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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뇌졸 환자에서 견 통증이 삶의 질 기능에 미치는

향

본 연구의 목 은 뇌졸 환자에서 견 통증이 상지 기능,

경직, 일상생활동작의 수행 등의 기능 인 호 과 우울지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허 성 출 성 뇌졸 , 외상성 두개내출 로 인한 편마비

사지마비 환자 에서 환측의 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를 상으로 그 원인질환을 진단하 고, 원인질환에 해 4주의

기간동안 포 인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하 다. 치료 과 후

에 Pain Rating Score(PRS), Modified Ashworth Scale(MAS),

Manual Function Test(MFT), 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K-MBI), Stroke-Specific Quality of

Life(SSQOL),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측정하 으

며, PRS의 호 정도에 따라 호 군과 비호 군으로 나 었다.

치료 측정값에 있어 호 군과 비호 군 두 군 간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호 군은 SSQOL, BDI, MBI의

값이 치료 에 비하여 유의한 향상을 보 고 비호 군은

SSQOL, BDI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 다. 치료 후의 PRS 변

화는 SSQOL, BDI MBI 변화된 값과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본 연구의 결과 뇌졸 환자에서의 견 통증의 효율 인 치

료는 뇌졸 환자의 우울증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상당히

정 인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

핵심되는 말 : 견 통증, 삶의 질, 우울증, 기능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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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 환자에서 견 통증이 삶의 질 기능에 미치는 향

<지도교수 박은숙>

연세 학교 학원 의학과

이 재 환

Ⅰ. 서론

뇌졸 환자에서의 견 통증은 흔한 합병증의 하나로 그 유병율

은 38%에서 84%로 보고되고 있다.1,2 편마비로 인한 견 통증은

뇌졸 발생 1주에서 수개월 내에 발생하며,3 약 2주 정도에 많이 발

생하지만 개인차가 있어 어느 시기에도 발생할 수 있다.4 견 통증

은 운동범 를 제한하고 구축을 일으키며 경직을 악화시키

고 상지의 기능 회복을 지연시키며, 이로 인해 재활치료를 해하여

걷기, 이동, 균형, 일상생활동작의 수행 등에 있어 기능 회복을 하

시키고, 뇌졸 후 우울증에 악 향을 주며, 삶의 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5,6,7,8

뇌졸 환자에서의 견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

으며, 견 아탈구, 유착성 견 낭염, 견 충돌 증후군 회

근개 손상, 상완이두근의 질환, 복합부 통증증후군, 경직 등이 제시되

고 있다.5,9,10 치료는 질환에 따라 약물치료, 보조기, 수동 혹은 능동

운동, 열 기치료, 기능 기자극치료, 강내 주사, 건

내 주사, 윤활낭내 주사, 성상신경 차단술, 견갑상신경 차단술 등이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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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 후 견 통증은 한가지 원인 질환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

이 아닌 경우가 많고, 임상 으로 하나의 원인 질환의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11 편마비 환자의 견 통증을 포

으로 치료하지 않거나 한가지 질환만 치료한 후 치료를 종결하면 견

통증이 완치되지 않고 질환이 만성화 될 수 있다.12,13,14 편마비

환자에서 견 통증의 치료는 단순히 통증의 호 뿐만이 아니라

편마비의 기능 호 과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수 있기 때문에

포 재활치료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5,6,7,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졸 환자의 견 통증을 포 방법으로 극

으로 치료하 을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지 기능, 경직, 일

상생활동작의 수행 등의 기능 인 호 과 우울지수와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연 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견 통증의 치료의 요성을 확

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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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방법

1. 연구 상

가. 상 환자군 포함 조건(Inclusion criteria)

상 환자군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허 성

출 성 뇌졸 , 외상성 두개내출 로 인한 편마비 혹은 사지마비로

분당베스트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한 환자 에서 환측의 견 통

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연구 상으로 하 다. 한 의사소통이 가능하

고 설문에 답을 하고 자신의 통증 정도를 표 할 수 있는 인지 기능

이 있는 환자를 상으로 하 다.

견 통증의 원인질환으로는 유착성 견 낭염, 견 충돌증후

군 회 근개 손상, 상완이두근의 질환, 복합부 통증증후군, 견

아탈구, 경직을 상으로 하 다.

나. 제외 조건(Exclusion criteria)

뇌졸 발병 기 환자가 보이는 자연 인 신경학 회복을 배제하

기 하여 뇌졸 발병 기 6개월 이 의 환자는 제외하 다. 인지

기능을 확인하기 하여 한국 간이 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를 시행하 으며, 15 미만의 환자는 제

외하 다. 실어증 등의 언어 장애로 질문을 이해할 수 없거나 설문에

답을 할 수 없는 환자는 제외하 으며, 뇌졸 이 의 견 통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도 제외하 다. 견 통증의 원인질환 골

과 탈구 등의 외상에 의한 경우와 경추 신경근병증, 말 신경병증 등

은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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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환자의 성별, 나이, 뇌졸 의 진단명, 발병시기, 통증의 이환 시기, 실

어증 유무를 조사하 고, MMSE를 측정하 다. 견 통증의 원인을

진단하기 하여 모든 환자에게서 이학 검사와 상의학 검사를

시행하 다. 이학 검사로 견 의 굴곡, 외 , 외회 , 내회 의

운동범 와 압통 부 를 검사하 고 필요한 경우 Empty can test,

Hawkins-kennedy test, Neer test, Speed's test 등의 accessory test

를 시행하 다. 상의학 검사로는 단순방사선 검사, 음 검사를

시행하 고, 필요시에 삼상성 골주사검사를 시행하 다.

견 통증의 치료는 약물치료, 보조기, 수동 혹은 능동

운동, 견갑골 안정화운동 회 근개 강화운동, 열 기치료, 기능

기자극치료, 강내 주사, 건 내 주사, 윤활낭내 주사, 성상신경

차단술, 견갑상신경 차단술, 체외충격 치료, 증식 치료 등을 복합

으로 이용하 으며,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 기간과 치료 방법의 차

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환자에 해 개별 으로 치료를 진행하 다.

견 의 모든 방향으로의 수동 혹은 능동 움직임에서 통증이

없고 운동범 가 정상인 경우 완치로 단하 다. 최 치료

기간은 4주로 제한하 고 4주 이 에 완치가 된 경우 치료를 종결하

다.

견 통증의 정도와 치료에 따른 호 정도는 통증평정지수(Pain

Rating Score, PRS)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15 PRS는 통증의 강도, 하

루 빈도, 지속 시간, 동작과의 연 성을 모두 고려하여 통증 강도x

(시간+빈도+동작) 값을 환자의 통증지수로 나타내었다. 산출된 값은

X축과 Y축의 곱에 의한 면 으로 표 되므로 통증 강도의 변화 뿐

아니라 시간, 빈도, 동작의 값들 어떠한 변화도 민하게 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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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의 정도는 변형 애쉬워스 척도(Modified Ashworth Scale,

MAS)를 이용하여 편마비 측의 주 의 굴곡근의 경직을 평가하여

grade 0을 0, grade 1을 1, grade 1+를 2, grade 2를 3, grade 3을 4,

grade 4를 5로 나타내었다.16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에 해서는 한 수정 바델 지수(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K-MBI)를 이용하 다. K-MBI는

제5 MBI를 번역한 것으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5 척도로

수화하여 항목마다 가 치가 부여되어 5-15 까지 배 되고 최고

수 100 으로 수가 높을수록 기능이 독립 이라고 볼 수 있다.17,18

상지 기능의 변화에 해서는 상지 기능 검사(Manual Function

Test, MFT)를 사용하 다. MFT는 일본 국립재활센터에서 뇌졸

환자의 상지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해 개발한 것으로 총 8개의 항

목으로 나 어 평가를 하며 총 32 만 으로 구성된 검사이다. 상지

운동은 상지 앞으로 올리기, 상지 으로 올리기, 손바닥을 뒷머리로

가져가기, 손바닥 등에 닿기로 평가하고 장악력은 공을 쥐기, 연필이

나 동 , 바늘을 집기로 검사하며, 손가락 조작 능력은 5 동안 입방

체 옮기기, 30 이내에 페그 보드에 페그 넣기로 평가한다.19

뇌졸 환자의 삶의 질은 Stroke-Specific Quality of Life(SSQOL)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SSQOL은 12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각의 역은 3-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8문항으로 각

문항은 1-5 수체계로 되어있다. 높은 수가 높은 삶의 질을 의

미한다.20

뇌졸 후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해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시행하 다. 국내의 임상 장에서는

BDI가 우울증 환자의 선별검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21 BDI는

자가 보고식 검사로 0~3 의 4 Likert척도이며, 21문항의 수를 합

산한 수를 사용해 0~63 까지의 수 범 를 갖는다. 미국의 경우

에는, BDI-II 수의 의미는 0~13 은 ‘정상’, 14~19는 ‘가벼운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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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은 ‘ 등도의 우울’, 29~63은 ‘심한 우울’을 나타낸다고 한다.22

모든 평가 항목들은 치료 시작 (0주)과 치료 후(4주) 시 에 총 2

회 측정하 다. PRS의 호 정도에 따라 호 군과 비호 군으로 나

었으며, PRS의 변화 정도를 표 화하기 해, 치료 시작 측정값에

한 통증 치료 후 측정값의 차이의 비를 백분율로 구한 값

(Percent change)을 기 으로 25% 이하의 변화를 보인 경우 비호

군으로, 25% 과의 호 을 보인 경우 호 군으로 분류하 다. 백분

율 변화에 한 25%의 기 은 이 등23의 연구에서 25% 이하의 변화

를 보인 경우 무변화(no change), 25% 과 75% 이하의 변화를 보인

경우 호 된 군(good), 75% 과의 변화를 보인 경우 우수한 군

(excellent)으로 정하여 호 정도를 비교한 방법을 근거로 하 으

며, 이 등23의 연구에서 25% 과의 경우가 호 에 해당되므로 본 연

구에서도 25%를 기 으로 호 과 비호 을 나 었다. PRS의 백분율

변화에 한 구체 인 기 을 제시한 다른 문헌은 없었다.

호 군과 비호 군의 분류 후 군 별로 치료 과 후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 고, 치료 시작 측정값에 해 군 간의 비교를

시행하여 치료 에 호 군과 비호 군 간의 변수의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 다. 한 PRS, K-MBI, MFT, MAS, SSQOL, BDI의 치료

과 후의 측정값 차이(치료 시작 측정값 - 치료 후 측정값)를 구

해서 PRS 변화값, MBI 변화값, MFT 변화값, SSQOL 변화값, BDI

변화값, MAS 변화값으로 정하 고, PRS 변화값과 나머지 변화값과

의 상 계를 구하 다.

3. 통계학 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도우용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치

료 과 후의 비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 고, 호 군과 비호 군

간의 비교에서 연속 변수의 비교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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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군에서 통증의 원인 개수의 분포에 한 비교 분석은

Pearson chi-square와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변

수의 치료 후의 변화에 한 각 변수들의 상 성은 Pearson's

correlation 는 Spearman's rank order correlation을 사용하여 분석

하 고, 상 계수는 우수(excellent, r≥0.80), 양호(good, 0.60≤r<0.80),

보통(fair, 0.40≤r<0.60), 약함(poor, r<0.40)으로 해석하 다. 그리고

사용한 모든 통계분석에서 p<0.05를 통계학 으로 유의한 수 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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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상 환자의 일반 특성

총 53명의 뇌졸 환자를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 으며, 이들의 평

균연령은 59.9±12.2세로 성별은 남자 33명, 여자 20명, 마비의 유형은

우측 편마비가 19명, 좌측 편마비가 25명, 사지마비가 9명이었으며, 뇌

졸 의 유형은 뇌경색이 28명, 뇌출 이 25명이었다. MMSE는 평균

24.6±4.6 이었다.

견 통증의 원인 질환으로는 유착성 견 낭염이 46명, 견

충돌 증후군 회 근개 손상이 16명, 복합부 통증증후군이 24명,

견 아탈구가 24명, 경직이 34명, 상완이두근의 질환이 2명이었으

며, 1개의 원인인 경우가 11명, 2개의 원인인 경우가 12명, 3개의 원인

인 경우가 13명, 4개의 원인인 경우가 14명, 5개의 원인인 경우가 2명,

6개의 원인인 경우가 1명으로 환자당 평균 2.8개의 원인을 가지고 있

었다.

체 환자의 PRS의 평균은 치료 38.8±20.8 , 치료 후 25.4±20.1

이었고, 견 의 수동 운동범 (Passive Range of Motion,

PROM)의 평균은 치료 굴곡(flexion) 139.1±24.8°, 외 (abduction)

134.5±29.5°, 외회 (external rotation) 54.7±17.3°, 내회 (internal

rotation) 50.8±20.5°, 치료 후 굴곡 155.8±27.6°, 외 151.8±32.0°, 외회

69.2±21.2°, 내회 66.4±23.6°이었다.

PRS의 백분율 변화는 0에서 25% 이하는 13명, 25% 과 50% 이하

는 8명, 50% 과 75% 이하는 9명, 75% 과는 11명이었으며, 통증

의 악화에 해당하는 마이 스 값은 12명에 해당하 다. 따라서 25%를

기 으로 호 군은 28명, 비호 군은 25명에 해당되었다. 호 군에서

4주 이 에 완치된 환자는 3명이었으며, 나머지 환자는 4주 기간동안

치료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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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 군과 비호 군의 비교

환자의 나이는 호 군이 56.6±11.9세, 비호 군이 63.6±11.7세 다.

성별은 호 군이 남자 21명, 여자 7명, 비호 군이 남자 12명, 여자 13

명 이었다. MMSE는 호 군이 26.0±3.6 , 비호 군이 23.1±5.1 이었

다. 나이, 성별 분포 MMSE상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한 치료 에 측정한 PRS, 수동 운동범 ,

SSQOL, BDI, K-MBI, MFT MAS는 모두 호 군과 비호 군 간

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호 군 비호 군에서 견 통증의 원인 질환은 유착성 견

낭염이 가장 많았고, 경직이 두 번째로 많았다(Figure 1). 한 호 군

에서 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의 개수는 원인이 1개인 경우

가 7명, 2개인 경우가 7명, 3개인 경우가 5명, 4개인 경우가 7명, 5개

인 경우가 2명, 6개인 경우가 0명으로 환자당 평균 2.6개의 원인을 가

지고 있었다. 비호 군에서 원인이 1개인 경우가 4명, 2개인 경우가 5

명, 3개인 경우가 8명, 4개인 경우가 7명, 5개인 경우가 0명, 6개인 경

우가 1명으로 환자당 평균 2.9개의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 원인 질환

의 유형과 원인 질환의 개수의 분포에서 호 군과 비호 군 간의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RS의 백분율 변화에서 통증의 악화에 해당하는 마이 스 값을 보

인 환자는 12명이었고, 25% 이하의 경미한 호 을 보인 환자는 13명

이었다. 비호 군 내에서 악화와 경미한 호 을 보인 환자 간의 비교

에서는 치료 후 PRS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으며, 치료 후의 비교에서 두 군 모두 SSQOL의 감소와

BDI의 증가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11

Improved Group Non-Improved Group

Initial
4 weeks

Follow-up
Initial

4 weeks

Follow-up

Pain Rating Score 41.8±21.8 14.0±11.3* 35.4±19.6 38.2±20.1*＋

PROM1 Flexion 142.9±23.2 174.8±10.0* 134.8±26.3 134.4±25.2＋

PROM1 Abduction 139.3±26.7 172.3±14.6* 129.2±32.0 128.8±30.6＋

PROM1
External

Rotation
56.4±17.7 84.3±10.7* 52.8±17.0 52.2±16.7＋

PROM1
Internal

Rotation
52.7±21.4 82.5±13.8* 48.6±19.7 48.4±18.9＋

SSQOL2 126.8±30.9 133.4±31.4* 115.8±37.8 112.5±37.0*＋

BDI3 19.0±12.3 15.3±11.1* 17.6±9.9 19.7±9.9*＋

K-MBI4 67.0±19.3 70.0±16.2* 63.1±25.6 63.7±26.2＋

MFT5 16.5±9.7 16.6±9.8 15.2±9.6 15.3±9.7

MAS6 1.1±1.0 1.1±0.9 1.2±1.2 1.2±1.2

Values are mean±S.D.

1 PROM Passive Range of Motion
2 SSQOL Stroke-Specific Quality of Life

3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4 K-MBI 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5 MFT Manual Function Test

6 MAS Modified Ashworth Scale

* p<0.05 (compared with initial value)

＋ p<0.05 (compared with corresponding value of improved group)

Table 1. Changes of Parameters in Both Improved and Non-Improv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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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s of Causes of Shoulder Pain.

호 군에서 PRS는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비호 군에서는

PRS가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수동 운동범 에서

견 굴곡, 외 , 외회 내회 범 는 치료 후에 호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비호 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1).

SSQOL은 호 군에서 치료 126.8±30.9 에서 치료 후 133.4±31.4

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던 반면에 비호 군에서는 100.8±37.8 에서

98.5±37.0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BDI도 호 군에서 치료

19.0±12.3 에서 치료 후 15.3±11.1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비

호 군에서는 치료 17.6±9.9 에서 치료 후 19.7±9.9 으로 유의하

게 증가되었다. K-MBI는 호 군에서 치료 67.0±19.3 에서 치료

후 70.0±16.2 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비호 군에서는 치료

50.1±25.6 에서 치료 후 50.7±26.2 으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MFT MAS는 호 군 비호 군 모두에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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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1 change Correlation Coefficient (r)

SSQOL2 change 0.691*

BDI3 change 0.670*

K-MBI4 change 0.380*

MFT5 change 0.112

MAS6 change 0.209

1 PRS Pain Rating Score
2 SSQOL Stroke-Specific Quality of Life

3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4 K-MBI 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5 MFT Manual Function Test

6 MAS Modified Ashworth Scale

* p<0.05 (compared with PRS change value)

료 후의 값이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3. 상 계의 비교

PRS 변화값과 SSQOL 변화값, BDI 변화값, MAS 변화값, MBI 변

화값, MFT 변화값의 상 계에서 PRS 변화값은 SSQOL 변화값,

BDI 변화값, MBI 변화값과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이 PRS

변화값과 SSQOL BDI 변화값은 양호한 상 성을 보 으며, PRS

변화값과 MBI 변화값과의 상 성은 약했다(Table 2).

Table 2. Relationships between PRS Change and the Changes

of Other Parameters

호 군과 비호 군 간의 SSQOL 변화값, BDI 변화값, MBI 변화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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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T 변화값, MAS 변화값의 비교에서는 SSQOL 변화값과 BDI 변

화값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MBI 변화값, MFT 변화

값, MAS 변화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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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뇌졸 환자에서 견 통증은 흔한 합병증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

해 발생한다. Lo 등24은 뇌졸 후 편마비측 견 통증의 원인을 유

착성 낭염이 50%, 견 아탈구 44%, 회 근개 손상 22%, 복합

부 통증증후군이 16%의 분포로 보고하 으며, 신 등25은 견 아

탈구 75%, 복합부 통증증후군 60%, 유착성 낭염 55%로 보고하

다. 윤 등11은 편마비 후 견 통증에 있어 임상 으로 한가지 원

인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원인에 한 치료 후에

도 통증이 지속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 으며, 환자 1명당 평균 2.3개

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 1명

당 평균 2.8개의 원인을 가지고 있었고, 최 6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

는 환자가 있었으며, 윤 등11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뇌졸 환자의 견 통증을 치료할 때 한가지

원인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통증 원인에 해 충분히 평가하

여, 유병기간 견 통증에 해 올바른 근과 진단, 한 치

료를 시행해야 그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12,13,14

견 통증이 심한 환자는 부동자세를 취하며 극 재활과정을

회피하게 된다.7 통증과 경직으로 움직임이 제한된 견 은 상지의

기능 회복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걷기, 이동, 균형, 일상생활동작

의 수행을 해한다.7,8 결국 편마비 후 견 통증은 재활치료를 지

연시키고 입원기간을 증가시킨다.7,8 Roth26는 뇌졸 의 재활의 주요

기능을 첫째, 함께 이환된 질병과 합병증을 방 치료하고, 둘째,

기능 독립성을 최 한 얻기 해 훈련하고, 셋째, 환자와 가족의 정

신사회학 처와 응을 도와주고, 넷째, 가정, 가족, 여가활동, 그리

고 직업 활동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재통합을 증진하고, 마지막으로

삶의 질의 증진하는 다섯 가지로 열거하 다. 궁극 으로 뇌졸 환

자에서 재활치료의 진정한 목 은 환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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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에서 견 통증을

극 으로 해소하는 것은 재활치료의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견 통증은 삶의 질을 해하는 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5,6,10

한 기능 인 회복의 하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10,27,28 편 등29은

뇌졸 환자에서 삶의 질 평가(Quality of Life Index)와 BDI, MBI

수가 높은 상 계를 보인다고 하 다. 뇌졸 환자에서 우울증이

미치는 향에 해서는 Niemi 등을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에

서 우울증이 체 삶의 질을 측할 수 있는 강력한 인자라고 발표하

다.30,31,32 Adey-wakeling 등33은 견 통증, 우울증, 일상생활동작

의 독립성, 뇌졸 증도, 기 재활치료의 부재가 삶의 질 감소와

연 이 있다고 하 다. 결론 으로 견 통증과 삶의 질, 우울증, 기

능 인 독립은 상호 연 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견

통증을 치료할 때 한가지 원인에만 국한하여 치료하거나 포

인 근을 하지 못한다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만성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궁극 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하시킬 수 있다.5,6,7,8 지 까지

견 통증의 원인이나 특정 질환의 치료에 한 연구는 많았으나

견 통증과 삶의 질 혹은 우울증에 한 연 성은 상 으로

게 다루어졌으며,33 견 통증과 삶의 질, 우울증과의 연 성을 주

로 연구하 을 뿐, 견 통증의 치료에 의해 삶의 질과 우울증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견 통증의 감소 정도와 SSQOL BDI 변화값

과의 좋은 상 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뇌졸 환자에서의 견

통증은 삶의 질과 우울감 등에 부정 인 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한 비록 높은 상 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통증의 감소

와 수정바델지수와의 유의한 상 성은 통증이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있어서도 경미하지만 부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호 군 비호 군에서의 치료 후의 MFT, MAS는 의미있는 호

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견 통증과 운동 범 가



17

호 되었더라도 상지 근력의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지

기능, 경직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직 으로 향을 주기 어려웠

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4주라는 기간은 기능 인 호 을 보이기에

짧은 시간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활치료를 병행하여

상지 근력이 향상된다면 견 통증과 운동범 의 향상 역시 기

능 인 호 에도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PRS 백분율 변화에서 통증의 악화에 해당하는 마이 스 값을 보인

환자는 12명, 경미한 호 을 보인 환자는 13명이 있었다. 통증이 악화

된 경우는 환자 혹은 보호자가 경제 인 이유나 개인 인 이유 등으

로 주사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침습 인 치료나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 등의 극 인 치료를 거부하여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비호 군의 다른 환자는 극 인 치료를 시행하 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거나 경미한 호 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비호 군을 악화된

12명과 경미한 호 을 보인 13명으로 나 어 시행한 비교에서 모든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견 통증의 경

미한 호 은 삶의 질과 우울증에 큰 향을 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

으며, 결국 충분한 치료가 삶의 질과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견 통증의 원인과 원인 질환의 개수의 분포

도에서 호 군과 비호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떤 환자들은 통증이 호 된 반면에 일부의 환자에서는 같은 정도의

통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악화되거나 혹은 매우 미미하게 호

된 결과에 해 그 차이를 충분한 분석하지 못한 이다. 한 원인

진단을 연구자 단독으로 시행하여 진단의 정확성에 한 검증이 부족

하고, 한 자기공명 상, 근 도 등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홍 등34

의 연구에서와 같이 SLAP(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병변 등의 진단이 락되거나 추성 통증, 말 신경병증 같은 질환

이 락될 수 있다. 진단된 원인질환이 견 통증의 실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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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수 있는 과진단(overdiagnosis)의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각 질

환별 증도의 차이들도 통증의 호 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통증의 호 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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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뇌졸 환자 53명을 상으로 견 통증에 해 검

사한 결과 환자당 최 6개, 최소 1개, 평균 2.8개의 원인질환을 가지

고 있었다. 치료 후 통증평정지수의 호 정도를 기 으로 호 군과

비호 군으로 나 어 치료 과 후의 Stroke-Specific Quality of

Life, Beck 우울 척도, 한 수정 바텔 지수, 상지 기능 검사, 변형

애쉬워스 척도를 비교한 결과 통증의 호 과 삶의 질의 향상과 우울

증의 호 이 의미있는 연 성을 보 다. 따라서 뇌졸 환자의 견

통증의 효율 인 리는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우울증을 감

소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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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houlder pain on quality of life and functional

improvement in stroke patients

Jae Hwan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 Sook Park)

In stroke patients, shoulder pain is a common complication

of stroke and it lead to limitation of range of motion, joint

contracture and aggravation of spastic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houlder pain on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in stroke patients.

Fifty three patients with stroke recruited for this study.

Pain Rating Score(PRS), Modified Ashworth Scale(MAS),

Manual Function Test(MFT), Korean 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K-MBI), Stroke-Specific Quality of

Life(SSQOL),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were assessed

before and 4 weeks after comprehensive management of

shoulder pain. The change of PRS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SSQOL, BDI and MBI. The good relationships were

noted between PRS and SSQOL and also between PRS and

BDI and weak relationships were noted between PRS and

MBI.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of PRS

with scores of MFT and MA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mprovement of shoulder

pain with intensive pain management can lead to enhance

quality of life and to mitigate the depression in stroke

patients.

---------------------------------------------------

Key Words : shoulder pain, quality of life, depression,

functional improv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