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8권 제 2호

PTK Vol. 18 No. 2 2011.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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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Stroke Rehabilitation Assessment of

Movement (STREAM), the Berg Balance Scale (BBS), and the Modified Barthel Index (MBI) in the acute

stroke care setting. Twenty patients with their first stroke were evaluated using STREAM, BBS, and

MBI initially and at 4 week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 and the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analysis. The scores on the STREAM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scores on both the BBS and MBI (with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anging from .88 to .95), and

there was significant improvement between the initial scores and those obtained four weeks later for

STREAM, BBS, and MBI (p=.001, p=.001, p<.001). The results suggest that STREAM may be able to

reflect functional recovery and to assess voluntary movement in patients who have suffered an acute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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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졸중으로 발생하는 편마비(hemiplegia)와 편부전마비

(hemiparesis)에 의한 운동장애의 문제점은 비대칭적인

자세, 비정상적인 균형, 체중을 이동하는 능력의 결함 및

섬세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운동요소의 상실 등이다.

편마비 환자는 기립과 보행을 하는데 장애가 있으며(Carr

등, 1985), 환측 사지의 운동결핍은 일상생활동작의 수행

(Sommerfeld 등, 2004)과 삶의 질(Kwok 등, 2006)에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는 재활치

료를 통해 기능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재활치료에

서 중요한 것은 환자를 치료하기 전 환자의 잔존하는 기

능을 명확히 평가하여 목적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서 운동 능력의 회

복은 환자와 치료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운동성의 향상은 뇌졸중 재활의 주된 목표 중 하

나가 되고(Lennon과 Johnson, 2000), 치료계획과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뢰 있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Wang 등, 2002). 뇌졸중 후의 움직임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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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데 있어 사용 가능한 평가 도구는 많지만 평가의

수행시간이 길고, 점수 채점이 복잡하며 장비에 의존하는

특성 상 임상 환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Daley 등,

1999). 이러한 이유로 Hsueh 등(2006)은 신뢰도와 타당도

가 높으며 사용하기 간편한 도구가 임상가와 연구자 모

두에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움직임 능력 회복을 확인하기 위한 평

가 도구로 일상생활의 자립 정도를 평가하는 바델 지수

(Barthel Index; BI)와 균형 능력을 평가하는 Berg 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BBS)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두 평가도구는 이전 연구에서 통계학적 특성상 모두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erg

등, 1992; Berg 등, 1995; Granger 등, 1979; Gresham 등,

1980; Loewen과 Anderson, 1988; Mahoney와 Barthel,

1965; Roy 등, 1988; Shinar 등, 1985; Wade와 Hewer,

1987; Wellwood 등, 1995). 하지만 BBS의 경우 중증의

뇌졸중 환자에게서 바닥효과가(Hsueh 등, 2001), BI의 경

우 경증의 뇌졸중 환자에게서 천장효과가 보고되었다

(Kwon 등, 2004). 이에 뇌졸중 환자의 다양한 기능 수준

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그 외의 운동 평가 도구로는 Fugl-Meyer

Assessment(FMA)와 Motor Assessment Scale(MAS),

그리고 Rivermead Mobility Index(RMI) 등이 사용된다.

FMA는 정확하지만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

고, MAS의 경우 간단하지만 항목이 너무 단순하여 민감

도가 떨어지고, RMI는 ‘예/아니오’ 로 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Gresham 등,

1995). 그러나 Stroke Rehabilitation Assessment of

Movement(STREAM)는 뇌졸중 환자의 사지 움직임과

기본적인 운동성의 결과를 측정하는 평가 도구로(Ahmed

등, 2003), 간단해서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경․중에 관계없이 움직임에 장애를 가지게 되는 모든

뇌졸중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Daley 등, 1997). 아울러

소수의 장비만이 사용되는 편리함과(Ahmed 등, 2003) 타

당도와 신뢰도 또한 높은 평가도구이다(Daley 등, 1997).

그리고 손상이나 장애 평가에 관련된 도구인 BBS, BI,

Box and Block Test, Gait Speed Testing, 그리고

Timed Up & Go Test에 비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

의 회복을 관찰하는데 우선한다(Ahmed 등, 2003).

바람직한 기능 평가 도구의 기준은 한 시점에서 기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변화된 기능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고, 다른 검사자에 의해

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사자 간의 신뢰도도

높아야 할 것이다(Donaldson 등, 1973). 또한 STREAM은

다른 평가도구들에 비해서 환자의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어떤 단계의 뇌졸중 환자에서도 비교적 고른 신뢰도를 보

인다는 특징이 있으며(Daley 등, 1999), 이 점은 특히 급

성기 환자의 기능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 과정에서 수의적

인 사지 움직임과 기본적인 운동성의 회복을 측정하는 도

구인 STREAM과 기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BBS와 MBI

두 평가도구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 중 뇌졸중을 처음 경험하고 한글

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점수 24점 이상인 환자들 31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다.

뇌졸중 환자들에서 K-MMSE 점수 24점 미만이며 순수

한 뇌졸중이 아닌 경우와 심각한 언어적 결핍으로 의사

소통이 되지 않는 환자는 배제하였다. 총 31명의 뇌졸중

환자들에서 재활치료 4주 후의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퇴

원한 환자를 제외한 20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가. Stroke Rehabilitation Assessment of

Movement(STREAM)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에 있어 자발적인 사지의

움직임과 기본적인 운동성의 회복을 반영하여 운동 회

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며 비교적 평가하기가

쉽고 간편하다. STREAM은 수행에 기초를 둔 측정 도

구이고, 상지와 하지의 수의적 움직임과 기본적인 운동

성을 포함하는 세 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진 30 항목들

로 구성되어 있다. 상지와 하지의 수의적 움직임의 평

가는 3점 척도이며 기본 운동성 평가는 4점 척도를 이

용하며 최종 STREAM 점수는 상․하지의 수의적인

움직임 각각 20점, 기본적인 운동성 30점으로 총 70점

만점이나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사용한다(Daley 등,

1997). 내적 일관성의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 al-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8권 제 2호

PTK Vol. 18 No. 2 2011.

- 54 -

pha coefficient)는 .98이며(Daley 등, 1999), 검사자간

신뢰도는 .98이고, 검사자내 신뢰도는 .96이다(Wang 등,

2002).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글로 번역된 STREAM의

각 항목별 검사자간 일치도는 .96이며, 내적 일관성의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99이고, 검사자간 신뢰도는 .99이

다(윤성준 등, 2010).

나. Berg Balance Scale(BBS)

노인들의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최근

에는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중추신경계 환자의 균형능

력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평가가 복잡하지

않고 평가하기 쉬운 일상생활동작을 응용한 총 1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별 0점에서 4점까지 총 56점으로

높은 점수 일수록 더욱 좋은 균형 기능을 반영하며, 독립

적이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45점 이상이 필요하다

(Bogle 등, 1996).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자간 신

뢰도는 .97이고, 검사자내 신뢰도는 .98이다(Berg 등, 1995).

다. 수정된 바델 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

일상생활 자립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 도구로 직

접적인 관찰과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BI는 10가지

세부항목(식사하기, 개인위생, 목욕하기, 옷 입기, 용변

처리, 소변조절, 대변조절, 의자/침대 이동, 보행/의자차,

계단오르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4점 척도로 총

점수는 100점이다. MBI는 BI의 민감도와 신뢰도를 증

진시키기 위하여 1989년 수정되었다(Shah 등, 1989). 각

항목의 점수는 의존에 따른 난이도가 있어 점수에 따라

다르게 분배되며 0∼24점은 완전 의존적, 25∼49점은 심

한 의존, 50∼74점은 중등도의 의존, 75∼90점은 경한

의존, 91∼99점은 최소한의 의존이 필요하며, 100점은

독립적이다. MBI의 검사자간 신뢰도는 .95이고, 검사자

내 신뢰도는 .89이다(Shah 등, 1989).

라.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인지기능 장애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

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K-MMSE는 MMSE의 원래

문항들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여 제작한 것으로 6가지 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 등록, 주의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 언어 및

시공간 구성이며 총 30점이다. 점수가 24점 이상이면 인지

적 손상이 없음, 18∼23점이면 경도의 인지장애, 0∼17점이

면 분명한 인지장애로 분류한다(Folstein 등, 1975).

K-MMSE의 공존타당도는 .78이다(강연욱 등, 1997).

3. 실험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숙련된 물리치료사 4명과 작업치

료사 1명에 의해 시행되었다. 검사자간의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하여 STREAM, BBS, 그리고 MBI에 대한 평

가를 검사자들에게 5회 교육하였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에게 재

활치료를 시작하는 첫날 STREAM, BBS, 그리고 MBI 평

가를 시행하고, 재활치료 4주 후 퇴원 당시 재평가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SPSS ver. 17.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실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연령, 성별, 진단명, 마비측 부위)은 평균값과 표준편

차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였으며, 재활치료 전과 4

주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STREAM과 BBS, MBI 간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

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가설 검정을 위한 모든 통

계적 유의 수준은 ɑ=.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 20명 중 남자는 15명(75%), 여자는 5명

(25%)이었다. 발병원인은 뇌경색이 14명(70%), 뇌출혈

이 6명(30%)이었고, 마비측 부위는 오른쪽이 10명

(50%), 왼쪽이 10명(50%)이었다(표 1).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8.7세 이었고, 평균 유병

기간은 15일 이었다(표 2).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STREAM, BBS,

MBI 평가 점수

재활치료 전과 4주 후에 평가된 STREAM, BBS,

MBI는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진단명, 마비측의 부위에

상관없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표 3)(표 4)(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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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표준편차 범위

연령(세) 58.7±14.5 34∼86

유병기간(일) 15.0±14.4 4∼60

표 2. 연구대상자의 연령, 유병기간 (N=20)

일반적 특성 대상자 수(명) 백분율(%)

성별
남

여

15

5

75

25

발병원인
뇌경색

뇌출혈

14

6

70

30

마비측 부위
오른쪽

왼 쪽

10

10

50

5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

남성(n1=15) 여성(n2=5) t-값 p

STREAM
a 재활치료 전

재활치료 4주 후

25.3±36.0
d

33.2±37.6

20.0±23.0

25.6±14.5

.294

.674

.755

.501

BBS
b 재활치료 전

재활치료 4주 후

12.3±20.0

28.3±23.0

2.0±2.1

15.6±14.5

1.971

1.147

.068

.509

MBIc
재활치료 전

재활치료 4주 후

28.1±29.5

65.1±27.0

22.8±21.8

65.4±20.8

.365

-.020

.068

.984
a
Stroke Rehabilitation Assessment of Movement,
b
Berg Balance Scale,

c
Modified Barthel Index,

d
평균±표준편차.

표 3. 성별에 따른 비교 (N=20)

뇌경색(n1=14) 뇌출혈(n2=6) t-값 p

STREAM
재활치료 전

재활치료 4주 후

31.9±37.2a

51.1±39.5

5.3±13.0

26.7±38.4

2.359

1.277

.109

.218

BBS
재활치료 전

재활치료 4주 후

12.9±20.3

28.6±20.4

2.5±6.1

17.0±24.0

1.733

1.106

.101

.283

MBI
재활치료 전

재활치료 4주 후

32.7±29.8

68.3±25.7

12.8±13.7

58.0±23.8

2.040

.865

.057

.407
a평균±표준편차.

표 4. 진단명에 따른 비교 (N=20)

평가도구 좌측(n1=10) 우측(n2=10) t-값 p

STREAM
재활치료 전

재활치료 4주 후

23.9±38.0a

40.5±42.2

24.0±31.2

47.0±39.3

-.006

-.357

.995

.726

BBS
재활치료 전

재활치료 4주 후

10.6±19.9

25.2±23.2

8.9±16.4

25.0±21.1

.208

.020

.837

.984

MBI
재활치료 전

재활치료 4주 후

25.9±31.4

63.4±25.4

27.6±24.2

67.0±25.9

-.136

-.314

.894

.757
a평균±표준편차.

표 5. 마비측 부위에 따른 비교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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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재활치료 전 4주 후 t-값 p

STREAM

(총합)
24.0±33.9a 43.8±39.8 -4.156 .001

BBS 9.8±17.8 25.1±21.6 -4.163 .001

MBI 26.8±27.3 65.2±25.0 -8.335 .000
a평균±표준편차.

표 7. STREAM, BBS, MBI의 재활치료 전과 4주 후 비교

재활치료 전 재활치료 4주 후

BBS MBI BBS MBI

STREAM

총합
.88 .95 .94 .90

STREAM

상지 움직임
.71 .81 .83 .85

STREAM

하지 움직임
.88 .95 .94 .85

STREAM

기본 운동성
.95 .95 .94 .89

BBS .88 .86

표 6. STREAM, BBS, MBI 점수간의 상관계수

3. 재활치료 전과 4주 후 STREAM, BBS,

MBI 점수 간의 상관관계

STREAM 총합과 BBS, MBI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재활치료 전 평가에서 STREAM 총합과 BBS간의 상

관계수는 .88, MBI는 .95이었으며, 4주 후에는 .94, .90

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STREAM 하위척도와

BBS, MBI와의 상관계수는 .71에서 .95내에 분포하였다.

MBI와 BBS 간에도 재활치료 전 평가에서 .88, 4주 후

에는 .86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6).

4. 재활치료 전과 4주 후 STREAM, BBS,

MBI 비교

연구대상자의 STREAM, BBS, MBI 점수는 재활치

료 전에 비해 재활치료 4주 후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p=.001)(p=.001)(p<.000)(표 7).

Ⅳ. 고찰

뇌졸중 후 환자의 최대 목표는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인간다운 삶

을 영위하는 것이다(Bonita와 Beaglehole, 1988). 따라

서 급성기 뇌졸중 후 환자들은 운동 능력과 기능적인

활동 결핍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을 처음 경험하여 급성기 동안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의 기능 회복을 평가하는 세 가지 도구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았다. 뇌졸중 후 기능 회복을 통합적으로 나

타낼 수 있는 STREAM은 상지와 하지의 수의적인 움

직임과 기본 운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환자의 기능적 평가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사용되어지는 FMA는 뇌졸중 환

자의 기능적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Wood-Dauphinee 등(1990)의 연구에서는 FMA에 비해 BI

가 더욱 효율적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재활치료에 따른 환

자의 기능 회복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에 개발된

STREAM을 BBS, MBI와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BI는

급성기 뇌졸중을 가진 환자들에서 신경학적인 상태, 뇌졸

중 심각도, 운동 회복에서 다른 측정도구 보다 치료 효과

를 잘 반영하는 능력을 증명하였다(Duncan 등, 1992). 또

한 BI는 평가하려고 하는 새로운 측정도구에 대하여 ‘귀중

한 표준’으로 고려되어 진다(Wood-Dauphinee 등, 1997).

본 연구에서 STREAM은 대상자들의 나이, 성별, 뇌

졸중의 종류, 마비측의 위치에 상관없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STREAM이 대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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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각 평가에 대한 STREAM 점수와 MBI

점수 사이에서 관계가 재활치료 전에는 .95 이었으며 후

에는 .90이었다. 그러므로 STREAM은 뇌졸중 후 기능적

평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진 BBS와 MBI에서 높

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적인 활

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사람의 운동 능력에 달려 있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Duncan 등, 1992). STREAM과 하위

척도에 대해서 획득된 자료와 BBS, MBI간의 상관관계가

항상 .9 이상은 아니었지만 STREAM은 본 연구에서 비

교하여 측정된 척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Ahmed 등(2003)의 연구에서 STREAM과 BI, BBS은

.65∼.78로 중증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후 재활치료 전과 4주 후의 STREAM에서 상지

와 하지의 수의적인 움직임, 기본 운동성을 나타내는 하

위척도와 STREAM 총합에서 BBS, MBI와 비교하여

모두 .71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BBS, MBI와

더불어 STREAM을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보

여준다. 더불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에서 그룹

치료를 위한 분류를 시행할 때, 인지기능에 손상이 없다

면 STREAM 점수만으로도 기능적인 수준에 맞춘 분류

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Ahmed 등(2003)의 연

구에서는 인지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 제한점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손상이 없

는 K-MMSE 24점 이상의 환자가 대상이었던 것이

STREAM과 BBS, MBI 간에 더욱 높은 상관관계를 나

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재활치료 전과 4주 후의 STREAM 점수

를 비교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재활

치료 전과 4주 후에 따른 환자의 상태가 기능 회복에

따라 점수에 잘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BBS와 MBI

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활치료 전과 4주 후의 관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으로 STREAM, BBS,

MBI는 4주간 입원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

과의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뇌졸중 발병 후 6주가 지나면 환자들

의 80%는 운동 회복의 최고에 도달하는 단계인데

(Jørgensen 등, 1995), BI는 뇌졸중 후 3달에서 최고 점

수에 도달한 환자들의 60%에서 큰 천장효과를 보였으

며, STREAM은 33%에서 천장효과를 나타냈다(Ahmed

등, 2003). 이에 따라 급성기 입원 재활치료를 마치고

외래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MBI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STREAM을 사용하는 것이 천장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고려되어 진다.

우리 연구의 결과는 STREAM이 뇌졸중으로부터 운

동 회복을 추적하는 다른 측정도구 보다 더욱 선호되어

지는 몇 가지를 제공한다. 전체 대상자들의 67%는 초기

에 보행을 수행할 수 없었고, 27%는 초기 평가 시에

BBS를 수행할 수 없어서 급성기 동안 기능의 단계에

대한 측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뇌졸중 후

급성기 동안의 수의적인 움직임과 기본적인 운동성이

다시 나타나는 회복시기에 STREAM은 하위단계의 척

도로 나뉘어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게다가 높은

단계의 기능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개개인을 위해서

STREAM은 급성기 입원 병원으로부터 집으로의 퇴원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뇌졸중 후 3개월 후의 기능

적인 잠재력을 예측하도록 뇌졸중 후 첫 며칠 내에 이

용되어 질 수 있다(Ahmed 등, 2003).

측정도구를 선택하는 또 다른 중요한 면은 임상에서의

실제적인 이용이다. STREAM은 운동 회복의 다른 도구

와 비교하여 채점이 비교적 용이하며, 장비가 거의 필요

하지 않고 평가자에 의해 단지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Daley, 1997). 그러나 STREAM에서는 100점으

로 환산하는 마지막 점수의 계산은 수학적 과정이 요구

되어, 환자의 앞에서는 총점을 얻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Ahmed 등, 2003). 임상에서 더욱 사용이

용이한 간이화한 STREAM(Simplified STREAM) 역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졌으며 상지와 하지의 움직임, 운동

성에 대한 항목에서 각각 5개씩 총 15개로 기존의

STREAM에 비해 더욱 간단하게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Hsueh 등, 2006).

본 연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제한점으로는 31명의

대상자 중 재활치료 후 4주에서 다시 평가를 받은 대상

자의 수가 20명으로 적었다는 점과 20명의 대상자에서

남녀의 성비와 뇌졸중의 종류가 편중되어 있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STREAM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측정도

구로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측정도구가 아닌 BBS와 MBI만을 사용하였다는 점도

제한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

를 늘려서 더욱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

활의학과 입원 4주 후의 평가뿐만 아니라 외래로 방문

하는 6주 이후의 평가도 이루어져서 입원치료실과 외래

치료실에서 뇌졸중 환자에게 STREAM 사용이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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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간이화한

STREAM의 이용으로 뇌졸중 환자의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뇌졸중을 경험하여 서울아

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환자 20명

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전과 4주 후의 STREAM 점수

와 다른 측정도구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STREAM을 BBS, MBI와 비교하였을 때 재활

치료의 시작 전에 STREAM과 BBS의 상관관계는 .88, MBI

는 .95 이었으며, 4주 후에는 .94, .90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BBS와 MBI의 상관관계는 재활치료 시작 전에서

.88 이었고, 4주 후에는 .86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리고 연구대상자의 STREAM, BBS, MBI 점수는 재활치료

전에 비해 재활치료 4주 후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뇌졸중 환자에게 서울아산병

원 재활의학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측정도구인 BBS,

MBI와 더불어 STREAM의 사용이 기능적인 회복 정도

를 더욱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또

한 STREAM의 사용으로 뇌졸중을 가진 환자들의 기능

적인 회복에 맞추어 수의적인 움직임과 운동 능력을 정

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환자들의 능력별 단계에 맞추

어 그룹별로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임상적으로 더욱 유용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상자들과 재활치료 후 추적 관찰할 수 있도록 평가

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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