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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급성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는 입원 후, 그리고
퇴원 전에 일상생활동작, 의사소통 능력 및 기능적 이동성에
1)
대해서 전문가로 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표준화된 유효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뇌졸중과 관련된 환자의 장애, 기능적
상태, 공동체 및 사회활동의 참여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예후를 추정하고, 적절한 치료수준, 치료 방법을 결
1)
정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특히, 뇌졸중 후 편마비환자들
의 인지장애와 균형의 문제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장애 등
2)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물리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환자의 회복정도를 파악하는 등의 목적을 가
진 평가들이 시행되고 있다.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균형
및 이동 측정 도구로는 Berg 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BBS), 기능적 팔 뻗기(Functional Reach Test, FRT),
Timed UP & GO 검사(TUG)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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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일상생활 동작 평가를 위해 기능적 독립 검사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일상생활 평가
3)
도구(Modified Barthel Index: MBI)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인지기능 평가도구로는 LOTCA-G(Lowenstein Occupational
Therapy Cognitive Assessment for Geriatric Population)
및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K)와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Montral Cognitive Assesment: K-MOCA)
를 사용하여 인지장애를 선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도구들은 각각의 특이성과 채점방법 및 판별기
준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도구들은 그 목적에 맞게 절단점
(cutoff point)을 제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Lisa &
Nicol(2008)은 BBS의 절단점을 이용한 지역사회 노인들의
균형과 낙상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도구로 노인들의 안
4)
전한 움직임을 판단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또한,
K-MOCA는 집행기능, 시공간구성능력,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언어기능 및 지남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준점수를 제시하
여 경도인지장애를 변별할 목적으로 개발된 선별검사 도구이
5)
다. 그러므로 원점수를 합한 점수만을 근거로 하여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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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할 경우, 인지장애에 대한 선별이 어렵고 장애가 있는
인지기능의 하위항목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타당도와
1-3)
평가도구들 간의 상관성 연구와
중재를 통한 효과분석을
3,6)
실시한 연구들 에서 이러한 절단점을 참조하기 보다는 평가
도구의 원점수을 참조하고 있다. 이에 원점수를 근거한 참조
와 결정이 평가도구들은 특이성과 변별력에 부합되고 있는지
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평가자가 하려는 검사의 강점, 취약
한 부분, 제한점 및 제약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부적절한
검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잘못 해석된 정보
7)
를 얻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MOCA, BBS, MBI를 활용하여 뇌
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인지정도와 균형능력이 일상생활동작
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절단점과 원점수를 비교하여 파악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물리치료 현장에서 이러한 평가도
구들의 유용성과 신뢰도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받고 발병 후 6개월부터 1년이내의 114명으로 오른쪽
편마비는 42명, 왼쪽 편마비 72명으로 남자 74명, 여자 40명
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강원도
에 위치한 K 재활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뇌졸중으로 진단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자, 뇌졸중 발병 전에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자,
안정된 의학적 건강상태를 가진 자이다. 이 연구는 인지기능
정도와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이므로 인지기능
정도는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Table 1).
2. 측정 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모든 정보는 환자의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기록에서 후향적으로 수집되었다.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버그균형척도(Berg balance scale:
BBS)를 사용하였고, 인지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판 몬
트리올 인지평가(Korean-Montral Cognitive Assesment:
K-MOCA),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 기능정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일상생활 평가도구(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였다.
(1) 버그 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BBS)

버그균형척도는 지역사회 노인의 균형과 낙상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구로, 저렴하고 간편하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버그균형
척도는 앉기, 서기 자세, 자세 변환의 총 3가지 영역으로 0점
에서 4점까지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합은 56
점이다. 버그균형척도는 정적 균형능력과 동적 균형능력을 객
관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로서, 0점~20점은 균형장애, 21점~40
점은 경도 균형장애, 41점~56점은 양호한 균형으로 판단한다4).
앉은 상태에서 서기, 기대지 앉고 스스로 앉기, 도움 없이 서
있기, 선 상태에서 서 있기, 눈 감고 서 있기, 이동하기, 양 발
을 모으고 서 있기, 선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물건 집어 올리
기, 선 자세에서 팔을 펴고 뻗기, 360도 돌기, 서서 양쪽 어깨
넘어 뒤돌아보기, 서 있는 동안 양 발을 발판에 교대로 놓기,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고 지지 없이 서 있기, 한 발로 서기
로 구성 되어 있다.
버그균형척도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측정자내-신뢰
도와 측정자간-신뢰도가 각각 r=0.99와 r=0.98로 신뢰도가 높
은 평가도구이다. 또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내적일치
도가 0.97로서 매우 타당한 평가도구이다.
(2)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Monteral Cognitive
Assesment: K-MOCA)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MOCA)는 MMSE-K 보다 더 경
도인지장애를 정확하게 변별할 목적으로 개발된 검사 도구로
서 집행기능(4점), 시공간구성능력(4점), 기억력(5점), 주의집
중능력(6점), 언어기능(5점) 및 지남력(6점)으로 구성되어 있
다.5) 총점은 30점으로 점수구성은 대상자가 제대로 수행을 하

Table 1. The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Affected side
Gender

Age(year)
Rt.

Lt.

K-MOCA

Total

Male

62.16±12.74

25(21.9)

49(43.0)

23.98 ±7.42

74(64.9)

Female

63.45±13.32

17(14.9)

23(20.2)

20.70 ± 7.39

40(35.1)

Total

62.61±12.90

42(36.8)

72(63.2)

22.83± 7.54

114(100.0)

62 ∙ Comparison of the Impact of K-MOCA and BBS on MBI Using Cutoff Point and Score in Patients with Post-stroke Hemiplegia

노효련, 김찬우

면 1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0점으로, 2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고, 검사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계
산문항은 100에서 7씩 빼나가는 과정을 5번 거치고, 하나도
맞추지 못하면 0점, 1개를 맞추면 1점, 2~3개를 맞출 경우 2
점, 4~5개를 맞출 경우 3점을 준다. 30점 만점으로 22점 이
하인 경우는 경도 인지기능 손상, 23점 이상인 경우 인지기능
8)
을 정상으로 간주한다 .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정도가 양
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83
이었고 번역된 도구인 K-MOCA의 신뢰도는 .81∼.84이다.

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들의 평균값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을 사용하였다.
2) 절단점을 이용한 자료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인지능력과 균형능력이 일상생활동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열척도인 변수
들을 더미변수로 변환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인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일상생활 평가도구(Modified Barthel Index: MBI)

Ⅲ. 결 과

MBI는 일상생활동작의 자립도를 평가 기준으로 개발한 것으
로 환자의 기능호전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이다.
검사자간 신뢰도 r=0.95, 검사-재검사 신뢰도 r=0.89로 알려
져 있다.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10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가동능력 3개 항목과 신변처리 동작 7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항목의 수는 항목별로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전체에 대한 평가는 0-100점으로 합산하여 4단계
의 중증도 (0~20 : 완전 의존상태, 21~60 : 거의 의존상태,
61~90 : 중등도 의존상태, 91~99 : 약간의 의존상태)로 구분
한다.9)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성이 증가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ver. 21.0 프로그램을 이

본 연구는 K-MOCA, BBS, MBI를 활용하여 뇌졸중 후 편마
비 환자의 인지정도와 균형능력이 일상생활동작의 정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절단점과 원점수를 비교하고자 실시하였다. 이
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MBI, BBS, K-MOCA의 원점수와
절단점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라 MBI, BBS, K-MOCA의 원점수와 절단점
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았다(Table 2, Table 3). 원점수를 활
용하여 MBI, BBS, K-MOCA의 성별 간의 차이에서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비측 간의 MBI,
BBS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K-MOCA에서는 좌측 편마비가 우측 편마비보다 높은 점수를

Table 2. Score of BBS and K-MOCA, MBI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Gender/ Affected side

Mean±SD

Male(74)

27.57 ±16.51

Female(40)

29.13 ±18.70

Male

17.08 ±7.23

Female

15.18 ±7.63

Male

45.41 ±22.58

Female

43.03 ±20.99

Right(42)

29.02 ±17.12

Left(72)

27.58 ±17.41

Right

14.10 ±7.63

Left

17.76 ±6.96

Right

45.55 ±23.35

Left

44.01 ±21.31

BBS

K-MOCA

MBI

BBS

K-MOCA

MBI

t

p

-.46

.65

-1.32

.19

.55

.58

.43

.67

-2.62

.01

.36

.72

BBS: Berg balance scale, K-MOCA: Montral cognitive assesment, MBI: Modified barthe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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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Table 2).
절단점을 활용하여 MBI, BBS, K-MOCA의 성별 간의 차
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MBI
에서 거의 의존이 남, 여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약간 의존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BBS에서 남자에서는 균형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에서는 균형상태 양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K-MOCA에서는 남, 여 모두에서 경도인지장애가 높게 나
타났다. 마비측 간의 MBI, BBS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MBI에서 오른쪽 편마비와 왼쪽 편마
비에서 거의 의존이 가장 많았고 약간 의존이 가장 작게 나타
났다. K-MOCA에서는 남, 여 모두에서 경도인지장애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Table 3).

2. 균형과 인지 정도가 일상생활동작에 미치는 영향력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인지정도와 균형이 일상생활동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MBI를 종속변수로 BBS와
K-MOCA는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입력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BBS와 K-MOCA의 절단점을 독립변수
로 설정한 경우에는 더미(dummy)척도로 변환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원점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에서 MB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BBS로 나타났고(β=.681***) 모형설명
2
력은 46%로 높게 나타났다(R =.464). K-MOCA도 MBI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β=.511***), 전체적인 모형설
2
명력은 26% 수준으로 나타났다(R =.261). 따라서, 일상생활
정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인지능력보다는 균형능력으로
나타났다.
절단점을 이용한 회귀분석에서는 BBS는 모형설명력은 39%
2
수준이었고(R =.392). 회귀분석에 따른 설명력을 알아보면 균

Table 3. Cutoff point of BBS and K-MOCA, MBI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MBI stage

BBS stage

n(%)

K-MOCA stage
Total

mild

moderate

severe

total

good
balance

acceptable
balance

Balance
impairment

Normal

Mild

M

1
(1.4)

19
(25.7)

46
(62.2)

8
(10.8)

20
(27.0)

24
(32.4)

30
(40.5)

22
(29.7)

52
(70.3)

74

F

0
(0)

8
(20.0)

25
(62.5)

7
(17.5)

16
(40.0)

9
(22.5)

15
(37.5)

9
(22.5)

31
(77.5)

40

2

χ

2.33

2.33

.69

114

Rt

0
(0)

13
(31.0)

23
(54.8)

6
(14.3)

13
(31.0)

15
(35.7)

14
(33.3)

6
(14.3)

36
(85.7)

42

Lt

1
(1.4)

14
(19.4)

48
(66.7)

9
(12.5)

23
(31.9)

18
(25.0)

31
(43.1)

25
(34.7)

47
(65.3)

72

2

χ

2.73

1.70

5.60*

114

Table 4. Effect of BBS, K-MOCA on MBI using score
MBI
Independent variable
B

β

Constant
BBS

t

β

β

20.18***
.87

.68

K-MOCA

t

19.66***

9.84***
1.52

.51

2
2
R (Adj. R )

.46(.46)

.26(.25)

F

96.81**

39.55**

6.29***

*p＜.05, **p＜.01
BBS: Berg balance scale, K-MOCA: Korean-Montral cognitive assesment, MBI: Modified barthe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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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효련, 김찬우

형장애는 {30.022+32.700(0)}+{30.022+14,584(0)}이고, 경도
균형장애는 {30.022+32.700(0)}+{30.022+14,584(1)}이고, 정
상은 {30.022+32.700(1)}+{30.022+14,584(0)}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MOCA는 MBI에 영향을 주고 있
2
었고 그 설명력은 20% 수준으로 나타났다(R =.203). 회귀분
석에 따른 설명력을 알아보면 정상 인지는{60.677+ (-22.1233
×(0)}, 경도 인지장애는 60.677+(-22.1233×(1)}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 찰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재활은 일상생활동작 평가에 의한
9)
기능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여야 하며 , 기능의 회복에
대한 유효성있고 표준화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기 위한 평가에는 사용 가능성, 간편성, 비용,
적절성, 타당성과 신뢰성의 여섯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모든
검사가 각 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치료사가 그
10)
제한점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K-MOCA, BBS, MBI를 활용하여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인지정도와 균형능력이 일상생활동작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절단점과 원점수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균형능력과 인지능력, 일상생활능력의 차이는 원점
수와 절단점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성별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비 측에 따른 인지능력은 차이는 원점수
와 절단점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
라서, 절단점과 원점수를 활용한 결과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러나 절단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환자의 균
형, 인지, 일상생활정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환자
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치료

사도 환자의 상태를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원점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에
서 BBS와 K-MOCA는 MBI에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회귀모형
의 영향력과 설명력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일상생활 정도에 영
향을 주고 있는 것은 인지능력보다는 균형능력으로 나타났다.
절단점을 이용한 회귀분석에서 BBS와 K-MOCA는 MBI에 영
향력을 나타내었고 회귀모형의 영향력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일상생활 정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인지능력보다는 균형
능력이며 균형능력이 정상인 경우에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인
지정도에서는 정상인지가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절단점과
원점수를 활용한 결과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회귀분석
방법에 의해 좀 더 확실하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1)
를 파악할 수 있었다. 노효련은 BBS의 절단점을 활용한 연
구에서 낙상 예측치를 판단할 수 있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예고가 가능하며 노인들의 운동성과 낙상가능성을 평가하는
수행지향적운동성평가(performance-oriented mobility assessment)와의 상관성에서는 낙상 예측치를 사용한 절단점의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절단점(cutoff point)은 최적의
기준 점수를 통하여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으로 진단에 대한
민감도 및 특이도가 좌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병률을 파
12)
악할수도 있다. 이러한 절단점은 적절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 인종이나 국가
간에 변화하기도 한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총점과 절단점을
통한 결과의 비교가 상이한 부분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절단
점을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고 절단점의 활용성을 인
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K-MOCA, BBS, MBI를 활용하여 뇌졸중 후 편
마비 환자의 인지정도와 균형능력이 일상생활동작의 정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절단점과 원점수를 활용하여 각각 비교하였다.
원점수와 절단점을 활용한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나서 차이

Table 5. Effect of BBS, K-MOCA on MBI using cutoff scores
MBI
Independent variable
B

β

Constant

t

β

β

30.02***

BBS dumy 1

32.70

.70

8.46***

BBS dumy 2

14.58

.30

3.68**

K-MOCA dumy

t

60.68***

-22.12

4.15

2
2
R (Adj. R )

.39(.38)

.20(.20)

F

35.80***

28.44***

-5.33***

*p＜.05, **p＜.01
BBS: Berg balance scale, K-MOCA: Korean-Montral cognitive assesment, MBI: Modified barthel index.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에서 절단점과 원점수을 이용한 K-MOCA와 BBS가 MBI에 미치는 영향력 ∙ 65

NEUROTHERAPY 2019;23(3):61-66

가 나타난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절단점을 활용한 경우
인지정도와 균형장애, 일상생활동작의 장애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점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평가도구의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연구대상자들의 병력과 뇌졸중
발병 후의 기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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