2

Time since of
onset stroke (mo)

6< 60 24.1

4.494 .004* a,b<d
6-12< 39 15.7

12-18< 62 24.9

18-24< 88 35.3
*p<.05, **p<.001

Table 1. Difference of quality of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for subjects 
(N=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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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며, 자료 보 기간이 지난 이후 모든 자료를 기

할 것을 약속하 다. 한 자발 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

에 동의를 받아 실시함으로서, 윤리 측면을 고려하 다.

2.6 료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하여 SPSS for

window 21.0을 사용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은 기술통계량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으

며, 일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t-test, ANOVA로 분

석하 으며,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 다.

그리고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치료

몰입과 삶의 질 간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하여 피어슨

상 계수를 실시하 으며,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통

계학 유의수 α=.05로 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적 특 에 따  삶  질 차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

자 164명(65.9%), 여자 85명(34.1%)로 남자가 더 많았으

며, 연령은 50-59세가 94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뇌

졸 원인으로는 뇌경색 144명(57.8%)이 뇌출 105명

(42.2%) 보다 더 많았으며, 손상측은 왼쪽이 138명

(55.4%)으로 가장 많았다. 발병기간은 18-24개월 미만이

88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

별, 연령, 원인, 손상측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발병

기간(p=.02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발병기간은 ‘6개월 미만‘과 ’6-12개월 미만‘보다

’18-24개월 미만‘에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상지기 , 상생활활동, 치료적 몰 과 삶  

질 간  상 계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치료 몰입

과삶의질간의상 계는Table 2을통하여제시하 다.

삶의 질과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가진 요인

을 살펴보면 상지기능(r=.312, p<.001), 일상생활활동

(r=.605, p<.001), 치료 몰입(r=.525 p<.001)이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즉,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과 치

료 몰입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3.3 삶  질에 향  미치   

뇌졸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하여 일반 특성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발병

기간 요인과 상 계에서유의한차이를 보인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치료 몰입을 각각변수로 지정하 으며,

발병기간은 더미변수 처리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치료 몰입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 다 공선

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분산팽창 계수를 확인하

으며, 분산팽창 계수가 10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 값이

.10보다 컸기 때문에,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ston 통계량이 1.941으로 기 값인 2에 가깝

고 0 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 으며, 표 화 잔차의 산 도 결과 일정한 패턴

을 그리지 않고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등분산 가정을 만

족하 다. F값(35.736)은 통계학 으로 유의미하 으며

(p<.001), 수정된 결정 계수(R²)는 .359으로, 변수들은 뇌

졸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에 한 설명력은

35.9%로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로, 치료 몰입(β=.344, p<.001), 일상생활

활동(β=.293, p<.001), 발병기간(β=.145, p<.005)이 뇌졸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

되었다.

4. 고찰  결론

뇌졸 은 생존 후 잔존하는 여러 증상으로 인하여 일

상생활활동 수행이 하되고, 삶의 질 감소등 많은 어려

움을 나타내어 개인 , 사회 비용 손실이 높은 질환이

다. 이 삶의 질에 한 최근 높은 심은 의료분야에서

도 요한 치료 목표가 된다[33]. 이에 본 연구는 뇌졸

환자의 성공 인 재활과 삶의 질에 요한 요인으로

새롭게 고려되는 치료 몰입을 포함하여 상지기능, 일

상생활활동과 삶의 질 간의 상 성을 알아보고, 확인된

련요인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뇌졸 환자의

치료 몰입과 삶의 질 간의 상 성 연구가 무한 상황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뇌졸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증 근거로 활용될 수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하여 2018년 6월부터 동년 8월까지 구 역시, 부산

역시와 경상남․북도에 소재한 13개의 종합병원,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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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요양병원에서 뇌졸 환자 249명을 상으로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치료 몰입과 삶의 질을 각각

평가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검정한

결과 발병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발병기간

은 ‘6개월 미만‘과 ‘6-12개월 미만’보다 ‘18-24개월 미만’

에서 삶의 질이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34]에서 발병 기간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뇌졸 환자는 발병 후 여러장애를 동반함으로

써 참여의 제한을 나타내어 발병 보다 삶의 질이 감소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 회복과 함께 장애와

실에 한 순응의 이유로 인하여 ‘6개월 미만’과 ‘6-12

개월 미만’보다 ‘2년 미만‘인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았다고

사료된다.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r=.312, p<.001), 일상생활활

동(r=.605, p<.001), 치료 몰입(r=.525 p<.001)은 삶의

질과 유의한 양의 상 성을 보 다(p<.001). 선행 연구

[35]에서 상지기능과 삶의 질은 유의한 상 계를 보고

하 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 장애는 일상생활활동에 어

려움을 래하여 삶의 질을 해시키는 요인으로. 사회

활동, 져활동 수행과 연 성이 있기에 상지기능에 따

른 참여 정도로 인하여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상지기능 향상을 한 다양한 치료

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뇌졸 환자의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

은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며(p<.001), 선행 연구들

[9,12,13,19]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상생활활동의 의존성은 무력감과 우울증으로 이어지

며, 만족감과 활동 참여의 감소로 인해 궁극 으로 신체

기능 회복과 삶의 질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12]. 뇌졸

발병 후 약 75%의 환자들이 일상생활활동에 어려움

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뇌졸 과 같은 일상생활활동

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으로 시행되는 재

활은 일상생활활동 향상에 이 맞추어져야 하겠다.

한 본 연구에서 뇌졸 환자의 치료 몰입과 삶의

질은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p<.001). 비록뇌졸 환

자를 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는 없지만, 몰입 경험과

삶의 질 간의 상 성은 이미 여러 연구[22,23,27,35,36]를

통하여 보고되었다. 이는 스스로 활동에 몰입을 하게 되

면 높은 집 력과 자기조 이 나타나므로, 최상의 수행

결과를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과 함께 삶의질

에 향을 미친다[35]. 한 몰입 자체가 즐거운 경험으

로써 가치, 기쁨과 의미 등을 부여하기에 삶의 질과 큰

연 이 있으므로[28], 재활치료에 몰입하는 정도인 치료

몰입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뇌졸 환자의 재활치료가 치료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재 역시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결과 발병기간,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치료 몰입을독립변인으로 선

정하여 모형 합도를 알아보기 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35.736으로 통계학 으로 유의하 으며, 모델

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35.9%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치료 몰입(β

=.344, p<.001), 일상생활활동(β=.293, p<.001), 발병기간

(β=.145, p<.005)이 뇌졸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먼 치료 몰입은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주요한요

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Ragheb & Gtiffith[37], Kang

et al[38]의 연구에서는몰입 경험의 정도는삶의 질에

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이라 보고하 으며,

Csikszentmihalyi[24] 역시 몰입 경험은 삶의 질에 가장

강한 향을 다고 하 다. 이는 몰입이 외 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만족을 느끼

며 이러한 만족 자체가 내 인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이러한만족감을 통하여 삶의 질에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는 그동안 재활치료 분야에서

상 으로 간과되어온 치료 몰입이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임임을 주장하며, 치료 몰입의 요

성을 시사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편 인

연구로는그근거가부족하니지속 인연구가필요하겠다.

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활동 역시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선행연

구[12,13,39]들에서 일상생활활동이 삶의 질에 가장 요

한 향 요인이라 보고한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

한다. 일상생활활동은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수 인 기능

수행으로 이러한 일상생활활동의 독립성 정도에 따라

역할, 정서 ,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나타내므로. 삶의질

에 향을 미치는 강한 인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

구는 일상생활활동이 기본 인 일상생활활동(BADL)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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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으니, 향후 수단 일상생활활동(IADL)을 포함

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발병기간이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

으로 분석되었다. 선행 연구[34]의 연구에서 발병기간이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인자라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발병 과 비교하여 발병 후 성기에는 갑작스러

운 신체 , 정신 , 사회 , 환경 변화와 함께 동반된

다양한 장애로 인하여 삶의 질이 낮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 으로 기능 회복과 실 순응 확 의 의미

로 해석할 수있겠다. 하지만 한연구[39]에서는 2년미만

인 환자가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의 환자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하 으니, 본 연구는 2년 미만인 상자만으

로 실시하 으므로, 본연구의 결과인발병기간이 2년 미

만인 상자로 한정하며, 향후 2년 이상의 다양한발병기

간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지기능과 삶의 질 간의 상 계에

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 지만, 삶의 질에 향을 미치

는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지는 않았다. Niemi[40]는 뇌

졸 으로 입원 후 재활치료로 인해 회복이 잘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상자의 약 83%가 뇌졸 발병 과 비교

하여 삶의 질이 감소하 다고 하 다, 이는 삶의 질이라

는 개념 자체가 범 하고 포 이며주 인 것이므

로, 상지기능이 상 으로 좋을지라도 본인이 느끼는

주 인 삶의 질은 발병 이 삶에 비해서 낮았을 것이

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뇌졸 환자의 치료 몰입, 일상생

활활동과 발병기간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알 수있었다. 본 연구는 뇌졸 환자들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인 치료 몰입의 향

과 요성을 밝히고 향후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

사 다는 에 의미있는 연구라 할수 있으나 몇가지 보

완해야 할사항이있다. 첫째, 삶의 질은포 인개념으

로 신체 , 정신 , 정서 , 사회 지지, 일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종합 인 평가가 요구된다. 둘째,

여러 기 의 뇌졸 환자를 상으로연구를 진행함으로

써, 개개인의 환경 인 차이로 인해 연구 결과에 향을

미쳤을 수있을것이다. 셋째, 더다양한 상자를포함한

종합 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일시 인 연구가

아닌, 치료 몰입의 요성을뒷받침 할 수 있는지 지속

인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본연구의 결과를 통하여삶의 질에 향을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 고, 치료 몰입을 뇌졸 재활에서 고

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주장한다. 더 나아가 향후치료

몰입에 한 임상 평가와 함께 상자들의 치료

몰입을 높이기 한 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뇌졸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본연구

의 단 을 보완하여 향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재활

치료에서 뇌졸 환자의 성공 인 재활과 삶의 질 향상

을 한 거로 치료 몰입이 활용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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