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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련성 (spasticity) 평가를 위한 Modified Ashworth 
Sca1e의 측정자간 신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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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Modified Ashworth Scale of Sp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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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manual tests of 

elbow, knee flexor, and a따de dorsiflexor muscle spasticity graded on the Modifìed 

Ashworth Scale. Two raters each independently graded the spasticity of 32 patients with 

intracranial lesions after moving the paretic limb passively through the available range of 
motion. The patients were asked to simultaneously sQueeze therapeutic putty with their 

non-paretic hand for reinforcement. The ratings were compared by the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 and by the Kendall's coefficient of ra따((tau) correlation. There was 
singificant correlation between two raters for spasticity at the elbow, knee flexor, and 

a따de dorsiflexor. The correlations of the two raters ranged from .6746 to .9308. The 
highest correlation was for the elbow with reinforcement and the lowest was for the 
knee without reinforcement. Poorer correlation was evident in the knee joint. The positive 

results of this study encourage the continued use of manual tests of muscle spasticity, 

using the Modified Ashworth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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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경련성은 척수손상이나 뇌졸중， 뇌성마비와 

같이 주로 상위신경계에 병변이 있는 환자들에 

게서 흔히 볼 수 있다. 경련성이 있으면 관절 

가동영역의 감소， 수의적 운동기능의 상실 둥 

과 같은 기능장애와 동통， 경련을 초래하므로 

재활치료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이다. 경련성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 

로 신장반사(stretch reflex)의 항진에 초점을 

맞춘 것 이 많다(Davidoff， 1985; Dvir과 

Pant따in， 1993; Katz와 Rymer, 1989; Lin 퉁， 

1994). 몇몇 예를 들면， 심부건 반사가 항진되 
고 근긴장도(muscle tone)가 중가한 상태， 상 

부운동신경 병변으로 인하여 수통운동(passive 

movement)ofI 대한 저항이 중가하여 척수 및 
뇌칸 반사가 항진된 상태， 근육의 신장반사가 

항진되고 그것이 신장되는 속도에 따라 근긴장 

이 증가하여 건반사의 항진을 통반한 운통장애 

상태로 표현한다. 이러한 정의는 주로 경련성 

에 대하여 그 원언을 주로 신경생리학적인 면 

에 치우친 변이 었다(어환， 1988). 그러나 최근 

의 연구에서는 경련성을 다차원적인 면에서 설 

명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불안， 우울， 피로， 주 

위환경의 변화， 온도차이， 요로감염， 변비， 약물 

동으로 보고 었다(DeSouza와 Musa, 1987; 

Fetters, 1991). 

경 련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관절을 수동적으로 운동 

시켰올 때， 측정자가 느끼는 저항의 정도를 평 

가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Ashworth 척도를 이 

용한 방법이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진자검 

사(pend띠um 않st)로 1951년 W따tenberg가 시 

도한 방법이다. 진자 검사에서 웅용된 것으로 

둥속성 기구를 이용하거나 근전도 검사를 이용 

하여 경 련성을 평가하는 방법 이 있다. 경 련성 

정도를 명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엄상 

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Ashworth 

척도이다. 그 이유는 이 척도가 주관척이긴 하 

지만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경 련생 정도를 계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기 때 

문이다. 

Ashworth척도는 1964년에 경련성 치료를 

위해 사용된 Liores려이라는 약물의 효과를 알 

아 보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 척도에서는 

경련성의 정도에 따라 5둥급으로 나누어 점수 

를 부여 한다 Bohannon파 Smith(l987)는 

Ashworth 척도를 개정하여 경련성을 6동닫으 

로 나누었다. 이것을 개정된 Ashworth 척도라 

한다 Bohannon파 Smith(1987)는 개 정 된 

Ashworth척도를 이 용하여 2명 의 측정자가 편 

마비환자의 주관절 굴곡근에 대한 경련성 정도 

를 측정하게 하고 측정자간 신뢰도를 구한 결 

과，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하였다. 

Bohannon과 Smith(1987)의 연구결과에 근 

거하여 임상에서 뿐만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경 

련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정된 Ashworth 척 

도를 사용하고 있다(Parke 둥， 1989; Ochs 퉁， 

1989; Lee 둥， 1989). Lee 둥(1989)은 12명 의 

중추신경계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경련성을 측 

정해본 결과 Ashworth 척도가 신뢰할만하고 

재현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Bohannon과 

Smith(1987)의 연구에서는 손상된 측의 주관절 

굴곡근에 대한 촉정자간 신뢰도만을 명가하였 

올 뿐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나 기타 문헌에 

서는 이러한 신뢰도가 기타 관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남용되고 있다. 또한 

Ashworth척도는 각 둥급에 대한 정의만 내려 

있올 뿐 환자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측정 

하는 것이 가장 측정자간 신뢰도가 높은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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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변형된 Ashworth 척 

도를 이용하여 상지 뿐만 아니라 하지의 슬관 

절과 족관절의 경련성을 측청하였을 때도 측정 

자간 신뢰도가 높은 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뇌 졸중 환자의 건강한 쪽에 강화(reinforce

ment)플 주었을 때와 강화를 주지 않았을 때， 

환측 상지의 주관절， 환측 하지의 슬관절， 족관 

절에 경련성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ll.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원주기독병원과 상지대 한방병 

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 상자 수는 32명 이 었으며 모두 연구에 참 

여하겠다고 동의하였다. 환자의 선택기준은 물 

리치료사와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물리치료사가 

건측의 주먹을 꽉 쥐라고 지시를 하였을 때 건 

측 손에 힘을 줄 수 있는 자들만 선택하였다. 

환자로 부터 수집된 정보는 나이， 성， 진단명， 

발병후 경과기칸， 치료기간， 마비부위， 보행상 

태였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남자는 13명 (40.6%) ， 여 

자는 19명 (59.4%)이었다. 진단명으로 살펴보면 

뇌졸중 29명 (90.6%) ， 뇌손상 3명 (9.4%)이었고， 

마비측은 왼쪽이 20명 (62.5%) ， 오른쪽 마비가 

12명 (37.5%)이었다. 환자들의 보행능력은 그 

환자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가 판단하였을 때， 

“독립적”이 6명(18.8%) ， “부분적인 독립”이 11 

명 (34.4%)， “완전히 의존적이다”가 15명 

(46.9%)이었다. 

환자들의 연령에 대한 중위수는 62.0세이고， 

발병후 경과기간에 대한 중위수는 2.07ß 월， 치 

료받은 기간에 대한 중위수는 2.0개월이었다 

(표 1).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혹성 

특생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연령(세) 62.0 8.0 83.0 
발병후경과기간(월) 2.0 0.5 80.0 
치료기간(월) 2.0 0.3 72.0 

2. 측정방법 

이 연구에 참여하여 뇌즐중 환자의 경련성 

올 측정한 사람은 모두 2명이었다. 이 펑가자 

들은 개정된 Ashworth 척도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다. 개정된 Ashworth 척도에서 둥 
급 0은· 수동운동시 근긴장도 전혀 증가하지 않 

은 상태， 둥급 1은 환측관절을 굴곡시키거나신 

전시켰을 때， 관절가동영역의 끝부분에서 최소 

한의 저항이 느껴졌다가 없어지는 상태， 둥급 

1+는 환측관절을 굴곡시키거나 신전시켰을 

때， 관절가동범위 반을 지난 상태에서 끝까지 

저항이 약간 증가하는 상태， 동급 2는 환측관 

절을 움직 일 때， 관절가동범위 전체에 걸쳐서 

현저하게 저항이 증가하는 상태이지만 웅직임 

은 쉽게 가능한 상태， 둥급 4는 손상받은 판절 

의 근긴장도가 심하여 굴곡이나 신전되어 경직 

된 상태로 정의하였다(부록 1 참조). 

평가자들은 한사람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련성을 측정할 때에는 동일한 날， 같은 시간 

대에 시행하였다. 측정순서는 확률화 수표에 

q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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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관절 

별로 강화를 주었을 때와 주지 않았올 때로 

나누어 Kenda1l의 일치도 계수를 구하였다. 

각 관절마다 강화를 주었올 때와 강화를 

주지 않았을 때의 경련성의 차이를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로 알아보았 

다. 주관절에서는 강화를 주었올 때 2= 
-4.014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강화를 주었 

을 때가 경련성이 높았다. 슬관절에서도 

2=-3.8230으로 강화를 주었올 때 측정 된 경 련 

성이 높게 나왔다. 족관절에서는 2 = -3.0152 
로 강화를 주었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경련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번째 평가 

자가 평가한 결과도 같은 양상으로 강화를 주 

었을 때， 경 련성 동급이 높았다(표2). 

2명의 평가자가 주관절， 슬관절， 족관절에 대 

하여 강화를 주었을 때와 강화를 주지 않았올 

때의 경련성 정도를 측정하였고， 그 값이 측정 

자칸에 어느 정도나 일치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를 주지 않았을 때로 나누어 하여 Kendall의 

m. 결과 

의하여 무순(random order)로 하였다. 한 명가 

자가 환자의 경련성올 평가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평가자가 동일한 명가를 시행하였다. 평 

가자들 끼리는 상대방 평가자의 기록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다음 명가자가 평가를 시작하 

기 까지 환자가 쉬는 시간은 약5분으로 하였 

다. 경련성올 측정하는 부위는 환측 상지의 주 

관절， 환측하지의 슬관절， 족관절이었다. 상지 

의 경련성올 측정할 때는 환자를 치료대에 걸 

터 앉게 하였다. 하지의 경련성올 측정할 때 

환자의 자세는 바로 누운 상태였다. 반복측정 

횟수는 동작당 4회로 하였으며， 평가자는 4회 

의 명가를 끝낸 후에 기록지에 해당관절의 경 

련성 정도를 기입하였다. 경련성 평가시에는 

환자에게 작업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손운동용 

퍼티 (putty)를 건강한 측 손에 꽉 쥐도록 하였 

다. 이 과정을 본 연구에서는 강화(reinforce

ment)로 정의하였다. 

3. 분석방법 

측정된 경련정도를 강화를 주었을 때와 강 

화를 주지 않았을 때로 나누어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률 하였다. 

표2. 강화를 주었을 때와 안주었을 때의 경련성 정도 차이 

2-tailed Prob. Z 측정자 측정관절 

.0001 

.0011 

-에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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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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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슬관절에서는 강화를 주지 않았을 때， W= 
.6746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0928). 즉， 측정자간 일치성이 없었다. 족 
관절에서는 강화를 주었을 때는 측정자간 일 

치도가 w= .7842이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였다. 그리고 족관절에서 강화를 주지 않았을 

때 측정자간 일치도가 W=.7819 이었으며， 통 
계학적으로도 유의하였다(표3). 

일치도 계수(coefficient of concordance)를 구 

하였다. 

상지의 주관절에 강화를 주었을 때 측정자간 

일치도는 w= .9308 이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였다. 주관절에 강화를 주지 않았을 때의 측 

정자칸 일치도는 w= .8954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의 슬관절에 강화를 주었을 

때는 w= .7446으로 측정자간 일치도가 높았 

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그러나 하지 

표3. 강화를 주었율 때와 안주었율 때의 촉정자간 일치도 

Prob. D.F. C피-Squcπe w 강화유무 측정관절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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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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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tic dynamometer)를 이용하는 진자검사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한태륜 둥， 1994). 그외에 
도 경련성의 수준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생체역 

학적인 방법과 전기생리학적인 방법이 개발되 

었지만 전적으로 신뢰할만 하거나 기준이 될 

만한 것은 없다고 한다(Davidoff， 1985). 
경련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대개 주관적이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경련성을 측정하기 위 

해서 임상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었으며， 문현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 

되는 것이 바로 개정된 Ashworth 척도이다. 

Lee 동(1989)에 의하면 Ashworth 척도는 신뢰 

할 만하고， 재 현성 도 높다고 한다. Bohannon과 

Smith(1987)는 두명의 경험 많은 물리치료사에 

게 개정된 Ashworth척도를 이용하여 편마비 

환자의 주관절에 대한 경 련성을 측정하게 하였 

다. 그 결과 측정자간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하 

ζ
 
u 

D.F.: Degrees of freedom 

N. 고찰 

경련성을 평가하고 치료효과를 분석하는 것 

은 아직 어렵고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 있다. 

그 이유로는 이러한 평가방법의 절실한 필요성 

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훈련의 효과가 잘 안나 

타나며， 또한 감정의 상태， 주의력 정도， 약물 

혹은 검사적용기술 둥의 차이에 의해 변화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한태륜 동， 1993; 한태 
륜 둥， 1994). 경직의 평가는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 판정 

에 따른 정량화된 방법으로는 개정된 

Ashworth 척도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에는 

진자검사(Boczko와 Mumenthaler, 1958; War
tenberg, 1951)가 제일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전 

기 측각기 를 이 용하거 나， 둥속성 역 량계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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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Bohannon과 Snùth(1987)는 인체의 다른 

근육군에 대하여 경련성올 측정한다면 측정값 

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이 연구의 저자들은 중추신경계 손상환자 

들 중에서 뇌손상이나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환 

자만을 대상으로 경련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경련성을 나타내는 중추신경계 손상환자에는 

뇌성마비나 척수손상 환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환자들은 근 긴장도가 주위환경， 정서상 

태， 신체적인 변화 둥에 의하여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2명의 물리치료사가 연구대상 

자의 손상측 주관절， 슬관절， 족관절에 대하여 

개정된 Ashworth척도를 이용하여 경 련성 정도 

를 측정하였다. 통일한 관절에 대하여 4회의 

반복올 한 후에 측정값을 기록하였다. 측정자 

들은 서로 상대방이 기업한 둥급을 보지 못하 

게 하였으며， 측정값에는 옳고 그름이 없고 다 

만 일치도를 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 

에 소신껏 기입하라고 주의사항을 알려 주었 

다. 따라서 측정자들끼리 서로에게 영향을 주 

지는 않았올 것이다. 또한 숙련된 측정자들은 

한 환자롤 평가하는데 별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3분내지 5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도구라 

생각된다. 

강화를 주었을 때와 강화를 주지 않았을 때 

로 나누어 주관절， 슬관절， 족관절에서 경련성 

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관절에서 강화를 

주었을 때 경련성정도가 높게 나왔다. 이러한 

양상은 측정자A와 측정자 B에서도 동일한 결 

과를 얻었다. 그 이유는 건강한 쪽의 상지에 

힘올 주는 것이 반대측 상지나 반대측 하지에 

도 영 향을 주는 연합반응(associated reaction) 

때문이라 생각된다. 

2명의 측정자가 개정된 Ashworth척도를 이 

용하여 경련성을 측정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문제점은 관절구축( contracture)으로 언하여 관 

절가동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원래 해부학 

적으로 정의 되어 있는 관절 가동범위를 기준 

으로 해서 둥급을 매겨야 할 지， 아니연 구축 

된 범위는 제외하고 나머지 가동범위만을 가지 

고 판단해야 하는 지가 애매하다고 보고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관절가동범위 전체를 고려 

하여 평가하도록 기준올 정하였으나 추후의 연 

구에서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발병후 경과기간이 중위수 

로 보았올 때 2.0개월이었으므로 구축이나 경 

련성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측정자간 일치도가 높게 나왔올 

가능성이 었다. 만일 발병후 경과기간이 길고 

경련성이 둥급 3이나 4인환자들이 많았다면 측 

정자간 신뢰도가 달라 질 수 있다. 

각 관절별로 강화를 주었올 때와 강화를 주 

지 않았을 때로 나누어 2명의 측정자칸 신뢰도 

를 비 모수검 정 법 인 Kendall’s coefficient of 
rank(tau) correlation으로 검정하였다. 비모수 

검정법을 사용한 이유는 개정된 Ashworth 척 

도의 측청단위가 서열척도에 해당하기 때문이 

었다(MacKenzie와 Charson, 1986). 측정자간 
일치도가 가장 높았던 관절은 주관절이었으며 

강화를 주었을 때가 더 높았다. 슬관절에서는 

강화를 주었을 때는 측정자간 신뢰도가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에 오히려 강화를 

주지 않았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Sloan 풍(1992)의 보고와 일치하 

였다. 족관절에서는 강화를 주었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신뢰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지보다 상지의 경련 

성에 대한 측정자간 일치도가 높음올 알려준 

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경련성평가를 위해서 

는 개정된 Ashworth 척도를 사용할 때는 상지 

의 경우 강화를 주면서 측정하건 혹은 주지 않 

으면서 측정하건 간에 측정자칸의 높은 신뢰도 

를 보였으며， 하지에서는 슬관절보다는 족관절 

에서 측정자간 신뢰도가 강화를 주는 것에 상 

관없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C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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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변형된 Ashworth 척도를 이 
용하여 주관절， 슬관절， 그리고 족관절의 경련 

성올 측정하였을 때， 어느 관절에서 측정자간 

신뢰도.가 높은 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뇌손 

상 환자의 건강한 쪽 손을 꽉 쥐게 하였을 때 

와 쥐지 않았을 때， 환측 상지의 주관절， 환측 

하지의 슬관절， 족관절에 경련성의 정도가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는 32명 

이었으며 측정자는 2명이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강화를 주었을 때 주관절， 슬관절， 족관절 

에서 경련성이 높았다. 

2. 측정자간 신뢰도는 주관절에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이 족관절， 슬관절 순이었다. 

따라서 경련성평가를 위해서는 개정된 

Ashworth 척도를 사용하였을 때， 주관절의 경 
우 강화를 주면서 측정하건 혹은 주지 않으면 

서 측청하건 간에 측정자간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하지에서는 슬관절보다는 족관절에 

서 측정자간 신뢰도가 강화를 주는 것에 상관 

없이 높음을 알 수 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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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l. 

Modified Ashworth Scale for grading spasticity(Bohannon and Srnith, 1987) 

Grade Description 

o No increase in muscle tone. 
1 Slight increase in muscle tone: manifested by a catch and 

release or by rninimal resistance at the end of the range of 

motion when the affected part(s) is moved in flexion or 

extenslOn. 
1 + Slight increase in muscle tone: manifested by a catch, 

followed by rninimal resistance throughout the remainder 

(less than half) of the range of movement. 

2 More marked increase in muscle tone through most of the 
range of movement but affected part(s) move easily. 

3 Considerable increase in muscle tone, passive movement 
difficult. 

4. Affected part(s) rigid in flexion or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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