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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in addition to the mediating effect exerted by depression on this relationship in post-stroke pati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performed. A total of 182 patients were recruited from two general and three geriatric 
hospitals in South Korea between July 2017 and June 2018.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ADL measures were 
assessed after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Data obtained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d a simple 
mediation model that applies the PROCESS macro with a 95% bias-corrected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 (5,000 
bootstrap resampling). Results: The covariates were sex, age, educational level, types of paralysis, and type of 
hospital. After controlling for the demographic covariates, cognitive function significantly accounted for the variance 
of ADL. It was also demonstrated that depress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unction and 
ADL in post-stroke patients. Conclusion: Cognitive function directly influences the ADL in post-stroke patients and 
indirectly influences it through depression. This suggests that strategies for improving depression in post-stroke 
patients should be considered while managing cognitive functioning for improving the A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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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뇌졸중은 한국의 10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는 질환으

로, 뇌혈관 이상에 의해 발생하여 뇌 기능장애를 일으키며 성인

기 이후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1,2]. 뇌

졸중은 발생 이후 43.7%의 환자에게 편마비 등의 신체적 후유

증을 남기고[3], 신체뿐 아니라 인지장애[2] 및 우울[4] 등을 유

발하여 신체적 심리적 영역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뇌졸중 후 마비가 발생한 환자들은 건강한 측의 기능에 비해 

마비된 측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5], 자가 간호, 기동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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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능력 등과 같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3]. 

마비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마비가 없는 

경우보다 낮고 중등도 이상의 심한 의존상태를 보여,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정도가 높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을 할 수 없

다[3,5]. 즉 뇌졸중 후 마비가 있는 환자에게 일상생활 수행능

력 장애가 있으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에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안녕감이 감소함으로써 삶의 질이 감

소하게 된다[5]. 이렇듯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활동은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삶과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중

요한 능력이므로[3],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기능, 장애 정도, 의식상태, 통증, 우울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3,6,7]. 이 중 인지기능과 우울은 서로 연

관되고, 환자의 신체적 독립성과도 관련되므로 인지기능과 우

울은 재활 과정의 일부로 다루어야 한다[8].

뇌졸중 후 인지기능 장애는 뇌졸중 후 1~3개월 이내에 직면

하는 가장 일반적인 상태로 27.2~44.7%의 환자가 경험하고 있

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기능적 상태와 활동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9]. 뇌졸중 후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는 인지

기능 장애가 없는 환자보다 중증 장애를 더 많이 나타내고[9],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더 큰 의존성을 보인다[2]. 또한 인지기

능 장애가 있는 경우 우울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심화되

고 재활 과정에의 참여가 줄어 치료지침이 제 로 지켜지지 않

아 환자의 뇌졸중 후 기능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10,11], 결국 환자의 독립성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10]. 이처럼 뇌졸중 후 인지기능 장애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줄이기 위해 인지장애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재활 과정에서 중

요한 목표로 고려되고 있다[10]. 

뇌졸중 후 발생하는 인지기능 장애는 환자의 신체적 독립성

을 포함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감소뿐 아니라 정서적 우울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인지기능 장애는 뇌졸중 후 우울의 

주요한 관련 요인으로 인지기능이 감소할 경우 우울의 발생 위

험이 증가한다[12]. 인지기능의 저하는 화를 이해하거나 필

요할 때 신속하게 응하는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인지기능 

장애를 인식한 환자는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8].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우울은 뇌졸중에 한 일반

적 반응이 아니라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재활

치료 성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13]. 우울은 뇌졸중 환자의 절

반 이상에서 나타나고[4,14,15], 재발률이 높아 뇌졸중 후 오랜 

기간 문제를 일으킨다[14]. 우울은 뇌졸중 환자에게 죽음에 

한 반복적인 생각, 자살 충동, 신체적 증상 호소, 무가치감, 에너

지 감소, 일상생활 수행 장애 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9,13]. 특히 우울은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기능

적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데[7], 우울하지 않은 경우보다 우

울한 경우 더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며, 일상생활 수행능

력의 의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7,12]. 즉 뇌졸중 후 

우울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의존 비율을 높임으로써[7] 기능

적 독립성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12]. 우울은 치료와 중재가 가능하므로 뇌졸중 후 재활 과정을 

최적화하고 상자의 기능적 독립성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우

울에 해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8]. 

그러나 개입에 앞서 뇌졸중 후 발생하는 인지기능 장애가 일상

생활 수행능력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은 일상생활 수행능

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2-4,7,9-12,27] 

토 로 인지기능 장애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우울

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뇌졸중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

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뇌줄중환자의 인지기

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위함이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차이

를 확인한다.

 상자의 인지기능, 우울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상자의 인지기능, 우울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다.

 상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간 관계에서 우

울의 매개효과를 규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Vol. 30 No. 4, 2021 311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병원에 입원 중인 뇌졸중 환자 중 발

병 전 정신과적 병력이 없고, 사고나 외상이 원인이 아니면

서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뇌경색, 뇌내출혈의 진단을 받은 

자이다. 조사 당시 의식장애, 시력장애, 청력장애가 없고, 언

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상으로 하였다. 검

사와 설문에 응한 200명의 자료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하거나,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 점수가 치매가 

의심되는 20점 미만인[16] 경우를 제외하여 총 182부를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이 표본크기는 선행연구[8,17]에서 우울에 

한 인지기능의 경로(⍺path)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한 우울

의 경로(β path)의 경로계수 절댓값이 0.22~0.28임을 고려하였

다. Fritz와 MacKinnon [18]이 Bias-corrected bootstrap 방

법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에서 검정력 .80, 매개변수에 한 독

립변수의 경로(⍺ path)의 크기를 H (small-medium size, 0.26), 

종속변수에 한 매개변수의 경로(β path)의 크기를 H (small- 

medium size, 0.26)로 선정한 경우 최소로 필요하다고 제시한 

148개를 만족한다.

3. 연구도구

1) 인지기능

인지기능은 Folstein 등[19]이 개발한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을 Kwon과 Park [20]이 번안하여 표준

화한 한국판 MMSE (MMSE-K)를 번안자에게 사용승인을 받

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남력 10점(시간 5점, 주소 4점, 

장소 1점), 기억등록 3점, 주의집중 및 계산 5점, 기억회상 3점, 

언어기능 7점, 이해 및 판단 2점으로 총 12문항 30점 만점이다. 

무학자의 경우 지남력 1점, 주의집중 및 계산 2점, 언어기능에 

1점씩 가산하되, 각 항목에서 만점이 넘지 않는 범위로 가산한

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Kwon

과 Park [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6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4였다.

2) 우울

우울은 Yesavage와 Sheikh [21]의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을 Cho 등[22]이 한국어로 표준화

한 한국어판 단축형 노인우울 척도를 번안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역문항을 포함한 총 15문

항으로,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의 2점 척도이며, 총점 범위

는 0~1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

미하고, 주요우울장애 선별을 위한 최적 절단점은 8점이다. 

Cho 등[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3이었다.

3) 일상생활 수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Shah 등[23]이 뇌졸중 재활을 위해 소

개한 제5판 수정판 바델 지수(Barthel Index, BI)를 Jung 등

[24]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도구를 번안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

가하기 위해 일상생활 동작을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처리, 계단 오르기, 옷 입기, 변조절, 소변조절, 보행, 의

자-침  이동의 10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별로 수행의 

정도에 따라 ‘수행할 수 없음’, ‘최  도움’, ‘중등도 도움’, ‘최소

도움이나 감시’, ‘완전 독립’의 5단계로 구분하여 내용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화 한다. 최하 점수는 0점, 최고 점수는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이 독립적임을 의미한다. 

Jung 등[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3이었다.

4.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 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

번호: 1040117-201707-HR-021-02)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

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7월 20일부터 2018년 6월 30일

까지였다. 전라북도 소재 3개 종합병원과 2개 요양병원의 간호

부서에 사전 방문하여 간호부서장에게 연구자료수집허가를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 자료수집이 허락된 병동의 병실을 방문

하여 연구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 의사를 나타

내는 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 방법, 

자유로운 참여 동의와 동의 철회 가능성, 연구결과는 연구목적

으로만 활용되며, 모든 설문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 될 것임 등

을 설명하였다. 그 후, 서면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검사와 설

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독립적으로 설문지 작성이 어려운 상

자에게는 연구자가 질문을 읽어주고 상자의 응답을 기입하

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

하였고 참여에 한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 23.0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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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Level of ADL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2)

Variables Categories n (%)
ADL

M±SD
t or F (p)
Scheffe ́́

Sex Male
Female

85
97

(46.7)
(53.3)

54.42±25.07
45.29±26.27

 2.31 (.022)

Age (year) ＜55a

55~＜65b

65~＜75c

≥75d

32
31
42
77

(17.6)
(17.0)
(23.1)
(42.3)

58.75±24.58
64.94±24.44
43.60±27.86
42.45±22.57

 8.53 (＜.001)
d＜a, b

c＜b

Educational level Not attending schoola

Primary schoolb

Middle schoolc

High schoold

≥Collegee

50
37
28
51
16

(27.5)
(20.3)
(15.4)
(28.0)
(8.8)

40.86±26.55
43.70±21.48
51.61±22.97
58.59±27.04
56.25±26.55

 3.95 (.004)
a＜d

Spouse Have
Have not

141
41

(77.5)
(22.5)

49.57±24.88
48.88±29.95

 0.14 (.893)

Duration of stroke 
(month)

＜6
6~＜12
12~＜36
≥36

30
12
51
89

(16.5)
(6.6)
(28.0)
(48.9)

49.17±34.53
50.67±27.17
48.51±22.97
49.84±24.64

 0.04 (.990)

Recurrence of stroke First onset
Relapsed

166
16

(91.2)
(8.8)

50.06±26.42
42.69±20.98

 1.08 (.280)

Types of paralysis Hemiplegiaa

Bilateral paralysisb

No paralysisc

149
23
10

(81.9)
(12.6)
(5.5)

51.77±24.24
27.30±20.28
65.20±36.58

12.06 (＜.001)
b＜a, c

Comorbid disease Have not
Have

36
146

(19.8)
(80.2)

52.72±26.79
48.60±25.86

 0.85 (.396)

Type of hospital General hospital
Geriatric hospital

93
89

(51.1)
(48.9)

54.90±24.64
43.67±26.33

 2.97 (.003)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을 이용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정도는 

기술통계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상자의 인지기능, 우울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차이검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한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

해 확인하였다. 

상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25]의 PROCESS macro 

version 3.3 for SPSS의 4번 모형을 사용하였다. 차이검정에서 

확인된 5개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95%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가진 총 5,000개의 bootstrap 

sample을 사용하여 우울의 매개효과를 추정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차이 

본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상자의 성

별은 여성 97명(53.3%), 남성 85명(46.7%)이었고, 연령은 75세 

이상이 77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못한 무학이 50명(27.5%)이었고, 학교를 다닌 경우 고

등학교 졸업이 51명(28.0%), 초등학교 졸업은 37명(20.3%), 

중학교 졸업이 28명(15.4%), 전문 학교 졸업 이상은 16명

(8.8%)의 순이었다. 배우자는 있는 경우가 141명(77.5%)으로 

더 많았다. 질병 기간은 36개월 이상이 89명(4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첫 발병인 경우가 166명(91.2%)으로 재발인 경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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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s and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182)

Variables Range M±SD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r (p) r (p) r (p)

Cognitive function 20~30 22.80±2.97 1

Depression  0~15  7.36±3.92 -.15 (.044) 1

Activities of daily living 0~100  49.41±26.02  .32 (＜.001) -.32 (＜.001) 1

Note. Sex, age, educational level, types of paralysis, and type of hospital were input as partial correlation control variables.

명(8.8%)보다 많았다. 마비 유형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편마비는 

149명(81.9%), 양측 마비는 23명(12.6%)이 경험하고 있었고, 마

비가 없는 경우는 10명(5.5%)이었다.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가 

146명(80.2%), 없는 경우가 36명(19.8%)이었고, 입원해 있는 병

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93명(51.1%), 요양병원은 89%(48.9%)이

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차이는 성별(t=2.31, 

p=.022), 연령(F=8.53, p<.001), 교육 수준(F=3.95, p=.004), 마

비 유형(F=12.06, p<.001), 병원 유형(t=2.97, p=.003)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인지기능, 우울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정도

상자의 인지기능은 평균 22.80±2.97점, 우울은 7.36±3.92

점이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49.41±26.02점이었다(Table 2). 

우울의 경우 8점 미만이 95명, 8점 이상이 87명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인지기능, 우울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상자의 인지기능, 우울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

계를 확인한 결과, 세 변수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인지기능과 우울(r=-.15, p=.044), 우울과 일상생활 수

행능력(r=-.32, p<.001)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인지기능

과 일상생활 수행능력(r=.32, p<.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Table 2). 

4. 대상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낸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마비 유형, 병원 유형을 통

제한 후 우울이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 관계에서 매개작용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

지기능을 독립변수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1단계에

서 인지기능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β=-.17, p=.044),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3.22, p=.005). 인지기능을 독립변

수로 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2단계에서 

인지기능은 일상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β=.36, p<.001), 

회귀모형도 유의하였다(F=7.29, p<.001). 3단계에서는 인지

기능과 우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가

는 회귀모형이 유의하였고(F=8.95, p<.001), 인지기능은 일상

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β=.31, p<.001), 매개변수인 

우울도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β=-.27, 

p<.001)으로 나타났다(Table 3, Figure 1).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percentile bootstrap 

(resample=5000) 방식으로 95%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간

접효과는 0.40 (SE=0.23, 95% CI [0.04, 0.9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4). 따라서 인지기능이 일상생활 수

행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기에 인지기능과 일상

생활 수행능력 사이에서 우울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병원에 입원 중인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 우울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수행

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는 100

점 만점 중 평균 49.41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뇌졸중

과 외상성 뇌손상 입원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측정한 선

행연구[3]의 56.18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마비 유형,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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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compositions for Effects of Cognitive Function on Depression and ADL (N=182)

Step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B β SE t p

95% CI

LLCI ULCI

Step 1 Control variables Sex
Age
Educational level
Types of paralysis
Type of hospital

-0.53
-0.01
-0.43
-0.23
-0.61

-.07
-.04
-.15
-.03
-.24

0.62
0.03
0.27
0.54
0.19

-0.86
-0.41
-1.59
-0.44
-3.16

.394

.681

.113

.002

.113

-1.75
-0.07
-0.95
-1.30
-0.99

 0.69
 0.04
 0.10
 0.83
-0.23

Independent variable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0.23 -.17 0.11 -2.03 .044 -0.45 -0.01

R2=.10, F=3.22, p=.005

Step 2 Control variables Sex
Age
Educational level
Types of paralysis
Type of hospital

-1.17
-0.09
 1.71
-2.43
-0.09

-.02
-.05
 .09
-.05
-.01

3.88
0.18
1.67
3.36
1.20

-0.30
-0.51
 1.02
-0.72
-0.08

 .763
 .608
 .309
 .472
 .940

-8.83
-0.44
-1.60
-9.06
-2.46

6.49
0.26
5.01
4.21
2.28

Independent variable Cognitive function ADL  3.14  .36 0.70  4.49 ＜.001  1.76 4.53

R2=.20, F=7.29, p＜.001

Step 3 Control variables Sex
Age
Educational level
Types of paralysis
Type of hospital

-2.11
-0.11
 0.95
-2.84
-1.17

-.04
-.06
 .05
-.06
-.07

3.74
0.17
1.62
3.23
1.19

-0.57
-0.66
 0.59
-0.88
-0.99

 .573
 .512
 .559
 .380
 .325

-9.49
-0.45
-2.25
-9.23
-3.52

 5.26
 0.23
 4.15
 3.54
 1.17

Independent variable Cognitive function ADL  2.74  .31 0.68  4.02 ＜.001  1.39  4.08

Mediator variable Depression ADL -1.78 -.27 0.45 -3.91 ＜.001 -2.68 -0.88

R2=.26, F=8.95, p＜.001

SE=Standard error;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LLCI=Lower 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evel confidence interval.

Table 4. Validation of Mediating Effect (Bootstrapping) (N=182)

Independent variable Mediator variable Dependent variable Effect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0.40 0.23 0.04 0.92

LLCI=Lower 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evel confidence interval.

Figure 1. Statistical relationships for simple mediation model among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while controlling for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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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5,6]와 다른 결과였다. 아마도 본 연구의 상자는 뇌졸중 

경과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가 48.9%로 만성 뇌졸중 환자

가 많았던 반면에, 선행연구[3,5,6]에서는 뇌졸중 발병 초기의 

환자가 상이어서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뇌졸중 경과 기간, 

연령, 성별과 같은 요인들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기능적 회복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7],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에서 질병의 경과 

기간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

해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

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상자의 인지기능 점수는 30점 만점 중 평균 22.80

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을 측

정한 선행연구[5]의 21.04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 상

자의 우울 점수는 15점 만점 중 평균 7.36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15]에서의 평균 9.59~9.96점보다 우울의 평균 

수준은 높지 않았고, 주요우울장애를 구분하는 절단점인 8점 이

상인 경우가 87명으로 전체의 47.8%였다. 뇌졸중 후 우울의 발

생 빈도는 상자의 선정과 조사 시기에 따라 11~80%까지 다

양하고[13], 뇌졸중의 치료 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우울의 정도

가 높아진다[26]. 선행연구[15]에서는 뇌졸중 발생 후 36개월 

이상 경과한 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가 상이었고, 본 연구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상으로 했으며 뇌

졸중 경과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상자도 51.1%여서 서로 다

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뇌졸중 발병 후 우울에 

한 간호사정 시 뇌졸중 발병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과 우울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인지기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

이 높다는 선행연구[2,3]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우울과 일

상생활 수행능력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이 

심할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4,7,27]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인지기능은 상자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

지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인지기능의 저하는 뇌졸중 후 환

자의 독립성에 중 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유발하며 기능 

회복 시 재활 참여의 감소와 치료 지침 준수의 어려움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10]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에게는 뇌졸중 후 우울 발

생 위험이 증가하며[12], 뇌졸중 후 우울은 뇌졸중 환자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기분이나 정서장애이다[13]. 우울로 인해 

피로, 에너지 소실, 정신운동 지연, 개인위생 감소, 부적절한 차

림새와 느리고 경직된 걸음 등 행동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13,28]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지기능과 관련된 중재 뿐 아니

라 우울을 개선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은 부분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은 일상생활 수행능

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지기능이 낮을수

록 우울이 높아지므로 간접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다

룬 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는데 제약이 있으나, 

Oh와 Kim [11]은 장암 환자의 항암화학요법 관련 인지기능

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한 바 있

다. 뇌졸중 후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로 인해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이 감소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5],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와 같은 변수를 사용한 반복 연

구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울이 일

상생활 수행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4,7,27]와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부분매

개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높

이기 위한 중요한 변수는 우울임을 확인하였다. 뇌졸중의 급성

기에 뇌의 생물학적 변화와 신체적 장애에 한 반응으로 우울

이 발생하고, 만성기에 뇌졸중으로 인한 인지장애와 문제해결

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사회활동 제한과 좌절감이 심해져 우울

이 발생할 수 있다[29]. 즉 뇌졸중 환자의 우울은 인지기능 저하

와 같은 뇌졸중 후 변화나 장애로 인해 발생한 상실에 한 반

응으로[28]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관계에서 부분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지기능 저하로 일

상생활 수행능력이 감소하는 상자들에게 우울을 함께 고려

한 간호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지기능 장애로 상실감을 비롯

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뇌졸중 환자에게 인지기능 향상을 

통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간호중재와 우울을 감

소시키는 중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

상시키는 효율적 간호중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 감소를 위한 중재를 

개발하여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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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자만을 상으로 하였으므로 상급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뇌졸중 환자에게까지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인지기능 손상의 경계 이상인 MMSE-K 20

점 이상인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하였으므로, 인지기능 손상 

정도에 따른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

째, 본 연구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지역사회의 뇌졸중 환자를 상으

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상자 우울의 중증도를 분류

하여 그룹별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넷

째, 뇌졸중 환자에게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 개선을 위한 간호중

재를 제공한 후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한 효과를 확인하는 연

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 우

울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규명하

였다.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뇌졸중 환자의 일

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에서 인지기능과 우

울에 한 전략이 모두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

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접

근 뿐 아니라 우울을 개선하고 감소시키는 간호중재가 개발되

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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