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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본 연구는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
다.문헌고찰을 토대로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사
회학적 특성,질병관련 특성,건강생활 실천 특성으로 하였고,대상자들의 건강상
태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 Y-대학병원 입원,외래 치료중이거나 서울 OO 뇌성마비 복지

관에 소속되어 있는 뇌성마비 성인과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우편이나 전자
우편방법과 직접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를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실시
하였고,이중 총 120부를 SPSSWin12.0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은 126.56점,문항별 평균은

2.81점으로 분석되었고,건강상태의 하부영역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상태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 영향요인을 인구사회
학적 특성,질병관련 특성,건강생활 실천 특성으로 범주화 하여 신체적,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모형은 47%이상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를 증진하기 위해서 건강상태가 저하될

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적,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고,중증 장애
인의 건강과 통증에 대한 직접적인 간호중재 방안이 요구되며,건강을 관리하는
측면의 운동,식이조절과 절주의 생활습관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간호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뇌성마비 성인,건강상태,건강상태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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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뇌성마비는 미성숙 뇌의 진행하지 않는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동과 자세
의 지속적인 장애이다.운동뿐만 아니라 감각의 장애도 포함한다(AicardiJ,Box
M.1998).흔히 뇌성마비는 운동장애만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인식되어 물리치료만
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되고 있으나 뇌에 병소를 갖고 있어 지능장애,언
어장애,학습장애,전간 등의 제반 장애와 이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등 운동장애
외에도 커다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창준,1991).
뇌성마비의 발생은 분만 및 주산기 간호기술의 발달로서 신생아의 사망률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미 생긴 신경학적 이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조
산아나 저체중아의 생존률이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
간 증가추세에 있어,1000명 출생에 2~3명의 빈도를 추정한다(김세주,2000).그리
고 일반적으로 의료 기술이 발달할수록 성인 뇌성마비의 수명도 증가하므로 성인
뇌성마비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재형,강민정,이경환&김병식,2000).
그러나 소아 뇌성마비 환자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체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

가 성인 뇌성마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일반적 건강상태와
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또한 미비한 상태라고 하였는데(MurphyKP,Molnar
GE&LankaskyK,1995),국내 실정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이 현실이다(김재
형 외,2000).
최근에 들어서야 학령기 이후의 뇌성마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편이고,대부분의 연구는 운동발달 및 신체,기능적 측면
을 위주로 시행되어 왔다(김재형 외,2000;Murphy외,2000).뇌성마비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뇌성마비 환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전히 지속
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어 많은 의료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또한 이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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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대한 욕구도 큰 것으로 보고된다.하지만 이들은 학령기가 지난 후부터 보건
의료기관에의 접촉이 줄어들고,따라서 건강의 많은 문제점들이 적절히 치료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기능적 수준 및 독립적 일상생활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데,이는 아마도 사회적 관심 및 노력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박은숙
외,2003).
한 개인의 건강상태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러

한 건강의 각 구성요소 모두에서 건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건강한 삶을 영위한
다고 할 수 있는데(세계보건기구,2005),이들 건강의 구성요소는 독립적으로 건강
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만,또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따라서 개인의 건강
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모든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기능에 장애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능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
다.특히 뇌성마비 성인은 이들이 가지는 기능적,신체적 장애가 우울,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건강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신
적 건강에 대한 평가는 기능적 장애,신체적 건강에 대한 평가에 비해 매우 부족
한 편이다(박은숙 외,2003).
뇌성마비 성인은 척추 후만증이나 척추 측만증,하지 관절 구축,피부질환,비

뇨기계 문제,언어장애 등 건강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
고 있다(BaxMCO,SmythDPL&ThomasAP,198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의 측면에서 확인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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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
증진방법을모색하고자시도되었다.
이에따른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1.뇌성마비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질병관련 특성,건강생활실천 특성을 파악
한다.
2.뇌성마비성인의건강상태를파악한다.
3.뇌성마비성인의건강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한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

이론적 정의 :발달과정에 있는 뇌에 발생한 비진행성 병변 혹은 손상에 의한 운동
과 자세의 장애인 뇌성마비를 진단 받은(박창일,문재호 외,2007)만
19세이상의성인을말한다.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 Y-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외래 치료중이거나,서
울 OO뇌성마비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뇌성마비
성인을말한다.

222)))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이론적 정의 :건강상태는 병리적 질병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신체,정신,사회
적 불편 증상의 정도를 말한다(서미혜 & 오가실,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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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영역의 건강상태는
서미혜와 오가실(1993)이 개발한 건강증상조사서-48을 임희정
(2002)이수정,보완하여사용한도구를연구의목적에맞게수정하
여측정하였고,점수가높을수록건강상태가좋은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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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뇌성마비(cerebralpalsy)’란 발달과정에 있는 뇌에 발생한 비진행성 병변 혹은 손
상에 의한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말하며 발생한 뇌병리가 진행하지 않으면서 운동장애
가 나타날 때 뇌성마비를 진단하며,다양한 원인에 의한 다양한 임상증후군을 포괄하는
의미이다(박창일,문재호외,2007).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문제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신

체적 건강문제로는 근 골격계의 문제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과 관절의 변형,구축 등으
로 인하여 보행의 변화가 일어나고,위장장애,영양부족,구강질환,배뇨장애,감각장애,
언어와 인지장애,성기능 장애가 있고,정신적 건강문제로는 만성적인 우울과 심리적
장애,사회적인 건강문제로는 사회적응 장애,고용과 직장에서의 적응문제 등이 있는데
이에대해여러연구에서보고하였다.
신체적인 건강문제 중 근골격계 문제와 이로 인한 통증과 관련된 연구보고로 김재

형 외(2000)는 연구의 대상이었던 뇌성마비 성인의 79%에서 2가지 이상의 근골격계 증
상을 가지고 있으며 견부통,요통 등이 흔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부족한 실
정임을알수있었고,기능적문제로는보행이불가능한경우가30%로나타났다고하였
다.윤명옥(2004)은 서울,부산,대구에 살고 있는 뇌성마비 성인 202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근골격계의 기능 실태를 연구 조사하였는데,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
고 보행가능자 중 보행기능이 감퇴되었다고 39.1%의 대상자가 응답하여,뇌성마비 성
인의 근골격계와 기능감퇴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치료적인 접근을 통하여 기능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또한 뇌성마비 성인의 연구에서 고관절과 슬
관절의 통증이 많이 나타났으며,보행이 중단된 것은 약 25세경으로 이것은 생역학적
힘과 고정으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 스트레스에서 유발되었고,과사용증후군과 조기 관
절변성의가능성을제안하였다(Murphyetal,1995).뇌성마비의보행형태는요추와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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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고관절의 운동성 제한과 골반경사가 비대칭적이며,골반 회전이 제한되고 슬관절의
굴곡이나 과신전이 나타나며 저측굴곡을 나타내어 관절의 변형 구축이 일어난다(김종
만 &이충휘,1997;Tecklin,1999).그리고 장기간 시설에 거주하는 성인 뇌성마비의 기
능평가연구에서 관절의 구축과 아탈구 등 근골격계 합병증이 많아지고 수두증,경련,
소두증 등 동발질환의 영향으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이 저하됨을 확인하였다(이
동희,장성호,이상건 & 김미정,2003).
뇌성마비 성인의 만성통증에 관한 연구는 문헌에서 언급하기 시작하였는데(Turk

M.A.,GeremskiC.A.,Rosenbaum P.F.&WeberR.J.,1997;TylerE.,JensenM.D.&
EngelJ.M.,2002),통증은 많은 뇌성마비 성인에게 일련의 이차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만성통증을 보고한 뇌성마비 성인들 사이에서 통증과 조절의 반응의 관계를 설명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EngelJ.M.,SchwartzL.,JensenM.P.&JohnsonD.R.,2000).뇌성
마비 성인의 93명중 67%에서 최소 3개월 동안 하나 혹은 여러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보고했으며,약 53%는 일반적인 통증이 심하거나 보통이라고 하였다(Schwartz.L.,
EngelJ.M.&JensenM.P.,1999).이러한 만성통증의 원인을 살펴보면,주로 운동능력과
가동력이 저하되어 동반된 2차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으며,근골격계의 변형과도 연
관되어 있다고 한다.이러한 통증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49%정도는
그들에게 보통 혹은 중요한 문제점이며 요추부,고관절과 하지에 통증이 가장 일반적이
라고보고하였다(EngelJ.M.,JensenM.P.,HoffmanA.J.& KartinD.,2003).
그리고 만성변비,위식도 역류 등의 위장관 증상은 뇌성마비 환자에서 흔하며,또한

이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기 증상은 점점 심해진다(BraddomRL,2000).뇌성마비
소아에서 만성 변비를 유발하는 원인은 배변충동 결핍,복부와 회음부 근육의 운동기능
장애,위장관계 운동성 변화 등의 신경학적인 요인과 수분 및 섬유소 섭취부족,보행 능
력과 활동성 부족 등의 요인이 모두 관여한다고 보고 되는데(AgnarssonU,WardeC,
McCarthyG ,ClaydenGS& EvansN,1993)이는뇌성마비성인에도해당될수있
으며 또한 뇌성마비 성인은 변비의 습관화라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이러한 뇌성마비
성인의위장장애와관련된연구보고로는박은숙외(2003)는총39명의뇌성마비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장통과시간 측정과 영양섭취 상태의 평가 결과 모든 구획의 대장통
과 시간이 정상에 비해 지연되어 대장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으며,특히 보행 수준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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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활동성이 대장운동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경직이 대장운
동기능과연관성이있을수있음을확인하였다.
영양과 섭식의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뇌성마비환자는 자세유지의 결함,근긴장,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의해 섭식행동이 심하게 손상을 입고 있으며(정진자,1991)연하
방법의 미성숙,구순 폐순의 감소,혀 돌출의 증가,혀와 턱 운동의 미발달,저작기능의
미발달,과 긴장과 과민행동이 주로 나타나,섭식행동양상의 이상이 나타나고(전헌선&
곽점태,2006),또한칼로리,탄수화물,칼슘,철,섬유소 등의섭취가권장량에비해부족
한 섭취 장애 소견을 보이므로,이에 대한 평가 및 교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박은
숙 외,2003).그리고 치아불량,부적절한 의사소통,지능저하 및 상지사용 기능 등이 영
양부족과 관련된 인자일 수 있고,영양부족과 성장장애는 사지마비유형의 뇌성마비에
서 호발하며 영양부족의 고 위험군으로 정기적인 영양학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태륜,방문석,정선근,신형익 & 전재용,2001).
구강질환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성인에 있어서 특별한 구강질환이 나타나

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기능 장애나 동반장애로 저작과 연하운동이 어려워 자정능력이
불충분하고 운동장애로 인한 구강위생의 불량과 이에 따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으며,구강내와 구강주위근육간의 불균형 관계로 부정교합의 빈도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하였다(대한소아치과학회,1999).이 외에도 신체의 균형
유지에 어려움을 보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반사작용의 부족으로 외상성 손상의 빈도
가 높으며,저작근의 과도한 긴장에 의한 이갈이가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수직고경의
감고,악관절의 이상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된다(GodonEJ,1965).송정우와 이긍호
(2002)는 3~48세 뇌성마비인 총 264명과 비뇌성마비인 220명을 대상으로 치아우식경험
도와 치태지수를 조사하였는데,치아우식경험도가 뇌성마비군에서 1.60배 유의하게 높
게나타났고,치태지수도뇌성마비군이 비뇌성마비군보다 유의하게높았다.
뇌성마비 성인의 배뇨장애에 관한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환자에서 배뇨장애는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요실금은 가장 흔한 배뇨장애로서(Braddom RL,
2000),그 유병률은 36%에서 74%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BrodakPP,Scherz
HC,PackerMG&KaplanGW.,1994)이외에도 빈뇨,절박뇨,배뇨곤란,요폐 및 반복
성 요로감염등이 보고된다고 하였다(BraddomRL,2000).이러한배뇨장애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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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환자의 사회 활동에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으며,또한 상부 요로계에 심한 영
향을끼칠수도있다(박은숙외,2003).
그리고 뇌성마비 성인은 청력장애,사시,굴절이상,신생아 망막증,안진,약시 등의

감각장애가 있으며(EicherPS&BatshawML,1993),이에 관한 연구보고로는 뇌성마비
환자에서안이상빈도가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이중사시의발생률은25~30%이
고,다른 안과적 문제로는 굴절이상,약시,시신경위축,안구 진탕증,시야장애,망막 이
형성증,선천성 백내장,안검 하수증 등이 있다고 하였다(김진호 &한태윤,1995).뇌성
마비 환자의 경우 가족과 사회적인 관심이 정상인에 비해 적고 안 이상이 있더라도 환
자 자신이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 이상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제대
로되지못하는 경우가많다(이창한,마양래 & 박영걸,2002).박성제와 장봉린(1999)
은 뇌성마비 환자 59명중 52명에서 사시,27명에서 굴절이상,25명에서 약시의 소견을
보여 안 이상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재활원에 거주하는 뇌성마비환자 106
명을 대상으로 사시 및 굴절이상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으로 안 이상을 모르고 지낸
지체장애인시설에있는환자의안과적문제를확인하였다(이창한외,2002).
뇌성마비 성인의 기능적인 장애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련된 연구보고로 김재형

외(2003)는 뇌성마비 성인 47명을 대상으로 의학적,기능적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뇌성
마비 성인에서 기능적 보행은 과거 78.7%에서 가능하였었는데 현재는 70.2%에서 가능
하였으며,뇌성마비성인의 장애 정도는 손의 기능,컴퓨터 사용 능력,독립성 등을 조사
하였는데손의기능은기능적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68%,기능적사용이제한적인경우
가17%,사용이불가능한경우가15%이었다.가정및사회생활정도는가정에서독립적
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72%,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13%,항상 도움이 필요
한 경우가 15%이었으며 혼자 외출이 가능한 경우가 64%,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만 외출이 가능한 경우가 10.7%,혼자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25.5%이었다.그리고 기
능적 문제로 보행이 불가능한 것은 신체의 급성장,질병,치료의 중단,외상에 기인하는
것이라고하였다(김세주,박병규,오정희,조영진&민영식,1990).
그리고 뇌성마비 성인은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로 대부분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이러한 성기능 장애정도는 성별,결혼 여부,질병 종류 및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조성래,박은숙,박창일 & 곽은희,2003).또한뇌성마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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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결혼하기를 희망하나 이들 중 소수에서만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어,이들의 성생
활이 매우 고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BlumRW,ResnickMD,NelsonR&Germaine
AS,1991).조성래 외(2003)는 뇌성마비와 척수손상 환자의 심리-성기능 장애를 조사한
연구에서 미혼 남성 뇌성마비에서 성지식,경험,태도 및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고,심리
적 장애 증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뇌성마비 성인들은 대부분 출생시부터
신체적 및 사회 심리적 장애가 있으므로 성 행위에 대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뇌성마비의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교정하기 위한 상담이 필요하며,
심리적 증상에서는 신체화,강박증,예민성,불안,우울 등의 심리적 장애가 높게 나타
나,성기능장애를초래하므로이에대한지지적상담및치료가강조된다고하였다.
뇌성마비 성인의 정신적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성인 불수의 운동형

뇌성마비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으며,부정적 감정 상태 및 사회 심리적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인진단과치료가필요하다고하였다(박은숙,박창일,조성래,김은주&문자영,2002).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결함과 조화하고 타협하고 약점을 될 수

있는대로 표면에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생활양식을 점차 형성해 나가며 그 결과로
자기방어나 자기도피 등의 매커니즘에 따라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기 쉽고 그 성격구조
도왜곡되어지기쉽다고하였으며(이명화&홍희숙,2002),박은숙 외(2003)의연구에서
는 뇌성마비 성인의 많은 수에서 우울 증상이 있었으며,대조군(정상 성인)에 비해 심리
적 장애 증상 및 부정적인 감정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또한 뇌성마비 성인의 정신
적 건강상태는 장애의 중증도 및 건강에 대한 자가 인식도 뿐만 아니라 직업의 유무와
도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고 하여 뇌성마비 성인의 정신적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다
많은 의료적인 개입과 직업의 기회를 늘이는 등의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뇌성마비 성인의 사회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보고로는 장애인은 운동기능의 장

애로 인해 그들이가지고있는기능이나 잠재력이실제보다 훨씬 과소평가되어(정민예,
유은영 & 이미자,2002)취업이어렵고또한직업적응및 고용안정에실패하는경우가
많다고 하였다.또한 직장은 주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Cooper,1981),정민
예 외(2002)는 보호 작업장 뇌성마비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본인이 지각한 건강상태,근무환경에의 만족,직무에 만족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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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스트레스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의 영향
으로는성격과자아존중감이었음을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문제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영역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신체적 건강문제로는 근 골격계의 문제,만성적인 통증,보
행의 변화,위장장애,영양부족,구강질환,배뇨장애,감각장애,성기능 장애가 있고,정
신적 건강문제로는 만성적인 우울과 심리적 장애,사회적인 건강문제로는 사회적응 장
애,고용과 직장에서의 적응문제 등을 확인하였으나,이들의 건강문제를 총체적으로 파
악한 연구는 부족하였다.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드러
내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확인하고,이를 토대로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증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사료된다.

222...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증진을 인간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향
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건강개념은 현실적인 건강의 결정요인
과 건강증진의 관련 요인,예를 들면 감염,유전적 소인,영양수준,보건의료의 접근성,
사회계급,흡연,음주,운동습관 및 환경적 유해요인 등으로 관심을 가져오게 하였다(윤
병준,1998).1960년대중반미국의AlamedaCounty에서실시한연구에서장래의건강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장기적인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건강습관으로 금연,절주,적절한
수면,운동,체중조절,군것질억제,규칙적인아침식사등7가지로규명하였다.
윤병준(1998)의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건강면접조사인 국민건강조사의 원자료 표

본을 분석하여 사회,인구학적인 변수 중 지역,성별,연령,교육수준,결혼상태,생활수
준 등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호관련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건강관리 행위 중에서는 흡연,음주,운동,식사,수면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의한 관련
성이있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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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적 요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스트레스를 언급할 수 있는데,
만성적 스트레스는 생리적으로 자율신경계통과 내분비 계통에 영향을 끼쳐 심해지면
두통이 일어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생하여 복통과 설사,변비 등이 생기고 신체
조절 기능이 약화되어 감기에 자주 걸리며 위궤양,당뇨병,고혈압,심장병,간 경화증,
암 등많은질병의 발생과 밀접한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있다(Selye,1976).또한행
동적인 측면에서도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느끼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말씨가 거칠어지
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며 과식이나 소식,불면증,흡연량과 음주량의 증가,약물
남용 등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Luthans,1985).박용억과 이동호(1999)는 개인의
건강상태는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대상자의 연령,교육정도,종교,결혼상태,직업,가구내 총 월소득이 건
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이고,건강상태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과의 회
귀분석 결과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명력,우울증,일반건강 등을
확인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요인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건강상태 지각을 설

명하는 변수로 건강관행 중 적극적으로 영양제와 보식을 섭식하는 수행과 가족과 주변
인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건강상태에 영
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장성옥,박영주,이숙자 &박은숙,1999).또한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연령,성별,종교별,교육정도,직업,용돈,결혼상태,여가활동,건강
상태,동거형태,생활비 부담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사회적 건강상태는 용돈,여가활
동,건강상태,동거인 수,생활비 부담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노인의 심리적 건
강상태는 연령,성별,직업,용돈,결혼상태,동거형태,생활비 부담 등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고 건강상태와 건강 행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신체적 건강상태가좋을
수록건강행위에서높은값을보인다고하였다(조아영,2003).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석말숙

(2003)은 중도지체장애인의 스트레스 수준은 연령,가족의 월평균 소득,장애정도에 따
라 차이를 보이고,우울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대상자의 연령,최종학력,
가족의 월평균 소득,장애정도가 지적되어 60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과 장애정도가 심한
집단에서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나고,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집단과 고소득 집단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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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점수는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또한 이들의 종교적 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력을 조사하였는데 공적 종교성과 스트레스 수준 간에는 음의(-)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여성 시설보호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형태를 알아본 연구에서 여성시설보

호자의 건강상태 특성으로는 대상자의 57.7%가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거나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이중 만성질환을 가진 자는 64.9%이고 만성질환의 종류
로는 정신과 질환,고혈압,치매,기타,관절염,당뇨병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들의 만성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규칙적인 운동,흡연,비타민제 복용과 건강인
지도가유의한영향요인이었다(이숙경,2004).
재활의학과 외래를 내원한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에서 모든 질병군에서 정상인에 비해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음을확인
하였고,또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질병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
지만,연령,성별,질병의 종류,최종 학력,월수입,직업유무,운동력,장애 진단 의뢰 등
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인 요소,
심리 사회학적인 인자 등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질병별로 장기적인 추적 검사를 시행하
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다(한승훈,2007).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구사

회학적인 요인과 사회심리적인 요인,건강관리습관,대상자들의 질병관련 요인이 있음
을 알 수 있었으며,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
사회학적인요인,질병관련요인,건강생활실천요인등을확인하였다.

333...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김봉선(2007)은뇌성마비인의장애형성과정의연구에서뇌성마비인에연구의관심
을 둔 이유는이들의 손상이 비교적 복합적이고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이높다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무엇보다 사회,환경적 지원여부에 따라 이들의 손상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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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장애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의 의료적 개입을 제외하면 성
인 뇌성마비인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뇌성
마비인의 연령은 통증문제나 신체적,심리적 능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능력은 감소하고,우울감은 증가하며 따라서 사회참여도 감소하
는것으로나타났다.뇌성마비의유형(경직형)은통증문제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었으
며 통증문제를 매개로 일상생활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뇌성마비의 부
위(사지마비)는 통증문제에 대한 직접효과는 물론이고 일상생활능력에도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며,이를 통하여 신체적인 통증문제가 일상생활능력의 감소에 영향을 주어 사
회적 참여가 감소하고 우울감이 증가하여 사회적인 참여에 영향을 주는 장애경로를 설
정하였다.
뇌성마비의 유형에 따른 임상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김세주(2000)는 후천성 편마비

는 심한 안면마비와 언어장애를 보이는 것이 선천성 편마비와 다르다고 하였고,경직형
양지마비는 대뇌반구의 안쪽에서 시작하는 하지로 가는 운동 신경섬유가 측뇌실의 외
측에서 손상되어 뇌실내 출혈 후 뇌실 확장이 원인으로 하지의 운동조절에 관여하는 추
체로의 손상으로 자세를 변경할 때 근 긴장도가 증가하여,일으켜 세우면 다리가 신전,
내전,내회전되어가위와같은양상을보인다고하였다.
뇌성마비성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뇌성마비의 유형을 확인한 연구

로는 불수의 운동형 뇌성마비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만성통증과 사회심리적 기능의 관
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성인 불수의 운동형 뇌성마비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이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를 받으며,부정적 감정 상태 및 사회심
리적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은숙 외,2002).경부통이 있으면서 경직형 혹은 무정위형에서 운동기능이 감소하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경추부 척수병증 이나 신경근 병변의 가능성
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추부 척수병증의 발생 기전은 경추부 척추체의 조기 퇴행화,경
추 추간판 탈출증,척수 전후방 거리 단축 등의 구조적 변화와 역동학적 불안정성 등으
로 설명되고 있으며 경추부 무정위 동작을 감소시키며 안정과 견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박창일,전중선,김유철 &김민영,1996).장기간 시설에 거주하는 성인 뇌성마비
군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척추측만증은 전체의 51.3%에서나타났으며이중 혼합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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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6.8%로 빈도가 높았고,일상생활독립성 여부에대한Barthel지수는 전체적으로 심
한 의존도를 보이고,혼합형과 사지마비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고 하였다(이동희 외,
2003).
김은경(2000)은 불수의 운동형 뇌성마비에서 평상호흡에도 비정상적인 호흡양상을

보이지만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에는 더욱 호흡과의 부조화를 초래하여 언어장애
및 연하곤란증은 호흡과의 상당한 부조화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것은 사지
의불수의적인움직임과같은맥락에서나타난다고하였다.
뇌성마비 성인의 방광기능을 평가한 결과 기능적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실금

의 배뇨장애가 나타났고,요류동태검사 결과 과반사성 방광 등의 비정상 소견을 보이게
됨을 알 수 있었다(박은숙 외,2003).박은숙 외(2003)는 뇌성마비 성인의 대장운동 기능
을 평가하였는데 경직형 뇌성마비 성인에서 다른 형의뇌성마비 성인에 비하여 다른 부
위의 평균 대장통과 시간은 비슷하였으나,유독 직결장부위에서 평균 대장통과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고,이는 회음부 근육의 경직에 의한 항문직장 배출장애에
의한것으로생각된다고하였다.
뇌성마비는 많은 동반장애를 가지는데,지능장애,감각장애,경련,행동장애,감정조

절장애 등이 대표적이다.지능장애는 50-66%정도로 보고되고 경직성 반신마비에서 경
련의동반이가장흔하다고하였다(EicherPS&BatshawML,1993).
뇌성마비 성인에서는 안이상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이중 사시의 발

생률은 25~30%이고 특히 경직성 마비에서 그 발생률이 높고,다른 안과적 문제로는 굴
절이상,약시,시신경위축,안구진탕증,시야장애,망막이형성증,선천성 백내장,안검하
수증 등이 있다(김진호&한태윤,1995).청력장애는 뇌성마비환자의 약12%에서나타
나며 주로 경직형보다는 무정위형에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데 이는 무정위형에서
핵황달이청력장애의주요한원인이되기때문이라고하였다(MolnarGE,1992).
뇌성마비 성인의 읽기 속도 특성 연구에서 읽기 속도를 빠르게 할때 경직형에 비해

무정위형이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읽기 속도를 느리게 할 때는 경직형이 더욱 어려움
을 느낀다고 보고,뇌성마비 성인의 언어장애와 말 속도 조절을 위한 치료에서 경직형
과무정위형에서다르게접근해야한다고하였다(김기은,2001).
김은경(2000)은 불수의 운동형 성인 뇌성마비의 발성시 균일한 호기가 유지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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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적절한 시점에서 잦은 흡기가 일어나며,한 번의 호기에 포함되는 음절의 수가 적
어 언어장애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정해동과 이병희(2003)는 뇌성마비 아동에서 쓰
기장애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근긴장도가 낮은 군은 글씨를 정확하게 쓰는 반면,시
각,운동 통합능력이 좋은 근긴장도가 높은 군은 쓰기의 속도가 빠르고 필순의 오류도
적어 효과적인쓰기학습을위한개별화된중재전략이개발되어야한다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령,

생활환경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뇌성마비의 유형,보행정도,마비정도 등의 대상
자들의 질병관련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뇌성마비 성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주는요인에관한연구는부족하였다.
이에 뇌성마비 성인의 총체적인 건강상태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

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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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 영향요인을 조사하고자 설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표표표집집집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와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뇌성마비 성
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한 근접 모집단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서울 Y
대학 부속병원 재활병원에 외래 및 입원 치료중이거나,서울 OO뇌성마비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인 뇌성마비 성인을 대
상으로 하며,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지에 협조적이고,질문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하였다.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0월1일에서 같은 해 10월31일
까지이며,본 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뇌성마비 성인 5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보,애매한 점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표현들을 수정·보완
하였다.
이에 대한 표집방법은 임의표집을 사용하였으며,본 연구는 서울 Y대학 부속병원

재활병원에 외래 및 입원 치료중인 대상자 37명과 서울 OO뇌성마비 복지관에 소속되
어있는89명의뇌성마비성인을대상으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조사대상자와의 일대일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연구

의 목적,취지 및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
신을 받는 방법과,조사대상자와 면접을 통해 연구의 목적,취지 및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응답도중 그만두기를 희망한 응답자는 단 2명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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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웅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총 120명의 설문결과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
로사용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11)))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뇌성마비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기존의 연구에서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확인된 대상자들의 연령,성별,결혼상태,직업,종교,거주지,경제상태,최
종학력을설문지를통하여조사하여분석하였다.

222)))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뇌성마비 성인의 질병관련 특성으로는 뇌성마비 장애의 유형,장애등급,장애발생
시기,신장과 체중을 통한 체질량 지수,대상자들이 인지하는 건강상태,건강관리와 검
진 방법,지난 2년간의 건강문제의 유무와 실제 증상,거동능력,일상생활 수행능력,통
증상태를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고,서울 Y대학 부속병원 재활병원에 외래 및 입원
치료중인 대상자의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잠재된 건강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무기
록을검토하였다.
대상자들의 거동능력 정도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분류하기 위해

Palisano등(1997)이 개발한 대동작 기능 분류체계(GrossMotorFunctionClassification
System,GMFCS)를 이용하여 5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대상자들에게 본인의 거동능력
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고,이는 ‘혼자 걸어 다닌다’1단계,‘보조기구 없이 실내에서만
걸을 수 있다’는 2단계,‘워커나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수 있다’는 3단계,‘주로 휠체어
를 이용하여거동한다’는 4단계,‘침상에누워지낸다’는 5단계로분류되고,설문지에각
단계를제시하고대상자들이자신의거동상태를표시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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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수행능력은서미혜와오가실(1993)이개발한일상생활수행정도를알아보
기 위한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구성은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활동,식사하기,화장실 출입,옷 입기,위생 등,총 5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있고,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에 1
점,‘거의도움이 필요하다’에 2점,‘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에 3점,‘약간 불편하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에 4점,‘전혀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에 5점을 주어 최
저 5점에서 최고 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함을 의미하고
본연구에서 Cronbach’sα=.98이었다.
뇌성마비 성인의 통증상태를 평가하게 위해 3문항에 4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한 상태임을 의미한다.통증 상태는 ‘근육통이 있다’,‘등
허리가 무지근하게 아프다’,‘몸의 일부가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린다‘의 세 문항에 전혀
통증이 없는 경우 1점,항상 통증이 있는 경우에 4점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최저 3
점에서최고12점까지로점수가높을수록통증이심한것을의미한다.
서울Y대학부속병원재활병원에외래및입원치료중인대상자의의무기록은간호

기록과임상관찰기록지,입원및퇴원기록지,이학적검사결과를확인하였다.

333)))건건건강강강생생생활활활실실실천천천 특특특성성성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생활 실천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항목
중 운동,음주,흡연,식이영역의 문항을 뇌성마비 성인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일부 수
정,보완하여건강생활실천특성을조사하였다.
운동영역은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의 시행정도와 시간,1일 10분 이상 걷는 운동의

시행정도와시간,유연성운동과근력운동의시행정도를문항을통해조사하였다.
음주영역은 평생음주경험,음주시작시기,음주빈도,음주량,음주를 하는 이유를 문

항을통해조사하였다.
흡연영역은 흡연시작 시기,현재흡연상태,흡연을 하는 이유,향후의 금연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식이영역은 현재 특별한 이유로 식이조절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식이 조절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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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전일섭취한식사의분량,하루에섭취하는수분의양을조사하였다.

444)))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는 Derogatis(1977)가 개발한
증상체크리스트-90을 기초로 하여 서미혜,오가실(1993)이 개발한 건강증상조사서-48
를 임희정(200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본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건강증상조사서는 신체화,강박증,대인과민성,우울,불안,공포,적대감,정신
증,추가적 차원의 9개 차원 90문항을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증상으로 요약하여 수정
한 48개 문항의 도구이고 본 연구에서는 통증과 관련된 3문항을 통증변수로 분리하여
통증을 제외한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총 45문항을 사용하였다.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α =.97이었고본연구에서 Cronbach’sα=.97이었다.
건강상태 측정도구는 최근 2주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항목

에 체크한 뒤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별로 그렇지 않다’를 3점,‘다소 그렇다’를 2점,
‘항상 그렇다’를 1점으로 배점한 4점 척도의 도구이다.본 측정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정도가좋은것을의미한다.

444...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서울 Y-대학부속병원의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Review
Board,IRB)의승인을받고진행하였다.
뇌성마비 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하

기 위하여 구조화된 측정도구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질병관련 특성,건강생활 실
천 특성,건강상태를 측정하였고,가능한 대상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면서 객관적인 건
강문제를확인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2008년10월1부터같은해10월31일까지총31일간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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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작성 시 연구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고,연구 참여 동의서는 본 연구의 참여
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
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연구 대상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응답하도록 하
였으며,자료수집 중 대상자들에게 심각한 건강위험이나,건강요구가 나타나는 경우 병
원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적절한 기관에 의뢰할 것을 설명하였고,설문에 응답
한대상자에게소정의물질적인보상을제공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자료는SPSSWIN12.0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1)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질병관련 특성,건강생활실천 특성,건강상태는 실
수와백분율,평균과표준편차를산출하였다.

2)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건강생할실천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는
t-test,ANOVA,상관분석(PearsonCorrelation)으로분석하였다.

3)뇌성마비성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
련 특성,건강생활 실천 특성 등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Hierarchicalmultipleregressionanalysis)법으로분석하였다.

4)측정도구의신뢰도는cronbach'salpha계수를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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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본 연구는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로 뇌성마비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질병관련특성,건강생활 실천 특성,건강상태,뇌성마비 성인의 건
강상태영향요인을살펴보았다.
구체적인결과는다음과같다.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 뇌성마비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성별,결혼상태,직
업,종교,거주지,교육수준,경제적상태이다.그결과는‘표1’과같다.
총 대상자수는 120명으로 연령은 20대가 24.2%,30대가 42.5%,40대가 29.2%,50대

이상이4.2%로평균연령은36.4세였고 성별은남성이65.8%,여성이34.2%였다.
결혼상태는 77.5%가미혼으로가장많았고,19.2%가기혼,3.3%가이혼상태였다.
직업은 65.5%가 미취업자이고 34.5%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취업자의 경우 장애

인 관련 복지시설의 사무관련 업무와 운영이 9.2%로 취업자의 1/4을 차지하였다.취업
자중 사회복지사는 3명,단순업무,청소업무,노점운영은 5명,장애인 관련 언론매체의
기자는 2명,장애인 운동선수단 활동자는 2명,예술인 2명,자영업자는 2명이었고,취업
이있다고응답한대상자중8명은직업의종류를기재하지않았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71.7%로,전체 응답자의 45.8%가 기독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천주교,불교 순이었다.대상자의 거주지는 전ㆍ월세를 포함하여 자택에 거주
하는 경우가 77.5%였고,장애인 시설 거주자가 2.5%,기타 응답자가 20.0%였는데,이들
은 정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상태였다.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46.7%로 가장 많았고,무학 11.7%,초등학교 졸업 9.2%,중학교 졸업 7.5%,대졸이상이
25.0%를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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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태는 응답자 본인이 느끼는 자신의 경제수준을 조사한 것으로 경제적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5.5%로 가장 많았고,‘중’28.3%,경제상태가 ‘상’이라고
생각하는대상자는6.7%였다.

항목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연령(세) 20~29 29 (24.2)
36.40±8.32
(20~55)

30~39 51 (42.5)
40~49 35 (29.2)
50이상 5 (4.2)

성별 남성 79 (65.8)
여성 41 (34.2)

결혼상태 미혼 93 (77.5)
기혼 23 (19.2)
이혼 4 (3.3)

직업 미취업 79 (65.5)
복지관 사무직 11 (9.2)
사회복지사 3 (2.5)
기타 27 (22.8)

종교 없음 34 (28.3)
기독교 55 (45.8)
천주교 22 (18.3)
불교 7 (5.8)
기타 2 (1.7)

거주지 자택 93 (77.5)
장애인시설 3 (2.5)
기타 24 (20.0)

교육수준 무학 14 (11.7)
초졸 11 (9.2)
중졸 9 (7.5)
고졸 56 (46.7)

대졸이상 30 (25.0)

표 1.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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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수준에서 고졸이하라고 응답한 응답자(75.5%)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
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제적 이유’는 18.9%,‘본인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28.9%,‘통학하기 불편해서’가 11.1%,‘건강상의 문제로 진학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14.4%였고,그 외에도 ‘성적이 부족해서’가 7.8%,‘적절한 학교과정이 없어서’
가 11.1%,‘부모의 반대로’4.4%,‘본인의 장애비관 때문에’가 3.4%였다.이들 중 기타항
목에 장애인을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다고 한 경우가 있
었고,대학입시의 학력고사를 치뤘으나,면접시험에 장애로 인해 응할 수 없어 진학을
포기했다고기술한응답자가있었다.

*고등학교졸업이하대상자의응답임

항목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경제상태 하 78 (65.0)
중 34 (28.3)
상 8 (6.7)
계 120 100

이유 빈도 %
경제적 이유 17 18.9
본인이 필요성 못 느껴서 26 28.9
통학하기 불편해서 10 11.1
건강문제로 13 14.4
성적이 부족해서 7 7.8
부모의 반대로 4 4.4
본인의 장애비관 때문에 3 3.4
적절한 학교과정이 없어서 10 11.1

계 90 100.0

표 2.상급학교에 진학하지못한이유*
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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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질병관련특성은 뇌성마비 장애와 관련된 질병관련 특성과 일
상생활 수행능력,통증상태,지난 2년간 경험한 건강문제,건강문제에 대한 조치,의료
기관을이용했을시불편했던점을조사하였으며,그구체적인결과는다음과같다.

111)))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뇌성마비 장애유형,장애등급,장애발생 시기,주관적으
로 인지하는 건강상태,건강관리와 검진방법,지난 2년간의 건강문제의 경험여부,거동
능력,체질량지수로그결과는‘표3’과같다.
뇌성마비의 장애유형은 경직형(spastic)뇌성마비인 경우가 62.2%,이상 운동형

(dyskinetic)뇌성마비인 경우가 37.8%였고,장애등급은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58.3%로 가장 많았고,2급이 25.8%,3급
이 12.5%,4~6급은 3.3%를 차지하였다.장애 발생 시기는 56.3%가 출생 후 가지게 된 경
우였고,선천적인 경우가 13.4%,출생시 장애 발생이 23.5%였으며,그 외에도 장애발생
시기를모른다는경우도8명이나있었다.
또한 대상자가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가 16.7%,‘나쁜 편

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2.5%,‘보통이다’인 경우가 30.8%,‘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6.7%,‘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3%를 차지하여 대체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대해보통이하의수준이라고인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평소의 건강을 검진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문항에는 관리를 안 한다는 대상자

가 44.2%로가장 많았고,개인 병/의원 통원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27.5%,종합병원에서
의통원치료를통해건강관리를하는대상자가16.7%였다.
지난 2년간 건강문제를 경험했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건강문제가 있었다는 대

상자가65.0%,그렇지않았다는대상자가35.0%였다.
거동능력은 뇌성마비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분류하기 위해 Palisano등(1997)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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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동작 기능 분류체계(GrossMotorFunctionClassificationSystem,GMFCS)를 이
용하여 5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대상자들에게 본인의 거동능력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
였고,이중 혼자 걸어 다니는 경우가 48.3%,보조기구 없이 실내에서만 걷는다가 2.5%,
워커나 지팡이를 이용하여 걸어 다닐 수 있는 경우가 2.5%,주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거
동한다는44.2%였고,침상에누워지내는경우가2.5%였다.
체질량지수는 대한 비만학회(2000)에서 제시한 체질량 지수 분류에 따른 체질량 지

수 분포에 따라 저체중,정상체중,비만군으로 분류하였고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정상체
중군에속하였고(77.4%),저체중에해당하는대상자는12.2%,비만군은10.4%를차지하
였다.
뇌성마비성인의일상생활수행정도는서미혜와오가실(1993)이개발한일상생활수

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이동,식사하기,화장실 출입,옷입
기,위생 등 총 5개 항목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에 1점,‘거의도움이 필요하다’에 2점,‘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에 3점,‘약간
불편하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에 4점,‘전혀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에 5점
을 주어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표기하도록 하였다.본 연구의 대상
자들의일상생활수행능력의평균은17.39점이었다.
뇌성마비 성인 대상자들의 통증상태를 평가하게 위해 통증과 관련된 세문항에 4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한 상태임을 의미한다.통증
상태는‘근육통이있다(평균2.92점)’,‘등허리가무지근하게아프다(평균2.91점)’,‘몸의
일부가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린다(평균 2.58점)‘으로 통증상태에 관한 총점수의 평균은
8.40점이었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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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제외

특성 범주 빈도*(%)
장애유형 경직형 뇌성마비 74 (62.2)

이상운동형 뇌성마비 45 (37.8)
장애등급 1급 70 (58.3)

2급 31 (25.8)
3급 15 (12.5)
4급 2 (1.7)
5급 1 (0.8)
6급 1 (0.8)

장애발생 시기 출생전 16 (13.4)
출생시 28 (23.5)
출생후 67 (56.3)
모름 8 (6.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나쁘다 20 (16.7)
나쁜편이다 39 (32.5)
보통이다 37 (30.8)
좋은편이다 20 (16.7)
매우 좋다 4 (3.3)

건강관리/검진 관리를 안한다 53 (44.2)
방법 개인 병/의원 통원치료 33 (27.5)

한의원 통원치료 0 (0.0)
보건소 검진 14 (11.7)
종합병원 통원치료 20 (16.7)

지난2년간 건강 있음 76 (65.0)
문제 경험 없음 41 (35.0)
거동 능력 혼자 걸어 다닌다 58 (48.3)

보조기구 없이 실내에서만 걷는다 3 (2.5)
워커나 지팡이 이용하여 걸어다닌다 3 (2.5)
주로 휠체어로 거동한다 53 (44.2)
침상에 누워 지낸다 3 (2.5)

체질량지수(BMI) 저체중군(BMI<18.4) 14 (12.2)
정상체중군(18.5�BMI<25) 89 (77.4)
비만군(25�BMI) 12 (10.4)
계 120 100

표 3.대상자의질병관련특성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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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

일상생활 수행능력 17.39±7.37
(5~25)

이동하기 3.27±1.50
식사하기 3.49±1.57
화장실 출입하기 3.64±1.53
옷입기 3.48±1.56
개인위생 관리하기 3.55±1.54

통증상태 8.40±2.63
(3~12)

근육통이 있다 2.92±1.01
등허리가무지근하게아프다 2.91±1.07
몸의일부가감각이없어지거나저린다 2.58±1.16

표 4.뇌성마비 성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통증상태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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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건건건강강강문문문제제제

그리고 지난 2년간 경험한 질환이 있었는지 가능한한 모두 기억하여 대답해 달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연구자가 분류하여 정리하였고,그 결과는 ‘표5'와 같
다.본 문항에서는 뇌성마비 성인이 가질 수 있는 만성적인 건강문제에 대해 개방형 질
문에추가로예시를제시하였다.
뇌성마비성인들은 통증에 대하여 응답자의78.9%가고통을받고 있다고 하였고,관

절의 변형과 구축,골절,뇌성마비 장애로 인하여 2차적으로 경추부와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을 포함한 근골격계 장애를 호소하는 대상자는 응답자의 51.3%에 해당하였다.
설사나변비 등의 배변장애를호소하는 경우는 14.5%였다.또한 요실금,배뇨곤란,요로
기계 감염 등을 포함한 배뇨장애는 9.2%,언어장애 7.9%,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다는
위장장애는6.6%,영양섭취와섭식과관련된문제를호소하는경우는5.3%,사래걸림이
나 연하장애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6.6%,구강위생관리의 어려움으로 충치와 치주
염을 호소하는경우는10.5%,우울,불안,신경성으로인한수면장애로 힘들다는대상자
는 3.9%였다.이 외에도 안과적 문제(2.6%),사회적응장애(1.3%),기타로는 비만과 호흡
기계문제,심한어지러움등을표현한경우가3.9%였다.
그리고 통증을 호소한 대상자들이 호소한 통증의 부위를 연구자가 분석하였는데,

요통이 51.7%,목부위 통증과 어깨통증이 51.7%,골반부위의 통증이 3.3%,무릎과 하지
의통증이8.3%,전신의통증은3.3%로나타났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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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경험에관한중복응답수임

*통증에대한중복응답수임

건강문제 빈도* %
통증 60 78.9
근골격계 장애(관절의 변형과 구축,골절) 39 51.3
배뇨장애(실금,배뇨곤란,요로감염) 7 9.2
배변장애(설사,변비) 11 14.5
위장장애 5 6.6
영양문제 4 5.3
사래걸림 등 연하장애 5 6.6
우울/불안/수면장애등의 심리적 문제 3 3.9
안과적 문제 2 2.6
치과적 문제 8 10.5
언어장애 6 7.9
사회 적응장애 1 1.3
기타(비만,호흡기계 문제,어지러움 등) 3 3.9

계 154

표 5.대상자의 건강문제
n=76

통증부위 빈도* %
요통 31 51.7
경부통과 어깨통증 31 51.7
골반부위 통증 2 3.3
하지 통증 5 8.3
전신 통증 2 3.3

계 71

표 6.뇌성마비성인의통증부위
n=60



- 30 -

333)))건건건강강강문문문제제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조조조치치치

지난 2년간 건강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76명에게 건강문제 발생시 어떻게 조
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2명
(15.8%),‘조치를취했다’는응답자가64명(84.2%)였다.
건강문제에 조치를 취한 대상자들의 치료 받은 기관은 대상자들이 주로 치료를 받

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였으며,대상자의35.9%는 종합병원을 방문하여치료를 받았다고
하였고,종합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응답자는 31.3%였다.개인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
를 받았다는 대상자는 응답자의 18.8%에 해당하였으며,이외 자가치료는 3.1%,약국을
이용하는 대상자는3.1%,보건소나한의원,개인병의원에 입원한다는응답이 있었으나
이들은소수였다(표7).
그리고 의료기관 이용시 장애인이어서 불편했던 점은 49.2%가 불편함이 없었다고

응답하였고,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의료인의 태도에 불편하였다는 대상자
가26.2%,계단이나의료기기의이용시불편하였다가19.7%,병원의왕래가불편하였다
는대상자가4.9%에해당하였다(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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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외의건강문제를경험하고질환에조치를취한대상자들이치료받은기관

*무응답제외

치료받은 기관* 빈도 %

자가치료 2 3.1
종합병원 입원 20 31.3
종합병원 방문 23 35.9
개인병/의원 입원 1 1.6
개인병/의원 방문 12 18.8
한의원/한약방 1 1.5
약국 2 3.1
보건소 1 1.5
기타 2 3.2
계 64 100

표 7.건강문제에대한조치
n=64

항목 빈도* %
시설(계단,의료기기 등)이용 불편 12 19.7
의료인의 태도(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16 26.2
기타(병원의 왕래가 불편) 3 4.9
없음 30 49.2

계 61 100

표 8.의료기관이용시불편했던점
n=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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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생생생활활활실실실천천천 특특특성성성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생활 실천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항목
중 운동,음주,흡연,식이영역의 문항을 뇌성마비 성인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일부 수
정,보완하여건강생활실천특성을알아보았다.각영역별 결과는다음과같다.

111)))운운운동동동

뇌성마비 성인의 운동생활실천에서 최근 1주일동안 평소보다 몸이 힘들거나 숨이
가쁜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인지에 대한 문항에 62.4%의 대
상자가 전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1-2일한다는 대상자는 11.1%,3일 이상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한다는 대상자는 26.5%였다.또한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한 대상자
들은1일평균83.3분운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 1주일동안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은 며칠인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50.0%가 전혀 안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9.6%는 1-2일,3일 이상 한번에 10분 이상 걸
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0.4%였다.또한 한번에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대상자는 1
일평균88.9분을걷는것으로분석되었다.
최근 1주일동안 스트레칭,맨손체조 등의 유연성 운동을 한 날은 며칠인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57.6%의 대상자가 전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16.1%는 1-2일,3일 이상
유연성운동을하고있다는대상자는26.3%였다.
그리고 최근 1주일동안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아령,역기,철봉 등의 근력운동

을 한 날은 며칠인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76.2%의 대상자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하
였고,11.9%는 1-2일,3일 이상 근력운동을 하고 있다는 대상자는 11.9%에 해당하였다
(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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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제외

행위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 )

중등도이상의 전혀안함 73 (62.4)
신체활동 1-2일 13 (11.1)

3일이상 31 (26.5)
1일 중등도 이상의 신
체활동 시간(분)

83.30±103.25
(1~540)

10분 이상 걷 전혀안함 57 (50.0)
기 운동 1-2일 1 (9.6)

3일 이상 46 (40.4)
1일 걸은 시간(분) 88.98±121.46

(1~540)

유연성 운동 전혀안함 68 (57.6)
1-2일 19 (16.1)
3일이상 31 (26.3)

근력 운동 전혀안함 90 (76.2)
1-2일 14 (11.9)
3일이상 14 (11.9)

표 9.건강생활 실천 -운동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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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음음음주주주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생활실천 중 음주영역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음주경험
을 묻는 문항에서는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1.9%였고,음
주경험이 없다는대상자는38.1%였다.
처음으로 술을 1잔 마신 시기는 평균 17.59세로 나타났고,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

지에 대한문항에서는 최근1년간마시지않았다는대상자가26.0%,한달에1번정도마
신다는대상자는24.7%,한달에 2-4번정도 마신다는대상자는19.2%,일주일에2-3회이
상음주를한다는대상자는30.1%였다.
한번에 마시는 술의 양은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하여 응답하도

록하였으며1-2잔이52.1%,3-4잔이21.9%,5잔이상마시는대상자는26.0%였다.
또한 음주를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는데,동료와 어울리며 음주를 한다는 대상

자는 48.6%,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음주를 한다는 대상자는 33.3%,심리적으로 힘들
어서 음주를 하는 대상자는 9.7%였고,기타란에는 습관적으로 마신다고 응답한 대상자
가6명으로8.2%였다(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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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제외

항목 범주 빈도*(%) 평균±표준편차
(최소~최대)

음주경험 없음 45 (38.1)
있음 73 (61.9)

음주시작 시기 17.59±6.67
(13~36)

음주빈도 최근 1년간 마시지 않음 19 (26.0)
한달에 1번 정도 18 (24.7)
한달에 2-4번 정도 14 (19.2)
일주일에 2-3회이상 22 (30.1)

음주량 1-2잔 38 (52.1)
3-4잔 16 (21.9)
5잔 이상 19 (26.0)

음주 이유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24 (33.3)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7 (9.7)
동료와 어울리며 35 (48.6)
기타 6 (8.2)

표 10.건강생활 실천 -음주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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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흡흡흡연연연

뇌성마비 성인의 흡연상태에 관해 질문하였는데,현재의 흡연상태는 피운 적 없는
비흡연군이 68.1%,현재 흡연자가 22.7%,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금연상태인 자가
9.2%였다.흡연자이거나 과거 흡연자인 경우 흡연 시작 시기는 평균 19.21세로 나타났
다.흡연을 하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57.1%,동료와 어울리
며라고 응답한 경우는 28.6%였다.그리고 향후 금연 계획에 관해 질문하였는데,금연계
획이없다는대상자는27.3%,6개월에서1년안에금연하겠다는응답자는59.0%였다.

*무응답제외

항목 범주 빈도*(%) 평균±표준편차
(최소~최대)

흡연시작
시기

19.21±3.12
(11~26)

현재흡연상태 피운적 없음 81 (68.1)
피움 27 (22.7)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안
피움 11 (9.2)

흡연 이유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0 (0.0)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12 (57.1)
동료와 어울리며 6 (28.6)
기타 3 (14.3)

금연 계획 없다 6 (27.3)
1년 안에 금연할 계획 12 (54.5)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 1 (4.5)
언젠가는 금연할 계획 3 (13.6)

표 11.건강생활 실천 -흡연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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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식식식이이이

뇌성마비 성인의 식이생활에 대해 질문하였는데,특별한 이유로 식사조절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35.0%가 식사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이들 중 79.6%는
체중조절을 하기 위해 식사조절을 하고 있고,18.4%는 질환이 있어서 식사조절을 하고
있다고하였다.
전일 섭취한 식사의 분량은 평소와 비슷하게 섭취하였다는 대상자가 85.5%,평소보

다많이섭취하였다는대상자는1.7%,평소보다적게섭취하였다는대상자는12.8%였다.
하루에 물을 섭취하는 양을 200cc컵단위로 기재하도록 하여,1일 수분섭취량을 조

사하였는데그결과1일수분섭취량은평균961.10cc로나타났다.

*무응답 제외

항목 범주 빈도*(%) 평균±표준편차
(최소~최대)

식이조절 여부 식이조절 함 42 (35.0)
식이조절 안함 78 (65.0)

식이조절 이유 질환이 있어서 9 (18.4)
체중 조절 39 (79.6)
기타 1 (2.0)

전일 섭취한
식사분량

평소보다 많이 섭취 2 (1.7)
평소와 비슷하게 섭취 100 (85.5)
평소보다 적게 섭취 15 (12.8)

1일 수분 섭취량 961.10±377.30
(300~2000)

표 12.건강생활실천 -식이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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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111)))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건강상태는 최근 2주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항목에 체크한
뒤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별로 그렇지 않다’를 3점,‘다소 그렇다’를 2점,‘항상 그렇
다’를 1점으로 배점한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 정도가 좋은
것을의미한다.
그 결과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 정도는 평균은 126.56점,문항별 평균은 2.81점으

로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3).신체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43.85점,문항별 평균은 2.92점이었고,정신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40.69점,문항별 평균
은2.71점이었고,사회적건강상태의평균은42.03점,문항별평균은2.80점이었다.

항목 문항수
(A)

가능점수
범위

최소-
최고

평균
(B)

표준
편차

문항별평균
(B/A )

건강상태 45 45-180 63-179 126.56 28.70 2.81

신체적
건강상태 15 15-60 19-60 43.85 9.55 2.92

정신적
건강상태 15 15-60 20-60 40.69 9.83 2.71

사회적
건강상태 15 15-60 19-59 42.03 10.70 2.80

표 13.뇌성마비성인의건강상태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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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2.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2.76±1.07
4.손발이 떨린다 2.76±1.05
10.변비가 있다 2.61±1.06
12.갑자기 열이 나서 화끈거리거나 오한이 나서 3.06±0.91
춥다

신 14.트림이 잘 난다 2.88±0.88
체 16.식욕이 없다 2.98±0.91
적 18.머리가 아프다 2.95±0.92

25.설사를 한다 3.25±0.82
건 26.숨이 막힌다 3.17±0.89
강 31.소변을 자주 본다 2.89±0.92

34.갑자기 식은땀이 난다 3.07±1.01
35.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난다 3.03±0.99
39.말을 더듬는다 2.48±1.04
41.소화가 안된다 2.88±1.03
42.얼굴이 자주 붉어진다 3.09±1.05

건강상태를 문항별로 보면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항목은 신체적 영역
에서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2.76점)‘,’손발이 떨린다(2.76점)’,‘변비가 있다
(2.61점)’,‘말을 더듬는다(2.48점)’였고,정신적 영역에서는 ‘외로운 느낌이 있다
(2.41점)’,‘기분이 울적하다(2.48점)’,‘매사에 걱정이 많고 조바심이 난다(2.47점)’,
‘기운이 없고 쳐진다(2.42점)’였다.사회적 영역에서는 ‘외롭다(2.48점)’,‘다른 사람
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2.38점)’,‘일을 서두르면 실수가 많다(2.43점)’
으로 뇌성마비 성인은 정신적,사회적인 영역에서 건강상태의 점수가 비교적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4).

표 14.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 조사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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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3.이유 없이 갑자기 놀란다 2.80±0.99
6.쉽게 운다 3.07±0.91
9.외로운 느낌이 있다 2.41±0.98
11.기분이 울적하다 2.48±0.97

정 13.매사에 걱정이 많고 조바심이 난다 2.47±1.03
신 19.기억력이 없어진다 2.67±1.05
적 20.주의집중이 안 되는것 같다 2.57±0.82

21.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안는다 2.65±0.97
건 22.쉽게 기분이 상한다 2.65±0.89
강 30.사소한 일에 짜증이 난다 2.61±0.91

32.신경이 날카롭고 안절부절 못한다 3.03±0.82
36.무의식중에 손을 비비거나 손톱을 씹는다 3.27±1.01
37.잠이 잘 안 오고 숙면이 힘들다 2.62±1.04
38.기운이 없고 쳐진다 2.42±0.98
45.가슴이 띄고 두근거린다 2.98±1.02
1.외롭다 2.48±0.91
5.올가미에 씌우거나 함정에 빠진 느낌이다 3.25±0.84
7.어떤 사건에 대해 나 자신을 탓한다 2.58±0.98
15.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 놓이고 두렵다 2.77±1.06

사 17.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2.92±1.12
회 23.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다 2.38±0.96
적 24.사람들 앞에서 자주 실수를 한다 2.56±0.97

27.매사에 흥미가 없다 2.93±1.01
건 33.사는데 희망이 없는 느낌이 든다 2.77±1.07
강 40.모든것이 허무한 느낌이 든다 2.78±1.10

43.무서워서 어디를 갈 수가 없다 3.12±1.07
44.일을 서두르면 실수가 많다 2.43±0.99
47.잘 다툰다 3.20±0.81
46.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울화가터진다 2.91±1.05
48.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2.9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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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의의의 하하하부부부영영영역역역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를 신체적,사회적,정신적 건강상태로 나
누어 분석하고 이들의 총합으로 종합적인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로 보고 있으며,이
들하부영역간의상관관계는‘표15’와같다.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이고,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r=.72
p=.000).
신체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건강상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 사회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이고,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r=.74
p=.000).
정신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건강상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이고,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r=.85p=.000).

정신적 건강상태 사회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72
(.000)

.74
(.000)

정신적 건강상태 .85
(.000)

표 15.건강상태의각영역간의상관관계
n=120



- 42 -

333)))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뇌성마비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였고,사후분석(Scheffe)을실시하였다.
연령은 20대,30대,40대,50대 이상으로 분류하였고,성별은 남성,여성으로 결혼 상

태는 미혼,기혼,이혼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대상자의 직업은 미취업과 직업이 있
는 군으로,대상자의 종교는 종교가 있는 군과 없는 군으로 분류하였고,거주지는 자택
거주와 장애인 시설 거주,기타로 나누었고,교육수준은 중졸이하의 학력과 고졸,대졸
이상의세군으로분류하였고,경제상태는상,중,하3단계로나누어분석하였다.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연령,성별,결혼상태,직업

의 유무,종교의 유무,거주지,교육수준,경제상태 이었다.연령은 30대의 대상자보다
40대의 대상자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p=.047),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결혼상태에서는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
났고(p=.031),또한 직업이 없는 군에 비해 직업이 있는 군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건강상태,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차례대로 p=.028,
p=.025,p=.031,p=.019).종교상태도 종교가 없는 군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군의 신체
적,정신적,사회적,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였으며(차례대로 p=.000,
p=.001,p=.000,p=.000),대상자의 거주상태에 따른 건강상태는 자택에 거주하는 대상
자 군과 장애인 시설이나 기타(정부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군과의 신체적,정신
적,사회적,전반적인 건강상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례대로 p=.000,
p=.000,p=.000,p=.000).
대상자의 교육상태도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중졸이하의 대상자 군과 고

졸,대졸이상의 대상자 군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차례대로 p=.002,p=.003,p=.000,p=.000).대상자들이 인지하는 경제상태
에 따라서도 건강상태는 차이를 보였고,경제상태가 ‘하’인 군에 비해 ‘중’,‘상’군의 신
체적,정신적,사회적,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차례대로 p=.004,
p=.009,p=.005,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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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방법 중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 우편을 통한 설문지 조사군
과 직접 만나 면접을 통해 설문지를 조사한 군으로 나누었고,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
라 Y-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 치료중인 대상자 군과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대상자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17).연구방법 중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서는 우편과 전자
우편으로 설문에 응답한 군의 정신적,사회적 건강상태가 직접 만나 면접을 통해 설문
조사를한군에비해좋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차례대로p=.031,p=.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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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 n

신체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정신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연
령

20~29 29 46.2±8.2 40.3±9.8a 44.2±10.4 130.7±25.9
30~39 51 41.0±11.7 38.3±11.4a 39.9±13.1 119.2±20.1
40~49 35 45.8±5.9 44.3±7.2b 43.1±6.7 133.2±1.3
50이상 5 45.2±7.2 42.0±5.8b 43.4±4.1 130.6±20.3
F(p) 2.77(.055) 2.74(.047) 1.19(.315) 2.02(.115)

성
별

남성 79 42.9±10.2 40.4±10.4 39.9±11.1 123.3±30.5
여성 41 45.6±7.9 41.3±8.8 46.0±8.7 132.9±23.9
t(p) 1.61(.112) .49(.628) 3.28(.001) 1.90(.060)

결
혼
상
태

미혼 93 43.2±10.2 39.5±10.1a 41.1±11.6 123.7±30.5
기혼 23 45.6±6.7 44.5±7.5b 44.9±5.8 135.0±18.4
이혼 4 48.8±5.4 47.5±8.2b 48.0±5.7 144.3±19.2
F(p) 1.13(.326) 3.60(.031) 1.83(.166) 2.25(.110)

직
업

미취업 79 42.6±10.9 39.3±10.9 40.6±12.2 122.6±32.7
직업있음 41 45.9±5.6 43.0±6.7 44.4±6.5 133.3±16.6
t(p) 2.22(.028) 2.27(.025) 2.18(.031) 2.38(.019)

종
교

없음 34 37.0±11.6 35.0±11.6 32.3±10.7 104.3±32.8
있음 86 46.6±7.0 42.9±8.0 45.9±7.9 135.4±21.4
t(p) 4.49(.000) 3.65(.001) 6.70(.000) 5.11(.000)

거
주
지

자택 93 46.3±6.9 42.8±8.3 44.9±8.2 134.0±21.7
정부임대
와 시설 27 35.4±12.4 33.3±11.2 32.1±12.4 100.9±34.9
t(p) 4.36(.000) 4.08(.000) 5.02(.000) 4.6(.000)

표 16.뇌성마비성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건강상태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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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사후검정다중비교(scheffe)결과유의한차이가있음을표시함

인구사회학적
특성 n

신체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정신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34 39.1±12.3a 35.9±11.3a 35.2±12.1a 110.2±34.9a

고졸 56 45.6±8.0b 42.5±9.1b 44.2±9.1b 132.3±24.4b

대졸이상 30 46.0±6.0b 42.7±7.6b 45.8±8.3b 134.5±20.4b

F(p) 6.45(.002) 6.09(.003) 11.74(.000) 8.83(.000)

경
제
상
태

하 78 41.8±10.3a 38.7±10.5a 39.7±11.4a 120.2±30.9a

중 34 48.1±6.9b 44.4±7.5b 46.6±7.9b 139.0±20.4b

상 8 46.0±4.4b 44.4±6.5b 45.1±6.7b 135.5±15.9b

F(p) 5.73(.004) 4.91(.009) 5.55(.005) 5.95(.003)

연구방법상의
특성 n

신체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정신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연
구
방
법

우편 80 42.8±10.1 39.3±10.3 40.6±10.8 122.7±29.7

직접만나 40 45.9±8.2 43.4±8.3 44.9±10.1 134.3±25.1

t(p) 1.70(.093) 2.19(.031) 2.16(.033) 2.12(.036)

대
상
자
특
성

Y-병원 35 44.60±8.8 40.9±9.1 43.8±9.1 129.3±24.9

복지관 85 43.5±9.9 40.6±10.2 41.3±11.3 125.5±30.2

t(p) .55(.583) .118(.906) 1.16(.248) .655(.513)

표 17.뇌성마비성인의연구방법상의특성에따른건강상태
n=120



- 46 -

444)))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뇌성마비성인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는 t-test와 ANOVA와 사후분석(
Scheffe),상관분석으로분석하였다.
장애유형은 경직형과 이상운동형으로 분류하였고,장애등급은 1급,2급,3급 이상으

로,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나쁨,보통,좋음,매우 좋음으로 분류
하여 분석하였다.대상자의 건강관리와 검진방법은 관리를 안 한 군과 개인병의원을 이
용하는 군,보건소 이용,종합병원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군으로 분류하였고,대상자의
거동능력은 GMFCS의 5단계에 따라 분류를 통해 보행그룹(혼자 걷는 군,보조기 없이
실내에서만 걷는군,워커나 지팡이를 이용하여 걷는 군)과 비보행그룹(주로 휠체어로
이동하는군,침상에누워지내는군)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대상자의 유형,장애등급,

주관적건강상태,건강관리검진방법,거동능력,통증상태였다.
대상자의 장애유형은 경직형 뇌성마비 대상자들이 이상운동형 뇌성마비보다 신체

적,정신적,사회적,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차례대로
p=.007,p=.023,p=.002,p=.005).장애등급에 따라서는 장애등급이 1급인 군에 비해 3급
이상인 군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차례대로p=.024,p=.013,p=.041,p=.016).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는 군과 이외의 나쁜편,보통,좋은편,매우

좋다고 인지하는 대상자들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차이를보였다 (차례대로p=.000,p=.000,p=.000,p=.000).건강관리와 검진 방법은 건강
관리를 하지 않는 대상자군과 개인병의원 통원치료를 하는 군과의 사회적인 건강상태
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p=.010).대상자들의거동능력은보행그룹이 비보
행그룹보다정신적인건강상태가유의하게좋은것으로분석되었다(p=0.040).
또한 상관분석 결과 대상자들의 통증상태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차례대로 p=.000,p=.000,
p=.000,p=.000),대상자들의통증이심해질수록건강상태는감소함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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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사후검정다중비교(scheffe)결과유의한차이가있음을표시함

질병관련 특성 n
신체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정신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장애
유형

경직형 74 45.9±7.3 42.4±8.2 44.6±7.9 132.9±21.4
이상
운동형 45 40.2±11.8 37.8±11.6 37.7±13.3 115.9±35.7

t(p) 2.80(.007) 2.32(.023) 3.18(.002) 2.89(.005)

장애
등급

1급 70 42.0±10.5a 38.77±10.7a 40.1±12.0a 120.8±32.2a
2급 31 45.2±7.7b 41.87±7.7a 43.4±7.9a 130.5±20.7b
3급이상 19 44.4±6.8b 46.1±7.4b 46.8±7.9b 141.3±20.3c
F(p) 3.87(.024) 4.53(.013) 3.28(.041) 4.26(.016)

주
관
적
건
강

매우나쁨 20 30.3±10.8a 28.5±9.3a 27.7±11.0a 86.9±30.5a

나쁜편 39 44.8±6.2b 41.5±8.3b 43.2±8.9b 129.5±20.9b

보통 37 47.4±6.9b 43.9±6.6b 45.2±6.8b 136.5±17.7b

좋은편 20 48.2±6.5b 44.9±9.1b 47.3±7.3b 140.4±22.2b

매우좋음 4 46.5±10.1b 42.8±11.0b 47.0±13.2b 136.3±33.0b

F(p) 19.63(.000) 13.95(.000) 17.44(.000) 19.58(.000)

건강
관리
검진
방법

안함 53 41.9±10.9 39.2±11.3 39.0±11.94a 120.2±33.1
개인병원 33 45.9±7.4 42.5±7.4 45.9±7.14b 134.32±20.4
보건소 14 43.5±10.4 39.9±9.9 39.6±10.3a 123.02±29.5
종합병원 20 45.6±7.3 42.3±8.9 45.4±10.0b 133.3±24.1
F(p) 1.45(.232) 1.02(.387) 3.97(.010) 2.18(.094)

거동
능력

보행 64 45.1±6.5 42.4±7.8 43.3±7.7 130.9±20.2
비보행 56 42.4±12.0 38.6±11.4 40.6±13.3 121.7±35.6
t(p) 1.49(.138) 2.08(.040) 1.34(.183) 1.70(0.92)

표 18.뇌성마비성인의질병관련 특성에따른건강상태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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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사회적
건강상태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14
(.143)

-.04
(.143)

-.10
(.279)

-.09
(.303)

통증상태 -.45
(.000)

-.41
(.000)

-.40
(.000)

-.44
(.000)

표 19.일상생활수행능력,통증상태와건강상태의상관관계
n=120



- 49 -

555)))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생생생활활활 실실실천천천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뇌성마비성인의 건강생활 실천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였고,사후분석(Scheffe)을실시하였다.
운동영역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운동,10분 이상 지속적으로 걷는 운동,유연성 운동,

근력운동을 전혀 안하는 군과 주1-2일 하는군,주 3회 이상 하는 군으로 분류하였고,음
주영역에서는 음주빈도를 월 1회 미만인 가끔 하는 군과 월 2-4회 이상인 자주 하는 군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흡연영역은 흡연상태를 흡연을 안하는 군과 현재흡연군,과거
흡연 군으로 나누었고,식이영역은 현재 특별한 이유로 식사조절을 하고 있는 군과 하
고있지않은군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표20).
건강생활실천 영역의 변수 중에는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는 중등도 이상의 신체 운동,유연성 운동,근력 운동,음주 빈도,흡연상태,식이 조절이
었다.
중등도이상의신체운동은전혀안하는 군과주1-2일이상시행하는군과 정신적건

강상태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21)유연성 운동도 전혀 안하는 군이 주 1-2일 이상
시행하는 군 사이에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전반적인 건강상태의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차례대로 p=.041,p=.037,p=.021,p=.023).근력 운동은 전혀 안하는 군과 주 1-2일
이상 시행하는 군과 정신적 건강상태와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8,p=.029).음주빈도는 월 1회 미만인 그룹이 월 2-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군보다
신체적,사회적,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차례대로
p=.0131,p=.002,p=.009).대상자들의 흡연상태는 과거 흡연군,현재 흡연군,비흡연군
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전반적인 건강상태의 차이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차례대로 p=.000,p=.002,p=.000,p=.000),이들 집단간에는 현재흡연군 보다
는 과거 흡연군이,과거 흡연군에 비해서는 흡연을 안 하는 군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식이조절은 현재 특별한 이유로 식이조절을 하고 있는 군과 안 하고 있는
군간의 건강상태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식이조절을 안하고 있는 군이 식이조절을 하
고 있는 군보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이
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차례대로p=.000,p=.000,p=.000,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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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
특성 n

신체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정신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중등
도
이상
운동

전혀
안함 73 42.5±10.9 38.8±10.4a 40.5±11.9 121.8±32.1

1-2일 13 46.6±5.5 45.9±6.2b 43.7±7.6 136.2±16.3
3일
이상 31 45.2±6.5 42.6±8.3b 44.6±8.1 132.4±21.6

F(p) 1.60(.206) 4.00(.021) 1.78(.173) 2.43(.092)

10분
이상
걷기
운동

전혀
안함 57 42.2±11.8 38.8±11.4 40.8±13.2 121.8±35.3
1-2일 1 44.3±5.4 41.7±6.5 39.3±5.4 125.3±15.4
3일
이상 46 45.1±6.9 41.4±8.1 43.9±8.0 131.4±21.2

F(p) 1.19(.308) 1.85(.162) 1.40(.252) 1.43(.245)

유연
성
운동

전혀
안함 68 41.9±10.7a 38.8±10.7a 39.6±12.1a 120.4±32.2a

1-2일 19 47.5±4.6b 45.0±6.2b 46.3±7.7b 138.8±16.4b
3일
이상 31 45.2±7.9b 41.7±8.3b 44.1±7.3b 130.9±22.0c

F(p) 3.28(.041) 3.39(.037) 4.01(.021) 3.91(.023)

근력
운동

전혀
안함 90 42.6±9.9 39.0±9.8a 40.6±11.3 122.3±29.8a

1-2일 14 47.6±3.9 46.7±5.4b 47.0±5.3 141.3±12.8b
3일
이상 14 46.1±9.3 43.9±9.6b 45.0±8.2 135.1±25.2b

F(p) 2.29(.106) 5.00(.008) 2.93(.057) 3.64(.029)

표 20.뇌성마비성인의건강생활실천특성에따른 건강상태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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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사후검정다중비교(scheffe)결과유의한차이가있음을표시함

건강생활실천
특성 n

신체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정신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음주
빈도

월1회
이하 37 45.0±6.0 41.4±6.8 43.5±7.9 130.0±18.2
월4회
이상 36 39.3±11.9 36.9±12.1 35.7±12.1 112.0±35.4

t(p) 2.56(.013) 1.93(.058) 3.23(.002) 2.71(.009)

흡연
상태

과거
피움 11 44.0±5.0a 38.8±9.0a 41.4±6.6a 124.3±19.5a

피움 27 36.2±12.2b 35.4±12.5b 34.6±14.1b 106.4±38.2b

안피
움 81 46.5±7.3c 42.8±8.1c 44.6±8.52c 134.0±22.1c

F(p) 14.67(.000) 6.43(.002) 10.30(.000) 11.21(.000)

식이
조절

조절
함 42 38.6±10.8 35.4±9.8 36.2±12.5 110.2±31.8
조절
안함 78 46.6±7.4 43.5±8.5 45.2±8.0 135.3±22.5

t(p) 4.27(.000) 4.69(.000) 4.22(.000) 4.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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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 영향요인 분석은 건강상태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독립변수들을 이용하여 입력방법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analysis)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건강상태를 신체적,정신적,
사회적건강상태로나누어영향요인을분석하였다.

111)))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신신신체체체적적적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뇌성마비 성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뇌성마
비 성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로,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
적 특성(직업,종교,거주지,교육상태,경제상태)과 질병관련 특성(장애유형,장애등급,
주관적 건강,통증상태),건강생활 실천 특성(유연성 운동,음주빈도,흡연상태,식이조
절)등 13개 변수들로 3개 범주로 그룹화 하였다.각 그룹의 요인들이 추가될 때 증
가하는 뇌성마비 성인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설명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21).회귀분석시 명목변수인 직업,종교,거주
지,장애유형,흡연상태,식이조절은 이분변수로 재분류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포함하였는데 뇌성마비 성인의 신

체적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정도는 33.7%이었으며,두 번째 단계에서는 질병관련
특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뇌성마비 성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정
도는 43.6%로 첫 번째 단계의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9.9% 증가하였다.세 번째 단
계에서 건강생활실천 특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고,뇌성마비 성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정도는 67.3%이었고 두 번째 단계의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23.7% 증가하였다.
뇌성마비 성인은 직업이 있을수록,교육 수준이 낮을수록,경제상태가 좋을수

록,장애등급이 증가할수록,통증이 감소할수록,음주의 빈도가 덜할수록,식이조
절을 안 하고 있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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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p**<0.01p***<.000
모형 1:인구사회학적 특성
모형 2:인구사회학적 특성,질병관련 특성
모형 3:인구사회학적 특성,질병관련 특성,건강생활실천 특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b b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직업 (0.미취업 1.취업 ) .83 .22 3.87*
종교 (0.없음 1.있음 ) 6.51*** 6.14*** .11
거주지 (0.자택 1.정부임대,장애인시설 ) -9.16*** -5.34** -3.20
교육상태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 -.23 -.58 -2.49*
경제상태 (하,중,상 ) 1.41 .95 3.83*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유형 (0.경직형 1.이상운동형 ) -1.47 -2.82
장애등급 (1급,2급,3급 이상 ) 1.93* 2.4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나쁨 ~매우좋음) 1.42 .00
통증상태 (없음 ~심함 ) -.69* -1.01*

건건건강강강생생생활활활실실실천천천 특특특성성성
유연성 운동
(1.전혀안함 2.주1-2일 3.주3회이상)

1.19

음주빈도
(0.월1회 이하 1.월 2-4회 이상)

-5.09**

흡연상태
(0.안피움,과거피움 1.현재피움)

-1.09

식이조절 (0.식이조절함 1.안함 ) 4.77**

F(p) 12.98*** 11.06*** 12.14***
R² 33.7 43.6 67.3

표 21.뇌성마비성인의신체적건강상태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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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정정정신신신적적적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뇌성마비 성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뇌성마
비 성인의 정신적 건강상태로,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
적 특성(연령,결혼상태,직업,종교,거주지,교육상태,경제상태)와 질병관련 특성(장애
유형,장애등급,주관적 건강,보행상태,통증상태),건강생활 실천 특성(중등도 운동,유
연성 운동,근력운동,흡연상태,식이조절)등 17개 변수들로 3개 범주로 그룹화 하였
다.각 그룹의 요인들이 추가될 때 증가하는 뇌성마비 성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설명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multiple
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22).
회귀분석시 명목변수인 결혼상태,직업,종교,거주지,연구방법,장애유형,흡

연상태,식이조절은 이분변수로 재분류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포함하였는데 뇌성마비 성인의 정

신적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정도는 32.2%이었으며,두 번째 단계에서는 질병관련
특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뇌성마비 성인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정
도는 44.3%이었고,첫 번째 단계의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12.1% 증가 하였다.세
번째 단계에서 건강생활실천 특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고,뇌성마비 성인의 정신
적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정도는 47.2%로 두 번째 단계에 비해 2.9%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뇌성마비 성인은 기혼자일수록,거주지가 시설이나 정부임대 주택에 비해 자택

에 거주할수록,보행이 가능할수록,통증이 감소할수록,근력운동을 많이 할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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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p**<0.01p***<.000
모형 1:인구사회학적 특성
모형 2:인구사회학적 특성,질병관련 특성
모형 3:인구사회학적 특성,질병관련 특성,건강생활실천 특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b b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령 .20 .28* .21
결혼 (0.미혼 1.기혼 ) 4.81* 4.69* 4.51*
직업 (0.미취업 1.취업 ) .23 -.37 .23
종교 (0.없음 1.있음 ) 4.79** 3.80** 3.74
거주지 (0.자택 1.정부임대,장애인시설 ) -8.43** -6.07* -5.73*
교육상태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 1.28 1.54 .71
경제상태 (하,중,상 ) 2.04 1.67 1.64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유형 (0.경직형 1.이상운동형 ) -.04 1.14
장애등급 (1급,2급,3급 이상 ) 1.93 1.3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나쁨~매우좋음 ) 1.62 1.17
보행상태 (0.비보행 1.보행 ) 3.55* 4.07*
통증상태 (없음 ~심함 ) -1.04** -.97*

건건건강강강생생생활활활실실실천천천 특특특성성성
중등도 운동
(1.전혀안함 2.주1-2일 3.주3일이상)

.37

유연성 운동 -.11
근력운동 2.70*
흡연상태
(0안피움,과거피움 1.현재피움)

.84

식이조절 (0.식이조절함 1.안함 ) 3.06
F(p) 9.02*** 8.74*** 6.94***
R² 32.2 44.3 47.2

표 22.뇌성마비성인의정신적건강상태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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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뇌성마비 성인의 사회적 건강상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뇌성마
비 성인의 사회적 건강상태로,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
적 특성(성별,직업,종교,거주지,교육수준,경제상태)와 질병관련 특성(장애유형,장애
등급,주관적 건강,건강관리와 검진방법,통증상태),건강생활 실천 특성(유연성 운동,
음주빈도,흡연상태,식이조절)등 15개 변수들로 3개 범주로 그룹화 하였다.각 그룹
의 요인들이 추가될 때 증가하는 뇌성마비 성인의 사회적 건강상태에 대한 설명
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23).
회귀분석시 명목변수인 성별,직업,종교,거주지,연구방법,장애유형,건강관

리와 검진방법,흡연상태,식이조절은 이분변수로 재분류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포함하였는데 뇌성마비 성인의 신

체적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정도는 41.4%이었으며,두 번째 단계에서는 질병관련
특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뇌성마비 성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정
도는 51.4%로 첫 번째 단계에 비하여 10.0%설명력이 증가하였다.세 번째 단계에
서 건강생활실천 특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고,뇌성마비 성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를 설명하는 정도는 74.3%이었고 두 번째 단계의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22.9% 증
가 하였다.
뇌성마비 성인은 장애등급이 증가할수록,통증이 감소할수록,유연성 운동을

자주 시행 할수록 음주의 빈도가 덜할수록,식이조절을 안 하고 있을수록 사회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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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p**<0.01p***<.000
모형 1:인구사회학적 특성
모형 2:인구사회학적 특성,질병관련 특성
모형 3:인구사회학적 특성,질병관련 특성,건강생활실천 특성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b b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성별 (0.남성 1.여성 ) .24 .57 1.34
직업 (0.미취업 1.취업 ) .52 .02 3.27
종교 (0.없음 1.있음 ) 10.40*** 9.78*** 4.92
거주지 (0.자택 1.정부임대,장애인시설 ) -5.92* -2.33 -.14
교육상태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 1.78 .83 -1.53
경제상태 (하,중,상 ) 1.56 .69 3.18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유형 (0.경직형 1.이상운동형 ) -2.53 -2.76
장애등급 (1급,2급,3급 이상 ) 2.39* 3.6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나쁨~매우좋음 ) 1.66* .26
건강검진 (1.안함 2.개인병원 3.종합병원) 1.57 1.46
통증상태 (없음 ~심함 ) -.53 -.85*

건건건강강강생생생활활활실실실천천천 특특특성성성
유연성 운동
(1.전혀안함 2.주1-2일 3.주3회이상)

2.21*

음주빈도
(0.월1회 이하 1.월 2-4회 이상)

-6.22**

흡연상태
(0.안피움,과거피움 1.현재피움)

3.23

식이조절 (0.식이조절함 1.안함 ) 7.04***
F(p) 14.88*** 12.24*** 14.51***
R² 41.4 51.4 74.3

표 23.뇌성마비성인의사회적건강상태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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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영영영역역역별별별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고,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위계적회귀분석의최종결과모형3을종합해보면‘표24’와같다.
대상자들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업,교육상태,경제상태,장애

등급,통증상태,음주빈도,식이조절이고,정신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혼
상태,거주지,보행상태,통증상태,근력운동의 빈도였다.그리고 대상자들의 사회적 건
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장애등급,통증상태,유연성 운동의 빈도,음주빈도,식이
조절로 각 영역별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종합하여 볼 수 있으며,대상자수가
120명으로 비교적 적은수이나 각 요인들이 영역별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정도가 높은
것은변수들이뇌성마비성인의건강상태에유의한영향을주는요인임을나타내준다.
뇌성마비 성인의 통증상태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임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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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p**<0.01p***<.000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b b b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성별 (0.남 1.여 ) 1.34
연령 .21
결혼 (0.미혼 1.기혼 ) 4.51*
직업 (0.미취업 1.취업 ) 3.87* .23 3.27
종교 (0.없음 1.있음 ) .11 3.74 4.92
거주지 (0.자택 1.정부임대,장애인시설 ) -3.20 -5.73* -.14
교육상태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 -2.49* .71 -1.53
경제상태 (하,중,상 ) 3.83* 1.64 3.18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유형 (0.경직형 1.이상운동형 ) -2.82 1.14 -2.76
장애등급 (1급,2급,3급 이상 ) 2.45* 1.32 3.6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나쁨~매우좋음 ) .00 1.17 .26
건강검진 (1.안함 2.개인병원 3.종합병원) 1.46
보행상태 (0.비보행 1.보행 ) 4.07*
통증상태 (없음 ~심함 ) -1.01** -.97* -.85*

건건건강강강생생생활활활실실실천천천 특특특성성성
중등도 운동
(1.전혀안함 2.주1-2일 3.주3일이상)

.37

유연성 운동 1.19 -.11 2.21*
근력운동 2.70*
음주빈도 (0.가끔 1.자주 ) -5.09** -6.22**
흡연상태 (0.안피움,과거피움,1.피움 ) -1.09 .84 3.23
식이조절 (0.식이조절함 1.안함 ) 4.77* 3.06 7.04***

F(p) 12.14*** 6.94*** 14.51***
R² 67.3 47.2 74.3

표 24.뇌성마비성인의영역별건강상태영향요인
n=120



- 60 -

666...추추추가가가분분분석석석 :::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 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는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뇌성마비
성인의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잠재된 건강문제
를 파악하기 위하여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10월 31일까지 Y-대학 부속병원에입원
치료를 받은 후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 63명의 가능한 의무기록을 추가로 검토
하였다.

111)))입입입원원원치치치료료료를를를 받받받은은은 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지난 2년간 서울의 Y-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후 외래로 통
원치료중인대상자는63명이었으며특성은다음과같다(표25).
성별은 남성이 69.8%,여성이 30,2%였고,유형은 경직형 뇌성마비가 27.0%,이상운

동형 뇌성마비가 73.0%였고,연령은 20대가 41.7%로 가장 많았고,30대는 35.0%,40대
는23.3%였고,50세이상은1명이었으며평균연령은32.81세였다.
교육정도는 중졸이하의 학력은 23.8%,고등학교 졸업자는 47.6%,대학 이상의 학력

은 28.6%였고,경제적 상태는 저소득층인 경우가 28.6%,보통수준인 경우가 66.7%,경
제적 상태가 좋은 상위층은 4.7%였다.직업은 68.3%의 대부분의 대상자가 직업이 없었
으며,31.7%의대상자는직업을가지고있었다.
거동능력은 GMFCS(대동작 기능 분류체계)로 분류하여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1단

계군이 33.3%,보조기구 없이 실내에서만 걷을 수 있는 2단계군은 20.6%,워커나
지팡이 이용하여 걸어 다니는 3단계군은 9.5%,주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군은 27.0%,침상에서 누워 지내는 경우인 5단계군은 9.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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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최소 -최대)

성별 남성 44 69.8
여성 19 30.2

유형 경직형 17 27.0
이상운동형 46 73.0

연령(세) 20~29 27 41.7
32.81±9.08
(20-52)

30~39 21 35.0
40~49 14 23.3
50이상 1 1.7

교육정도 중졸이하 15 23.8
고등학교 졸업 30 47.6
대학 이상 18 28.6

경제적
상태 저소득 18 28.6

보통임 42 66.7
상위권 3 4.7

직업 없음 43 68.3
있음 20 31.7

거동 능력 1.혼자 걸어 다님 21 33.3

(GMFCS) 2.보조기구 없이 실
내에서만 걸음 13 20.6
3.워커나 지팡이 이
용하여 걸음 6 9.5
4.주로 휠체어로 거
동함 17 27.0
5.침상에 누워 지냄 6 9.5

계 63 100

표 25.입원치료를 받은 대상자군의 특성
n=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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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입입입원원원치치치료료료를를를 받받받은은은 목목목적적적

뇌성마비 성인 대상자들이 Y-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된 목적
을분석하였다(표26).
입원치료의 목적은 63명의 대상자중 대상자마다 2-3개 정도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중복 처리하였다.통증이 심하여 조절하기 위한 경우가 28건으로 대상자 63명중 44.4%
에 해당하였고,근력이 저하되어 입원하게 된 경우는 21건으로 33.3%,경직이 증가하여
입원하게 된 경우는 6건,정형외과 수술 이후 재활치료를 위한 입원은 12건,신경외과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한 입원은 5건,심부 뇌 자극수술(DeepBrainStimulation)이후
재활치료를 위한 입원은 7건이었다.이외에 근이상운동이 증가하여 입원을 한 경우는 6
건으로 9.5%,포괄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입원은 6건,전반적인 재활평가를 위한 입원은
2건이었다.

*입원치료의목적이다수이므로중복처리함

입원 치료 목적 빈도* 대상자 중
%

통증이 심하여 28 44.4
근력이 저하되어 21 33.3
경직이 증가하여 6 9.5
정형외과 수술이후 재활치료 12 27.0
신경외과 수술이후 재활치료 5 11.1
심부뇌자극수술(DeepBrainStimulation)이후
재활치료 7 11.1

근이상운동이 증가하여 6 9.5
포괄적인재활치료 6 9.5
전반적인상태 평가 2 3.2

계 93

표 26.뇌성마비성인의입원치료목적
n=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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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들들들의의의 입입입원원원치치치료료료 종종종류류류

뇌성마비 성인들이 입원하여 받은 치료는 물리치료 60건,작업치료 60건,통증치료
50건,기능적 전기 자극치료(FunctionalElectricalstimulation:FES)30건,수치료 20건,
트레드밀 운동 5건,심리평가와 치료 34건,언어평가와 치료 21건,바이오피드백 5건,보
톡스 주사 32건,신경차단술은 11건이었고,대상자들의 상태에 따른 처방에 의해 치료
는진행되었다.

입원 치료 종류 빈도* 대상자 중
%

물리치료 60 95.2
작업치료 60 95.2
통증치료 50 79.4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FES) 30 47.6
수치료 20 31.7
트레드밀 운동 5 7.9
심리평가와 치료 34 54.0
언어평가와 치료 23 36.5
바이오피드백 치료 5 7.9
보톡스 주사 32 50.8
신경차단술 11 17.5

표 27.뇌성마비성인의입원치료종류
n=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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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대대대상상상자자자들들들의의의 평평평가가가결결결과과과

뇌성마비 성인 대상자들의 다학제간의 평가결과 통증에 대한 VisualAnalogue
Scale(VAS)은 평균 5.38로 중간이상의 통증을 가지고 있으며,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기능적인 평가결과(FunctionalIndependenceMeasurement
:FIM)는 평균 90.31로 총점 126점에 비하여 대체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Mini-MentalStatus Examination- Korea :
MMSE-K)는 평균 26.65로 총점 30점에 비하면 인지력은 확정적 정상인 수준이었
다.대상자들의 지능지수 IQ(IntelligenceQuotient)은 평균 79.50으로 중간이하의
상태였고,우울지수 BDI (Beck Depression Invention)은 평균 14.31로 Mild
depression상태로 나타났고,언어평가 결과 21명의 대상자가 구음장애(dysarthria)
를 진단받았고 2명의 대상자는 발화불가능으로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상태였
다(표 28).

평가항목 평균±표준편차
(최소 -최대)

통증(VisualAnalogueScale-VAS) (n=60) 5.38± 1.66
(2-8)

FIM total(FunctionalIndependenceMeasurement)(n=39) 90.31±28.07
(30-126)

MMSE(Mini-MentalStatusExamination-Korea) (n=34) 26.65± 4.31
(13-30)

IQ (IntelligenceQuotient) (n=16) 79.50±21.36
(45-121)

BDI(BeckDepressionInvention) (n=24) 14.31± 6.49
(2-28)

Speechevaluation (n=23)
dysarthria:21
expressive:2

표 28.뇌성마비성인의평가결과
n=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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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대대대상상상자자자들들들의의의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상상상태태태

뇌성마비 성인들의 근골격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척추 방사선 촬영 결과와 골밀
도검사결과를분석하였다.
뇌성마비 성인의 척추 방사선 촬영결과대상자 63명 중 27명이 척추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는 경추부 협착과 척수병증(myelopathy)2건,경추 환추축
성 아탈구 1건,경추부의 퇴행성 병변과 디스크 13건,흉추부의 눌림과 퇴행성 병
변 1건,요추부의 퇴행성 병변과 디스크 5건,경추 후굴 1건,척추 측만과 퇴행성
병변 4건으로 오랜 근긴장과 근이상운동으로 근골격계의 변형과 퇴행성 병변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표 29.
뇌성마비 성인의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평균은 spine-1.21,femurneck-.77,

totalhip-1.0,trochanter-1.18,wards-.58로 나왔고 진단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
치의 골밀도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뇌성마비 성인의 골밀도 검사결과는 정상
범위 2명,골감소증(osteopenia)9명,골다공증(osteoporosis)2명인 것으로 나타났
다(표 30).

방사선촬영결과 빈도 대상자중 %
경추부 협착,척수병증(myelopathy) 2 7.4
경추 환추축성 아탈구 1 3.7
경추부의 퇴행성 병변,디스크 13 48.1
흉추부의 눌림,퇴행성 병변 1 3.7
요추부의 퇴행성 병변,디스크 5 18.5
경추 후굴 1 3.7
척추 측만,퇴행성 병변 4 14.9

계 27 100.0

표 29.뇌성마비성인의척추방사선촬영결과
n=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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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결과(T-score) 빈도 %

정상범위 (0~-1) 2 15.4

골감소증(osteopenia)(-1~-2.5) 9 69.2

골다공증(osteoporosis)(-2.5이하 ) 2 15.4

계 13 100

표 30.뇌성마비성인의골밀도검사결과
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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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대대대상상상자자자들들들의의의 대대대장장장기기기능능능,,,영영영양양양상상상태태태 평평평가가가

뇌성마비 성인의 유형에 따른 대장기능 상태를 비교하였는데,경직형 뇌성마비인
경우 주당배변 횟수는 3.68회,이상 운동형 뇌성마비인 경우 주당배변횟수는 4.44로 측
정되었다.배변시 대변이 단단한 정도는 '단단하다'는 1,'정상변 상태'는 2,'묽은 변'은
3,'설사변'은 4로 하여 측정하였는데,경직형이 1.58,이상운동형이 1.69로 정상변 보다
는단단한상태의배변이이루어짐을알수있다(표31).
그리고뇌성마비성인의유형에따른대장통과시간을비교하였다(표32).
그 결과 대체로 경직형 뇌성마비인 경우가 이상운동형 뇌성마비인 경우보다 대장통

과 시간이 지연됨을 알 수 있고,이중 직결장의 대장통과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보였다(p=.040)

*p<.05

항목 Spastictype(n=17)
평균±표준편차

Dyskinetictype(n=46)
평균±표준편차

주당 배변횟수 3.68±1.70 4.44±2.83
배변시 대변이 단단한
정도
(1.hard 2.normal 3.loose
4.watery)

1.58±0.51 1.69± .55

표 31.뇌성마비성인의유형별대장기능상태

항목 Spastictype(n=6)
평균±표준편차

Dyskinetictype(n=6)
평균±표준편차

총 대장통과시간 41.50±12.26 37.17±23.99
우측횡행결장 7.83± 5.49 15.83±12.88
좌측횡행결장 14.00±12.59 14.00±10.41
직결장 * 19.67±11.98 7.33± 4.50

표 32.뇌성마비성인의유형별대장통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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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성인의 혈액검사 수치를 성별에 따라 분류하여 Hemoglobin,
Hematocrit,Cholesterol,Protein,S-GOT,S-GPT,Albumin 수치를 분석하였다
(표33).그 결과 뇌성마비 성인 여성은 Hemoglobin수치의 평균은 정상범위이
하로 저하되어 있고,이외의 항목의 수치는 정상범위 이내로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섭취하고 있는 식단을 영양학적으로 분석하였고,그 남녀 성별
에따른결과는'표34','표35'와같다.
2005년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1일 영양권장량 기준과 비교했을 때 남성

은 칼로리,탄수화물,칼슘,철,수분 등의 섭취가 권장량에 비해 부족한 섭취장애의 소
견을 보이고,여성은 칼로리,지방,탄수화물,섬유소,칼슘,철분,수분의 섭취가 권장량
에비해부족한소견을보였다.

항목 남성(n=44)
평균 ±표준편차

여성(n=19)
평균 ±표준편차

정상범위

Hemoglobin(g/dL) 14.88± 1.21 11.71± 1.54 13.0~17.0
Hematocrit(%) 43.00± 3.43 35.09± 4.36 40.0~52.2
Cholesterol(mg/dL) 162.72±28.99 163.47±16.89 100~220
Protein(g/dL) 7.02 ± .49 6.87± .46 6.0~8.0
S-GOT(IU/L) 20.24± 5.76 19.18±13.20 13.0~34.0
S-GPT(IU/L) 22.44±13.08 20.38±26.32 5.0~46.0
Albumin(g/dL) 4.55± .33 4.20± .27 3.3~5.3

표 33.뇌성마비성인의성별혈액검사수치
n=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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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량에비해부족한상태

*권장량에비해부족한상태

항목 남성(n=11)
평균 ±표준편차 한국인 영양섭취 권장량

Calorie(Kcal) 1850.00±461.89 * 2500
Protein(g) 607.55±956.56 70
Fat(g) 70.28± 31.46 55
CHO(g) 225.84±120.04 * 400
Fiber(g) 99.05±130.96 >20
Calcium(mg) 411.77±263.39 * 700
VitA(μg) 1116.88±333.35 700
Cholesterol(mg) 292.54± 92.51 <300
Iron(mg) 137.32±219.31 12
VitC(mg) 113.18±100.10 70
Waterintake(cc) 1566.67±441.76 * 1900-2800

표 34.뇌성마비성인의성별영양섭취상태-남성
n=11

항목 여성 (n=3)
평균 ±표준편차 한국인 영양섭취 권장량

Calorie(Kcal) 1396±220.96 * 2000
Protein(g) 64.00± 15.80 55
Fat(g) 39.67± 22.19 * 44
CHO(g) 195.67± 36.69 * 330
Fiber(g) 17.00± 9.64 * >20
Calcium(mg) 560.00± 74.63 * 700
VitA(μg) 863.00±720.13 700
Cholesterol(mg) 270.40±234.60 <300
Iron(mg) 12.10± 4.08 * 16
VitC(mg) 134.67± 95.14 70
Waterintake(cc) 1385.71±724.41 * 1900-2800

표 35.뇌성마비성인의성별영양섭취상태-여성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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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논논논의의의

‘뇌성마비(cerebralpalsy)’란 발달과정에 있는 뇌에 발생한 비진행성 병변 혹은 손
상에 의한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말하며 발생한 뇌병리가 진행하지 않으면서 운동장애
가 나타날 때 뇌성마비를 진단하며,다양한 원인에 의한 다양한 임상증후군을 포괄하
며,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전히 지속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어 많은 의료적인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뇌성마비 성인들은 학령기가 지난 후부터 보건 의료기관에의
접촉이 줄어들고,따라서 건강의 많은 문제점들이 적절히 치료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
으로는기능적수준및독립적일상생활의저하를초래하게된다.
본 연구는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측면에

서 확인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뇌성마비 성인
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질병관련 특성,건
강생활 실천 특성으로 대상자의 특성을 분류하여 이들 요인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분석하였고,접근이 가능한 대상자들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분석하
였다.

111...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는 4점척도 (1:항상 그렇다,2:다소 그렇다,3:
별로 그렇지 않다,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한 결과 신체적 건강상태의 평균
2.92점,정신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2.71점,사회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2.80점,전반
적인 총 건강상태의 평균은 2.81점으로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뇌성
마비 성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볼 수는 없었으며,다른 대상자들과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재가치매노인 돌봄이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강정희(2003)의 연구결과 평균연령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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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실험군의 실험 처치이전 건강증상 총점 135.28,문항평균 2.82와 비교 했을
때,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6.4세로 비슷한 수준의 건강상태가 측정
되었다는 것은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는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을 나타내 준다.
임희정(2003)의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건강상태 정도는 평균은 171.8점,평균평점은
3.6점으로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이는 정상성인의 건강상태의
평균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는 장애가 없는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22...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의 특성을 인
구사회학적 특성,질병관련 특성,건강생활 실천 특성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른
건강상태를 분석하였다.뇌성마비 성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에 대해 다
음에서 논의하겠다.

111)))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대상자의 편중을 막기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Y-대학 부속병원의 재활의
학과에입원하여치료를받고이후외래치료를받고있는대상자35명과서울OO뇌성
마비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대상자 8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였으며,이들 두 군의 건강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를 통해
복지관에 소속되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도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나,이에 적절한
의료적인접근이부족한실정이라는것을알수있었다.
그리고 뇌성마비 성인 대상자들은 65.5%정도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고,직업이 있는 대상자들도 다수의 대상자들이 (취업자 중 26.8%)장애인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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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무업무를 보조하거나,장애인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직업과 사회생활
도 일반인들과 분리되어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이러한 측면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사
회적 건강상태에서 ‘외롭다(2.48점)’,‘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2.38
점)’,정신적 건강상태에서는 ‘기분이 울적하다(2.48점)’,‘외로운 느낌이 있다(2.41점)’를
통해 정신적,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
로 생각된다.또한 직업이 없는 군과 직업이 있는 군의 건강상태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군의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어,이를 통해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대
상자들이 직업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직업을 가지고 동료들과 어울리며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사회적 건강상태가 좋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로 뇌성
마비장애인들에게보다많은직업의기회가주어져야하는필요성이대두된다.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에서는 20대와 30대의 대상자들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저하

되어 있었는데,이는 결혼과 취업,출산과 육아 등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에서의 삶의 과
업을 달성해야 하는 시기에 장애와 심한 통증으로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 층의
대상자들에게 예민하고 짜증스러움,우울감 같은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정신적인 건
강상태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젊은 층의 대상자들의 정신적인 건강상태에 대
한 사회적인 지지적 접근이 필요하며,이러한 정신적인 건강이 저하된 상태로 시간이
지연되어 사회적,신체적 건강상태 또한 저하될 수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라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건강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건강상태가 남성의 건강상태에 비

해 좋은 수준이었고 사회적 건강상태에서 남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는 여자
가 남자보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보고한 남정자 등(1996),박용억,이동호
(1999)의연구결과와일치한다.
대상자들의 결혼상태에 따른 정신적 건강상태는 기혼 44.52점,이혼 47.50점,미혼

39.45점으로 결혼을 한 대상자들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미혼인 대상자들 보다 유의하
게높았고,이는박용억과이동호(1999)의연구결과와일치한다.
또한 대상자들의 통증은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었

으며,통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거주지였다.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통
증이 증가하고 대상자의 거주지가 자택에 거주하는 이보다 정부임대 주택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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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자들의 통증상태가 더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이는 대상자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뇌성마비장애로 인한 근골격계의 변형과 이상의 증상이 진행되어 통증
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대상자들의 거주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적인 상태
에 따라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통증의 상태도 변화됨을 알 수 있고,경제적 상태가 하층
인 대상자들은 통증에 대한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통증을 방치하고 있기때문
에 통증상태가 더 심화되며,이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통증이 더 증가되어 건강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되어,장애인 시설 거주자나 정부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뇌성마비 성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사회적인 제도로써 이들 대상자들
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이는 Liptak(2008)의 보고에서 뇌성마비 성인
의 건강과 참살이(Well-being)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인 요인,물리적 환
경,지역사회환경,개인과가족의라이프스타일이포함된다고한결과와일치한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 대상자들의 최종교육수준을 질문하고 추가로 고졸이하의 대상

자들에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는데,여기서는 대학교에 진학하
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나 본인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답이 많았고,이외에
도 건강상의 문제로(14.4%),적절한 학교과정이 없어서(11.1%),통학하기 불편해서
(11.1%),본인의 장애비관 때문(3.4%)로 대상자들이 가진 장애와 관련된 답변이 다수를
차치하여 이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인 노력
의당위성이제시되어진다.
또한 연구방법상에서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조사와 복지관이나 병원에서

직접 만나 설문조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는데,두 군에서는 설문조사를 우
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한 군보다 직접 만나 면접을 통해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군
의 정신적,사회적인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연구 대상자들이 연구
자를 의식하여 설문에 응답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며,거동이 불편하고 실제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접촉한 대상자들과의 직접적인 접근을 통해 이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필요하다고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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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객관적으로 측정된 임상검사보다 주관적이며,과거의 만성적
질환의 유무나 의료이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평가된 상태라는 것과,사회경제적 상
태가 높은 사람들이 개인의 건강상태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Idler
&Angel,1990).본 연구에서도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미취업자보다는 직업이 있는 군과 경제적
인상태가 증가할수록,교육상태가 증가할수록,종교가 없는 군보다는 종교가 있을수록
주관적으로인지하는건강상태가증가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이는윤병준(1998)의연
구에서주관적 건강상태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교육수준,생활수준등의사회·인구학
적인변수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며 이를 통해 뇌성마비 성인들에
게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통해 이들의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의 수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건강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종교를
통한 심리적인 안정과 종교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인 지지체계를 통해 대상자들의 건
강상태가증진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되며이는석말숙(2003)의연구에서중도지체장
애인의 장애수용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학력,가족,월평균 소득,고용상태,장애
정도,장애기간이 지적 되었고,종교적 특성(종교성과 종교적 동기)이 대상자의 장애수
용과정신건강에높은상관관계가있다고하는결과와유사하다.
본연구의대상자들의장애등급은1,2급이84.1%,3급이상이15.9%로중증장애인이

많았고,1급과 2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연구대상 대부분이 중증
장애로이루어져중증과경증에대한건강상태의유의한차이를볼수없었을것이다.
뇌성마비장애유형에따라경직형과이상운동형으로분류하였으며,이들의건강상태

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는 이정환 외(2006)의 연구에서 경직형이 이상운동형에 비해
보행기능과예후가좋다는결과와일치하며,경직형에비해이상운동형뇌성마비장애인
들이교육정도가낮고,통증의정도가심해건강상태에심각한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
어유형에따른차별화된방법으로이들의건강문제에접근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대상자들의 건강상태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통증상태였고,지난 2년간 경험한 건강

문제에 응답한 대상자 73명중 60명이 통증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근골격계 장애와 배



- 75 -

변장애,언어장애 등의 응답이 다수를 차치하여 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보여주며,이는
추가로 분석한 Y-대학병원의 대상자의 의무기록 검토 결과와 일치한다.또한 의료기관
을 이용할 때 불편했던 점은 절반정도(49.2%)는 불편함이 없었다고 하였고,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의료인의 태도가 불편했다는 대상자들이 26.2%였다.이 결과를 통
해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건강상태와 건강문제에 대해 의료인들의 충분한 이해와 관심
이선행되어야한다고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통증의 부위는 요통(51.7%),목과 어깨부위 통증(51.7%),슬관

절의 통증(8.3%)을 호소하였고,이는 김재형 외(2000)의 연구에서 어깨통증 48.9%,허리
통증 40.4%,경부통증 36.2%,체중 부하 관절은 31.9%라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박은숙
외(2002)의 연구에서는 불수의 운동형 뇌성마비의 80%에서 지속적인 만성 통증을 호소
한다고 하였는데,이는 불수의 운동형 뇌성마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으나,요통이 51.4%,다음으로 경부 및 견부통,슬관절 고관절,두통의
순이었고 한 가지 이상의 중복된 근골격계 통증을 가진 경우가 31.4%나 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측면을 보여준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뇌성마비 성인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며,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
증에대한적극적인개입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건강관리와 검진방법에서는 관리를 안 하거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과 병원을 이용

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군 간에 사회적인 건강상태의 차이를 보였고,이들 두 군 간에는
경제적인 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이는 비용의 부담으로 건강관리와 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보건소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며,지역사
회 보건사업에서 뇌성마비 성인들의 건강문제를 확인하여,건강문제가 있는 경우 상위
의의료체계로의뢰할수있는제도적인정착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333)))건건건강강강생생생활활활실실실천천천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건강생활실천에서는중등도이상의운동과유연성,근력운동을규칙적으로수행하고,
음주빈도가낮은군,흡연을하지않거나이미 금연을한군의건강상태가좋은것으로확
인되어,뇌성마비성인의건강생활실천을통하여이들의건강을증진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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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일반인들 중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을 전혀 안 하는 군은 81.3%였고,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62.4%로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
동은 일반인에 비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리고 일반인들 중 10분이상
걷기운동을 전혀 안 하는 군은 39.3%였고,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50.0%로 10분이상 걷
기운동은 일반인에 비해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이는 대상자들의 장애특성
상 보행장애가 있는 군이 다수를 차치하므로 보행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대상자들의 의무기록의 검토에서 척추 방사선 촬영 결과상 근골격계의 변형과
측만증,디스크 등의 빈도가 높았고,골밀도 검사 결과 상 평균적으로 뇌성마비 성인의
골밀도 상태는 골감소증(osteopenia)으로 판단되어,이들 대상자들의 꾸준한 유연성 운
동과보행운동,자세교정을위한재활치료와운동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살아오면서 음주 경험의 여부를 묻는 평생음주율의 빈도는 일반인은 2005년 조사결

과상 83.7%였고,뇌성마비 성인 대상자들은 61.9%로 음주경험은 정상성인에 비해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음주를 시작한 시기는 일반인 평균 21.6세,뇌성마비 성
인 17.6세로 정상성인에 비해 빨리 음주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리고 음주
를 하는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서(33.3%)와 심리적으로 힘들어서(9.7%)라는
응답을 통해,뇌성마비 성인 대상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이러한 이유로 음주를 하는 대상자들은 건강문제와 장애가 유지
되는 동안 음주를 장기간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보여 건강상의 위험이 높으며,건강생
활 실천에 관한 교육과 관찰이 필요하고,이는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스트레스를 과도
하게 느끼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말씨가 거칠어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며
과식이나 소식,불면증,흡연량과 음주량의 증가,약물 남용 등의 결과가 나타난다
(Luthans,1985)는 보고와 유사하다.
흡연영역에서는 흡연을 시작한 시기는 일반인은 19세 이상인 경우가 57.7%로 과반

수 이상 이었는데,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흡연경험이 있는 군은 평균연령 19.21세에 흡
연을 시작하였다고 하여,정상성인에 비해 빨리 흡연을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현
재 흡연군은 일반인 26.8%,뇌성마비 성인 22.7%로 현재 흡연군은 적었고,과거흡연군
은일반인16.3%,뇌성마비성인9.2%로적었다.흡연을하는이유에서는심리적으로힘
들어서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아 정신 건강상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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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으며,기타란에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목이 두려워 흡연을 할 수 없었
다’는 응답이 있어,이들이 받는 소외와 사회적인 차별을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중 59.0%정도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금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금연교육과 건강생활실천으로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가 증진될 것
이라고생각된다.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에 체질량지수와 식이조절은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는

데,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10.4%의 비만군 이외에는 정상체중군 77.4%,저체중군 12.2%
로 확인되어 체중을 조절하기위하여 식이조절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대부
분은 정상체중군에 속하고 있었으나,대상자들의 거동능력 장애와 관련하여 체중을 지
속적으로 감량하기 위하여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체중조절이 장기
화되었을 경우 대상자들의 영양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영양과 섭식의 이상을
통해 이차적인 건강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으며,이는 대상자들의 의무기록 검토에
서 대상자들 대부분이 총열량,탄수화물,칼슘,수분섭취에서 섭취권장량에 미치지 못
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특히 여성 대상자들은 철분의 섭취가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영양관리와 건강검진을 통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는 박은숙 외
(2003)의연구결과와일치한다.

333...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
의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일반적인 건강상태와 영향요인
에 뇌성마비 성인의 질병관련 특성을 추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뇌성마비 성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직업이 있을수록,교육 수준

이 낮을수록,경제상태가 좋을수록,장애등급이 증가할수록,통증이 감소할수록,
음주의 빈도가 덜할수록,식이조절을 안 하고 있을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이
들 요인은 뇌성마비 성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67.3% 설명하고 있어,뇌성마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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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신체적인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의 문제가 있는 고위험
군을 알고,이들에게 통증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과 교육적인 중
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윤병준(1998)의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수 중
지역,성별,연령,교육수준,결혼상태,생활수준 등이 건강상태와 상호관련이 높은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던 결과와 유사하며 개인
의 건강상태는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대상자의 연
령,교육정도,종교,결혼상태,직업,가구내 총 월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고 한 박용억과 이동호(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또한 조아영(2003)의 연구
결과 노인 대상자들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령,성별,종교
별,교육정도,직업,용돈,결혼상태,여가활동,건강상태,동거형태,생활비 부담을
확인한 것과 유사하며,이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장애를 가진 뇌성마비 성인으로
이들의 질병관련 특성인 장애의 중증도와 만성적인 통증의 상태가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추가 되었다고 생각되며,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
구이므로 건강상태가 좋은 대상자들이 식이조절을 안하고 있어 종속변수가 독립
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상자들의 교육상태가 증가할수록 신체
적 건강상태가 감소한다는 결과는 교육상태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뇌성마비 성인의 정신적 건강상태는 기혼자일수록,종교가 있을

수록,거주지가 시설이나 정부임대 주택에 비해 자택에 거주할수록,보행이 가능
할수록,통증이 감소할수록,근력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이들
요인은 뇌성마비 성인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47.1% 설명한다.본 연구의 결과에서
뇌성마비 성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는 평균 2.71점으로 다른 영역의 건강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이는 의무기록의 검토에서도 우
울지수(BDI)가 경미한 우울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확인 되었으며,장애를 가진 대
상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석말숙(2003)의 연구에서 고령자
집단과 장애정도가 심한 집단에서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나고,종교적 특성과 스트
레스 수준 간에는 음의(-)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고,심리적 건강상태
는 연령,성별,직업,용돈,결혼상태,동거형태,생활비 부담 등의 요인이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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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조아영(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상자들의 정신
적인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고,장애의 상태와 정도를 고려
한 운동과 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대상자의 종교상태와 결혼상태,거주환경
등의 측면을 간호접근 시 반드시 포함하여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뇌성마비 성인의 사회적 건강상태는 종교가 있을수록,경제상태

가 좋을수록,이상 운동형 보다는 경직형 뇌성마비일수록,장애등급이 증가할수록,
통증이 감소할수록,음주의 빈도가 덜할수록,식이조절을 안 하고 있을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은 뇌성마비 성인의 사회적 건강상태를 75.8% 설명한
다.이는박은숙등(2003)의연구에서사회적건강은신체적건강과는다른각도에서함
께 증진되어야 할 건강의 한 구성부분으로,사회적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직업의 기회
를 제공,경제적 자립도의 향상,기능적 및 보행능력의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일치하며,대상자들의 사회적인 건강상태도 건강의
한 부분으로 신체적·정신적 측면의 건강과 상호 관련되어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
는 측면으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의 대상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격리되
지않도록노력하고중재해야한다고생각된다.장성옥 외(1999)의 연구결과 건강상태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적극적으로 영양제와 보식을 섭식하는 수행과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임을 확인하였고,조아영(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건강상태는 용돈,여가활동,건강상태,동거인 수,생활비 부담 등이 영향을 받는
다고 하여,적극적인 건강생활 실천의 관리와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 건강상태가
증진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뇌성마비의 장애와 관련하여 근긴
장이나 이상운동의 증가와 만성적인 장애로 인한 통증의 증가는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건강상태까지도 저하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건의료
와 환경적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손상이 실제적인 장애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건강상태 영향요인 분석 결과가 선행연구에 비해 비교적 높

은 설명력을 보였는데,이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인 요
인,뇌성마비 성인의 질병관련 특성 요인,건강생활 실천 요인의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이 범주들이 각각 포함 되었을 때의 설명력 증가를 비교하여 , 건강상태에



- 80 -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각도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뇌성마비 성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질병관련 요인을 추가했을 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
강상태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였고(각각 9.9%,10.4%,7.8%),여기에 건강생활 실
천 특성을 추가하였을 때 신체적,사회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설명력은 현저히 증
가하였다(각각 23.7%,23.6%).
이는 일반적으로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되었

던 인구사회학적인 변수 외에,뇌성마비 성인의 장애의 중등도를 나타내는 장애등
급과 통증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나타내 주며,운동이나
식이 조절(수분섭취와 체중 조절)등의 건강생활 실천 요인이 대상자들의 건강상태
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어,질병과 건강문제의 관리와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중재를 병행하여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444...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간호연구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뇌성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치중되어 있고
의료소외 계층인 뇌성마비 성인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은 미비하여,이들의 건
강상태를 측정한 간호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본 연구를 통하여 뇌성마비 성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저하되어 있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접근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
를마련하였다고볼수있다.
임상실무의 측면에서는 뇌성마비 성인은 신체적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정신적,사

회적 건강상태 또한 저하되어 있고,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
절한 평가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이는 의료 및 보건복지시설에
의 접근도의 저하와 경제적,교육적 수준의 저하로 인한 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상태가 저하될 수 있는 위험군의 대상자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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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의 뇌성마비 성인 대상자들의 건강상태가 저하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적인접근을통해건강을유지·증진할수있을것이며,본연구에서확인한뇌성마
비 성인의 건강문제점들을 토대로 하여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간호의 방향을 설
정하여질높은간호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뇌성마비 성인 대상자들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개

인의 포괄적인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측면을 확인하
였다.따라서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적․사회적 개입이 요구되며,
이를통해뇌성마비성인의건강을증진시키는데기여할것이라고생각된다.

555...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전화통화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는데,이 과정에서 뇌성마비로 인한 언어장애로 본인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연구에서 제외되었고,대부분의 대상자들이 휠체어
나 자가보행을 통해 거동이 가능한 상태여서,상대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건강상
태가 저하되어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동이 불가능한 침상생활 군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사회적 교류가 저하되어 있고,이로 인해 사회
적․정신적인 건강상태가 낮을 수 있으나,연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
가뇌성마비성인전체의건강상태를대변한다고해석하는데에는제한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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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 영향요인을 조사하고자 설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세 이상의 뇌성마비 성인으로 서울 Y대학 부속병원 재활병원
에 외래 및 입원 치료중인 대상자 37명과 서울 OO뇌성마비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89
명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자료수집은 2008년 10월1일부터 10
월31일까지이며,자료수집방법은연구자가직접조사대상자와의일대일전화통화를시
도하여 연구의 동의를 얻고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신을 받는 방
법과,조사대상자와 면접을 통한 질문지법을 통해 이루어졌다.연구도구는 인구사회학
적인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일상생활수행정도는 서미혜와 오가실의
일상생활수행능력측정도구,건강생활실천특성은2005년국민건강영양조사의항목을
일부 수정한 도구,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Derogatis(1977)가 개
발한 증상체크리스트-90을 기초로 하여 서미혜,오가실(1993)이 개발한 건강증상조사
서-48를 임희정(200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본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대상자들의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Y-대학부속병원 대상
자63명의의무기록을검토하여분석하였다.자료의분석은SPSSWINDOWS12.0프로
그램을이용하였다.연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1.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 정도는 평균은 126.56점,문항별 평균은 2.81점으로 건
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체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43.85점,문항
별 평균은 2.92점이었고,정신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40.69점,문항별 평균은 2.71점이었
고,사회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42.03점,문항별 평균은 2.80점이었고,건강상태의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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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상태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p=.000,p=.000,p=.000)
2.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뇌성마비성인의건강상태에서신체적건강상태에영향

을 주는 요인은 직업,종교,거주지,교육수준,경제상태 이었다(차례대로 p=.028,p=.000,
p=.000,p=.002,p=.004).정신적건강상태에영향을주는요인은연령,결혼상태,직업,종
교,거주지,교육수준,경제상태이었다(차례대로p=.047,p=.031,p=.025,p=.001,p=.000,
p=.003,p=.009).사회적건강상태에영향을주는요인은성별,직업,종교,거주지,교육수
준,경제상태이었다(차례대로p=.001,p=.031,p=.000,p=.000,p=.000,p=.005).
3.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에서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장애유형,장애등급,주관적 건강상태,통증상태이었다(차례대로 p=.007,
p=.024,p=.000,p=.000).정신적건강상태에영향을주는요인은장애유형,장애등급,주
관적 건강상태,거동능력,통증상태 이었고(차례대로 p=.023,p=.013,p=.000,p=.040,
p=.000),사회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장애유형,장애등급,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리와 검진 방법,통증상태 이었다(차례대로 p=.002,p=.041,p=.000,p=.010,
p=.000).
4.건강생활실천 특성에 따른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에서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유연성 운동,음주빈도,흡연상태,식이조절이었다(차례대로 p=.041,
p=.013,p=.000,p=.000).정신적건강상태에영향을주는요인은중등도이상의운동,유
연성 운동,근력 운동,흡연상태,식이조절이었고(차례대로 p=.021,p=.037,p=.008,
p=.002,p=.000),사회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연성 운동,음주 빈도,흡연
상태,식이조절이었다(차례대로p=.021,p=.002,p=.000,p=.000).
5.뇌성마비 성인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는 대상자의 직업,

교육상태,경제상태,장애등급,통증 상태,음주빈도,식이조절여부를 통해 총 67.3%의
설명력을보였다.
6.뇌성마비 성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는 결혼상태,거주

지,보행상태,통증상태,근력운동을통해총47.2%의설명력을보였다.
7.뇌성마비 성인의 사회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는 장애등급,통증

상태,유연성운동,음주빈도,식이조절여부를통해총74.3%의설명력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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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를 증진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인 특성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가 저하될 수 있는 고 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적,사
회적인 개입이 필요하고,질병관련 특성에 따라서는 중증 장애인의 건강과 통증에 대한
직접적인 간호중재 방안이 요구되며,건강생활 실천 특성에서는 건강을 관리하는 측면
의 운동,식이조절과 절주의 생활습관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뇌성마비 성인의 건
강관리와증진을위한포괄적인간호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후 간호연구의 방
향과실무적용에있어서다음과같이제언한다.

1)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를 증진하고,만성적인 건강문
제를 완화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를 제
언한다.

2)연구도구의평준화와 연구결과의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많은 수의 뇌성
마비성인을대상으로하는반복연구를제언한다.

3)본 연구 설계는 횡단적 연구로서뇌성마비 성인들의질병과정과 건강상태의 수준
의 변화를보기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뇌성마비인의성장과건강상태의
변화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향적,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한 연구를 제
언한다.



- 85 -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강정희(2003)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이 재가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과 안녕에 미
치는 효과,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고창준(1991)뇌성마비,장애아동연구소논문집4,vol2p13-15
김기은(2001)뇌성마비 성인의 읽기속도 특성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학위논문
김봉선(2007)뇌성마비인의 장애형성과정 연구,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세주(2000)뇌성마비,대한재활의학회지,24(5)
김세주,나진경,설혜영:뇌성마비 환아의 자기공명영상소견.대한재활의학회지,1995;

19:725-731
김세주,박병규,오정희,조영진,민영식(1990)청년기 뇌성 마비의 운동수행능력

실태에 관한 조사.대한재활의학회지 ,14,316-323
김소희(1998)여성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경(2000)불수의 운동형 뇌성마비에서 호흡이 언어장애와 연하곤란증에 미치

는 영향,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형,강민정,이경환,김병식 (2000)성인 뇌성마비의 의학적,기능적 실태,대한재활

의학회지,vol2(4)
김종만,이충휘(1997)신경계물리치료학,서울:정담
김진호,한태윤.재활의학,초판,서울,삼화출판사,1995;317-33
남정자,조맹제,최은진(1996)한국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한국 보건사

화연구원,1996,42-44
대한소아치과학회편 :소아치과학 개정판.신흥인터내셔날 463-494
박성제,장봉린.뇌성마비환아에서 사시,약시,굴절이상.한안지 1999;40 :

2898-903



- 86 -

박용억,이동호(1999)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보건
교육 16(1)

박은숙 외(2003)한국 성인 뇌성마비의 건강상태 및 관리현황과 개선방안,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최종보고서

박은숙,박창일,조성래,나상일,곽은희,노경남 (2003)뇌성마비 성인의 대장운동
기능 및 영양섭취 상태 평가 ,대한재활의학회지,27(2)

박은숙,박창일,조성래,나상일,최은희,곽은희(2003)뇌성마비 성인의 정신적 건강상
태,대한재활의학회지,27(2)

박은숙,박창일,조성래,김은주,문자영(2002)성인불수의운동형뇌성마비에서의만성
통증과사회심리적기능,대한재활의학회지,26(4)

박은숙,박창일,조성래,신지철,나상일,최종은,안소영(2003)뇌성마비 성인의 방광 기
능평가,대한재활의학회지,27(2)

박창일,문재호외(2007)재활의학,서울:한미의학
박창일,전중선,김유철,김민영:혼합형 뇌성 마비에서 나타난 경추부 척수병증.대한재

활의학회지1996;20:532-538
서미혜,오가실(1993)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대한간호학회지,23(3)

467-484
석말숙(2003)중도 지체장애인의 종교적 특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고

나한 연구-기독교인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정우,이긍호(2002)뇌성마비인의우식경험도와치태지수에관한역학조사연구,대한

소아치과학회,29(3)
윤명옥(2004)뇌성마비 성인의 근골격계와 기능 실태.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병준(1998)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분석,서울 보건대학 논

문집 vol18.45~57
이동희,오기영,이규훈,최기섭,김미정 (2004)장애인 집단보호시설에서 뇌성마비

환자의 현황,재활간호학회지,7(1)



- 87 -

이동희,장성호,이상건,김미정 (2003)장기간 시설에 거주하는 성인 뇌성마비의
기능 평가,대한재활의학회지,27(6)

이명화,홍희숙(2002)뇌성마비 청소년의 자아개념,고신대학교 의학부 학술지,
17(1)

이숙경(2003)시설보호자의 건강상태 평가와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포천
중문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환,구정희,장대현,박은하,성인영 (2006)뇌성마비 유형에 따른 보행 기능의
예후,대한재활의학회지,30(4)

이창한,마양래,박영걸 (2002).뇌성마비환자의 사시 및 굴절이상 ,대한안과학회
지,43(10)

임희정(2003)중년층건강상태와노후준비와의관계,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장성옥,박영주,이숙자,박은숙(1999)노인의 지각된 건강영향요인,건강관행수행

과 지각된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성인간호학회지 11(3)
전헌선,곽점태(2006)뇌성마비 학생 섭식 행동의 기질적 요인 및 선호도 분석 연

구,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44(2)
정민예,유은영,이미자(2002)보호작업장 뇌성마비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련요인,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0(2)
정진자(1991)구강 운동 훈련이 뇌성마비 아동의 식사행동에 미치는 효과.대구대

학교 대학원,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정태두,김철현,이양수,김준연 (2008)뇌성마비 환아에서 정기적 치과검진이 충치

예방에 미치는 효과,대한재활의학회지,32(2)
정해동,이병희(2003)뇌성마비 아동의 쓰기동작 관련 변인과 쓰기능력 수준분석,

특수교육연구,10(1)
조성래,박은숙,박창일,곽은희(2003)뇌성마비 및 척수손상 환자의 심리-성기능

장애,최신의학 ,46(1)
조아영(2003)노인의 신체,심리,사회적 건강상태가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한림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8 -

한승훈(2007)재활의학과 외래를 방문한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한양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태륜,방문석,정선근,신형익,전재용(2001)뇌성마비환아의 영양부족 양상과 관
련인자,대한재활의학회지,24(1)

AicardiJ,BoxM;Cerebralpalsy.In:AicardiJ,editor.Diseasesofthenervoussystemin
childhood.1sted,London:MackeithPress,1998:210-239

AgnarssonU,WardeC,McCarthyG,ClaydenGS& EvansN:Anorectal
functionofchildrenwithneurologicalproblemsII:Cerebralpalsy.DevMed
Childneurol1993;35:903-908

BaxMCO,SmythDPL,ThomasAP:Healthcareofphysicallyhandicappedyoung
adults.BMJ1988;296:1153-1155

BennettFC,ChandlerLS,RobinsonNM,SellsCJ:Spasticdiplegiainpremature
infants.Etiologicanddiagnosticconsiderations.AmJDisChild1981;135:732-737

Blum RW,ResnickMD,NelsonR,GermaineAS:Familyandpeerissuesamong
adolescentswithspinabifidaandcerebralpalsy.Pediatrics1991;88:280-5

BraddomRL:Rehabilitationofchildrenandadultswithcerebralpalsy.In:StempienLM,
Gaebler-Spira D,editors.Physicalmedicine and rehabilitation,2nd ed,
Philadelphia:Saunders,2000,pp1191-1212

BrodakPP,ScherzHC,PackerMG,KaplanGW:Isurinarytractscreeningnecessary
forpatientswithcerebralpalsy.JUrol1994;152:1586-1587

Cagnetta,E.,andCicognani,E.(1999).Survivingaserioustrafficaccident:Adaptation
processesandqualityoflife.JournalofHealthPsychology4(4):551-564.

CooperCL.Thestresscheck.NewJersey:PrenticeHall.Spectrum1981
Derogatis,L.K.(1977).SCL-90-R-Manual-1.Baltimore:JohnHopkinsUniversity

SchoolofMedicine.
DrvaricDM,RobertsJM,BurkeSW,KingAG,FlatermanK:Gastroesophageal

evaluationintotallyinvolvedcerebralpalsypatients.JPediatrOrthop1987;7:
187-190



- 89 -

EicherPS,BatshawML(1993)Cerebralpalsy.PediatricNorthAm1993;40:537-549
EngelJ.M.,JensenM.P.,HoffmanA.J.,KartinD.(2003).Paininpersonswithcerebral

palsy:extensionandcrossvalidation,ArchivesofPhysicalMedicineandRehabilition,
841125-8

EngelJ.M.,SchwartzL.,JensenM.P.,JohnsonD.R.(2000).Pain in cerebralpalsy : the
relationofcopingstrategiestoadjustment,Pain,88,225-230

GordonEJ:Astudyoftheenamelofprimaryteethincerebralpalsiedchildren.NewYork
StateDentJ31:245-249.1965

HagbergB,HagbergG,OlowI:ThechangingpanoramaofcerebralpalsyinSweden
1954-1970.I.Analysisgogeneralchanges.ActaPediatrScand1975:64:187-192

IdlerEL,AngelRJ.Self-ratedhealthandmortalityintheNHANES-Iepidemiologic
follow-upstudy.AmericanJounalofPublicHealth.1990;80(4):446-452

Iida K,Takashima S,TakeuchiY:Neuropathologicstudy in newbornswith
prenatal-onsetleukomalacia:PediatrNeurol1993;9:45-50

Krageloh-Mann I,Hagberg G,MeisnerC:Bilateralspastic cerebralpalsy-a
comparative study between south-westGermany and WestSweden.I.
Clinicalpatternsanddisabilities.DevMedChildNeurol1993;35:1037-1047

LiptakGS,Healthandwellbeingofadultswithcerebralpalsy.CurrentOpinionin
Neurology.2008Apr;21(2):136-42.

LuthansF,OrganizationalBehavior,4th.Mogrow-Hill,1985,130
MolnarGE:Cerebralpalsy.In:MolnarGE,editor.Pediatricrehabilitation,2nded,

Baltimore:Williams&Wilkins,1992,pp481-533
MortonRE,BonasR,FourieB,MinfordJ:Videofluoroscopyintheassessmentof

feedingdisordersofchildrenwithneurologicproblems.DevMedChildNeurol
1993;35:388-395

MurphyKP,MolnarGE,LankaskyK:MedicalandFunctionalstatusofadultwith
cerebralpalsy.DevMedChildNeurol1995;37:1075-1084



- 90 -

NelsonKB,EllenbergJH:Childrenwhooutgrew.Cerebralpalsy.Pediatrics1982;
69:529-535

PopeJE,CurzonME.Thedentalstatusofcerebralpalsiedchildren.PediatrDent1991;
13:156-162

SannerG:Thedysequilibrium syndrome.A geneticstudy.NeurolPediatr1973;4:
403-413

SchwartzL.,EngelJ.M.,JensenM.P.(1999).Paininpersonswithcerebralpalsy,Archives
ofPhysicalMedicineandRehabilitation,80(10)1243-6

SelyeH,ThestressofLife.2th(ed),NY.Mcgraw-Hill,Inc,1976
TecklinJ.S.(1999).PediatricPhysicalTherapythirdedition,LippincittWillians&

Wilkins
Turk M.A.,GeremskiC.A.,Rosenbaum P.F.,WeberR.J.(1997).Thehealth statusof

womenwithcerebralpalsy,ArchivesofPhysicalMedicineandRehabilitation,7810-7
TylerE.,JensenM.D.,EngelJ.M.(2002).Thereliabilityandvalidityofpaininterference

measuresinpersonswithcerebralpalsy,ArchivesofPhysicalMedicineand
Rehabilitation,83



- 91 -

부부부록록록111...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성성성인인인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설설설문문문지지지

        뇌성마비 성인의 건강상태 영향요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생입니다.
본 설문지를 통한 조사에는 뇌성마비 성인을 대상으로 뇌성

마비의 건강상태와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뇌성마
비 성인의 건강증진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처리 되어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응답하신 분의 신상에 관한 내용은 절대로 비밀이
보장 됩니다.

설문에 끝까지 응해 주시어 뇌성마비 성인의 문제 개선을
위한 자료로 쓰이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간간간호호호학학학과과과
연연연구구구자자자 민민민경경경아아아 올올올림림림
연락처 :☎ 016-****-****
e-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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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귀하의경제상태는귀하가생각하기에어디에해당한다고생각하십니까?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상

8.귀하의교육수준은어느정도입니까?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

↓↓↓

III...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사사사항항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문문문항항항들들들입입입니니니다다다...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표표표 혹혹혹인인인 알알알맞맞맞은은은 말말말을을을 기기기입입입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출생년도 19____년

2.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결혼상태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4.직업 ① 미취업 ② 있음 (종사하는 업무 : )

5.종교 ① 없다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6.거주지 ① 자택 ② 장애인 시설 ③기타 ( )

8-1.귀하가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본인이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경제적인 이유로
③ 성적이 부족해서 ④ 통학하기가 불편해서
⑤ 부모의 반대로 ⑥ 적절한 학교과정이 없어서
⑦ 본인의 장애비관으로 ⑧ 건강상의 문제로
⑨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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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소본인의건강상태는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①매우나쁘다 ②나쁜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좋은편이다 ⑤매우좋다

7.평소본인의건강관리와건강검진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①관리를안한다 ②개인병/의원통원치료 ③한의원통원치료
④ 보건소검진 ⑤종합병원통원치료

8.작년(2007년)1월이후장애이외의건강문제를경험하셨거나 아직도아프신곳이있
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

IIIIII...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와와와 이이이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보보보건건건행행행태태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문문문항항항들들들입입입니니니다다다...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표표표 혹혹혹은은은 알알알맞맞맞은은은 말말말을을을 기기기입입입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8-1.어떤 문제였습니까?(예 :통증,배뇨/배변문제,근골격계 문제,위장장애,
영양문제 사래걸림,우울/불안,사회적응장애,안과적 질환,치과적 문제,언
어장애 등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십시오)
(

)
8-2.위에서 언급한 질병중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신 문제는 무엇입니까?
(

)
8-3.위의 문제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__________년 __________월

1.장애유형 ① 경직형 뇌성마비 ② 근긴장형(이상운동형)뇌성마비

2.장애등급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3.장애발생 시기 ① 출생전 ② 출생시 ③ 출생후 ④ 모름
4.신장 _______________cm
5.체중 _______________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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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귀하는 편찮으실 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8-4.위의 문제는 얼마동안 지속되었습니까?
______주간,______달간,_______년간

8-5.위의 문제가 본인의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6.위의 건강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해당하는 곳에✓표 해주
십시오)
① 아무조치도하지않았다 → 8-7번 →8-8번
② 자가치료
③ 약국
④ 기도원
⑤ 무당,점쟁이
⑥ 기타( )

8-7.몸이 불편하신데 그동안 왜 아무조치도 안 하셨습니까?
① 의료기관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② 증세가 경미하여
③ 이전의 여러치료들이 별 효과가 없어서
④ 비용 때문에
⑤ 기타 ( ）
8-8.위의 기관을 이용하실 때 장애인이어서 특별히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없었다
② 시설(예:계단,의료기기)
③ 의료인의 태도 (예: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④ 기타 ( )

⑦ 개인병/의원 방문
⑧ 개인병/의원 입원
⑨ 종합병원 방문
⑩ 종합병원 입원
⑪ 한의원,한약방
⑫ 보건소

9-1.편찮으실 때 주위사람들로부터 필요로 하는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95 -

10.귀하의 거동과 운동능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혼자 걸어 다닌다
② 보조기구 없이 실내에서만 걸을 수 있다
③ 워커나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수 있다
④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거동한다
⑤ 침상에 누워 지낸다

운운운동동동
1.최근 1주일동안 평소보다 몸이 힘들거나 숨이 가쁜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조깅,등산,자전거 타기,수영,축구,농구,줄넘기,테
니스,탁구,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 활동 및 체육활동)
① 전혀하지 않음(⇨3번으로)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⑦ 6일
⑧ 7일

2.이러한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한 날,보통 하루에 몇 분간 했습니까?
하루에 ( )시간 ( )분

3.최근 1주일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은 며칠입니까?
① 전혀하지 않음(⇨5번으로)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⑦ 6일 ⑧ 7일

4.이러한 날 중 하루 동안 걷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 )시간 ( )분

5.최근 1주일동안 스트레칭,맨손체조 등의 유연성 운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① 전혀하지 않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이상

6.최근 1주일동안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아령,역기,철봉등의 근력운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① 전혀하지 않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이상

IIIIIIIII...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건건건강강강관관관련련련 행행행위위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문문문항항항들들들입입입니니니다다다...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표표표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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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음주주주
7.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제사,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① 술을 마셔본 적이 없음 (⇨ 9번으로 )
② 있음

↓
7-1.처음으로 술 1잔을 마셔본적은 언제입니까?

만 ( )세

8.최근 1년동안 음주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8-1.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한달에 1번미만
③ 한달에 1번정도
④ 한달에 2-4번정도
⑤ 일주일에 2-3번정도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8-2.한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소주,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
산합니다.단 캔맥주 1개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① 1-2잔 ② 3-4잔 ③ 5-6잔 ④ 7-9잔 ⑤ 10잔 이상

8-3.최근 1년동안,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자제가 안된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없다
② 한달에 1번미만
③ 한달에 1번정도
④ 일주일에 1번정도
⑤ 거의 매일

8-4.술을 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하여
②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③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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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흡흡연연연
9.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나 됩니까?
① 5갑(100개비 미만) ② 5갑(100개비)이상 ③ 피운적 없음(⇨15번으로)

10.처음으로 담배를 한 대 피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만 ( )세

11.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피움 (⇨ 11-1 번에서 11-4번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않음(⇨11-5번에서 11-6번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1-1.하루 평균 흡연량 ( )개비

11-2.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하여
②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③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④ 기타 ( )

11-3.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4.앞으로 1개월 안에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①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②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8-5.최근 최근 1년동안,음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적이 있습
니까?
① 전혀없다
② 한달에 1번미만
③ 한달에 1번정도
④ 일주일에 1번정도
⑤ 거의 매일



- 98 -

③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생각이 있다
④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생각이 없다 (응답 후 ⇨ 12번으로)

11-5.과거흡연 기간은 ( )년 ( )월

11-6.과거 담배를 피울 때 하루 평균 흡연량은 ( )개비
(응답 후 ⇨ 12번으로)

12.담배를 끊었거나 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가장 주된 것 한 가지에
응답해주십시오.
① 건강이 나빠져서
② 현재 건강은 이상 없지만 향후 건강에 대한 염려로
③ 가족의 건강을 위해
④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간접흡연)
⑤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⑥ 담뱃값이 부담돼서
⑦ 금연공익광고(TV,라디오),담뱃갑의 경계문구를 보고
⑧ 사회생활이 불편해서(흡연장소가 없어서)
⑨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⑩ 비해당 (금연을 시도한 적 없음)

13.최근 1년 동안 TV및 라디오의 공익광고,포스터,리플렛 등을 통해 금연캠페
인을 보거나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최근 1년 동안 흡연예방 또는 금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식식식이이이
15.특별한 이유로 인해 식사 조절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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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번 문항에 ‘①예’로 답한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질환이 있어서 (질환명 : )
②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③ 기타 ( )

17.어제 섭취하신 식사 분량은 평소의 식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① 평소에 비해서 많이 섭취하였다
② 평소와 비슷하였다
③ 평소에 비해 적게 섭취하였다

18.하루에 물(생수,보리차,결명자차,옥수수차 등)을 얼마나 섭취하십니까?
( )컵 (200㎖)

문문문항항항
도도도움움움이이이

절절절대대대적적적으으으로로로
필필필요요요하하하다다다

거거거의의의
도도도움움움이이이
필필필요요요하하하다다다

부부부분분분적적적으으으로로로
도도도움움움이이이
필필필요요요하하하다다다

약약약간간간
불불불편편편하하하나나나
독독독자자자적적적으으으로로로
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다다다

전전전혀혀혀
도도도움움움 없없없이이이
독독독자자자적적적으으으로로로
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다다다

이동하기 1 2 3 4 5

식사하기 1 2 3 4 5

화장실
출입하기 1 2 3 4 5

옷입기 1 2 3 4 5

개인위생
관리하기 1 2 3 4 5

IIIVVV...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문문문항항항들들들입입입니니니다다다...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표표표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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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다다다음음음의의의 문문문항항항들들들은은은 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최최최근근근 222주주주간간간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상상상
태태태를를를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표표표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별별별로로로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다다다소소소
그그그렇렇렇다다다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외롭다
2.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3.이유 없이 갑자기 놀란다
4.손발이 떨린다
5.올가미에 씌우거나 함정에 빠진 느낌
이다
6.쉽게 운다
7.어떤 사건에 대해 나 자신을 탓한다
8.근육통이 있다
9.외로운 느낌이 있다
10.변비가 있다
11.기분이 울적하다
12.갑자기 열이 나서 화끈거리거나 오
한이 나서 춥다
13.매사에 걱정이 많고 조바심이 난다
14.트림이 잘 난다
15.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 놓이고 두렵다
16.식욕이 없다
17.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18.머리가 아프다
19.기억력이 없어진다
20.주의집중이 안 되는것 같다
21.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안는다

22.쉽게 기분이 상한다
23.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24.사람들 앞에서 자주 실수를 한다
25.설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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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끝끝까까까지지지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의의의 건건건강강강을을을 기기기원원원합합합니니니다다다 ---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별별별로로로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다다다소소소
그그그렇렇렇다다다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렇렇렇다다다

26.숨이 막힌다
27.매사에 흥미가 없다
28.등이나 허리가 무지근하게 아프다
29.몸의 일부분의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린다
30.사소한 일에 짜증이 난다
31.소변을 자주 본다
32.신경이 날카롭고 안절부절 못한다
33.사는데 희망이 없는 느낌이 든다
34.갑자기 식은땀이 난다
35.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난다
36.무의식중에 손을 비비거나 손톱을씹는다
37.잠이 잘 안 오고 숙면이 힘들다
38.기운이 없고 쳐진다
39.말을 더듬는다
40.모든것이 허무한 느낌이 든다
41.소화가 안된다
42.얼굴이 자주 붉어진다
43.무서워서 어디를 갈 수가 없다
44.일을 서두르면 실수가 많다
45.가슴이 띄고 두근거린다
46.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울화가터진다
47.잘 다툰다
48.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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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YYY---대대대학학학병병병원원원 임임임상상상연연연구구구윤윤윤리리리심심심의의의위위위원원원회회회 승승승인인인허허허가가가서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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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AAffffffeeeccctttiiinnngggFFFaaaccctttooorrrssstttoooHHHeeeaaalllttthhhssstttaaatttuuusssooofff
AAAddduuullltttssswwwiiittthhhCCCeeerrreeebbbrrraaalllpppaaalllsssyyy

Min,KyoungA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cerebralpalsy population isincreasing due to the improvementof
healthcaretechnology,whichmaketheaveragelifespanofadultswithcerebral
palsyprolonged.
However,adultswith cerebralpalsy isnotenabled toreceivehealthcare

serviceinthiscountry,thereforeadultswithcerebralpalsyhavemanyhealth
problem.
Thepurposeofthisstudywastoidentifyaffectingfactorstohealthstatus

ofadultswith cerebralpalsy.Affecting factorswasconstructed with social
demographiccharacteristics,disease-relatedcharacteristicsandhealthylifestyle
characteristicsfrom otherliteratures.
Healthstatuswasclassifiedintophysical,psychologic,socialdomains,based

onthesymptom checklist-90Rivision(SCL-90-R)developedbyDerogatis(1977),
thesymptom checklist-48designedbySeo,MiHyeandOh,Gasil(1993),and
productastructuralquestionnaire.
Datawerecollectedfrom 120adultswithcerebralpalsyintheY-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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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andonecommunitywelfarecenterinSeoul,Koreafrom October1,to
31,2008bymail,e-mailandindividualinterview metho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PSS 12.0 program using t-test,

ANOVA,PearsonCorrelationcoefficientsandhierarchicalmultipleregression.
Theresultsaresummarizedasfollows;

1.Thehealthstatuspointofadultswithcerebralpalsywas2.81in4points
scale:physicalhealthstatuspoint2.92,psychologicalpoint2.71,socialhealth
statuspoint 2.80.
2.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psychologicalandsocialhealthstatus.
3.Three separat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 for physical,

psychologicaland socialhealth statusofadultswith cerebralpalsy,were
developed using socialdemographic,disease-related and healthy life style
characteristics.Eachmodelshowedmorethan47% R-square.

Inconclusion,topromotehealthstatusofadultswithcerebralpalsy,the
activemedicalandsocialmanagementisurgentlyneededforhealthhighrisk
groups according to this study results,the nursing intervention mustbe
develop forpain oftheseriousgroupsofadultswith cerebralpalsy,and
healthy lifestyleshould berecommended forregularexercise,dietcontrol,
moderationindrink.

Key words:Adultswith cerebralpalsy,Health status,Affecting factorsto
health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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