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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재활동기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재활병
원 및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뇌졸중 환자 138명으로 일대일 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료는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연
구결과, 뇌졸중 환자의 재활동기는 임파워먼트(r=.467,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지각한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회귀분석 시 재활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파워먼트(β=.432, p<.001)

였고, 다음으로 주간호자(β=.175, p=.023)로 확인되었으며, 이 변인들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동기를 총 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뇌졸중 환자의 재활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들 영향요인을 고려
한 융복합적 치료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 스트레스, 임파워먼트, 재활, 동기, 뇌졸중, 환자,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been done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rehabilitation motive 
of stroke patients. A sample of 138 stroke patients in Long-term Care and rehabilitation hospitals completed 
questionnaires through face – to – face interview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habilitation motive of stroke 
pacients was correlated with empowerment (r=.467, p<.001), but not with perceived stress(r=.-.186, p=.029). In 
a multiple regression, empowerment (β=.432, p<.001) and primary care-giver (β=.175, p=.023) were associated 
with rehabilitation motive. These factors attributed to 24% of the total variance in rehabilitation motive. 
Therefore, the study finding suggests that these significant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onvergent care strategies for stroke patients in order to promote their rehabilitation 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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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뇌졸 은 뇌에 액을 공 하고 있는 이 막히거

나 터져서 뇌세포 손상을 일으켜 뇌 의 순환장애로 

인한 신경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각한 

장애를 래한다[1]. 우리나라의 경우 뇌졸 은 인구 10

만 명당 50.3명으로 사망원인 2 , 단일 질환으로는 1

로 보고되고 있다[2]. 뇌졸 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

률이 크게 증가하며 고 압, 고지 증, 당뇨 등의 만성 질

환이 험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65세 이상

의 노인 인구는 10명  1명인 12.7%이었고 2040년의 노

인 인구는 32.3%로 인구 10명  3명에 달할 것으로 망

되어[3] 노령화에 따라 뇌졸 에 이환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

재활은 뇌졸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매우 요한 요

소로서[4], 뇌졸  진단 후 입원 3개월 동안의 재활은 뇌

졸  후 10년 동안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5].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고 변실 이나 요실

, 보행장애, 실어증이나 구음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등

의 많은 문제로 일상생활이 제한된 뇌졸  환자에게 재

활은 필수 인 요소이다[1]. 이러한 오랜 기간의 힘든 재

활과정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고 극복하려는 환자 

스스로의 참여는 매우 요하며 이는 어떤 일이나 행동

을 스스로 일으키게 하거나 마음을 먹게 하는 동기가 있

어야 가능하다[6]. 재활은 그 과정에 있어 환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7] 환자 자신이 재활을 하고자 하는 

재활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재활의 성

과는 기 하기 어렵다고 하겠다[8].

재활동기란 환자가 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 자율성, 

환경과의 계성에 의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 한 실 하

여 잔존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변화된 삶에 응하기 

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심리  욕구를 말한다[9]. 즉 재활

동기는 재활과정에서 재활의 효과를 결정하는 심리  과

정으로 재활욕구, 재활에 한 신뢰, 용기, 가치실  등을 

포함하여 재활의 성과에 향을 미친다[10]. 재활동기가 

높을수록 재활에 한 이해가 높고 재활 속도가 증가하

여 재활시간이 단축되며[11], 재활성과와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8]. 따라서 효율

으로 뇌졸  환자의 재활성과를 달성하고 궁극 으로 그

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극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에 독립 이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던 뇌졸  

환자는 뇌졸 이라는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운동, 감

각, 인지, 언어, 연하, 배뇨  배변 장애 등의 신체장애 

뿐 아니라 정서장애, 인격변화, 기억력 상실, 자가간호 결

여 등의 제한과 함께 사회  기능이 하되어[1]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변화, 환경 변화, 일상생활의 제한[12] 

등으로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한다. 스트 스는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며 평가되므로 이에 한 처 능력과 

주어진 자원의 활용 능력에 따라 정  는 부정  

응을 가져온다[13].  환자는 뇌졸 으로 인한 장기 이고 

지속 인 스트 스에 히 처하지 못하면 압박감이

나 긴장 등의 상태가 지속되어 불안, 우울, 좌 과 같은 

정서반응을 겪게 되고, 행동 장애 등의 부 한 반응이 

나타난다[14]. 뇌졸  환자의 스트 스는 신체기능  일

상생활활동에서의 장애가 주요 원인이 되고, 편마비로 

인하여 스트 스가 더욱 가 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

을 경우에는 재활동기를 감소시키고[15] 더 나아가 재

활의 결과에 부정  향을 주게 되어[16] 결국 신체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17,18].

한편, 임 워먼트는 본질 인 심리  과정으로 주

인 상이다[19]. 임 워먼트 이론에서 요한 것은 개인

 차원에서 워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며[20], 워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

고자 하며, 자신의 상황에 작용하거나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21]. 임 워먼트란 각자의 능

력에 한 개인 인 신념을 강화시키는 행동으로 단순히 

외  행동의 변화모습 보다는 사람의 내  신념의 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2]. 동기부여  측면에서 임 워

먼트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단이 형성되는 과정으

로서[21], 오랜 시간 지속 인 재활이 요구되는 뇌졸  

환자에게 스스로의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자기 

리를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재활동기에도 주요한 향을 미칠 것이라 측된다. 이

러한 임 워먼트를 통한 재활동기의 강화는 재활을 한 

환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한 문제해결과 자기방향성

을 증진시키고 인 계나 환경의 상호작용능력을 발

시켜[23] 환자의 재활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

라 생각된다. 즉 뇌졸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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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환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임 워먼트가 형성되어 재활동기를 강화시켜 자신이 처

한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역량이 발

되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24]. 따라서 임

워먼트는 재활동기를 강화시키는 주요 내  자원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지 까지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와 련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주로 일상생활활동 수행력  자아존

감[25], 삶의 질[26], 행동유형  스트 스[27], 사회 지

지[28] 등의 변인과 련성을 조사한 연구들이 소수 있었

다. 한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가족지지, 우울[29], 부부 계, 활동상태, 월수입

[30] 등이 확인된 수 에 불과하다. 따라서 뇌졸  환자

를 상으로 이들의 재활동기를 조사한 연구는 재 매

우 미미한 수 이며 재활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 역시 매우 제한 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융복합  근으로 뇌졸  환자를 

상으로 하여 뇌졸  환자가 지각한 스트 스, 임 워먼

트  재활동기의 정도와 계를 악하고 이들 변인이 

재활동기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여 뇌졸  환자들의 재

활동기를 극 화시킬 수 있는 효과 인 융복합  간호

재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뇌졸  환자를 상으로 지각한 스

트 스, 임 워먼트, 재활동기의 정도와 그 계를 악

하며 재활동기에의 향요인을 규명하기 한 것으로 구

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지각한 스트 스, 임 워먼트, 재활동기 

정도를 악한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지각한 스트 스, 임 

워먼트, 재활동기의 정도를 악한다.

3) 상자의 지각한 스트 스, 임 워먼트, 재활동기 

간의 상 계를 악한다.

4) 상자의 재활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뇌졸  환자의 지각한 스트 스, 임 워먼

트  재활동기의 정도와 이들의 상 계를 규명하고 

재활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B 역시에 소재한 4개의 재활병

원과 5개의 요양병원에 재활치료를 해 입원 인 환자

로, 본 연구의 목 과 설명을 이해하고 연구참여를 서면

으로 동의한 자로 하 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7 

program으로 다 회귀분석에서 유의수  .05, 효과크기

는 간크기인 .15, 검정력 .95, 측요인 13개로 설정하

여 계산하 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130명이었다. 미응답

률 10%를 고려해서 총 143부를 배부하여 회수하 으며, 

그  응답이 부 한 5부를 제외하고 138부(96.5%)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상자의 구체 인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1) 뇌졸 으로 진단받고 재활병원 는 요양병원에 입

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자

2) 자신의 진단명을 뇌졸 으로 알고 있는 만 20세 이

상인 자

3) K-MMSE 검사 상 23  이상으로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본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

발 으로 동의한 자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뇌졸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7개 문항, 질환 련 특성 4개 문항, 지각한 스트

스 25개 문항, 임 워먼트 28개 문항, 재활동기 27개의 문

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 

2.3.1 지각한 스트레스 측정도구

지각한 스트 스는 Neuman[14]의 스트 스 요인을 

근간으로 Park[16]이 개발한 스트 스 측정도구를 사용

하여 조사하 다. 이 도구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개인 내

 스트 스, 개인 간 스트 스, 개인 외  스트 스의 3

개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

의 범 는 25 에서 125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지

각한 스트 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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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으로 동일하 다. 

2.3.2 임파워먼트 측정도구

임 워먼트는 Rogers 등[31] 이 개발한 임 워먼트 측

정도구를 Lee[3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이 도구는 총 28개의 문항으로 자기존 -자기효능, 힘-

무기력, 지역사회참여  자율성, 직  시각  미래에 

한 통제력, 정당한 분노의 5개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4 으로 수의 범 는 28 에서 112 까

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임 워먼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

이었으며 Lee[3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2 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1이었다.

2.3.3 재활동기 측정도구

재활동기는 Han[9]이 장애인을 상으로 개발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이 도구는 총 27개 문항으

로 과제 지향  동기, 변화 지향  동기, 의무  동기, 외

부  동기, 무동기인 5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가’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재활동기가 높음을 의

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 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

이었다.

2.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먼  B 역시 소재 K 학교의 기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IRB No: KU IRB 2014-44)을 받았다. 이

후 B 역시 소재 4개의 재활병원과 5개의 요양병원의 병

원장, 간호 부서장  병동 단  수간호사의 승인을 받아 

K-MMSE 선별검사 상 23  이상으로 선정기 에 맞는 

상자에 한하여 상자의 피로정도를 고려하여 연구자

와 숙련된 연구보조원 1인이 직  개별 면담하며 본 연구

의 목 과 차를 설명하 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자발

으로 서면 동의한 상자에 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읽어 드리고 그에 한 답을 기입하 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2) 상자의 지각한 스트 스, 임 워먼트, 재활동기 

정도는 평균과 평균평 , 표 편차, 최 값, 최소값

으로 분석하 다.

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지각한 스트 스, 임

워먼트, 재활동기의 정도는 t-test, ANOVA와 

Scheffé test로 분석하 다.

4) 상자의 지각한 스트 스, 임 워먼트, 재활동기 

정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 다.

5) 상자의 재활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이 

66명(47.8%), 여성이 72명(52.2%)이었으며, 연령은 65세 

이상이 79명(57.2%), 65세 미만이 59명(42.8%)으로 나타

났다. 교육정도는 등학교 졸업 이하가 51명(37.0%)으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39명

(28.3%)이었으며, 사별,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 81명(58.7%),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7명(41.3%)이었

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122명(88.4%), 직업이 있는 경우

가 16명(11.6%)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115명(83.3%)으로 가장 많았으

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1명(8.0%)으로 그 다

음 순이었다. 주간호자는 문간병인이 61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 가족이 35명(25.4%), 

배우자가 21명(15.2%)순으로 나타났다. 편마비는 오른쪽

이 71명(51.4%), 왼쪽이 67명(48.6%)이었으며, 언어장애

는 없는 경우가 114명(82.6%)으로 부분이었다. 감각장

애는 있는 경우가 63명(45.7%), 없는 경우가 75명(54.3%)

이었으며, 일상생활수행정도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

우’가 51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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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Stress Empowerment Rehabilitation Motive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 or F(p)

Sheffé
Mean±SD

t or F(p)

Sheffé
Mean±SD

t or F(p)

Sheffé

Gender Male 66 47.8 67.03 ± 19.24 -3.677 

(<.001)

72.80 ± 10.08 2.959 

( .004)

97.77 ± 15.80 0.892 

( .374)
Female 72 52.2 79.08 ± 19.28 67.25 ± 11.80 95.33 ± 16.26

Age(years) <65 59 42.8 73.47 ± 21.82
 0.075

( .941)
73.34 ± 10.28

3.229 

( .002)

100.39 ± 13.44
2.602 

( .010)≥65 79 57.2 73.22 ± 18.89 67.34 ± 11.44 93.59 ± 17.2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52 37.7 79.38 ± 15.70

3.828 

( .011)

a>c

65.40 ± 10.70

5.405 

( .002)

 a<d

92.75 ± 17.37

2.176 

( .094)

Middle school
 26 18.8 75.58 ± 23.60 71.65 ± 12.02 97.88 ± 16.19

High school
 39 28.3 67.41 ± 19.97 71.82 ± 10.04 97.18 ± 15.50

≥University or higher
 21 15.2 66.52 ± 21.70 75.33 ± 10.90 102.81 ± 11.16

Spouse Yes 57 41.3 73.56 ± 20.77
0.115 

( .909)

73.77 ± 10.78
3.501

(<.001)

102.14 ± 13.30
3.761 

(<.001)No 81 58.7 73.16 ± 19.77 67.19 ± 10.96 92.53 ± 16.66

OccupationYes 16 11.6 58.94 ± 17.51 -3.442 

( .002)

75.50 ± 8.59
 2.129 

( .035)
96.94 ± 16.42 0.116 

( .908)No 122 88.4 75.21 ± 19.73 69.17 ± 11.46 96.44 ± 16.03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15 83.3 74.07 ± 19.51

 2.741 

( .046)

68.62 ± 11.49

4.390 

( .006)

a<b

95.40 ± 16.23

2.068 

( .107)

100~<200 11 8.0 80.82 ± 20.91 72.64 ± 7.42 103.55 ± 8.88

200~<300 4 2.9 64.75 ± 29.24 75.00 ± 5.66 90.00 ± 16.55

≥300
 8 5.8 56.63 ± 16.51 82.13 ± 6.49 105.88 ± 16.83

Primary 

care-giver Spouse
 21 15.2 77.81 ± 20.88

 1.527 

( .210)

75.10 ± 9.28

1.782 

( .154)

106.29 ± 9.45

3.384 

( .020)

a>b

Paid caregiver
 61 44.2 73.66 ± 17.92 68.75 ± 11.88 94.18 ± 17.36

Family except for spouse 36 26.1 74.69 ± 19.93 69.28 ± 11.84 96.17 ± 14.37

Others 20 14.5 65.15 ± 24.84 69.10 ± 9.70 93.90 ± 17.21

Hemiplegia Right 71 51.4 73.46 ± 20.68  0.008 

( .934)

67.38 ± 11.51 -2.762 

( .007)

94.98 ± 17.75 -1.152 

( .252)Left 67 48.6 73.18 ± 19.66 72.58 ± 10.55 98.10 ± 13.92

Aphasia Yes 24 17.4 86.25 ± 22.12 3.527 

(<.001)

  73.04 ± 9.39 0.173 

( .863)

99.92 ± 12.02  1.081 

( .281)
No 114 82.6 71.08 ± 18.49 72.64 ± 10.51 96.11 ± 16.34

Dysesthesia Yes 64 46.4 79.12 ± 20.43
3.300 

(<.001)

73.35 ± 9.46
0.667 

( .506)

98.27 ± 15.20
 1.030 

( .305)No 74 53.6 68.76 ± 18.21 72.17 ± 10.97 95.51 ± 16.11

ADL Mostly dependent
 52 37.7 80.81 ± 18.80

17.864 

(<.001)

a,b>c>d

67.02 ± 12.40

2.510 

( .061)

96.88 ± 17.03

1.380 

( .252)
Moderately dependent

 38 27.5 79.05 ± 16.94 70.47 ± 10.49 9.39 ± 14.74

Minimally dependent
 34 24.6 66.56 ± 16.30 71.47 ± 10.67 95.59 ± 13.07

Independent
 14 10.1 46.43 ± 12.99 75.29 ± 9.99 89.43 ±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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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Degree of Perceived Stress, Empowerment and Rehabilitation Motiv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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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inimum Maximum Mean±SD
Average

Mean±SD
Scale Range

Perceived Stress 28.00 125.00 73.32 ± 20.12 2.93 ± 0.80 1-5

Empowerment 39.00  98.00 69.91 ± 11.32 2.50 ± 0.40 1-4

Rehabilitation Motive 48.00 128.00 96.50 ± 16.03 3.58 ± 0.58 1-5

<Table 2> Degree of Perceived Stress, Empowerment and Rehabilitation Motive                N=138

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39명(28.3%)으로 나타

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지각한 스트레스, 임파워먼트,

    재활동기 정도

상자의 지각한 스트 스 정도는 평균 73.32±20.12

(도구범 : 25-125), 평균평  2.93±0.80(척도범 : 1-5)

이었다. 지각한 스트 스 정도의 하 역에서는 개인 

내부의 스트 스가 3.12 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 간 스

트 스 2.72 , 개인 외부의 스트 스 2.54  순으로 나타

났다. 상자의 임 워먼트 정도는 평균 69.91±11.32(도

구범 :28-112), 평균평  2.50±0.40(척도 범 : 1-4)이었

다. 하 역에서는 지역사회참여  자율성이 2.70 으

로 가장 높았고, 낙  시각  미래에 한 통제력이 

2.57 , 자기존 -자기효능이 2.48 , 힘-무기력이 2.43

, 정당함 분노가 평균평  2.14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재활동기 정도는 평균 96.50±16.03(도구범 : 

27-135), 평균평  3.58±0.58(척도범 : 1-5)이었다. 하

역에서는 변화 지향  동기가 4.10 으로 가장 높았으

며, 과제 지향  동기 3.66 , 의무  동기 3.42 , 무동기 

3.27 , 외부  동기 2.0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한 

    스트레스, 임파워먼트, 재활동기의 정도

상자의 지각한 스트 스 정도는 성별(t=-3.677, p<.001), 

교육정도(F=3.936 p=.010), 직업유무(t=-3.442, p=.002), 

월수입(F=2.741, p=.046), 언어장애(t=3.527, p<.001), 감

각장애(t=3.300, p=.001), 일상생활수행정도(F=17.864,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 으로 남성

보다 여성이,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언어장

애가 없는 경우 보다 있는 경우에 지각한 스트 스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교육정도에서

는 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보다 스트 스가 높았고, 일상생활수행정도는 ‘많은 도움

이 필요하다’ 군과 ‘ 등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군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하다’ 군과 ‘독립 인 생활이 가능하

다’ 군보다 스트 스가 높게 나타났다. 상자의 임 워

먼트 정도는 성별(t=2.959, p=.004), 연령(t=3.229, p=.002), 

교육정도(F=5.405, p=.002), 배우자 유무(t=3.501, p=.001), 

직업유무(t=2.129, p=.035), 월수입(F=4.390, p=.006), 편마

비(t=-2.762, p=.00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

이 여성보다, 65세 미만이 65세 이상 보다,  배우자가 있

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왼쪽 편마비인 경우가 오른쪽 편마비인 경우보다 

임 워먼트 정도가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교육정도에서

는 학교 졸업이상이 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보다 

임 워먼트 정도가 높았고,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100

만원 미만보다 임 워먼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

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재활동기는 연령(t=2.602, p=.010), 

배우자 유무(t=3.761, p<.001), 주간호자(F=3.384, p=.020)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65세 미만이 65세 

이상보다 재활동기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재활동기 정도가 높게 나타

났다. 사후검정 결과 주간호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문

간병인의 경우보다 재활동기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지각한 스트레스, 임파워먼트,

    재활동기의 정도의 상관관계

상자의 임 워먼트와 재활동기 간에는 유의한 순상

계(r=.47, p<.001)가 있었으며, 상자의 지각한 스트

스와 임 워먼트 간에는 유의한 역상 계(r=-.19, 

p=.029)가 있었다. 그러나 지각한 스트 스와 재활동기 

간에는 유의한 상 계(r=.17, p=.053)가 나타나지 않았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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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Stress  Empowerment

r(p) r(p)

Empowerment -.19 (.029) 1.00

Rehabilitation

Motive
.17 (.053) .4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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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Relationships of Perceived Stress, 
Empowerment and Rehabilitation 
Motive                            N=138

3.5 대상자의 재활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활동기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던 임 워

먼트, 연령, 배우자 유무, 주간호자를 독립변수로 투입하

고 재활동기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명목변수인 배우자 유무, 주간호자는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하 다. 산출된 뇌졸  환자의 재

활동기의 회귀모형은 유의하 으며(F=22.174, p<.001), 

독립 변인 간의 상 계 계수는 .80이상인 변수가 없으

므로 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다 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962로 0.1 이상이었

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39으로 기 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의 문제

가 없었다.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에 가장 큰 향을 미

친 요인은 임 워먼트(β=.432, p<.001)이었고, 다음으로 

주간호자(β=.175, p=.023)로 확인되었으며 이 변인들은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를 총 24%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52.52 7.547 6.959 <.001

Empowerment 0.61 0.108 .43 5.680 <.001

†Primary

 care-giver
7.80 3.385 .18 2.303  .023

R2=.25, Adj. R2=.24, F=22.174, p<.001

†dummy variable 

  (0: Paid caregiver, Family except for spouse , Others, 1:Spouse)

<Table 4> Factors in Rehabilitation motive
N=138

4. 논의

본 연구는 뇌졸  환자의 지각한 스트 스, 임 워먼

트  재활동기 정도를 악하고 재활동기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규명해 으로써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

를 증진시키기 한 재활간호 교육 재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뇌졸  환자의 스트 스 정도는 평균 73.32±20.12, 평

균평  2.93±0.80(5  만 )으로 간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재활병원의 외래를 방문하거나 

입원 인 뇌졸  환자를 상으로 조사한 Park과 

Cha[15]의 연구에서도 스트 스 정도는 평균평 이 2.94

(5  만 )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

면 종합병원 외래를 방문하는 뇌졸  환자를 상으로 

조사한 Moon과 Cho[33]의 연구에서는 지각한 스트 스 

정도가 3.3 (5  만 )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요양

병원이나 재활병원 환자에 비해 질병의 등도에서 차이

가 발생하는 것인지 혹은 신체가 불편한 가운데 외래 통

원 치료 상황이 스트 스를 유발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

으므로 이에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

역에서는 개인 내부의 스트 스가 3.12 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Moon과 Cho[33]의 연구에서도 개인 

내부의 스트 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뇌졸  환자들이 개인 간이나 개인 외  스트 스

보다 신체  제약으로 인한 좌 감이나 후에 한 불

안[34] 등으로 개인 내 인 스트 스를 보다 강하게 지각

함을 나타내므로 뇌졸  환자들이 재활 시기에 상황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내  스트 스에 정 으

로 처하고 이를 효과 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재

의 개발  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뇌졸  환자의 임 워먼트 정도는 평균 69.91±11.32, 

평균평  2.50±0.40(4  만 )으로 간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는 정신장

애인을 상으로 한 Choi 등[35]의 연구에서 임 워먼트 

정도가 평균 66.80±9.55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그러나 이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지체장애  뇌

병변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상으로 조사한 Choi와 

Son[36]의 연구에서 보고된 임 워먼트 정도 3.52(5  만

)보다 낮은 수이며, 재가 노인을 상으로 한 Ha[37]

의 연구에서 보고된 임 워먼트 정도 2.72 (4  만 )보

다 낮게 나타난 수이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 

치료 인 뇌졸  환자의 임 워먼트 정도는 재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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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이나 지체장애인, 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병원에 입원 

인 뇌졸  환자들을 상으로 더욱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심리 내  요인을 강화시키는 임 워먼

트 증진을 한 극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

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참여 

 자율성의 임 워먼트 역이 2.70 으로 가장 높았고 

정당한 분노의 임 워먼트 역이 2.14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Kim[3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이를 미

루어 볼 때 갑작스럽게 뇌졸 을 진단받은 환자, 특히 나

이가 많은 뇌졸  환자에게서 분노가 억압되어 우울로 

이어지고 이는 무기력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켜[39] 자신

의 주장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 뇌졸  환자에게 분노를 

정 으로 표 하고, 정당한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임

워먼트 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 정도는 평균 96.77±15.70(도

구범 : 25-135), 평균평  3.58±0.58(5  만 )으로 간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도구

는 다르나 병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  환자를 

상으로 한 Yoo와 An[26]의 연구에서의 3.60 (5  만 )

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학병원에 입원 는 외래

로 내원하는 뇌졸  환자를 상으로 한 Kim 등[25]의 

연구에서는 재활동기 정도가 2.98 (4  만 )으로 본 연

구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병원에서 치

료를 받는 환자들의 부분이 성기 는 증 환자임

을 감안할 때, 일정 시간이 경과하고 성기를 넘긴 후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재활 치료 인 환자들의 

재활동기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 역을 살펴보면 변화 지향  동기가 4.10

으로 가장 높았으며, 외부  동기가 2.07 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Kim 등[2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는 입원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에 있어 자기결정력에 

바탕을 두고 변화를 지향하는 내  동기가 재활 치료 참

여에 더욱 요하게 작용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볼 수 있

으므로 이들의 내  동기를 강화시키기 한 효과 인 

재활동기 강화 로그램의 개발  용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 외부  동기의 정도가 상 으로 낮은 

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정 인 외

부  동기부여의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 향상  

지지 로그램의 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지각한 스트 스 정도

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직업이 있는 군보다 직업이 없

는 군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보다 지각한 스트 스 정도

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 교육정도, 직업의 유무와 

유형에 따라 뇌졸  환자의 개인 내  스트 스에 차이

가 있었다는 Kim 등[4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본 연구 결과, 언어장애와 감각장애가 있는 경우, 일

상생활수행정도가 낮은 경우에 지각한 스트 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마비와 보행가능 유무 

 보행 의존도가 뇌졸  환자의 스트 스에 향을 미

치는 요인임을 확인한 Kim과, Jeong[4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스트 스에 취약한 상

자들, 특히 교육정도가 낮은 여성 뇌졸  노인환자를 

상으로 정서  지지와 함께 그들의 이해 수 에 맞도록 

질병의 후  리에 한 교육지지 로그램의 용

이 필요할 것이다. 한 언어장애가 있는 상자들에게 

언어를 체할 수 있는 한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수행의 의존도가 높은 뇌졸  환자들

을 상으로 스트 스 리 략과 함께 일상생활수행 

능력 향상을 한 훈련  보상기술 습득에 한 교육  

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본 연구에서 지각한 스트

스는 배우자 유무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Moon 과 Cho[33]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아마도 입원환자를 상으로 한 본 연구와 외래환

자를 상으로 한 Moon과 Cho[33]의 연구의  상자 특

성에서 비롯된 차이로 추측되며 매번 외래를 방문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거동이 불편한 뇌졸  환자들은 이동보

조  일상생활에 더 많은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들의 지각한 스트 스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입원환자

와 외래방문 뇌졸  환자의 지각한 스트 스와 배우자 

유무를 포함한 일반  특성들과의 련성을 확인  비

교하는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임 워먼트 정도는 여

성보다 남성에게서, 65세 이상인 군보다 65세 미만인 군

이, 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보다 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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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워먼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가노인을 

상으로 연령, 성별,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 월수입에 따

라 임 워먼트 정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Ha 등[36]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배우자 유무, 교육정도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인 Park 과 Moon[42]의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냈다. 이는 고령의 학력, 소득층 여성 노인 

뇌졸  환자들이 임 워먼트 면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

음을 나타내므로 이들을 상으로 임 워먼트를 증진시

킬 수 있는 최 화된 심리교육 재 로그램이 요구된다

고 하겠다.  한 왼쪽 편마비인 경우가 오른쪽 편마비인 

경우보다 임 워먼트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오른손잡이가 많으므로 오른손이 자유로운 왼쪽 편

마비인 경우가 활동함에 있어 상 으로 활동 제한이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뇌졸  환자의 마비 부 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쪽의 마비가 있는 경우에 더욱 자신

감을 회복하고 극 으로 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

워먼트를 높이는 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재활동기 정도는 65세 

이상인 군보다 65세 미만인 군이, 배우가자 있는 경우, 주

간호자가 배우자인 경우 재활동기 정도가 높게 나타냈다. 

이는 Lee과 Kim[28]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로서, 연

령이 높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주간호자로부터 돌 을 

받는 상자들이 재활동기가 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고령의 뇌졸  환자를 상으로 재활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극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배우가가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지치지 않고 상자의 재활을 

한 동기유발을 잘 할 수 있도록 환자와 배우자와의 정

서  유 계를 높일 수 있는 로그램을 제공할 필요

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뇌졸  환자의 지각한 스트 스, 임 워

먼트, 재활동기 정도의 계에서 상자의 지각한 스트

스와 임 워먼트 간에는 유의한 역상 계(r=-.186, 

p=.029)가 나타났으며, 이는 Choi와 Son[35]의 연구와 유

사한 결과이다. 즉 임 워먼트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

스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스트 스 상황에 처한 뇌

졸  환자에게 임 워먼트는 박탈된 자신의 능력을 수용

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스스로의 선택을 강

화하고 잠재 인 자원 등을 개발하여 자신의 통제력을 

획득하여 힘든 상황을 능동 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내재

 힘이라고 할 수 있다[8]. 이에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재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임 워먼트를 증

진시킴으로써 뇌졸  환자는 스트 스 상황에 유연하게 

처하여 스트 스를 경감시킬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스트 스에 처하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임 워먼트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자의 

임 워먼트와 재활동기 간에는 유의한 순상 계

(r=.467, p<.001)가 나타났다. 재까지는 련 연구가 미

미하여 비교가 힘드나 Kong과 Lee[43]의 연구에서 임

워먼트 방법론을 용한 로그램 용으로 재활동기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아진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하겠

다. 즉, 뇌졸  환자의 임 워먼트를 통해 자발 이고 

극 인 재활동기를 유발하며 이는 재활치료에의 극  

참여를 유도하여 결국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

이는 결과를 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뇌졸  환자

의 성공 인 재활을 해 재활동기의 강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므로[25] 이를 해 임 워먼트 정도를 높일 수 있

는 다양한 략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뇌

졸  환자의 지각한 스트 스와 재활동기 간에는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 두 변인 간의 정  

상 계를 보인 Lee 등[27]의 연구결과와 반 로 부  

상 계를 보인 Moon과 Cho[3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지 않는 결과이다. 따라서 추후 뇌졸  환자들을 상으

로 이들 변인간의 계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뇌졸  환자의 일반  특성  배우자 유무  주간호

자와 임 워먼트가 재활동기에 미치는 향을 단계별 회

귀분석한 결과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에 가장 큰 향

을 미친 요인은 임 워먼트(β=.432, p<.001)이었고, 다음

으로 주간호자(β=.175, p=.023)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

에 의한 설명력은 총 24% 다.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 

향요인  임 워먼트를 측 요인으로 한 국내 연구

의 부재로 직 인 비교가 어려우나 임 워먼트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환자의 임 워먼트는 환자가 처한 스트

스 상황을 극복하려는 극 인 지향성이 있는 내재  

동기로 스스로에게 재활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재

활하는데 가장 합한 행동을 능동 으로 취하게 한다

[44]. 즉, 뇌졸  환자에게 임 워먼트는 자신의 문제 상

황을 인식하고 그 정도에 따라 자신의 재활동기를 증가

시켜 재활참여를 극 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뇌

졸  환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임 워를 할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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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로그램 개발과 용이 필요하며, 뇌졸  환자

의 임 워먼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실제  환경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뇌졸  환

자의 주간호자가 배우자일 때 재활동기에 향을 미친다

고 나타났으며 이는 Park과 Kweon[30]의 연구에서도 뇌

졸  환자의 부부 계가 재활동기에 가장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재활동기를 높이기 해 부부 간의 유  계 증진을 

한 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재활동기에 향력

이 큰 주간호자가 배우자일 경우 환자의 사고로 인해 변

화된 생활의 스트 스에 지치지 않도록 지지하는 배우자 

상 지지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뇌졸  환자의 임

워먼트 정도가 높을수록 지각한 스트 스 정도가 낮았으

며 재활동기는 증가하 다. 한 뇌졸  환자의 재활동

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 워먼트와 주간호자로 나

타났다. 즉 임 워먼트의 정도가 높을수록, 주간호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있어서 재활동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를 높이기 해서는 개인

의 임 워먼트를 높여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임 워먼

트를 증진시키는 체계 인 로그램 개발  용과 함

께, 주간호자인 배우자와의 유 계 증진을 한 다각

인 재방법을 모색하고 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주간호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돌

을 받는 입원 뇌졸  환자의 경우 외부에서 한 동기

부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표본추출에 있어서 B 역시의 일부 재활병

원과 요양병원의 뇌졸  환자를 상으로 편의 추출하

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  해석하는 

데 신 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 변인들의 

총 설명력이 다소 낮을 을 감안하여 추후 연구 상자 

수를 확 할 필요가 있겠으며  본 연구의 변인들 이외에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다양

한 변인들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뇌졸  환자의 지각한 스트 스, 임 워먼

트와 재활동기의 계를 확인하며 재활동기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재활동기를 증진시키기 한 재활

간호 교육 재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뇌졸  환자의 지각한 스트

스와 임 워먼트 정도는 간정도의 수 이었고 재활

동기 정도는 간보다 다소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일

반  특성에서 지각한 스트 스는 성별, 교육정도, 직업

유무, 월수입, 언어장애, 감각장애, 일상생활수행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임 워먼트는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 직업유무, 월수입, 편마비와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재활동기는 연령, 배우자 유무, 주간호자

와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지각한 스트 스와 임 워먼

트 간에는 유의한 역 상 계가 있었고 임 워먼트와 

재활동기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 계가 있었다. 즉, 뇌

졸  환자의 임 워먼트 정도가 높을수록 지각한 스트

스 정도는 낮았고,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 정도는 높았

다.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에 가장 큰 향을 미친 요인

은 임 워먼트 으며 그 다음으로 주간호자 순이었고, 

이들 변인에 의한 총 설명력은 24%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해 보다 많은 뇌졸

 환자를 상으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를 증진시키기 한 략으로 이들을 

한 임 워먼트 강화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

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뇌졸  환자의 재활

동기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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