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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입원 중인 뇌병변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능력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를 규명하고 차후 보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기간은 2019년 4월 1일과 10월 1일부터 각 15일간 부산과 울산 지역의 재활병원과 종합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뇌병변 환자 중 가족 간병을 하고 있는 보호자 74명을 분석하였다.
뇌병변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능력은 한국판 수정된 바델 지수(K-MBI)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보호자
부담감과 삶의 질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빈도분석과 피어슨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입원 중인 뇌병변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능력과 보호자의 부담감과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p<.01), 삶의 질 또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뇌병변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능력과 보
호자의 부담감과의 관계에서는 식사, 화장실 사용, 계단 오르내리기, 옷입기, 대/소변 조절과 보행,
이동 항목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1), 보호자의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는 식사와 보행 항
목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입원 중인 뇌병변 환자의 전반적인 일상생활활동 능력이 높을수록 보호자의 부담감
은 낮고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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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라 증상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직, 마비, 수의적
움직임의 제한, 인지장애, 정서장애, 구축 등의 증상을 보

의료 발달과 함께 만성질환자의 수는 증가추세로 큰

인다. 그 외에도 보행장애, 심혈관질환, 심리적 고립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자들을 환경

자신감 부족. 우울 등의 문제점으로 인한 만성질환이다

및 심리적 준비가 되지 않은 가족이 돌보는 과정에서 야

(Salter, Hellings, Foley, & Teasell, 2008). 때문에 뇌병변

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건강 증진적 접근은 많은 학자

환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의 어려움을 겪어 수발을

들의 관심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Kim et al., 2017).

필요로 하게 된다(Gordon et al., 2004).

뇌병변장애는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

일상생활활동(Activity of Daily Living)이란, 개인이 생

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장애이다

활하는 데 기본적인 활동인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개인

(Baek, 2016). 뇌병변 장애의 뇌의 손상정도와 위치에 따

위생, 먹기, 보행등을 포함하는 활동을 일컫는다(Go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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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4). 뇌병변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활동에 전반적

2. 연구도구

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어 일상생활활동에서 사회활동
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지속적인 도움과 보살핌을 필요로

자료조사는 연구대상자와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

한다(Bang, 2007). 뇌병변 환자에게 있어 의료조직의 지

부담감, 삶의 질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시하였으

지보다 가족의 지지가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며, 일상생활활동 평가는 작업치료 임상가가 평가했다.

요인이 된다(Park & Park, Kwon, 2011). 하지만 뇌병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 및 보호자의 생활에 어려움

1) K-MBI (Korean Modified Barthel Index)

을 겪고 신체적인 건강문제 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문제

일상생활활동 평가는 Shah et al. (1989)이 개발한 MBI

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Ward, Morisky, & Jones, 1996).

를 Jung 등(2007)이 번역하고 보고된 K-MBI를 사용하였

선행 연구에 따르면, Baek 등(2016)은 뇌졸중 환자 보

다. K-MBI는 개인위생, 샤워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

호자의 부담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in

하기, 옷 입고 벗기, 계단 오르내리기, 배뇨조절, 배변조

& Young, (2003)은 일반인 보다 혈액투석 환자의 일상생

절, 의자차 또는 보행, 의자/침대에서의 이동으로 총 10개

활을 돌보는 보호자의 삶의 질은 더 낮게 나타났고 부담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점

감이 삶의 질의 예측 요인이라 하였다. 또한 Sales(2003)

수 체계는 최대 5점에서 15점까지다. 총 점수는 최소 점

은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삶의 질이 감소됨에 따라

수 0점에서 최대 점수 100점으로 수행 정도에 따라 점수

부담감이나 긴장감이 야기되며, 질병과정에서의 변화 및

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 있어 독립적임을 나타낸다.

어려움과 새로운 역할 수행에 따른 변수들은 보호자의 부

K-MBI의 검사자간 신뢰도를 .93~.98, Cronbach α를 .84

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로 보고하였다(Jung 등.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원 중인 뇌병변 환자의 보호

본 연구에서는 K-MBI 각 항목의 점수와 총 점수를 산

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능력에 따른 보호자

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활동의 능력이 좋은 것

부담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보호자 부담

으로 해석하였으며, 입원 중인 뇌병변 환자의 일상생활활

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초 자료로

동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활용되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부담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Zarit 등, 1980)을 기로 Seo &

Ⅱ.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O (1993)이 개발하고 Lee(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부담
감 측정도구 25문항을 요인분석 후 문항을 축소하여 사용
하였다. 총 9문항(5척도)으로 점수범위는 9에서 45으로
점수가 많을수록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경순의 연

본 연구의 기간은 2019년 4월 1일과 10월 1일부터 각

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62 로 검증되었다.

15일간 부산과 울산 지역의 재활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입
원 치료를 받고 있는 뇌병변 환자 중 가족 간병을 하고 있

3) 삶의 질 평가도구 (WHOQOL-BREF)

는 보호자 7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WHOQOL-BREF(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설문지는 총 108부를 회수하였으나 그 중 문항 미완성

of Life BREF)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WHOQOL-100

15부(13.9%), 무응답이 19부(17.6%)을 제외한 총 74부

(1995)의 100문항을 기초로 한 ‘한국세계보건기구 삶의

(68.5%)를 분석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질 간편 척도’로 민성길 등이 개발한 도구이다. 본 설문지

1) 뇌병변 환자의 가족인 자

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고,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2) 간병기간이 한 달이 넘은 자

로 구성되어 있다(WHOQOL Assessment Group, 1998).

3)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자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아니다(5점), 아니다(4점), 그저 그
렇다(3점),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1점)로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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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질문인 3번, 4번, 26번은 매우 그렇다(5점), 그렇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 (N=74)

다(4점), 그저 그렇다(3점),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
점)로 분류된다. WHOQOL-BREF는 Cronbach-a=.75~.85
로 나타났다(Kwon, 2009).

3. 분석 방법

gender

age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와 뇌병변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량
에서 빈도분석을 하였다. 부담감과 삶의 질 모두 정규성
검정 Shapiro-Wilk test를 통해 정규 분포를 확인하고 일

Relation

상생활활동 점수와 부담감 그리고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통계학적 유
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 수준은 α=.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대상 전체 응답자 74명 중 남성 16명, 여성
58명이었고, 연령대는 50대 31명(41.9%), 60대 이상 26명

Care
(unit: day)
Difficult
ADL

Necessary
service

Category
M
F
less than 39
forty
fifty
more than 60
spouse
brother
children
parent
etc
less than 6 hour
6~12 hour
more than 12 time
self-activity
urine & feces control
transfer & locomotion
ulcer& skin control
transfer & locomotion
urine & feces control
eating
etc

N
16
58
6
11
31
26
46
3
9
13
3
9
17
48
24
10
40
4
28
21
17
4

Percentage
21.6
78.4
8.1
14.9
41.9
35.1
62.2
4.1
12.2
17.6
4.1
12.2
23.0
64.9
32.4
13.5
54.1
5.4
37.8
28.4
23.0
5.4

(35.1%), 40대 11명(14.9%), 30대 이하 6명(8.1%)이었다.
뇌병변 환자와의 관계에서 베우자 46명(62.2%), 부모 13
명(17.6%), 자녀 9명(12.2%), 형제 3명 (4.1%)이었고, 하
루 12시간 이상 48명 (64.9%) 돌보는 보호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일상생활은 이동과 보행 33명 (54.1%), 자조활동 24명
(32.4%)이었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이동과 보행 28명
(37.8%), 대소변 조절 21명 (28.4%), 식사하기 17명
(23.0%)으로 나타났다. (Table 1)

2. 환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대상 전체 환자 74명 중 남성 48명, 여성 26명이
었고, 연령대는 60대 이상 40명 (54.1%), 50대 18명 (24.3%),
40대 14명 (18.9%)이었다. 현재 44명(59.5%)이 합병증을 가
지고 있었으며, 합병증으로는 인지장애 37명(50.0%), 연하
장애 29명 (39.2%), 배뇨/배변 장애 19명 (25.7%) ,기관지
삽입 14명(18.9%), 기타 9명(12.2%)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 of patient
Category
M
gender
F
trigenerian
forty
age
fifty
more than 60
stroke
Diagnosis
TBI
CP
Yes
Complication
No
T-tube
dysphagia
Complication cognitive disorder
dyschezia & dysuresia
etc

N
48
26
2
14
18
40
53
19
2
44
30
14
29
37
19
9

(N=74)

Percentage
64.9
35.1
2.7
18.9
24.3
54.1
71.6
25.7
2.7
59.5
40.5
18.9
39.2
50.0
25.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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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하위 항목 점수와
총 점수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감과 삶의
질 상관관계

였으며(p<.05), 특히 식사, 화장실 사용, 계단 오르내리기,
옷입기, 대/소변 조절과 보행, 이동 항목에서 높은 상관관
계를 보였다(p<.01). 또한 환자의 식사와 대/소변 조절, 보
행 항목과 보호자의 삶의 질과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하위 항목 점수, 총 점수, 보호자

보였으며(p<.05), 특히 식사와 보행 항목에서 높은 상관

부담감과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p<.01). 즉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이 높을

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수록 보호자의 부담감은 낮고 삶의 질은 높았다.

뇌병변 환자 일상생활활동의 총 점수와 보호자의 부담
감과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1), 삶의

Ⅳ. 고 찰

질 또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일상생활활동
하위 항목에서는 환자의 목욕하기를 제외한 일상생활활
동 항목과 보호자의 부담감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

의학의 발달로 인해 뇌병변 장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만성질환자의 수는 늘고 있다. 이는 뇌병변 장

Table 3. Quality of life and burden correlation
of caregivers according to patient's daily
life subscore score
(N=74)

MBI total score
MBI
- Hygien
MBI
- Bathing
MBI
- feeding
MBI
- Toileting
MBI
- Stair Up/Down
MBI
- Dressing
MBI
- Defeacation
MBI
- Voiding
MBI
- Ambulation
MBI
- Transfer
*p<.05 **p<.01

애를 가진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의 삶의
질이나 부담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원 중인 뇌병변 환자의 보호자를

Burden

QOL

r

-.486

.274

p

.000**

.018*

r

-.297

.140

p

.010*

.234

r

-.213

.118

p

.068

.318

r

-.343

.335

p

.003**

.003**

r

-.376

.175

p

.001**

.137

r

-.342

.086

p

.003**

.468

r

-.345

.151

p

.003**

.198

r

-.312

.236

p

.007**

.043*

r

-.343

.239

p

.003**

.040*

r

-.556

.352

p

.000**

.002**

r

-.486

.172

나타났으며, 특히 일상생활 능력 중 식사와 보행에서 강

p

.000**

.143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대상으로 일상생활 활동 능력을 파악하여 보호자의 부담
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보호자부담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MBI의 총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부담감
은 감소하고 삶의 질은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담감의 경우 일상생활활동 10가지 항목 중에서 식사,
화장실 사용, 계단 오르내리기, 옷입기, 대/소변 조절과
보행, 이동 항목이 보호자의 부담감과 강한 음의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었다. Kim & Park (2005)은 일상생활동작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수행 능력과 가족의 부담
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일상생활활동
이 가족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일상생활활동 능력이 높을수록 가족
보호자의 부담감은 낮게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
다. Kim 등(2009)은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동작과 삶의
질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Moon & Kim
(2019)는 뇌졸중 노인의 걷기 빈도가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환자의
일상생활 독립수준이 높을수록 보호자의 삶의 질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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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전체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다음으로 뇌 병변 장애인의 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입원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수준을 알 수 있었으며 환

있으며, 뇌병변 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치료나 재활, 건

자의 전반적인 일상생활활동 능력은 보호자의 부담감과

강관리 목적으로 지속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는지에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

대한 여부 확인에서 92.2%가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

원 중인 뇌병변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능력 중 식사 및 보

중 일상생활활동에 86.6%가 도움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행 능력은 보호자 부담감과 삶의 질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이동과 보행, 목욕하기 항목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였다.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뇌병변 장애을 가진 환자 91.4%가 도와주는 사람이

이는 향후 연구에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중 보호자가 44.5%로 가장 높게 나

호자의 삶의 질과 부담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호

타났다. 또한 Choi 등(2013)은 가족 간병을 하는 보호자

자의 부담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간병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의 건강과 보호자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

Lim 등(2016)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행

료된다.

으로 인한 이동이나 일상생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입원 중인 뇌병변 환자의 보호자
중 배우자가 62.2%로 가장 많았으며, 64.9%가 하루 중
12시간 이상 간병을 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자가 가장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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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uardian burden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Activitise of Daily Living of Brain Lesion Patients
Seok, Jeong-Hyeon*, O.T.R., Yang, Yeong-Ae**, Ph.D., O.T.
*Dept.

**Dept.

Occupational Therapy of Busan Haeundae Paik Hospital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Engineering, Inje University;
Institute of Aged Life Redesign, Inje Universti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s burden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ability of daily living activities of brain lesion patients in hospitals.

Methods :

During the study for 15 days from April 1 and October 1, 2019. study was analyzed for 74 caregivers with family caregivers among patients with brain lesions who were hospitalized at rehabilitation and general hospitals in Busan and Ulsan. The activity of daily living of patients
with brain lesions was measured by the Korean version of the modified Badell's Index (K-MBI).
The burden of caregivers and quality of life were checked through a survey.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23.0 Version.

Results :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atient's daily activities and the caregiver's burden
(p <.01), and the quality of life also had a positive correlation (p <.0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ily living ability of patients and the burden of caregivers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eating, restroom use, stair up / down, dressing, control of urine and urine, and movement
(p <.01) and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diet and gait items in the relationship of
caregivers' quality of life (p <.01).

Conclusion : In this study, the higher the overall daily activities of the brain lesion patients in hospital, lower
the burden on the guardian and higher the quality of life.
Key Words : Brain lesions, Carers, Daily activities, Burden, Quality of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