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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의 우울증의 정도와 삶의 질을 알아보고 우울증과 삶의 질
과의 상관관계와 일반적 특성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현재 부산 소재의 7개의 병원으로 2011년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여
101부를 분석하였다.

구뇌졸중 환자 보호자들의 우울증 점수 범위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가 49명(48.5%)으로 가장 많았고
심한 우울 상태는 15명(14.9%)으로 가장 낮았다. 우울증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연구결과 관계가 있었다. 즉 우울증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은 높았으며 우울증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았다. 일반적 특성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보호자의 성별, 연령, 환자 발병기간, 보호자의
건강 상태, 질병 여부에 따라 우울증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주제어

일반적 특성과 우울증과의 관계에서 성별이 여자일 경우와 연령이 높고, 환자의 발병 기간이 길수록
우울증을 더 많이 느꼈고 보호자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와 질병이 있는 경우 우울증을 많이
느꼈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뇌졸중 환자 보호자들의 우울증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여러 요
인들의 체계적인 연구와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과 방법에 대한 개발의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뇌졸중 환자 보호자, 우울증,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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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존하더라도 후유장애가 빈번하다(Asplund, Stegmayr,
& Peltonen , 1998). 뇌졸중은 환자의 운동 및 감각기능

성인병의 하나인 뇌졸중은 뇌혈관장애로 인한 질환

장애, 인지기능 및 행동적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뇌

및 사고의 총칭으로 일반적으로는 뇌혈관의 순환장애

졸중 환자의 인지 및 지각 기능 장애는 운동 기능이

나, 뇌출혈로 인해 갑작스러운 의식장애와 함께 신체

회복되더라도 환자의 성공적인 재활을 저해하는 주요

의 편측에 마비를 일으키는 급격한 뇌혈관 질환을 말

요인 중 하나이며, 기능적 회복에 장애가 된다(Trombly

한다(최일생, 김진수, 김영, 1992).

& Radomski, 2003).

뇌졸중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따라서 뇌졸중은 환자 본인에게 고통을 일으킬 뿐

29,277명으로 단일 질환 사망률 59.6%의 1위 질환이다

만 아니라, 부양자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삶의

(통계청, 2008). 뇌졸중은 사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생

질을 저해하며, 나아가 가족의 통합성에 부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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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게 된다(Ward, Morisky, & Jones, 1996).
삶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개인

할 뿐 아니라 가족의 이러한 부정적 요인이 다시 환자
재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오세란, 1998).

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김이순,

현재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 상담 및 교육

1996).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일상

은 대부분 환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병원에서

생활활동 제한, 자기간호 결여, 자존감 저하, 자기 효

직접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역할 및 위치의 중요성

능감 저하, 간호제공자인 가족과의 문제, 의료진과의

은 간과하고 있다.

관계 등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명자와 송경애,

따라서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

1991; 김연숙, 김혜원, 박경은, 1993; Burckhardt, 1985).

을 대상으로 환자를 간병하는 것이 보호자들에게 우

또한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질환이 장기화되고 만

울증과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

성화되는 과정에서 환자는 누군가의 지속적인 도움을

고 우울증과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필요로 하게 된다(조복희, 1998). 이때 뇌졸중 환자들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뇌졸중 환자 보호자들

은 의료조직에 의한 도움보다 가족의 도움이 환자에

의 건강과 우울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

게 더욱 중요하다(Berkman, 1985). 뇌졸중 환자의 장

관의 프로그램 계획과 방법의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

애는 환자가족의 보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효과

공하고자 하였다.

적인 재활을 위해서도 가족의 계속적인 지지가 필요
하며 환자 가족이 얼마나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 재활

Ⅱ. 연구 방법

의 효과가 달라진다(김소선, 1994). 환자 보호자는 신
체적 기능 손상과 인지장애 문제로 의존적인 뇌졸중
환자를 장기간 간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불편함,

1. 연구대상 및 기간

정신적 위기감, 절망감 그리고 죄책감 등을 느끼며 가
족의 기능 저하와 함께 큰 부담감을 갖게 된다(이강이
와 송경애, 1996).
우울이란 슬픈 감정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흥
미와 관심이 없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둡게 보고

연구대상은 2011년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 보호자 1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8월 8일에
서 9월 9일 까지였다.

사소한 일에도 의사결정을 잘못하여 고립되어 생활하
는 것이다(홍양자와 강승애, 1989). 우울증은 정신건

1) 분석방법

강과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에 있어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Gurland, 1992).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처

이와 같이 뇌졸중 환자의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보

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면 병든 가족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면

적 특성과 우울증의 정도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

서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스트레스로 이어져 신체적

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우울증과 삶의 질의

불편함, 수면부족, 피로, 건강상태 악화 등의 우울, 불

관계와 일반적 특성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확실성, 슬픔,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 개인적 시간 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족 등 사회․재정적 문제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김소
선, 1994). 이렇게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2. 연구도구

가족에게 요구되는 부담이나 역할에서 생기는 스트레
스 또한 막대하기 때문에 가족이 이러한 변화에 적절

1)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하게 준비하지 못할 경우 가족은 상당한 고통을 경험

우울증 평가는 자기보고형 검사(Beck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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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항목은 우울증의 인지
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961년 개발된 이후 전 세계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환자 스스로 평가하
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우울증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

연구 대상자는 총 101명으로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다고 하였다(Beck, Ward, Mendelson, Mock, & Erbaugh,

보호자들을 조사하였다. 남자는 20명(19.8%), 여자는

1961). 점수의 범위는 0∼63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1명(80.2%)으로 여자가 더 많았고 연령 분포는 30대

우울증의 정도는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

가 1명(1.0%), 40대가 4명(4.0%), 50대가 23명(22.8%),

15점은 약한 우울 상태, 16∼23점은 중간 정도의 우울

60대가 51명(50.5%), 70대 이상이 22명(21.8%)이었다.

상태, 24∼63점은 심한 우울 상태로 분류된다(이영호

환자의 발병 기간은 6개월 미만이 14명(13.9%), 6개

와 송종용, 1991).

월~1년 미만이 13명(12.9%), 1년∼2년 미만이 24명
(23.8%), 2년∼3년 미만이 13명(12.9%), 3년 이상이 37

2)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 WHOQOL-BREF)

명(36.6%)으로 3년 이상 된 환자분들이 많았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가 8명(7.9%), 중학교가 27명(26.7%),
고등학교가 47명(46.5%), 전문대가 7명(6.9%), 대학교
가 10명(9.9%), 대학원이 2명(2.0%)이였고 고등학교를

삶의 질 평가도구로서 WHOQOL - 100의 축약판

졸업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4명

WHOQOL - BREF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특

(4.0%), 기혼이 88명(87.1%), 재혼이 1명(1.0%), 사별이

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동거가족, 직업, 종교, 최

6명(5.9%), 이혼이 2명(2.0%)으로 기혼이 가장 많았다.

종학력, 주거형태, 경제상태, 주관적인 건강상태, 스트

종교는 무교가 15명(14.9%), 기독교가 22명(21.8%), 불

레스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WHOQOL - BREF

교가 53명(52.5%), 천주교가 11명(10.9%)로 불교를 믿

는 신체적 영역(7문항), 심리적 영역(6문항), 사회적

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건강 상태는 매우 건강한 문

영역(3문항), 생활환경 영역(8문항)의 4개의 영역과 전

항에서는 4명(4.0%), 건강한 편에서는 43명(42.6%), 보

반적인 삶의 질에 관한 질문(2문항)등 총 26문항으로

통은 34명(33.7%), 아픈 편은 16명(15.8%), 매우 아프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

다는 4명(4.0%)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불만족)’는 1점, ‘그렇지

이 가장 많았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여부에서 없

않다(불만족)’는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만족)’ 4

다는 73명(72.3%), 있다는 28명(27.7%)이었고, 동거의

점, ‘매우 그렇다(매우 만족)’는 5점을 부여하였고 1점

여부는 배우자가 75명(74.3%), 기혼아들이 6명(5.9%),

은 강도가 0%, 2점은 25%, 3점은 50%, 4점은 75%, 5

기혼딸이 3명(3.0%), 미혼아들이 6명(5.9%), 미혼딸이

점은 100%의 강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

4명(4.0%), 혼자 사는 경우가 4명(4.0%), 기타가 3명

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3.0%)으로 배우자와 사는 경우의 응답 비율이 가장

며, 각 영역별 점수는 해당영역에 포함된 문항 점수들

많았다(표 1).

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민성길, 김광일, 박일호,
2002).

2. 보호자들의 우울증 정도
49명이 우울하지 않은 상태, 19명이 약한 우울 상
태, 18명이 중간 정도의 우울 상태, 15명이 심한 우울
상태를 보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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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성별

연령

환자 발병 기간

최종학력

결혼 여부

종교 상태

본인 건강 상태

본인의 현재 질병

본인 동거 여부

표 2. 우울증의 정도

(N=101)

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구분

빈도(%)

남자

20

19.8

여자

81

80.2

우울하지 않은 상태(0∼9)

49(48.5)

30대

1

1.0

약간 우울 상태(10∼15)

19(18.8)

40대

4

4.0

중간 정도의 우울상태(16∼23)

18(15.8)

50대

23

22.8

심한 우울상태(24∼63)

15(14.9)

60대

51

50.5

70대 이상

22

21.8

6개월 미만

14

13.9

6개월∼1년 미만

13

12.9

1년∼2년 미만

24

23.8

2년∼3년 미만

13

12.9

우울증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

3년 이상

37

36.6

울증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

무학

0

0.0

초등학교

8

7.9

타내었으며 우울증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

중학교

27

26.7

고등학교

47

46.5

전문대

7

6.9

대학교

10

9.9

대학원

2

2.0

미혼

4

4.0

기혼

88

87.1

재혼

1

1.0

사별

6

5.9

이혼

2

2.0

무교

15

14.9

기독교

22

21.8

불교

53

52.5

천주교

11

10.9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뇌졸중 환자 보호자들이 여성

매우 건강

4

4.0

일 경우와 연령이 높을수록 환자의 발병 기간이 높을

건강한 편

43

42.6

수록 우울증이 높았으며 보호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보통

34

33.7

아픈 편

16

15.8

않을 경우와 현재 질병이 있을 경우 우울증이 높았다

매우 아픔

4

4.0

없다

73

72.3

있다

28

27.7

배우자

75

74.3

기혼아들

6

5.9

기혼딸

3

3.0

미혼아들

6

5.9

미혼딸

4

4.0

혼자 삼

4

4.0

기타

3

3.0

3. 우울증과 삶의 질 상관관계

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울증 정도가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3).
표 3. 우울증(BDI)과 삶의 질(WHOQOL-BREF)의

상관관계

BDI
WHOQOL-BREF

-.308**

**p<.01

4. 일반적 특성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
보호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를

(표 4).

표 4. 일반적 특성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

우울증

성별

연령

-.221*

.142

*p<.05, **p<.01

발병

건강

질병

기간

상태

여부

-.079

-.028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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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보호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증의 상관관계에

Ⅳ. 고 찰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뇌졸중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의

뇌졸중은 식생활의 서구화, 노령인구의 증가, 원인

우울증의 정도는 49명이 우울하지 않은 상태, 19명이

질환에 대한 치료의 미비 등으로 그 빈도가 점차 증가

약한 우울 상태, 18명이 중간 정도의 우울 상태, 15명

하고 있으며 사망률 또한 높다(김명호와 김주한,

이 심한 우울상태를 보였다. 또한 우울증과 삶의 질의

1992). 특히 뇌졸중 환자의 20%가 급성기에 사망하며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우울증 점

생존하는 경우에 과반수이상이 뇌 병변 부위에 따라

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으며 우울증의 점수가

운동 장애, 언어장애, 감각과 인지장애 및 행위적인

높을수록 삶의 질은 높게 나왔다. 따라서 우울증 정도

문제를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누군가 환자를 돌보는

가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가족이 필요하게 된다(김소선, 1994). 우리나라의 실

특성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보호자의 성

정에서 뇌졸중 환자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

별, 연령, 환자 발병 기간, 보호자의 건강 상태, 질병

는 경우에도 환자는 보호자의 보조를 필요로 하며, 효

여부에 따라 우울증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과적인 재활을 위해서도 가족의 계속적인 지지가 필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Oberst, Thomas, Gassd와

요하므로 뇌졸중환자의 회복은 환자 보호자에 의해

Ward(1989)에 의해 실시된 가족 보호자간의 스트레스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김소선, 1994). 뇌졸중환자를

감정에 따른 부양 요구에 대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돌보는 보호자의 경우 장애의 심각성과 인지장애 및

Obsert 등(1989)는 가족은 전체로서 기능하는 하나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상호작용체계로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

높아지는 반면 단기간의 회복이 어려워 가족의 부담

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히 가족구성원의 건

감이 증가하게 된다(Barusch & Spaid, 1989). 결국에는

강과 질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차적인 단위이므

환자를 보호하는 환자보호자의 가족기능에 위협을 초

로, 만성질환자 가족은 환자를 돌보는 역할과 관련되

래하게 되며,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경우

어 만성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신체적 건강문

28%가 돌본 지 2년 안에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12%가

제와 피로, 부담감, 고립감 및 좌절감, 우울 등의 정신

불안 또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가족기능은 몇

적,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은 만

년 동안 계속적으로 나빠지게 된다(Robinson, Boldac,

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안녕, 삶의 질에 부정적 결

& Kubos, 1985).

과를 초래하여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는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회복기간을

가족지지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최

가짐으로써 유병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마비 증세나

근 간호에서 간호의 실제적 단위로서 가족의 중요성

인지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의 지속적인

이 인식되고 있고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는 가족의 부담감과

(이명숙, 1994). 그동안 주로 삶의 질이나 자아존중감

우울증과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요인으로서 뇌졸중

등 환자를 중심으로 많은 비중을 두어왔던 부분을 이

환자 보호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제는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에게도 관심을 가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되어 결과적으로

짐으로써 환자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간호중재에서

보호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나아가 뇌졸중 환자

가족중심의 간호중재로 바뀌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

의 재활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 선정 시 환자를 돌보는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을

간병사가 아닌 가족을 연구대상자로 제한을 하고 설

상대로 우울증의 정도와 우울증과 삶의 질의 상관관

문지를 배포 하였기에 대상자수가 충분히 크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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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study puts the purpose in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pression of stroke
caregivers and their life quality by explor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m and depression.

Methods :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on 7 hospitals, located in Busan from August 8, 2011
to September 9, 2011, and 101 copies of questionnaire papers were collected via mail and
analyzed.

Results :

In terms of score ranges of caregivers' depression, a state of non-depression was the majority
with a total of 48.5%(N=49), and a state of severe depression was the lowest with
14.9%(N=15). This demonstrated that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of stroke caregivers and the quality of their life. In other words, lower scores for depression were associated with higher scores for quality of life while higher depression scores were
related with the lower quality of life.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roke caregivers and depress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genders, ages, the onset duration of patients, health status and diseases of caregivers.

Conclusion : In terms of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and their depression, the
higher the age of female caregiver is, the longer the duration of stroke onset is. In this case,
caregivers were more depressed than other cases. In addition, as the health status of caregivers
was not good and they had disease, they felt more depressed than other times. This study indicates that systematic studies, plans, and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are required for relieving the depression of stroke patients' caregiver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heir life
based o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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