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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뇌졸중은 사망원인의 수위를 차지하며 장기적 장애의 원인이 되는 첫 번
째 질환으로서 뇌졸중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그런데 중증 장
애가 남은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재활치료 후 조속히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실제로는 퇴원 후에도 집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에 대한 원인이
나 대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이 연구는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
한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 기관으로 퇴원한 환자와 집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분포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여 집으로 복귀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주
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일개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재활치료
를 받았던 환자들 중에서 중증 장애 환자를 제외한 204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퇴원 후 목적지와 퇴원 후 6개월 시점의 재입원 여
부 및 이것에 영향을 주는 임상적 요인,인구학적 요인,사회적 요인 등을
의무기록과 설문조사를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대상 환자의 64%가 기관(institution)으로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6개월 시점에서도 43%의 환자가 기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퇴원
후 목적지가 기관인 환자군에서 totalFIM (FunctionalIndependenceMeasure)
점수와 mobilityFIM점수가 낮았고,발병후 입원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며,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퇴원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가 기관인 환자군에서는
mobilityFIM점수,cognitiveFIM점수가 유의하게 낮았고,가족이 돌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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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았으며,발병후 기간이 6개월이 지난 경우와 의료급여 환자인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기관으로 퇴원하는데 관
련되는 요인은 환자의 나이,의료보장 유형,퇴원시점의 mobilityFIM점수
등이었고,퇴원 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는 의료보장 유형,퇴원시점의
mobilityFIM점수,cognitiveFIM점수 등이 유의한 관련 요인이었다.환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재입원한 환
자의 경우 환자의 기능 상태가 좋지 않아 재입원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
았고,퇴원 후 집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
고자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고 그 이유로 ‘주변
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환자의 이동이 불편해서’등을 들었다.
위의 결과와 같이 중증 장애 상태가 아닌 뇌졸중 환자들의 경우 이동 동
작의 독립정도가 환자들의 재입원에 영향을 주었고,집에 거주하는 환자들
중 다수가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지만 주
변에 시설이 없거나 시설까지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껴 이용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았다.따라서 이동 능력이 독립적이지 않은 환자들은 일단 병원에서
퇴원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입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행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은 독립적 이동이 가능할 때까지 조기 퇴원(prematuredischarge)을 하
지 않도록 하여야 이들의 반복 입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이동 능
력이 독립적인 환자들은 집으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시설
을 이용하여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까지
환자의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재입원,퇴원 후 목적지,뇌졸중,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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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뇌졸중이란 뇌혈관 질환,즉 stroke또는 CVA(cerebrovascularaccident)
를 일컫는 말로 급작스런 뇌혈류 장해에 의해 의식소실,반신마비,언어장
애 등의 비경련성,국소 신경학적 결함이 갑자기 발생하여 신경학적 증상
및 증후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질환으로 정의된다(Harrison'sPrinciples
ofInternalMedicine,2003).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제2위의 질환(2004년 기준)이며 단일
질환으로는 1위의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이다.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도
뇌졸중은 수위의 사망원인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 장애(long-term
disability)의 원인이 되는 첫 번째 질환이고(AmericanHeartAssociation,
2005),뇌졸중과 관련된 기능적 장애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
고 가족과 사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Stineman,1997).
의료기술의 발달로 뇌졸중의 치명률이 감소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뇌졸중의 유병률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기준으로 총인구 10만명당 뇌졸중의 유병률이 305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미국에서도 뇌졸중은 유병률이 가장 높은
만성 질병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입원하는 주된 원인이며(Dighe,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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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이중 30만 명 내지 40만 명의 환자가 재
활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뇌졸중으로 인한 연간
비용이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여 2005년 기준으로 568억 달러에 이른다
(AmericanHeartAssociation,2005).

뇌졸중 생존자의 상당수는 보행과 같은 이동 동작,옷 갈아입기 등의
일상생활 동작,의사소통 및 인지능력 등에서 장애를 가지게 된다.뇌졸중
생존자 100명당 10명 정도는 장애를 갖지 않고 직장으로 복귀하나,40명은
경도의 장애를 가지게 되고,40명은 중증의 장애를,나머지 10명은 시설에
계속 머물게 된다고 보고 된 바 있다(Reportofthejointcommitteefor
strokefacilities,1972).따라서 뇌졸중 환자들의 상당수는 급성기의 신경학
적 치료가 끝난 후에도 남겨진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뇌졸중에 대한 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재활전문 간호사,사회 복지사,임상심리학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자와 가족을 중심에 두고 환자의 다양한 장애에 대
해서 기능적으로 접근하여 포괄적인 치료를 하게 되며 이와 같은 포괄적
재활치료는 조직화되지 못한 치료에 비해서 뇌졸중 생존자의 기능적 예후
를 매우 증진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
이러한 재활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환자의 기능을 최대한 향상시켜 타인
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이나 사회로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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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들의 신경학적 회복 및 기능적 회복은 발병 후 첫 6개월 이
내에 주로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에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려
져 있으나(Jorgensen,1995),뇌졸중의 중증도(severity)에 따라서 회복 시기
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능적 상태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발병 후 1년
까지도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서 상당
한 기능적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Yagura,2003).

재활치료는 신경학적 손상의 중증도에 기초하여 의학적이고 기능적인 측
면에서 환자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과정이므로
재활치료의 결과에 대한 평가(outcomemeasure)는 흔히 다른 질병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사망률,재원기간 등과 같은 결과보다는 환자의 기능적
상태와 관련이 있는 평가를 주로 하게 되는데,그 주된 척도는 환자의
기능평가(functionalassessment),퇴원 후 목적지(discharge destination),
삶의 질(qualityoflife),환자와 가족의 만족도 등이다(Segal,1997).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마친 후 집이 아닌 곳으로 퇴원하였다는 것은
재활치료의 궁극적 목표인 집으로의 복귀라는 치료 성과에 미치지 못하였
다는 것이며 병원으로의 반복 입원을 의미하므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더 많은 비용 발생을 초래한다.따라서 퇴원 후 목
적지나 거주지는 임상적으로 재활치료의 중요한 결과 척도일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대신 입원을 선택하는 요인
을 분석하는 연구는 재활치료의 목표를 설정하고,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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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뇌졸중 환자들의 퇴원 후 목적지를 예측하는 외국의 연구들을 보면,
Brosseau등(1996)은 환자의 나이,입원 후 1주일 시점의 기능상태,인지
상태,평형기능 등이 퇴원 후 목적지 예측요인이라고 하였으며 간접적
예측인자로는 운동능력 상태,의사소통 문제,의학적 합병증 등이 있다고
하였다.Meijer등(2003)은 입원치료를 받았던 뇌졸중 환자들의 결혼상태,
사회적인 지지 등이 퇴원 후 목적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
였으며 Tooth등(2005)은 환자의 나이 및 기능적 상태에 따라 환자군을
분류한 뒤 이러한 분류에 따라 환자들의 재원기간,퇴원 후 목적지,기능
적 예후 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Agarwal등(2003)은 입원치료를 받았던 뇌졸중 환자들의 23%가 발병
전에 비해 퇴원 후에 변화된 거주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환자의 나이,성
별,병전 사회적 지지,환자의 기능적 상태 등으로 이런 거주형태의 변화
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Wee등(2005)은 뇌졸중 환자들의 입원일수
를 예견할 수 있는 4가지 변수가 환자의 평형감각 점수,감각실어증,전체
장애합계점수,가족의 지지여부 등이고 이 변수들이 재원일수의 31.8%를
설명할 수 있으며 퇴원 후 목적지를 조사한 결과,79%의 환자가 집으로
퇴원하였으며,목적지를 예측할 수 있는 4가지 변수는 입원시 평형감각점
수,인지장애,신체무시,가정으로부터의 지지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환자의 기능적 호전과 궁극적 퇴원 후 목적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른 연구들을 보면 뇌졸중 병변의 위치와 성질(Schmidt,1999;
Werner,1994),고령(Ergeletzi,2002),재활치료의 시작시기(Rossi등,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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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Lutz등,2004)등이 의미 있는 영향요인이라고 보고되었으며
Mauthe등(1996)은 환자의 기능적 능력과 나이로 퇴원 후 목적지를 예측
할 수 있다고 하였다.Black등(1999)은 퇴원시 FIM점수가 80점 이상인 경
우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0%라고 하였고 40점 미만인 경우는 환자의
70%가 요양시설로 간다고 보고하였다.Agarwal등(2003)은 퇴원 후 거주
지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기능상태,뇌졸중의 유형,인지상태 등 임
상적 요인 뿐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지지 등 사회적 요인도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는 강력한 예측요인은 환자
의 기능 상태라고 하였다.

뇌졸중 환자들의 재원일수나 퇴원 후 거주지에 대한 미국이나 일본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 Murakami등(2002)은 뇌졸중 발병 후 재활
치료 시작까지의 기간과 입원기간이 일본의 경우 미국에 비해 매우 길다
고 하였다.발병 후 재활치료 시작까지의 기간이 일본은 약 50일,미국은
약 20일인데,그 원인으로 일본 내 재활병원의 부족으로 재활치료를 하
기 위한 대기 시간이 1달에서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또
재활치료 입원기간은 미국이 평균 26일인데 반해 일본은 약 116일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두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그 이유로 들었다.
즉,일본의 경우 급성기 치료 병원과 재활병원이 모두 의료보험의 혜택
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활치료 환자들이 퇴원에 대한 부담을 덜 갖는다
는 것이고 또 다른 원인은 일본에서의 재활치료의 강도 및 횟수에 있다
고 하였다.일본의 경우 미국에 비해서 하루에 재활치료에 할애하는 시
간이나 강도가 적으므로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미국보다 더 길게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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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고 하였다.반면 일본에서는 퇴원 후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복
귀하는 비율이 93.7%인데 비해 미국에서는 76%가 지역사회로 복귀하고
18%는 장기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로 퇴원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하
였다.또한 예전에는 일본의 재활병원에서 3개월짜리 재활프로그램이 보
편화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빨리 환자들을 병원으로부터 퇴원시켜서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이용하
도록 하라는 압력 때문이라고 하였다.
Ottenbacher등(2004)은 미국에서 뇌졸중을 포함하여 주요 재활치료 대
상이 되는 5개 질병군의 환자 14만8천여 명에 대해서 재활치료 성과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다.그 결과,1994년부터 2001년에 걸쳐 뇌졸중
환자들의 재원기간은 24일에서 16일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고 재원일당
기능점수의 향상,즉 재활치료의 효율성은 1.2에서 1.7로 의미 있게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그러나 퇴원 80일에서 180일 이후 추적조사 결과,
사망률은 0.9%에서 4.7%로 증가했으며 퇴원 후 목적지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81%가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갔으며 퇴
원 후 80일에서 180일 이후 추적 조사한 결과에서 83%의 환자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문헌 내용에서 본 것처럼,뇌졸중 환자들의 재활치료 입원기간
이나 퇴원 후 거주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
다.즉,환자의 기능 상태,장애의 유형,인지상태,재활치료 시작시기 등
임상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지만(Brosseau,1996;Tooth,2005;Wee,2005)
성,연령,가족으로부터의 보살핌이나 사회적 지지 등 사회 인구학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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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Meijer,
2003;Agarwal,2003;Lutz,2004).또한 의료보험의 혜택 여부,재활치료
의 강도나 효율성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urakami,2002).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치료 결과를 예측할 때 환자의 퇴원 시점의 기능을
예측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환자들과 가족으로 하여금 퇴원 후 어떤
형태로 환자를 돌보아야(care)할지 미리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환자의
기능적 회복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의료 이용이나 의료비용
지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다.
반면 환자들이 그들의 기능적 수준에 적응하고 살아갈 시간을 충분히 가
진 후에 장기적 치료결과(long-term outcome)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Segal등(1997)은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으로 퇴원하였던 환자라고 하더라도 집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지역사회 내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 지속적 재활치료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다시 병원이나 기타 시설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있으므로,퇴
원 후 환자들이 일정한 적응기간을 가지게 한 후 추적 관찰하는 연구가 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Smith등(2002)은 미국에서 뇌졸중 재활치료 환자들
의 재원기간이 1990년에 32일이었던 것이 1998년에 16일로 급격히 감소하
였으며 이렇게 짧아진 재원기간으로 인해 재활치료에 투입되는 시간도 감
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 및 가족에게 교육할 시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퇴원하게 되어 병원으로의 재입
원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그는 환자의 퇴원 후 3개월에서 6개월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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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환자의 FIM점수,나이,결혼
상태 등이 유의한 예측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일수록 결혼
상태와 같은 사회적 변수가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또,
대상 환자 중 79.2%가 집으로 퇴원하였으며 추적조사 시에는 84.9%의 환
자가 집에 있다고 하였다.이러한 결과는 약 80%의 재활치료 환자가 집으
로 퇴원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Sandstrom,1998)와 비슷한 것이라고 하였
다.

한편 Alexander등(1994),Oczkowski등(1993)은 FIM 점수 40-79점의 중
간 범위의 장애를 갖는 환자들의 퇴원 후 목적지 예측이 어려우며 이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전체 환자의 1/2을 차지하는데도 이들에 대한 연구
가 적다고 하였다.즉,중증 장애가 남은 환자나 지속적인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경우는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가피할 수 있고 경증의
장애가 남은 환자들은 집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크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
지만 기능적 장애가 중간범위에 속하는 환자의 경우는 퇴원 후 목적지 예
측이 상대적으로 어려운데도 이런 환자들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Inouye등(2001)은 FIM 점수 37-72점 범위의 환자들이 이보다 FIM
점수가 낮거나 높은 환자들보다 FIM 점수의 호전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따라서 이런 환자들이 재활치료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
으로 재활치료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치료 양상에 대해서 단편적인 연
구들이 있었을 뿐 장기적 추적조사나 대규모 연구가 많지 않았다.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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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퇴원시 예후 예측이나 퇴원 양
상 등에 대한 연구들은(이경석,2005;손민균,2003;김덕용,2003)급성기
치료가 끝난 직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퇴원 이후 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손민균 등(2003)은 일개 대학병원 재
활의학과 입원환자의 퇴원 양상에 관한 연구에서 일상생활 동작지수,즉
기능상태가 낮은 환자일수록 퇴원 후 집이 아닌 타 병원으로 다시 입원
하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로 장애가 심하여 집으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
의 경우에도 병원의 사정에 의해 퇴원해야 하므로 이러한 환자들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만성기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치료 기관이 필요
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그런데 3차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재활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퇴원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환자의 상태나 거주지에 대한 추적연구가 없어 정책대안을 마련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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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이 연구는 재활치료 후 퇴원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구
체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첫째,퇴원 후 목적지가 기관(institution)인 환자와 집(home)인 환자의
분포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비교하여 퇴원 후 목적지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낸다.

둘째,퇴원 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를 추적 조사하여 집에 거주하는 환
자와 재활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한 환자를 분류하고 그 특성을 비교함으로
써 거주지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한다.

셋째,퇴원 후 6개월 시점에 집에 거주하는 환자와 다시 입원한 환자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활치료에 대한 환자의 요구를 파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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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2004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일개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뇌경색 또는 뇌출혈 환자 370여 명 중에서 기도관 또는 비위
관 삽입 상태 환자 및 FIM점수 35점미만의 중증 장애 환자,재발한 뇌졸
중 환자,발병 후 입원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이 지난 환자,본 병원에서 재
활치료 중 심각한 합병증 등으로 3차 의료기관으로 다시 이송된 환자를 제
외한 20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22...변변변수수수의의의 선선선정정정

변수는 표 1과 같다.즉,종속변수는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뇌졸중 환
자의 퇴원 후 목적지(기관 vs.집)와 퇴원 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기관 vs.
집)로 하였다.기관(institution)에는 타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 때 퇴원 후 추적기간을 6개월로 한 것은 퇴원시점의 기능상태를 기준
으로 환자들의 거주지를 예측하고자 하므로 퇴원 후 6개월까지는 퇴원시
기능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고 또한 6개월 이후에는 다른 합
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단순히 재활치료를 받기 위한 입원뿐만 아
니라 다른 원인에 따른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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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목적지는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퇴원 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는 환자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후 시점에 재활치료를 목적으
로 다시 입원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협조를
얻어 입원비 청구자료를 통해서 입원 여부를 조사하였다.이 때 상병코드,
요양기관 코드를 참고하여 환자가 재활치료가 아닌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단기간 입원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임상적 요인,인구학적 요인,사회적 요인 등 세 가지
범주의 변수를 조사하였다.임상적 요인에서 환자들의 기능적 상태는
FIM(FunctionalIndependenceMeasure;기능적 독립성 척도)을 이용하여
환자들의 입원시점과 퇴원시점에 각각 평가한 점수를 포함시켰으며,뇌졸
중 발병 후 경과기간(onsetduration),뇌졸중 진단명 등을 의무기록을 통
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환자들의 장애 평가 도구로 쓰인 FIM점수(부록1)는 1983년
에 Granger등에 의해 개발된 이래 장애의 평가 척도로서 현재 재활의학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Delisa,1998).검사자간 신뢰도는
미국의 89개 재활병원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totalFIM점수의 신뢰도가
0.96,mobility영역의 신뢰도는 0.96,cognitive영역의 신뢰도는 0.91로 알
려져 있다(Ottenbacher,2000).
FIM점수는 6개 영역의 18개 항목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동
작을 하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최대 7점(완전
히 독립적)에서 최소 1점(전적으로 도움 필요)의 점수를 주게 되는데 총 점
수는 최소 18점에서 최대 128점이 된다.6개 영역이란 자기 돌봄(self-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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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뇨 및 배변 괄약근 조절(sphincter control),움직임(mobility),이동
(locomo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그리고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on)이며 이것을 다시 크게 2개 또는 3개의 범주로 묶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앞의 2가지 영역 즉,selfcare,sphinctercontrol영역의
점수 합계를 일상생활동작 FIM 점수(이하, ADL FIM점수)로 하고,
mobility,locomotion등 2가지 영역의 점수의 합을 이동 FIM 점수(이하,
mobilityFIM점수),communication과 socialcognition영역의 점수를 합하
여 인지 FIM 점수(이하,cognitive FIM점수)로 정의하여 각각 8~56점,
5~35점,5~3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는 3개의 범주로 나누었다.환자들의
입원시점의 FIM점수는 병원에 입원한 후 48시간 이내에 평가하였다.
ADLFIM 항목과 mobilityFIM 항목의 점수는 각각 환자를 담당하는 작
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cognitiveFIM 항목의 점수는 재활의학과 전문
의가 평가하였다.퇴원시 FIM점수는 동일한 검사자가 환자가 퇴원하는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재평가하였다.
인구학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으로 성별,연령,의료보장의 유형,즉 건
강보험,의료급여 여부를 조사하였고 배우자 유무 및 입원하고 있는 동안
간병하는 사람이 가족 또는 직업 간병인인지 여부를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
하였다.퇴원 후 6개월 시점의 가족의 지지는 전화설문을 통해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의 유무를 질문하였고,퇴원 후 가장 선호하는 재활치료 형태를
물었다.그 외에,퇴원 후 다시 입원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집
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시설 이용 여부,선호하는 재활치료 형태
등을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하였다(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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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111...DDDeeepppeeennndddeeennntttaaannndddiiinnndddeeepppeeennndddeeennntttvvvaaarrriiiaaabbbllleeesss

DDDeeepppeeennndddeeennntttVVVaaarrriiiaaabbbllleeesss
Dischargedestination 1.institution 2.home
Livingsettingat
6monthspost-discharge 1.institution 2.home

IIInnndddeeepppeeennndddeeennntttVVVaaarrriiiaaabbbllleeesss

Clinicalfactor

ADLFIM score (8-56)
mobilityFIM score (5-35)
cognitiveFIM score (5-35)
onsetduration (months)

Demographicfactor
Age

Gender (1.Male 2.Female)

Socialfactor

Mainpaymenttype
(1.Nationalhealthinsurance 2.Medicalaid)
Maritalstatus (1.living with partner 2.not
livingwithpartner)
Care-giverduringhospitalization
(1.family 2.notfamily 3.nocare-giver)
Care-giverafterdischarge
(1.family 2.notfamily 3.living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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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종속변수로서 퇴원 후 목적지가 기관인 환자군과 집인 환자군의 임상적,
인구학적,사회적 특성을 비교하고 퇴원 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가 집이
아닌 환자군과 집인 환자군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변수 가운데
FIM점수,발병 후 경과기간,연령과 같은 연속변수의 환자군간 차이는
t-test로 통계 분석하였고 성별,의료보장 유형,가족 지지,지역사회 지지와
같은 범주 변수들의 환자군간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통계분석으로
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이 때 totalFIM점수와 이것의 세부 범주
에 속하는 ADLFIM점수,mobilityFIM 점수,cognitiveFIM 점수 간에는
다중 공선성(multicolinearity)이 존재하므로 FIM 전체점수와 하부 영역의
FIM 점수를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이 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변
수만을 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통계는 SASsystem forwindowsV8을 이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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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표 2)전체 환자 204명중 남자는 전체의
60.3%인 123명이었다.환자의 평균 나이는 57.7세로 이중 65세 미만 환자
가 131명으로 전체 환자의 69.1%를 차지했으며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는
전체 환자의 8.8%인 18명이었다.뇌졸중 진단에서는 뇌경색이 46.6%,뇌출
혈(뇌내출혈,지주막하 출혈 포함)이 53.4%였으며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는 우측 편마비가 102명으로 50.0%를 차지했고 좌측 편마비,양측 편마비
가 각각 39.7%,10.3%였다.뇌졸중 발병일로부터 입원시점까지의 평균기간
은 204.9일이었으며 환자들의 평균 재원일수는 80.4일이었다.

환자들의 결혼 상태는 전체의 66.7%인 136명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
으며 나머지 68명은 독신이거나 이혼 또는 별거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는 전체의 57.3%인 117명,직업 간병인이 간병하는
경우는 54명(26.5%)이었으며 간병하는 사람이 없는 환자는 33명(16.2%)이었
다.의료보장의 유형을 보면 건강보험 환자가 137명으로 전체 환자의
67.2%를 차지했으며 의료급여 1종 환자가 48명(23.5%),의료급여 2종 환자
가 19명(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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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FIM점수의 분포를 보면 FIM 전체점수
의 평균은 입원시점에 77.3점이었으며 퇴원시점의 FIM 점수 평균은 85.0점
이었다.FIM 점수를 세부 분류에 따라서 보면,ADLFIM점수의 평균은 입
원시점과 퇴원시점에 각각 36.2점,39.3점이었고 MobilityFIM점수의 평균
은 입원시점과 퇴원시점에 각각 18.7점,22.2점으로 나타났고,Cognitive
FIM점수의 평균은 입원시점과 퇴원시점에 각각 22.5점,23.6점이었다.

환자들의 퇴원시 목적지를 보면 전체 환자의 64.2%인 131명이 집이 아닌
곳으로 퇴원하였고,35.8%인 73명이 집으로 퇴원하였으며,퇴원 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환자가 전체의
42.7%인 87명이었으며 집에 거주하는 환자는 54.4%인 111명,거주지가 확
인되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가 6명(2.9%)이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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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ooofffPPPaaatttiiieeennntttsss

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 SSSuuubbbjjjeeeccctttsss(((NNN===222000444)))
nnn (((%%%)))

Gender
male
female

123(60.3)
81(39.7)

Ageatadmission(years)
mean±SD
≤54
55-64
65-74
≥75

57.7±12.5
84(41.2)
57(27.9)
45(22.1)
18(8.8)

Diagnosis
infarct
hemorrhage

95(46.6)
109(53.4)

SideofStroke
righthemiplegia
lefthemiplegia
bilateralhemiplegia

102(50.0)
81(39.7)
21(10.3)

Durationfrom onsettoadmission(days)
mean±SD
≤90
91-180
181-365

204.9±89.0
16(7.8)
73(35.8)
115(56.4)

Lengthofstay(days)
mean±SD 80.4±15.4

MaritalStatus
livingwithpartner
notlivingwithpartner

136(66.7)
68(33.3)

Care-giverduringhospitalization
family
notfamily
nocare-giver

117(57.3)
54(26.5)
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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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paymenttype
nationalhealthinsurance
medicalaid

137(67.2)
67(32.8)

TotalFIM score(range18-126)
admission
discharge

mean±SD
77.3±23.2
85.0±23.3

ADLFIM score(range8-56)
admission
discharge

36.2±10.8
39.3±10.7

MobilityFIM score(range5-35)
admission
discharge

18.7±8.8
22.2±8.7

CognitiveFIM score(range5-35)
admission
discharge

22.5±9.7
23.6±9.3

Dischargedestination
Institution
Home

131(64.2)
73 (35.8)

Livingsettingat6monthspost-discharge
Institution
Home
Unknownordeath

87 (42.6)
111(54.4)
6 (2.9)

Dischargedestinationand
residenceat6monthsafterdischarge
Institution → Institution
Home → Home
Institution → Home
Home → Institution

75(37.9)
60(30.3)
51(25.8)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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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111...FFFlllooowww ooofffpppaaatttiiieeennntttsss'''rrreeesssiiidddeeennnccceeesss

uuunnnkkknnnooowwwnnn
(((nnn===111)))

hhhooommmeee
(((nnn===666000)))

dddiiisssccchhhaaarrrgggeeeddd
pppaaatttiiieeennntttsss
(((nnn===222000444)))

iiinnnssstttiiitttuuutttiiiooonnn
(((nnn===111222)))

uuunnnkkknnnooowwwnnn
(((nnn===555)))

hhhooommmeee
(((nnn===555111)))

iiinnnssstttiiitttuuutttiiiooonnn
(((nnn===777555)))555777...333%%%

333888...999%%%

333...888%%%

111666...444%%%

888222...222%%%
333555...888%%%

666444...222%%%

iiinnnssstttiiitttuuutttiiiooonnn
(((nnn===111333111)))

hhhooommmeee
(((nnn===777333)))

111...444%%%

llliiivvviiinnngggssseeettttttiiinnngggaaattt
666mmmooonnnttthhhssspppooosssttt---dddiiisssccchhhaaarrrgggeeedddiiisssccchhhaaarrrgggeeedddeeessstttiiinnnaaatttiiiooo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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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이이이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

퇴원시 목적지가 집이 아닌 환자군과 집인 환자군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집이 아닌 곳으로 퇴원한 환자군의 입원시점 및 퇴원시점의
totalFIM 점수가 각각 74.8점,84.0점으로 집으로 퇴원한 환자의 81.7점,
90.4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범주별 FIM점수를 보면
cognitiveFIM점수의 차이는 두 환자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mobilityFIM점수는 집이 아닌 곳으로 퇴원한 환자군에서 입원시와 퇴원
시에 각각 16.9점,20.3점으로 집으로 퇴원한 환자군의 21.9점,25.5점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DLFIM점수의 경우 입원시 점수는 두
환자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퇴원시 점수에서는 집이 아닌 곳으
로 퇴원한 환자군에서 38.2점으로 집으로 퇴원한 환자군의 41.3점보다 유의
하게 낮았다.연령의 경우,두 환자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환자군 간의 범주 변수의 차이를 보면 성별,결혼 상태,입원 기간 중
에 가족이 간병하였는지의 여부 등은 차이가 없었으나 의료보장 유형에서
집이 아닌 곳으로 퇴원한 환자군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구성비가 38.2%로
집으로 퇴원한 환자군의 23.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또한 뇌졸중 발
병 후 입원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지난 환자는 집이 아닌 곳으로 퇴원
한 환자군에서 64.1%로 집으로 퇴원한 환자군의 42.5%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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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CCCooommmpppaaarrriiisssooonnnooofff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bbbyyyDDDiiisssccchhhaaarrrgggeeeDDDeeessstttiiinnnaaatttiiiooonnn

NNNoootttHHHooommmeee(((nnn===111333111)))
mmmeeeaaannn±±±SSSDDD

HHHooommmeee(((nnn===777333)))
mmmeeeaaannn±±±SSSDDD

tttooorrrχχχχ
222

vvvaaallluuueee
ppp---vvvaaallluuueee

Age 56.6±12.7 59.6±12.1 -1.66 0.1

TotalFIM score
admission
discharge

74.8±22.1
82.0±22.3

81.7±24.6
90.4±24.2

-2.06
-2.51

000...000444
000...000111

ADLFIM score
admission
discharge

35.5±10.9
38.2±10.7

37.4±10.6
41.3±10.6

-1.22
-1.97

0.22
000...000555

MobilityFIM score
admission
discharge

16.9±8.1
20.3±8.2

21.9±9.3
25.5±8.7

-3.97
-4.20

<<<000...000000000111
<<<000...000000000111

CognitiveFIM score
admission
discharge

22.6±9.5
23.6±9.2

22.5±10.0
23.6±9.5

0.07
-0.02

0.94
0.98

Onsetduration
≤6months
>6months

47(35.9)
84(64.1)

42(57.5)
31(42.5)

8.08 000...000000444

Gender
Male
Female

79(60.3)
52(39.7)

44(60.3)
29(39.7)

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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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임.1)care-giver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Mainpaymenttype
healthinsurance
medicalaid

81(61.8)
50(38.2)

56(76.7)
17(23.3)

4.06 000...000444

MaritalStatus
withpartner
withoutpartner

86(65.6)
45(34.4)

50(68.5)
23(31.5)

0.067 0.80

Care-giverduring
hospitalization1)

family
notfamily

71(64.5)
39(35.5)

46(75.4)
15(24.6)

1.67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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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가 집이 아닌 환자군과 집인 환자군의 특성
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연령은 두 환자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입원시
점과 퇴원시점의 totalFIM점수는 집에 거주하지 않는 환자군에서 각각
73.8점,81.5점으로 집에 거주하는 환자군의 82.0점,90.1점보다 유의하게 낮
았다.
범주별 FIM점수를 보면 ADLFIM점수는 두 환자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던 반면,입원시점과 퇴원시점의 mobilityFIM점수는 집이 아닌 곳
에 거주하는 환자군에서 각각 16.9점,18.7점이고 집에 거주하는 환자군에
서 20.5점,24.1점으로서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환자군의 점수가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CognitiveFIM점수는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환자군에서 입원시와 퇴원시에 각각 21.2점,22.2점이고 집에 거주하는 환
자군에서 24.2점,25.3점으로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환자군에서 유의하
게 낮았다.
두 환자군 간의 범주 변수의 차이를 보면 성별,결혼 상태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가족의 간병 여부를 보면 집에 거주하지 않는 환자군에
서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의 구성비가 52.8%로 집에 거주하는 환자군의
59.4%보다 유의하게 작았다.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환자군에서 의료급
여 환자가 41.4%로 집에 거주하는 환자군의 26.1%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발병 후 입원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지난 환자의 구성비도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환자군에서 64.4%로 집에 거주하는 환자군의 48.6%보다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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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CCCooommmpppaaarrriiisssooonnnooofff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bbbyyyLLLiiivvviiinnngggSSSeeettttttiiinnngggaaattt666MMMooonnnttthhhsss
PPPooosssttt---dddiiisssccchhhaaarrrgggeee

NNNoootttHHHooommmeee(((nnn===888777)))
mmmeeeaaannn±±±SSSDDD

HHHooommmeee(((nnn===111111111)))
mmmeeeaaannn±±±SSSDDD

tttooorrrχχχχ
222

vvvaaallluuueee
ppp---vvvaaallluuueee

Age 57.6±12.7 57.2±12.1 0.18 0.86

TotalFIM score
admission
discharge

73.8±22.1
81.5±22.3

82.0±22.3
90.1±21.6

-2.56
-2.76

000...000111
000...000000666

ADLFIM score
admission
discharge

36.0±10.2
39.0±10.1

37.2±10.7
40.7±10.4

-0.85
-1.13

0.40
0.26

MobilityFIM score
admission
discharge

16.9±8.3
18.7±8.3

20.5±8.9
24.1±8.4

-2.87
-2.98

000...000000555
000...000000333

CognitiveFIM score
admission
discharge

21.2±9.6
22.2±9.3

24.2±9.4
25.3±8.8

-2.27
-2.46

000...000222
000...000222

Onsetduration
≤6months
>6months

31(35.6)
56(64.4)

57(51.4)
54(48.6)

444...222666 000...000444

Gender
Male
Female

55(63.2)
32(36.8)

65(58.6)
46(41.4)

0.27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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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임.1)일부 환자(204명중 117명)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임.

Mainpaymenttype
healthinsurance
medicalaid

51(58.6)
36(41.4)

82(73.9)
29(26.1)

444...444888 000...000333

Maritalstatus
withpartner
withoutpartner

55(63.2)
32(36.8)

77(69.4)
34(30.6)

0.58 0.44

Care-giver
afterdischarge1)

family
not-family
livingalone

28(52.8)
15(28.3)
10(18.9)

38(59.4)
23(35.9)
3(4.7)

5.99 000...0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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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의 결과(표 5)를 보면 퇴원시
목적지와 관련 있는 변수는 환자의 연령,퇴원시 mobilityFIM점수,의료
보장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즉,환자의 연령이 적을수록,mobilityFIM점
수가 낮을수록,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가 집 아닌 곳으로 퇴
원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퇴원 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와 관련 있는 변수는 퇴원시 mobilityFIM
점수,퇴원시 cognitiveFIM점수,의료보장 유형 등이며 mobilityFIM점수
가 낮을수록,cognitiveFIM점수가 낮을수록,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급
여 환자가 집 아닌 곳에 거주할 확률이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시 totalFIM점수와 이것의 세부 범주에 속하는 입원
시와 퇴원시의 ADLFIM 점수,mobilityFIM점수,cognitiveFIM점수 간에
는 다중 공선성(multicolinearity)이 존재하므로 totalFIM점수와 하부 영역
의 FIM점수를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이 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변수만을 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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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LLLooogggiiissstttiiiccc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 AAAnnnaaalllyyysssiiisssfffooorrrDDDiiisssccchhhaaarrrgggeeeDDDeeessstttiiinnnaaatttiiiooonnn aaannnddd
FFFooollllllooowww---uuupppRRReeesssiiidddeeennnccceee(((PPPrrrooobbbaaabbbiiillliiitttyyymmmooodddeeellleeedddiiisss‘‘‘IIInnnssstttiiitttuuutttiiiooonnn’’’)))

1)% concordant=77.2,c=0.773
2)% concordant=70.8,c=0.709

VVVaaarrriiiaaabbbllleeesss
DDDiiisssccchhhaaarrrgggeeeDDDeeessstttiiinnnaaatttiiiooonnn1) 666MMMooonnnttthhhsssFFFooollllllooowww---uuuppp

LLLiiivvviiinnngggssseeettttttiiinnnggg2)

Oddsratio
(95% CI) p-value Oddsratio

(95% CI) p-value

Age 000...999666(((000...999222666---000...999888777))) 000...000000666 1.006(0.978-1.035) 0.668

ADLFIM score
atdischarge 1.017(0.967-1.070) 0.509 1.049(0.998-1.102) 0.059

MobilityFIM score
atdischarge 000...888666666(((000...888111111---000...999222666))) <<<000...000000000111 000...999111000(((000...888555888---000...999666666))) 000...000000222

CognitiveFIM score
atdischarge 1.035(0.996-1.076) 0.082 000...999666333(((000...999222999---000...999999888))) 000...000333777

Onsetduration 1.002(0.998-1.006) 0.316 1.001(0.997-1.004) 0.682

Paymenttype
medicalinsurance
medicaid

reference
222...444555777(((111...111333666---555...333111444))) 000...000222222

reference
222...666111444(((111...333111555---555...111999666))) 000...00000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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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부록2)를 실시한 결과 204명중
117명이 답하였으며(응답률 57.4%)이 중에서 퇴원 후 6개월 시점에 재입
원하고 있는 환자는 53명,집에 거주하는 환자는 64명이었다.결과는 표 6
과 같다.

우선 재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다시 입원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62.3%),‘통원치료를
받고 싶으나 치료받을 시설이 적당하지 않아서’(15.1%),‘주거환경이 환자가
생활하기 불편해서’(11.3%)의 순서로 답하였으며 가장 선호하는 재활치료
형태는 입원(83%),지역사회시설(9.3%),방문치료(5.7%)순이었다.

퇴원 후 집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 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퇴원 후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45.3%였다.환자의
18.8%는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35.5%는 ‘시설 이용이 필요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서’라고 답한 경우와 ‘시설이 있으나 환자의 이동이 불편해서’라고 답한 경
우가 각각 50%씩 차지했다.이들이 선호하는 재활치료 형태는 46.9%가 지
역사회시설,40.6%가 방문치료라고 답하였고 입원치료라고 답한 경우는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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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666...RRReeesssuuullltttsssooofffSSSuuurrrvvveeeyyy

설설설문문문 문문문항항항
기기기관관관
(((NNN===555333)))
nnn(((%%%)))

집집집
(((NNN===666444)))
nnn(((%%%)))

질질질문문문111---111...어어어떤떤떤 이이이유유유로로로 다다다시시시 입입입원원원하하하셨셨셨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환자상태가 좋지 않아서 계속 입원치료를 원한다.
②통원치료 원하나 치료받을 시설이 적당하지 않다.
③집(주거환경)이 환자가 생활하기 불편하다.
④집에서 환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⑤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

33(62.3)
8(15.1)
6(11.3)
5(9.4)
1(1.9)

질질질문문문111---222...퇴퇴퇴원원원 후후후 보보보건건건소소소나나나 복복복지지지관관관 같같같은은은 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 시시시
설설설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하하하고고고 계계계십십십니니니까까까???
①이용하고 싶지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1)주변에 시설이 없다.
이유2)시설은 있으나 환자의 이동이 불편하다.
이유3)비용이 부담된다.

②시설 이용 원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
③정기적(월2회 이상)으로 이용하였거나,하는 중이다.

25(43.8)
14(21.9)
14(21.9)
1(1.5)
23(35.9)
12(18.8)

질질질문문문222...어어어떤떤떤 재재재활활활치치치료료료 형형형태태태가가가 가가가장장장 좋좋좋으으으십십십니니니까까까???
①입원
②지역사회시설 (보건소,복지관 등)
③방문치료
④필요없음 또는 모르겠음

44(83.0)
5(9.4)
3(5.7)
1(1.9)

6(9.4)
30(46.9)
26(40.6)
2(3.1)

질질질문문문333...간간간병병병할할할 가가가족족족이이이 있있있으으으십십십니니니까까까???
①간병할 가족이 있다.
②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나 간병해줄 수 없다.
③혼자 살고 있다.

28(52.8)
15(28.3)
10(18.9)

38(59.4)
23(35.9)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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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이 연구는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 집으로 복귀하
지 못하고 입원을 반복하는 환자들의 분포와 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재입
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특히 병원으로부터 퇴원한
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를 추적 조사하여 퇴원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서의 재입원에 대한 영향 요인도 조사하였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 중증 장애가 남지 않은 경
우에도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며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고,위와
같은 장기 또는 반복 입원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
라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사회적으로도 의료비 상승 등의 한 원인
이 되기도 하나,지금까지 이런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이 연
구는 위와 같이 장기간 또는 반복 입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들이 집에 복귀하지 못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뇌졸중 재활치료 환자
들의 장기 또는 반복 입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중증의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입원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쉽
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장기 입원이나 반복 입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이는 심각한 합병증이나 중증 장애를 가진 뇌졸중 환자들은 이번 연구대상
에서 제외하였고,상대적으로 중간 범위의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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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들의 장기간 또는 반복 입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초
점을 두었다.또한 기존의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연구들은
발병 후 2-3개월 미만의 급성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본 연구의
대상이 된 환자는 발병 후 본 병원에 입원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평균
205일로서,대부분 급성기 이후의 환자들 이었다.위와 같은 급성기 이후의
재활치료 환자들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하였다.

본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64%는 다른 병원으로 다시 입원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36%의 환자는 집으로 복귀하였다.퇴원 후 6개월 시점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43%,집에 거주하는 환자는 54%로서,퇴원
당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입원했던 환자의 39%가 6개월 내에 집으로 복귀
한 것으로 나타났다.퇴원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입원한 경우는,의료
보험이나 급여 혜택의 제한,즉 재원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진료비 삭감 등
의 이유로 인해 장기간 한 곳의 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워서 퇴원한 경우와
의료진의 판단으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도록 하였으나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여 다시 다른 병원으로 입원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었
다.

퇴원 후 목적지에 대한 이변량 분석 결과를 보면 퇴원 후 목적지가 기관
인 환자군과 집인 환자군 간에 연령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존
의 연구결과를 보면 환자가 고령일수록 집으로 퇴원하기 어렵다는 연구들
(Meijer,2003;Brosseau,1996;Ween,1996;Alexander,1994)이 있었다.
반면 나이가 퇴원 후 목적지와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Wilson,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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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yama,1994)도 있었으며 고연령 자체가 정상적으로도 기능적 일상생
활 동작에 영향을 미치므로 예후 예측 인자로서의 중요도는 떨어진다는 연
구도 있었다(Shah,1991).
성별은 이번 연구에서 퇴원 후 목적지나 거주지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
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Wilson,1991;Nakayama,1994)과 일치하였
으나 몇몇 연구(Mayo,1997;Wade,1986)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집 아
닌 곳으로 퇴원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임상적 요인을 보면 기관으로 퇴원한 환자군에서 입퇴원시 totalFIM 점
수,퇴원시 ADLFIM점수,입퇴원시 mobilityFIM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는
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고 보여진다.TotalFIM점수를 가지고
퇴원 후 상태를 예측하는 연구(Brosseau,1996)도 있었으나 totalFIM점수
만으로는 퇴원 후 목적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아 항목별로 범주화된
FIM점수로 환자의 기능을 예측한 연구들이 있었는데,60세 이상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Heruti,2002)에서는 환자의 cognitiveFIM점수
가 재활치료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다른 연구(Stineman,
1997)에서는 mobilityFIM점수만이 퇴원 후 목적지를 예측하는데 상당한
예측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뇌졸중 발병 후 입원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지난 환자가 퇴원 후 기
관으로 퇴원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는데 이것은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
적 회복과 기능적 회복이 가장 빨리 진행되는 시기가 발병 후 6개월까지라
고 알려진 기존의 연구(Granger,1992)에서 밝혀진 것처럼 발병 후 기간이
짧은 환자일수록 같은 치료기간에도 기능적 회복이 더 빠르기 때문에 집으
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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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인을 보면 이번 연구에서는 퇴원 후 목적지에 따라서 결혼 상
태나 입원시 가족의 간병 여부 등의 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기존
에도 이런 가족의 지지 요인이 관계가 없다는 연구(Wilson,1991)가 있었으
나 대체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Brosseau,1997;Ween,1996)들이 많았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은 복잡하고 다면적 개념으로서 예후와의 상관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Meijer,2004).이번 연구에서는 퇴원 후
목적지에 대한 독립변수로서 가족지지에 대한 조사가 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유무,가족의 간병여부만을 조사하
였으나,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가족지지의 관련성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건강보험 환자
에 비해 의료 급여 환자들이 집이 아닌 곳으로 퇴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입원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퇴원 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에 대한 이변량 분석결과를 보면,입퇴원
시점의 totalFIM점수,mobilityFIM점수,cognitiveFIM점수가 집에 거주
하지 않는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발병 후 입원시점
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지난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집 아닌 곳,즉 기관
에 거주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퇴원 후 가족이
돌보는 환자에 비해 가족이 아닌 사람이 돌보거나 혼자 사는 환자가 기관
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았다.
CognitiveFIM점수는 퇴원시 목적지에 대한 이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6개월 시점의 거주지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퇴원시 목적지가 집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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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중에서 6개월 이내에 집으로 복귀한 환자의 cognitiveFIM 점수가
평균 26.9점으로 6개월 시점까지도 계속 입원해 있는 환자의 22.1점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p=0.03)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즉,퇴원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mobilityFIM점수만 낮았던 환
자들은 6개월 이내에 집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cognitiveFIM점수
가 낮은 환자들은 6개월 시점에도 집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이다.이것은
mobilityFIM점수만 낮은 환자들,즉 이동 동작이 독립적이지 않은 환자들
은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 집으로 복귀하는 반면,cognitiveFIM
점수,즉 의사소통 기능이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은 장기적으로 계
속 입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기존의 연구들(Heruti,2002;
Jorgensen,1995)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이나 인지기능이 떨어질수록 재활치
료를 위한 학습능력,순응도가 떨어지므로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어렵고
치료결과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퇴원 후 가족이 돌보는 환자에 비해 가족이 아닌 사람이 돌보거나
혼자 사는 환자가 집 아닌 곳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이는 가족의
지지나 사회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뇌졸중 환자의 거주지 예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Brosseau등,2004;Glass
등,1993)과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는 퇴원시 목적지의
경우 환자의 연령이 적을수록,mobilityFIM점수가 낮을수록,건강보험 환
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가 집 아닌 곳으로 퇴원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
으며,퇴원 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의 경우 mobilityFIM점수가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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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FIM점수가 낮을수록,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가 집
아닌 곳에 거주할 확률이 높았다.
이번 연구에서 환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집 아닌 곳으로 퇴원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이 57.7세로 젊은 환자
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연령이 낮은 환자일수록 기능 회복에 대한 환
자와 가족들의 기대수준이 높고 재활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아 집으로 복귀
하기 보다는 지속적 치료를 선택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 중증 환자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환자
들의 평균 나이도 57.7세로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FIM점수로 기능
상태를 평가했을 때도 환자들의 입원시점의 평균 FIM점수가 평균 77.3점
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재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환자의 기능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입원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이
는 실제로 환자들의 기능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환자나 가족들의
환자 회복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원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일단 집으로 복귀한 환자라고 하더라
도 환자가 퇴원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다시 입원치료
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퇴원 후 집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주
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시설은 있으나 환자의 이동이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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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고 답한 환자가 각각 50%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지역시
설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시설까지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이동 수단
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환자들의 재입원 사유에 대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환자의 기능상태가 일정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아서,집으로 복
귀했을 때 주거환경이 불편해서,지역사회시설 이용이 쉽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환자들이 다시 입원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하였다.

이 연구는 급성기 이후의 환자,즉 3차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다시 입
원치료를 하고 있는 뇌졸중 재활치료 환자들 및 퇴원 후 거주지 예측이
비교적 어려운 중간 범위의 장애를 갖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재입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존
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중증 장애환자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장
기입원이나 반복적 재입원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중간범위의 장애를
갖는 환자들은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경우 장기 입원 또는 반복 입원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책 대안 제시
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가 일개 병원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연
구 대상의 선택 편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며,대부분의 자료 수집 및 조사가 후향적으로 이루어져 가족의 지
지나 지역사회 지지와 같은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는 점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가족지지나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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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환자의 퇴원 후 거주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의 가정이 검증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갖게 되었다.
또한 환자가 본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뇌졸중
발병 후 재활치료를 언제 시작하였는지 등의 요인도 환자의 기능적 예후
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화 설문조사에서도 통화가 가능한 환자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의 의견이나 요구가 다를 경우 그들 중 누구의
의견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인지 모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대상 환자
전체로부터 응답을 얻을 수 없어 설문조사의 내용을 예측 요인의 분석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간 또는 반복입원을 하는 뇌졸중 재활치
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특히 지역사회 지지 요인이나 가족의 지지 요인에 대한 연구와 임상적
요인에 대한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의료제도 및 정책
적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는 연
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보면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를 제외한 뇌졸중 환자
들의 경우 퇴원 직후 및 퇴원 후 6개월 시점에 다시 입원 치료를 받게 되
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환자의 이동 동작 독립정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보행 등 이동능력이 독립적이지 않은 환자들은 일단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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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퇴원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입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행 가능성
이 있는 환자들은 독립적 이동이 가능한 기능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
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이들의 반복입원을 피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현 의료제도 하에서는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라도 한 군데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면서 충분히 재활치료를 받는 데에는
진료비 심사 및 삭감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때문에
조기 퇴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또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
의 수요에 비해 병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들이 입원하기 위해서 비교적
만성기 환자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퇴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보행능력이 독립적인 환자들은 집으로의 복귀를 유도해야 하며,이
들이 퇴원 후 집에서 지내면서도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여 치료 및 관리
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지역사회 시설이 있다고 하
더라도 시설까지의 이동이 불편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이동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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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장기적 장애의 원인이 되는 첫 번째 질환이면서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
고 있는 뇌졸중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환자들이 재활치료 후 조속히 가정
이나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실제로는 퇴원 후에도 집으로 복
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 연구에서
는 이들이 집에 복귀하지 못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삶
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는 장기 또는 반복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개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재활치료 후 퇴원한 뇌졸중 환자들 가
운데 중증 장애 환자를 제외한 20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퇴원 후 목
적지와 퇴원 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를 조사하여 이들의 재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대상 환자의 64%가 기관으로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6개월 시점에서도
43%의 환자가 기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 후 목적지에 따른 환자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보행 등 이동 동작
의 독립정도가 떨어지는 환자,발병 후 기간이 6개월이 지난 환자,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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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환자들이 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퇴원 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이동 동작 독립정도
가 떨어지는 환자,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환자,의료급여 환자들이 기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퇴원 후 목적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
과 환자의 나이가 적을수록,퇴원시 mobilityFIM점수가 낮을수록,건강보
험 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가 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퇴
원 후 6개월 시점의 거주지에 관련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퇴원시
mobilityFIM점수가 낮을수록,cognitiveFIM점수가 낮을수록,건강보험 환
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가 기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퇴원 후 6개월 시점에 재활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다
수는 환자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입원하였다고 답하였으며,집에 거주하
는 환자들 중에서는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치료하기를 원
하지만 주변에 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있다하더라도 이동이 불편하여 이용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보면 중증 장애를 가진 환자를 제외한 뇌졸중 환자들
의 경우 퇴원 직후 및 퇴원 후 6개월 시점에 다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환자의 이동 동작 독립정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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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따라서 보행 등 이동능력이 독립적이지 않은 환자들은 일단 병원
에서 퇴원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입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행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은 독립적 이동이 가능한 기능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
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
택의 제한을 없애고 재활병원과 같은 시설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다.

반면 보행능력이 독립적인 환자들은 집으로의 복귀를 유도해야 하며 이
들이 퇴원 후 집에서 지내면서도 지속적 치료에 대한 욕구가 해결될 수 있
도록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지역기반 시설의 확충
이 필요하고,지역사회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까지의 이동이 불편하
여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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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FFFIIIMMM (((FFFuuunnnccctttiiiooonnnaaalllIIInnndddeeepppeeennndddeeennnccceeeMMMeeeaaasssuuurrreee))):::기기기능능능적적적 독독독립립립성성성 척척척도도도

SSScccooorrriiinnngggsssyyysssttteeemmm
777 CompleteIndependence(Timely,Safely) NoHelper666 ModifiedIndependence (Device)

MMMooodddiiifffiiieeedddDDDeeepppeeennndddeeennnccceee

Helper
555 Supervision
444 MinimalAssist(Subject=75%)
333 ModerateAssist(Subject=50%)

CCCooommmpppllleeettteeeDDDeeepppeeennndddeeennnccceee
222 MaximalAssist(Subject=25%)
111 TotalAssist(Subject=0%)

IIIttteeemmmsss
SSSeeelllfffCCCaaarrreee Score
A.Eating
B.Grooming
C.Bathing
D.Dressing-UpperBody
E.Dressing-LowerBody
F.Toileting

SSSppphhhiiinnncccttteeerrrCCCooonnntttrrrooolll
G.BladderManagement
H.BowelManagement

MMMooobbbiiillliiitttyyy
I.Bed/Chair/Wheelchair
J.Toilet
K.Tub/Shower

LLLooocccooommmoootttiiiooonnn
L.Walk/Wheelchair
M.Stairs

CCCooommmmmmuuunnniiicccaaatttiiiooonnn
N.Comprehension
O.Expression

SSSoooccciiiaaalllCCCooogggnnniiitttiiiooonnn
P.SocialInteraction
Q.Problem Solving
R.Memory

TTToootttaaalllFFFIIIMMM SSScccooorrreee ///11122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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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설설설문문문문문문항항항

퇴퇴퇴원원원 666개개개월월월 이이이내내내에에에 다다다시시시 입입입원원원한한한 환환환자자자에에에게게게 질질질문문문

QQQ111---111...어어어떤떤떤 이이이유유유로로로 재재재입입입원원원하하하게게게 되되되셨셨셨습습습니니니까까까??? (((가가가장장장 주주주된된된 이이이유유유 111가가가지지지)))
①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싶다.
② 통원 치료받고 싶으나 치료받을 시설(복지관,보건소 등)이 적당하지 않다.
③ 집에서 환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④ 집(주거환경)이 환자가 생활하기 불편하다.
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
⑥ 기타 이유

퇴퇴퇴원원원 후후후 666개개개월월월 시시시점점점에에에 집집집에에에 거거거주주주하하하고고고 있있있는는는 환환환자자자에에에게게게 질질질문문문
QQQ111---222...퇴퇴퇴원원원 후후후 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시시시설설설(((보보보건건건소소소,,,복복복지지지관관관 등등등)))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하하하고고고 계계계십십십니니니까까까???
①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1.주변에 시설이 없다.
이유-2.시설은 있으나 환자의 이동이 불편하다.
이유-3.비용이 부담된다.

② 정기적(월2회 이상)으로 이용하였거나,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③ 시설 이용 원하지 않음 또는 시설 이용 필요하지 않다.
공공공통통통질질질문문문
QQQ222...재재재입입입원원원,,,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시시시설설설 이이이용용용,,,방방방문문문치치치료료료 중중중에에에서서서 어어어떤떤떤 재재재활활활치치치료료료 형형형태태태가가가
가가가장장장 좋좋좋으으으십십십니니니까까까???
① 입원
② 지역사회시설 (보건소,복지관 등)
③ 방문치료
④ 필요없음 또는 모르겠음

QQQ333...간간간병병병할할할 가가가족족족이이이 있있있으으으십십십니니니까까까???
① 간병할 가족이 있다.
②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나 간병해줄 수 없다.
③ 혼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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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FFooollllllooowww---uuupppSSStttuuudddyyyiiinnnRRReeehhhooossspppiiitttaaallliiizzzaaatttiiiooonnn
ooofffSSStttrrroookkkeeeRRReeehhhaaabbbiiillliiitttaaatttiiiooonnnPPPaaatttiiieeennntttsss

EunKyoungKim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HanJoongKim.

OOObbbjjjeeeccctttiiivvveee
Thisstudyaimedtoexaminedischargedestinations(nothomevs.home)

and living settingsat6monthsfollow-up forstrokepatientsdischarged
from arehabilitationunitandtoidentifyclinical,demographic,andsocial
factorsthatinfluencethelivingsettingsofpatients.
MMMeeettthhhoooddd
Thesubjectswere204strokepatientsdischargedfrom onerehabilitation
unit,excludingchronic(onsetduration>6months)andseverelydisabled(FIM
score<35)patients.Medicalrecordswerereviewedretrospectivelytoobtain
influencing factors.Whetherornotthepatientshad been rehospitalized
rightafterdischarge oratthe pointof6 months post-discharge was
examinedbyhospitalizationrecordsfrom HealthInsuranceReview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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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hone surveys were also conducted for additional follow-up
informations.
RRReeesssuuullltttsss
Sixty-fourpercentsofthe patientswere notdischarged to home and
forty-threepercentswerenotathomeat6monthsaftertheirdischarges.
Theresultsbythelogisticregressionmodelshowedstatisticallysignificant
(p<0.05)variablesfordischargedestination:age,mobilityFIM score,typeof
payment;and variablesforresidenceat6monthspost-discharge:mobility
FIM score,cognitiveFIM score,typeofpayment.
Readmitted patientsanswered to surveysthatthey wererehospitalized
primarilyduetotheirdependentfunctionalstatus.Patientslivingathome
wantedtousecommunityrehabilitationservicesbuttherewerenotenough
communityfacilitiesnormeansoftransportation.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
Independentmobility orambulation ofstroke patientsisa significant
factorfordetermininglivingsettingsofpatientsinthisstudy.Consequently,
avoiding premature discharges,such as discharging before patients get
ability to moveindependently,isdesirableforpatientswith ambulation
potentiality to keep these patients from rehospitalization. Community
facilitiesforcontinuousrehabilitation training arealso required formild
disabledstrokepatients.

Keywords:Rehospitalization;Dischargedestination;Stroke;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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