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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eg Balance Scale(BBS) and 

Performance�Oriented Mobility Assessment(POMA) as a fall risk screening tool in individuals with stroke. Method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that they were receiving physical therapy during inpatient rehabilitation. The individuals with 

stroke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BBS and POMA data from 3 hospital a retrospective review of 132 

patient(male: 90, femalr:42) records were included. Results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ndicated that the 

BBS(ICC=.925) and POMA(ICC=.923) were good reliability. The mean BBS score was 40.71±9.28, whereas the mean 

POMA score was 20.14±5.23.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ere not found between the BBS total scores and 

POMA total scores (r = 0.167).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OMA fall risk scores and BBS fall risk 

scores were found (r = 0.268).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o use the degree of falls risk forecast 

of POMA and BBS in individuals with stroke. Further study that will need the correlation between subject sex, age and 

sub factors as balance and gait in POMA and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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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은 감각, 운동, 인지 능력 등의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나

고 일상생활 동작 및 균형과 보행에 손상을 주는 질환이다.
1)
 

이러한 뇌졸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뇌졸중 관련 연구와 호전도 

평가에서 균형과 운동성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균

형에 대한 측정도구에는 버그균형척도(Berg Balance Scale: 

BBS), 일어나 걷기 검사(timed up and go test), 한다리 지

지하고 서기(single leg stand), 네칸네모걷기검사(four square 

test), 수행지향적운동성평가(performance-oriented mobility 

assessment: POMA) 등이 있다.
2) 

버그균형척도(BBS)는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균

형과 낙상위험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다. 각 항목은 

0~4점까지 이며 56점이 최고점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균형 

정도는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41-56점은 낙상위험도가 낮고, 

21-40점은 중등도의 낙상 위험도가 있으며, 20점 미만은 낙상

위험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3)
 버그균형척도는 의자, 초시계, 

줄자 정도의 간단한 도구만 가지고도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자

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뇌졸중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측정에서 측정자간 신뢰도도 .92~.98로 높

게 나타나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수행지향적운동

성평가(POMA)는 노인들의 운동성과 낙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도구로 정적, 동적 균형을 검사한다.
4) 

이 도

구는 Tinetti 운동성 검사(Tinetti Mobility Test: TMT) 라고

도 불린다.
5)
 수행지향적 운동성 평가는 보행과 균형을 구성하

는 2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점수는 28점으로 균

형점수16점과 보행점수 12점으로 나누어져 있다. 25-28점은 

낙상위험도가 낮고, 19-24점은 중등도의 낙상 위험도가 있으

며, 19점 미만은 낙상위험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균형검사 

항목에서는 앉은 자세를 포함하며 기립자세와 360° 회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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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검사한다. 보행검사 항목에서는 보행의 시작과, 회전과 보

행시간, 보행동작을 검사하게 된다. 0점은 불가능, 1점은 가능

(보조 필요), 2점은 독립적으로 완전 가능 등의 점수를 부여하

여 평가점수의 합이 25∼28점은 낙상위험도가 낮고, 19∼24점

은 낙상위험도가 중간, 19점 이하는 낙상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의미한다.
6)
 위와 같이 버그균형척도와 수행지향적운동성 평가

는 전체 점수에 대한 절단점(cutoff scores)을 제시하여 낙상

의 위험도에 대한 예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버그균형척도와 수행지향적

운동성 평가를 이용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에 중심

어를 버그균형척도로 설정하고 국내 연구를 검색하면 704건의 

논문을 찾을 수 있고 버그균형척도 and뇌졸중으로 검색하면 

148건의 연구가 나타난다. Poma and 뇌졸중로 검색하면 10

건의 연구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

공하는 데이터 베이스 외에 추가로 검색한다면 더 많은 연구들

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연구들 중에서 버그균형척도와 수행지

향적운동성 평가에서 제시한 낙상 위험도 예측을 대한 절단점

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낙상의 위험도를 함께 제시한 연구는 거

의 없다. 최지민 등(2012)
7)
은 버그균형척도와 수행지향적운동

성평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나 낙상의 위험도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었다. 임상적 치료중재로 인한 변화를 판

단할 때 점수의 총점의 변화 정도에 따라 대상자의 균형 정도

가 변화하였다고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여 많은 국내연구에서 

총점의 변화에 촛점을 맞추어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총점의 

변화정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척도들의 특성을 살려 낙상의 위

험도에 대한 예측을 함께 이용하고 제시한다면 더욱 합리적이

고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뇌졸중 환자들

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에게 버그균형척도와 수행

지향적운동성평가(POMA)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두 척도 

임상적인 적용의 결과를 제시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대전과 전남 지역에 있는 3개 병원에

서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편마비 환자들 중 132명으로 남

성90명(나이: 54..55±12.23세, 신장:169.55±8.4㎝, 몸무게: 

67.15±8.38㎏), 여성42명(나이:53.23±8.27세, 신장: 157.12± 

5.09㎝, 몸무게:66.05±5.23㎏) 이었다. 3개 병원에서 일상적인 

평가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 중 아래의 참여기준에 해당하는 경

우에 성별, 연령, 몸무게, 신장의 기본적인 정보와 버그균형 척

도와 수행지향적 운동성 평가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발병이6개월 이상인 뇌졸중 환자

2) 10 m 이상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3) 시각적인 문제가 없으

며 4)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이다. 

본 연구는 1차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측정자들과 연구 참

여자들이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의 이중 맹

검법(double blanedness)에 의한 연구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균형을 측정하는 도구인 버그균형척

도(Berg Balance Scale: BBS)와 수행지향적운동성평가

(Performance-Oriented Mobility Assessment: POMA)의 

상관관계 분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버그

균형척도(BBS)와 수행지향적운동성평가(POMA) 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이 두 척도의 총점과 두 척도의 낙상위험

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SPSS 21.0 for window를 이용하

여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BBS, POMA의 

평균값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을 사용하였다. 수행지향

적 운동성 평가, 버그균형척도의 측정자간 신뢰도 측정은 도구의 

동등성을 나타내는 급간내 상관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행지향적 운동성 

평가, 버그균형척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Pearson, 

Spearma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학적인 유의 수준은 

p<.05로 하였다.

III. 결 과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에게 버그균형척도(BBS)와 수행지향적

운동성 평가(POMA)의 총점과 두 척도의 낙상위험도간의 상

관관계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1. 버그균형척도와 수행지향적운동성평가에 대한 측정자 간 신

뢰도 분석 

3곳의 병원에서 수집한 버그균형척도와 수행지향적운동성평가

의 측정자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급간내 상관 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ICC=0.8 또는 그 이상이면 매우 높은 

신뢰도, ICC=0.6∼0.8이면 중등도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

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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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among of BBS and POMA

POMA total point
& BBS total point

POMA total point & BBS fall 
dawn risk

BBS fall dawn risk &
POMA fall dawn risk

Correlation .167 .163 .268

p .056 .062 .002

Table 1. Analysis of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Subject(n) Mean ±SD ICC

POMA 132 20.14± 5.23 .903

BBS 40.71 ±9.28 .905

버그균형척도에서 급간내 상관 계수 ICC=0.905이었고, 수

행지향적운동성평가의 급간내 상관 계수 ICC= 0.903으로 매

우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따라서 세 곳의 병원에서 수집한 

자료는 높은 신뢰도가 인정되었다(Table 1). 

본 연구에서 수행지향적운동성평가의 평균은 20.14±5.23

이었고 버그균형척도의 평균은 40.71±9.28이었다. 

2. 버그균형척도와 POMA의 상관관계 분석 

버그균형척도와 수행지향적운동성평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척도의 총점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 버그균평척

도의 낙상위험도에 대한 절단점을 적용한 점수와 수행지향적운

동성 평가의 총점 간의 상관관계 분석, 버그균형척도와 수행지

향적운동성평가의 두 척도의 낙상위험도에 대한 점수로 상관관

계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Table 2). 

버그균형척도와 POMA의 총점을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에

서는 상관계수는 r= .167, 유의수준 p=.056으로 나타나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두 변수간의 상관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버그균형척도의 낙상위험도에 대한 점수와 POMA의 총점

을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상관계수는 r= .163, 유의수준 

p=.062로 나타나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므

로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버그균형척도 절단점과 POMA의 총점을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상관계수는 r= .268, 유의수준 p=.002로 나타나서 

통계학적으로 두 변수간의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IV. 고 찰

균형의 문제는 뇌졸중환자의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뇌졸중 

후 2~4주 후의 뇌졸중의 84%가 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9)
 

이러한 균형의 문제는 뇌졸중환자의 보행 뿐만 아니라 일상생

활 전반에 영향을 준다.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입각기

(stance phase)에서의 비대칭성과 자세의 흔들림(posture 

sway)을 가지게 되어서
10)

 낙상에 쉽게 노출된다. 지역사회로 

복귀하여야 하는 뇌졸중환자들에게 부상에 노출되거나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은 물리치료사에게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운동성을 측정하는 도구

인 버그균형척도와 수행지향성 평가의 총점과 낙상위험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지향적운

동성평가의 평균은 20.14±5.23이었고 버그균형척도의 평균은 

40.71±9.28이었다. Prat와Scheicher(2012)
11)

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브라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버그균형척

도의 평균이 50.9 ± 4.1로 나타나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버그균형척도와 수행지향성운동성 평가의 총

점을 이용한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낙상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절단점을 이용한 점수로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는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최지민 

등(2012)
7)
은 버그균형척도와 수행지향성운동성평가는 보행과 

균형의 두 하위변수 뿐만 아니라 전체 총점에서도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험도에 대한 예측에 대한 

상관분석은 제시하지 않아서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

났다. 최지민 등(2012)
7)
의 연구에서는 23명의 작은 인원으로 

버그균형척도와 수행지향성운동성평가 결과를 삼차원적인 균형 

평가기구와 접목하여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부분

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수행지향성운동성평가는 보행동안 지지면과 체간의 흔들림 

및 동요(perturbation)에 대한 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측정하

는 것이 버그균형척도와 다른 면이다. 또한 보행하는 동안의 

동적균형의 결손이나 균형에 대한 반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에는 버그균형척도보디 훨씬 유용하다.
12)

 또한, Kegelmeyer 

et al(2007)
5)
은 수행지향성운동성평가가 파킨슨 환자의 낙상

위험도에 대한 예측에도 유용한 척도라고 하였다. 버그균형척

도는 앉기와 서기와 같은 기능적으로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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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균형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13)

 수행지향성운동성평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버그균형척도와 수행

지향성운동성평가를 함께 사용할 때는 낙상 위험성에 대한 예

측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수행지향성운동성 평가는 보행과 균형으로 하위요인이 분

류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각각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 분

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보인다. 또

한, 뇌졸중의 발병원인과 성별에 따른 분석이 추후에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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