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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후 강칙 (spasticity) 평가릎 위한 

Tone Assessment Scale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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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iability of the Tone Assessment Scale for Poststroke 

Sp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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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띠j 여땅 이 tkdidæ. Yoosei 띠iversity 

Chung Ey-;ung, B,H.Sc" P. T 
[:ept , 01 Rehatιitation Tæraw, Thι Graduaæ SCÌ>Xll, y，이lS8i Uωversity 

The pJr]X6e ct this study W3S to esta이ish reli빼 ct tæ Tcæ A없~O， 

S 피 e ηAS) tr뾰lated into Kore811 in ι .. tients 、ιlith strcke , Tæ TAS coosists ct 
"애~ ι sture, resp::me to j::QSsive πιvemant ， and assodated reactioo to octive 
"ιrt. Fiκ000 ιB.tients (이 males, 1 lemale) were exarniæd b’ two raærs. Surloce 
인ectrcmyo@:a]:hy (Ð,1:J) data at eι ν &l xor muscle 8lld joint e，ωJf SlOn W3re 
∞llected Irom 6 ι .. tients , To identily tæ corr인 atioo l::etween muscle octivity and 
，~미ar changes 이 eloow nuscle, Pearsoo ]X여oc， παC>lnt ccn인ation was used , Tæ 
inær-rater and intra-raær reliatility ct tæ TAS rar연:ed Ircm very good to g∞d 

(K!K、"=，61 ~ 1.00 Icr intra-rater an셔 }νKw=73~1 이o Icr intra-r야er ccmrerisoos) in 
tæ sectictlS 이 resting p찌e 8lld as때엉 reoction, HOW3 ver, in tæ section ct 
res jXlnse t。 대ι서w =wπ.，nt， thι reliatility coellk lents ranged Ircm very g∞， w 
lair (Kw= ,29 ~ 1 ,(0 ), ln tæ 11th item, ∞rrelatioo l::etween Ð,1:J ratio 01 eloow Ilexor 
a여 a뼈 C뼈 cr ,“ joint s l10wed statistically s얘 ι sitive relatictlShir 
(r= ， 9ι p<，~ )， Thase results 펴caæ that tæ TAS is selecti、잉ly rellaUe in the 
sectiα18 ct resting ]X6tω"여 assoclated rea얘00 

K8y Wor<k R에<Ö.lity; ~ity; SUc<æ; Tcæ Ass‘'00π S생 

l 서른 

강직 (sj::QStidty)응 오녕성 뇌슨상 뇌i중 

칫우슨상피 뇌성이비 용과 같응 중추신정 1 

의 덤연이 있& 떼 온1’1> 우 이다 강직응 

상쩌응용신정증후긍 1 서 나E 나는 신선인사 

의 ~용!’의 경~호 나타나는 피도안 잉i안 

씨 긴염 신선안사기 관섣응용 유도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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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흥기에는 !징. ，낸 응용엠호 정의안 

대냐Iιe ， 1 !ß이 강직응 보앵에 관1되는 근 

육i의 간얘성 근정연으호 인안 이용 보엠 

또는 g영 강기의 어허웅 견섣기용엉쩌의 x’ 
인 경.구익 톰흥 성기능 강예 외응. 쩌 

생 져야 도뇨관 관리의 어.웅 용의 응애‘ 

밑으킨다(이용~， 19'3 9) 

강직& 영기에기 쩌애 잉싱 에 서 온에 인i‘ 
사용에는 염이 없뼈 Ash .. 씨 S에R 

(M>\S)호λ{ 이는 관.‘i 우흥적으호 웅직영 

‘ i 떼 ‘§정자기 느끼는 저항의 정도‘ 영기 
에는 주관적인 임강이다(빼 퉁 199Z), 강 

직 •• 관적으호 정링외 에는 앙잉으호 영세 

역였 염이 이으여 진지정사와 ιowered 

systems기 얘표적이다 진Z 경사는 전기약 

기나 통유성 역탕 .. 사용" 에 우~~ii:의 

진흥. ‘§정잉으호써 강직& ‘§ 정에는 팅강 

이야안에! 퉁 1995 ; Bajd2l Vodovnik 

1984; E 띠llllctl， I !ß7J, jXlwered syste=는 

능용석 ιF흥적으호 융직밑 에 ‘낌 tN는 우익 

(torque)과 근선도 싱호‘ 톰애 융직 ~ot 대 

안 저항과 응용~적 연인 λ「이의 견-"_ ;t 
씌 우 。"κK"" 퉁 1993; Jcæs 퉁 
1992) 이생 간정적인 생셰 역인적 팅강 으 

호 보앵 시 지연 안‘)잊의 연~. 톰안 보앵 

릉석밍강 (Buth 통 19'3 Z) .:i1(, 신정 생리인적 

팅강으호 칫우'!!ÀI‘ 이용안 잉i 안λ엄사 

(Rμ，~띠 1994)와 근선도 싱호. 이용안 H 

인사와 F띠 퉁이 있다 

Ashworth sc피e응 (~"연 다‘성정외똥핀 

Z 에 얘 '"거 강직의 치E에 예안 약을의 • 

;다. ‘、이보기 쩌"에 깨‘찍었다 이 영기는 

우용 응용에 대안 치잉씌 정도“§정에는 
것으호 S퉁급으호 나누어 정에 .에"이 

영?에 예안 신뢰도는 영자" 우용 응용에 

대안 유도‘ 조정에끄 저항& 영기에는 능! 

에 의응띤다 Ash…th sc꾀e 응 ‘§정에끄자 

에는 i얘‘ ιF흥적으호 선선에 신장에 대 

안 용어의 영~안 애"。μ 정의기 없으으호 

‘§정시 영자기 ~ii: tl는 얀에 띠버 g리 

• 우 있q(e잉'"와 j이lIlSon， 1999) 이에 
대안 증거호 최얘 각유도 θO"/s호 웅직이연 

인사 g용(ref1ex octivity)이 근육의 저항에 

영힘. 주기 전에 유도에 의애서 근육의 저 

항& 밑으킨다끄 보고되었Q{Hul야E여14 

hιlUritz 1985 닝ffi)nta~ 퉁 19 !ß) 

없=피 S 찌씨(""는 기응의 Ashworth 
"꾀，. 우정에고 안 통급& 추기8에 6퉁급 

으호 판 써S“표에영다 M<C도 01ιh오j 

re.,ase 용어에 예안 잉썽이고 영세 역인 

적인 영~안 정의기 .옥에이 통급 ]과 (1 

의 영R안 시이‘ 구‘에기 어링다 강직의 

영?이 예안 인강도‘ 농이기 쩌8씨 퉁급& 

추기안 것이 오에허 오시의 ?닫성& 농잉으 

호 인애 M'.C의 흥영판 싱뢰도는 Ashv;μm 

""보다 낮1 보고되었Q(eαles2l Jctα@ 

19'3 9; Hass 퉁 1996) , Hass 통(1!l9i )응 칫우 

슨상 핀，71 lJ영. 대상으호 두 ‘§정Z 에 의 

애 에지의 강직 i- Ashv;κx th sc꾀e 과 M'.C의 

‘§정지간 신뢰도‘ 비교에영.. 두 경사 
앙깅 오두 신뢰도기 ::O.J:지인 M'S보q는 

Ashworth scalE이 농" (써다끄 보고에영 

다 . " 잉상에서 강직의 영기‘ 쩌애 M'.C 
기 램쩌에애 사용되고 。1지인 주관섣과 슨 

옥관섣에서의 강직의 영?반) 신뢰성이 있 

다고 뼈대해과 M :nis , 19외 없

피Sη~(잉키 - 등 ]잉" 
뇌i중으호 인안 연이비 판Z에 서 나타나 

는 강직응 연ι)안용과 강g 응용때틴(=1 

movemant ιB.ttern야 영힘. 주어 ，.판 판 

정 웅직잉피 조n 잉애안다(깅종인피 이용 

~， 19'3 7) 비정상적 근긴장도는 지애나 연잉 
ι멍에 영힘& 주이 이긴안 것& 영기에는 

것응 펀지의 기능 슨상에 대안 영에 중융 

안 역‘i 안대"μιs 통 19'33; Gre용@ 
통 19'3 9) 그낀나 MAC는 주업~ 슨옥업 

의 강직 영기에인 신뢰~ 인" 이 강직에 대 

안앤 관정인영기‘ 우 이& 훈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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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잉씬용 그리고 비정싱적 근긴장도에 예안 

관 .. 나타내지 옷안다(Baræs 통 ''"' 
인한ot Toæ A잉ε，~띠 Sca}a (TAS)는 연 

이비 펀지의 강직. 영기" 기 쩌안 도구호써 

안정시 지“ 우용 응용에 예안 인용 그리고 

연잉”긴용. ‘§ 정~ * 있는 운항으호 구성되 
어 있q(Baræs 등 1999; Gregson 퉁 ',"1 

TAC의 우용 응용에 예안 ιR웅 영역응 M'.C 
처영 앤 업인의 근긴장도‘ 영기얀 것 

이 아니라 에히 관섣의 강직& 영기~ * 있 

으이 용 ‘ Jt ~H; 우 있〔써egson 퉁 

1999) , Barnes 퉁(1!l99 )응 TAS. 소깨에고 

뇌i중 핀지‘ 예상으호 ‘§정 지간 신뢰도g 

영기에영디 에egson 퉁(1!l99 )응 TAC오j 

M'.C의 ‘§정지간 잉 ‘§정지내 신뢰도‘ 영 

기에영다 그낀나 두 연구에서 ιF용 응용에 

예안 인용 영역응 농응 싱뢰도‘ .영지으) 

자Ài4 연ιh인용 영역응 낯응 싱뢰도을 보영 

다 Q，εm 통(1 999)응 TAC 지잉서기 ‘정 

의 표준이 되기 쩌안 샅명& 충!’에 셰사에 

지 옷에에 ‘§ 정 71DI다 다프1 애석. * 있 
다고 앤다 띠라서 을 연구의 옥적응 T“ 
‘ ’L녕호 소깨에고 안정시 씨와 연잉 긴용 

영기 운엠 예안 조각적 정의‘ "~에 " 
에 ‘§정지간 잉 ‘§정지내 신뢰도“§정잉으 

호써 잉상에서 연 "1'이 핀자의 강직& 영기에 

기 쩌안 ~.안 도구인지 ‘;01보는 것이다 

또안 연잉인용 운잉씌 .견적 영?에 쩌애 

근긴장도와 견성 각도 연i니양피의 상완성& 

‘)이보는 것이다 

l 연구방영 

1 연구얘상자 
연구대상자는 원주시 소새 원주기혹덤원 

. ' 치 효;ι4서 잉원 잉 외에 치E‘ 받고 
있는 뇌i중 펀지 ，;영으호 에영다 연구 대 

상자의 성정조건응 디냄피 같다 

기 뇌i중으호 진g 받응 급성 잉 인성 

펀지 

나 상Z 니 에지의 i섣 통 정형 외~~ 

응셰기 없는펀지 

다 연구자의 지시. 이애~ * 있는 펀자 

리 옥g적으호 잉이 있기기 기능에고 최 

소안의 도웅으호 잉응 지애에서 밀어 

서기기기능안펀지 
이 연구의 용적과 잉강에 용의안 펀지 

2 흑정도구 잉 앙엄 

기 T~A쨌nt Sca}a 

TAC는 3영역 "운힘으호 구성되어 있다 

A영역응 안정시 씨에 예안 운항에 에 아 

니오 호 딩& 에여 E영역응 우용 응용에 예 

안 인용으호 M'.C의 통급에 띠라 우용 응용 

시 나타나는 관섣의 저항& 영기안다 C영역 

응 능흥적인 융직잉이 밀어‘ 에 연ιh인용이 

L 타나는지 영기1.' 4' 있다(.~) 

나 씨와 연잉인용 영기응항의 조각적 

정의 

A영역 안정시 씨 

운항 11 슨이 다리 쩌에 안정되1 농에 있 
는m 

긴 슨기잊 응은근의 근 긴장도기 

흥기에는지‘ ~인에기 쩌애서 슨 

기잊 응이 중우우지관정& 지나는 

지‘ 기준으호 f띠 
0정 슨기잊 응이 중우우지관n 

지나지 않는대안정핑) 
]정 중우우지관정. 지냥다(안정 

되지 않응) 

운항 11 양쪽 어꺼 의 농이기 쩍인m 
세간의 긴장도 릉포‘ “1보기 
쩌애 양쪽 어끼의 농이기 우영인 

지 얘칭성& 웅다 ιF영에 예안 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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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j 연잉뻗. 영기에는 A와 C영역에서 ‘§정 

지긴I(K= ，T7^ 에)， (K= 않I/K、"=，61^ 1.00 )의 농 

응 신뢰도‘ 보여 주었다 E 잉æ， 통 (1 9 9'3)응 

A와 C영역에서 낯응 ‘§정지간 신찍도(K= ， IZ 

‘9l, (K= ,31/Kw= ,79 ^,9‘)‘ 보여주었고 

'"용。n 통 (1 9 9'3)도 A4 c영역에서 ‘§정지 

간 싱뢰도(K= .2Z^，50 J， (K= 아itKW=，61 ^ ,79) 

기 낮1 보영다 웅 연구의 A4 c영약4서 
‘§정지내 신뢰도기 농1 니§으니 Q egson 

통 (19'3 9)응 낯응 ‘§정지내 신뢰도‘ 보영다 

이긴안 신앤 연구에서 이용직도호 판 운힘이 

서잉직도호 판 운항보다 신뢰도기 낮1 나타 

닝 이응는 TAC 지잉서기 ‘§정의 표준이 되 

기 쩌안 영~안 샅영& 셰시 t);지 옷" 에 ‘§정 

지이다 다흐1 애석. 우 이기 때운에다 

(Q egson 퉁 ',"1 웅 연구에서는 A4C 영 
역의 영기응잉야 얘안 조각적 정의‘ 영~'I 

잉으호써 이용직도호 판 운잉찌서 높응 신뢰 

도‘ 보여주었다 

용 연구에서 TAC의 우용 응용니에 예안 인 

용. 영기에는 E영역응 다양싼 ‘§정지간 잉 
‘§정지내 신뢰도(Kw= ，Z9 ^I ，OO )‘ 보여다 우 

용 응용에 예안 인용응 M'.C의 통급기준에 

의애 영기되었다 써S퉁급에서 G'과 이·사 

이‘ 영~'I 구!’에는 것응 어링고 ‘§정자의 

웅직이는 유도에 띠버 g리지기도 안다 

æ잉".오} Johα00 ， 19'3 9) , TAS에서는 ‘정 
자의 유도에 의애 저항이 g리지는 것. 보 

완tlJ l 쩌애 운항 ;4 e에서 2초 용안의 시 
간"HJi- 두었다 Baræ, 퉁(19'3'3)피 Q e,o;son 

통 (19'3 9)응 E영역에서 응힘 ,. 셰외에고 농 

응 싱뢰도(K= ，7Z^，9 ‘ ，. 나타내었다 웅 연 

구에서도 응힘 7에서 기장 낯응 ‘§정"" 싱 

뢰도IK、"'ιel‘ 보여는에 운항 7응 ‘옥관 

. ‘ i • W^ ←w호 에‘，.은. " 연서 강직 

‘ i 영기에는 것으호 융직이는 각도의 영쩌기 
이우 힐 대 .. 의 예상쇄이 강직의 영힘 

으호 ‘옥관섣의 관섣기홍영쩌에 셰’~Ol 있 

어λ{ 근육의 g‘§과 강직& 구!’에는 것이 

어허었다 운항 ‘에서도 영기ζ에 길고 강 

직이 심안 대섣지밑섹 슨?써 응은근이 g 
옥되어 있어λ[ 강직피 구!’에기 어허었다 E 

영역에서 TAC는 펀정의 i은이나 신전시 안 

~oM'J’의 융직잉에 애애서인 ‘§정에도. 되어 

있지으) 심셰 대상자i응 i은피 신선 오두 

강직이 나타나는 정우기 잉앙다 

근선도와 전기‘§ 각기에 의안 연앙인웅의 

강피는 운항 w에서는 eM3 "1의 연~는 크 

1 없어으여 각도의 연아도 각앙다 그낀나 
톰1인적으호 CMò 비와 각도연~링의 상완 

성이 응외에지 않1 나타닝다 운항 "처영 

원 씨에서 W서기 용안의 없} 비는 

대.，’의 예상자에서 안정시 보다 매우 농1 

나타나으여 주관섣의 각도의 연~양도 CMò 

"1기 aιF‘ 크1 연외에영그l 톰1인석으호 

응외에영다 Birin 통(ιm l응 연 DIHI 펀지‘ 

대상으호 연ιh인용과 강직피의 견 .. 연구 
8냉는이 강직이 심 t);지 않& 정우 연잉인용 

이 강 나타L 여 심안 강직. ，씬 연0삐 핀 

Z에서는 주용근과 길힘근의 용시4‘k。 
cootroctio이으호 연잉인용이 강 나타L 지 않 

잎이 써S와 연잉안용괴의 상관성이 낮다 

고 보고에여다 을 연구에서 근선도에 의안 

연잉인용 영기에서 예.용의 펀지i의 강직 

이 심안 정우" 얘었으으호 상관1우기 농 

1 나8다 

연이"1 핀Z 의 강직& 영기에기 쩌안 TAC 

는 예 상Z 기 최소안 잉응 자Ài. 옥g적으호 

응지~ * 있는 기능& 강고 있어이 안다 슨 

앙 정도기 심안 연이"1 펀지 중 1 는 잉응 자 

λ’‘ 옥g적으호 응지 ~ 우기 없는 정우 있 

는에 이i의 정우 TAC‘ 적용~ * 없다는 
안정이 이다 운항 w과 "응 연잉안용 영기 

‘ 쩌안 간정적 양강이으호 ‘정 직도의 서잉 
직도보다는 이용직도호 영?에도. 우정 " 에 

신뢰도 영기‘ 심사 애 보는 것도 웅& 것이 

다 두 영의 영기째 의애 3언 인%정& 

잉으호써 예상자의 근 긴장도 ‘§정에 영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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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t -9 • • 여껴I억1의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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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는 연의(tias). 핀전에 .. ‘” ’ 지 옷 
히잊이 용 연구에서는 TAS. 뇌i풍으호 
인만 연이H I ~지 '5영민 .. 대상으호 영기. 
’>oq 잉으호의 연구에서는 보다 앙응 애상 
자 •• 양시켜서 상회도 g기. 에Qt 3ìDl, 
닝 •• 으호 인인! 연이비 펀지를안 0에랴 외 
생성 닝손상으호 인익! '!미 HI -!I.지나 강직성 
연0에 의 뇌성이'1 등 디앙인 웅*신경1 펀 
지의 ’ι'" 애인 TAS잉 신g오 잉기기 * 
요’것ξ호사효g디 

V 경를 

톨 연구에서는 앤쭈 기혹영잉에서 외써 잉 

잉영 쳐S톨 받고 잉는 닝 •• 으호 인~ 연 
이HI -!:l지 "영a 얘상으호 ’에 강잉§ 영 

기”기 뀌인 도구인 TAS의 ‘정치긴 ‘” ‘§ 
정치얘 신회도. 앙F이보고;:q 31s:tQ 연구의 
경외반 q응~길다 

l 안정시 샤애와 연ιro용 엉억에서 ‘§정 

지긴! 잉 ‘§정자내 신g요가 늪세 나타 

냥다 

ι 수용 응용에 예인 인영 영억에서 *정 

지긴 신역도는 은잉 8에서인 .. 니티 

닝으'" 애.，’의 은‘어서 냥져 나티닝 
q ‘정지내 잉E오는 은앙 8괴 9에서 
안 을1 나타낭S이 니어지 릉항에서는 

% 나없다 

용 연구.0얘 ‘’‘아~ t~잉 TAC의 신 
g도는 닝i웅 판X에 강~ '!I JII‘ 잉어서 

인정시 *에외 연잉tR용 영역에서인 신연‘ 

인인 iI.1J. !i! s:tq 잉으호외 연구에서는 수 
용 흩흥에 여힌 ιF응 영억잉 신잉요. 높이 
기 위’1여 각 영기 흥급잉 ￡악억 정의외 샅 
명을 녕~" 에는 것이 ‘요w 것ξ효 사E 
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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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 T~A효essment sc퍼t 지정서(Barnes 동 1잊19) 

] 씹는조용’;0연인*이 "q 

~， ~) 순 '1:0 ])) 조경되는 씨i어애 %댄 

g 명가잉 잉v，~는 잉 "'"는 .. 시인다 

A영역 연앵시쩌 

응잉 ] 어9지외 2~:‘:1} ~.깅응 ~내에"" ’ q ‘응 씨여 g응 상애호 앉아 g 
는q 우관깅:1} ~~fl 강"" 0 ‘ 예예오 εp ε가익 .. 외 씨정"" 

대》‘ n프호 긴 ε써 .~<ò외 긴장P 용짜지 지갱R 

응앵 ι 어상자는 오~ ~ol 혹 비호 。2'1 '<!q 
1ζ씨 긴P오!포g 잉이I는강g안 X 효 호셔 양혹여에외 어정성‘ • • 

응명 3 어 9갯 우등 i써 ε“!앤] 웅오특 '''' 인익이% 에잉씨릉용。，~ 
I앤 익지호 강Jl.t).지 잉는다 ‘혹외 저같 .~<ò외 긴강오기 용?얘〔순 용거 

호써 이씬가 8쩌 빠 명연 t )"I .씨는 것。， "담엠 ’9써 비여 
“ 명연씨 . n는 균r이 g다는 것응 기규 명m히 뺑뺏 이용 
〔’셔 예우 %에다 그써나 써상.e외 ""정용인 。，y. 비정~，인 킹객 

(cLt....,,,,,,) 인."예 양성걱 지뺑)오 이R안 응제‘ ‘2.'11 + 'l)q 

8영억 +용 응옴에 이한연용 

응앵 ‘~ 응잉 g 애"")~‘i정기기시지 • • 직이g 잉‘ .q.걱엠 이안저앵응 

r<>:><lfiod lI oI:t\찌. ’ ‘ , ~v_으호 효사인P 구‘걱인 +용 응얘 애 

안 인얀호 구성되어 g으_~， r<>:>o:tiod lIoI:tworth ，，，.，외 픽 S‘lq+ 
용응용에 어안 강직성 e.외 .장딩 깐용이 유오예 외해 용? 에표 
서긴제'<-l--i- "' ''-'아 이R안~:;;* 씨정상걱 긴장오 예응예 기늄이 앤 
.. ‘P는 E호 정?앤q 저옥 ，.e외 강이시 ~D~-lD‘외 양 

'!l ~C'Pl “정되@는q 그 이용는 뼈저W"I ot"1 ~’‘’에써 이 @ 

,‘ w서는 저잉이 육오예 외응안 것인지 연구싶효'I'-<j ~’8 
예응인지 싼뺏q 에쩍."녕다는 것‘ 경얘기 예응이다 l강 

경‘ 신전’UÎN‘ i잉순 l잉 v;는 응잉 "셔 I씨여갱이 

응항 에 응잉 θ 옥정자기 ~. 씬다 

응앵 ,. 응앵 9 어상짜 뻐 씨I어외 가양써예 J P lOl 응 써호 i는q 영기 

.지 않는 다킨는 신전 사인다 

C영억 연영양 

응잉'"~응잉 11' ~어 %깅 .. 값~.iii; N 야기호 ‘i정앤 

응앵 ]ε 어"")~ 이소앤 오% ‘P는 것이 ?암씨 그에“，"， 어9시기 오% 

"^↑잉 ‘。] 이여 당이 g디연 경+는 O힘다 강이예 애안 지효호서 
늄용걱 i여 어안 ~용으호 비정상1인 g걱잉 ‘ !’‘."↓(‘'"히〔앤 오요i 
~)， W-ë )써〔’셔 냉에셔기외 용1“‘앵아 것응 용i안 기늄。]이 비1 
걷지 훗’ 이 R오애애외 ]에ff~;페이 ?담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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