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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correlations among Fugl-Meyer Assessment scale, gait speed, 

and Timed Up & Go test (TUG) and to predict gait ability from subscales of Fugl-Meyer Assessment 

scale.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30 stroke patients referred to the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in the Bundang Jaesang General Hospital. All subjects were ambulatory with or without an as-

sistive device. All participants were assessed on Fugl-Meyer Assessment scale and gait speed (m/s), 

TUG (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all items of Fugl-Meyer Assessment scale, 

except passive joint range of mot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gait speed and TUG. In particular, 

sensation score, lower extremity motor and coordination score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gait 

speed and TUG (p<.05). The sensation score and lower extremity motor score were important factors in 

comfortable gait and maximal gait speed. Their power of explanation regarding comfortable gait and 

maximal gait speed were 63.0% and 65.0%, respectively. The sensation score and lower extremity coordi-

nation score were important factors in TUG. Their power of explanation regarding TUG was 55.0%. 

These results showed that Fugl-Meyer Assessment scale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gait speed and 

TUG. Therefore Fugl-Meyer Assessment scale is an appropriate assessment tool to predict gait ability of 

patients with stroke. Further study about gait speed and TUG by change of Fugl-Meyer Assessment 

score is needed using a longitudinal stud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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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졸 은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유병률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생존율 역시 증가하

여 외상에 의한 장애를 제외하면 가장 흔한 장애의 원

인이 되고 있다(Barnett 등, 1999). 우리나라에서도 주

요 사망원인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표 인 순환

기계질환  하나이다(통계청, 2001).

뇌졸  환자에서는 운동기능장애, 인지  지각기능

장애, 언어장애 등이 나타나 일상생활동작에 많은 장애

가 래된다(김유철 등 1992; Anderson, 1990). 특히, 

뇌졸  후 보행기능의 손상은 환자가 기능  독립을 달

성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Turnbull 등, 1995). 그리고 

부분의 뇌졸  환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보행기능을 

개선하는데 있다(Bohannon 등, 1991). 따라서 보행을 

개선시키기 한 치료와 평가는 재활과정에서 필수 이

다. 

객 인 보행을 평가하기 해서는 보행분석기와 

같은 복잡한 장비를 사용하는데, 보행분석기는 문

인 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 으로 

쉽게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임상에서 보행능력을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는 보행속도를 측정하는 방법, 

발 지문(foot print)을 이용하는 방법, 비디오 그래픽 평

가(videographic test)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Drouin 등, 1996). 

보행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뇌졸  환자의 재활 후 

회복정도를 측정하는데 많이 추천되는 방법으로 빠르고 

쉽게 보행장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Goldie 등, 1996; 

Richards 등, 1995). 한, 보행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뇌졸  환자의 일상생활능력이나 후를 악하는데 있

어서 비교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방법  하나이다(김

미정 등, 1994; Bohannon, 1986). 보행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연구자들은 보통 2～10 m 거리

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이 선

택한 가장 편안한 안정 보행속도(self-selective com-

fortable gait speed)와 안 하다고 느끼면서 최 한 빨

리 걸을 수 있는 최  보행속도(maximal gait speed)를 

측정한다. 

Timed Up & Go 검사(TUG)는 기능  운동성

(functional mobility)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다

(Podsiadlo와 Richardson, 1991). 이 검사방법은 팔걸이

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3 m 거리를 걸

은 후 다시 되돌아와서 의자에 앉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TUG는 노인의 균형능력과 기능  운동성을 

평가하여 낙상의 험을 측하기 하여 사용되어 왔

지만, 최근에는 허약한 노인뿐만 아니라 뇌졸 , 킨슨

병, 염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도 용되고 있

다(Morris 등, 2001). 

많은 연구자들은 뇌졸  환자의 신체  회복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평가척도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다. 

Fugl-Meyer 평가척도와 Motor Assessment Scale 

(MAS)의 두 가지 평가방법은 뇌졸  환자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기 하여 특별히 고안되었으며, 특히 양

인 회복정도를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임상에서 MAS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소

요되는 시간이 15～30 분으로 짧고, 쉽고 간단하게 평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Poole와 Whitney, 1988). 

Malouin 등(1994)은 32명의 기 뇌졸  환자를 상으

로 Fugl-Meyer 평가척도와 MAS를 이용하여 기능  

회복정도를 평가하여 비교하 다. 이 연구에서 

Fugl-Meyer 평가척도와 MAS 체 수는 높은 상

계(r=.96)가 있었으며, 세부항목에서도 앉은 자세에서

의 균형항목을 제외하고는 높은 상 계(r=.65～.93)가 

있었다. 그리고 기능 인 회복정도를 악하는데 있어

서는 MAS에 비하여 Fugl-Meyer 평가척도가 더 유용

하다고 하 다.

Fugl-Meyer 평가척도는 Twitchell(1951)과 Brunnst- 

rom(1970)의 뇌졸  후 운동기능의 회복단계를 기 로 

뇌졸  환자의 기능  회복정도를 양 으로 평가하기 

해 고안되었다(Fugl-Meyer 등, 1975). 이 평가척도는 

뇌졸  환자의 기능평가 시 공동운동(synergy)을 고려

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뇌졸  환자의 기

능  회복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른 평가도구에 

비하여 유용하다.

Fugl-Meyer(1976)는 뇌졸 으로 인한 60명의 편마비 

환자를 상으로 1년에 걸쳐 Fugl-Meyer 평가항목  

운동항목 수와 일상생활능력과의 연구에서 높은 상

계(r=.76～.98)가 있었다. Badke와 Duncan (1983)은 

건강한 성인과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상으로 서기 자

세에서 자세조 (postural adjustment)의 이상과 Fugl- 

Meyer 평가척도  상지와 하지 운동기능 항목과의 

계를 연구하 다. 그들은 하지 운동기능의 수가 낮을

수록 자세조 의 이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Sanford 등(1993)은 Fugl-Meyer 평가척도의 측정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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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높은 신뢰도(r=.96)가 있었고, 세부항목간의 측정자 

간 신뢰도는 통증에서 상지 운동기능까지 다양한 범

의 신뢰도(r=.61～.97)를 보여주었다. Gladstone 등

(2002)은 Fugl-Meyer 평가척도가 측정자 간(r=.94), 측

정자 내(r=.99) 신뢰도가 높으며, 뇌졸  후 환자의 운

동기능의 변화를 평가하는데 임상 으로나 연구도구로

써 추천할 만하다고 하 다. Fong 등(2001)은 37명의 

뇌졸  환자를 상으로 인지기능과 Fugl-Meyer 평가

척도와 기능  독립 수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과의 계를 연구하 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

면 하지 운동기능과 균형항목이 기능  독립 수 에서 

높은 상 계(r=.65～.92)가 있었고, 상지 운동기능과 

손 기능은 간 정도의 상 계가 있었다(r=.53～.73). 

Fugl-Meyer 평가척도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

지만, 주로 측정자 내, 측정자 간 신뢰도나 다른 평가도

구와 비교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한 뇌졸  환자의 

Fugl-Meyer 평가척도와 일상생활동작과의 상 성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고, Fugl -Meyer 평가척도  

일부 항목만을 이용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뇌

졸  환자에서 Fugl-Meyer 평가척도와 보행과의 계

에 한 연구는 미비하며, 국내에서는 Fugl-Meyer 평

가척도에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뇌졸  환자에게 Fugl-Meyer 평가척도를 

이용하여 보행속도, TUG와의 상 계와 Fugl-Meyer 

평가척도의 세부항목  어떤 항목이 보행속도와 TUG

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고, 이를 이용하여 뇌졸  

환자의 보행능력을 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분당 제생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물

리치료  작업치료를 받는 30명의 뇌졸  환자를 상

으로 하 다. 연구는 2003년 6월 20일부터 동년 9월 20

일까지 실시하 다. 연구 상자의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뇌졸 으로 진단받고 이차 으로 편마비가 된 자

나.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보행을 하거나 보조도

구를 사용하여 10 m 이상보행이 가능한자

다. 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 (MVPT) 검

사 상 시지각에 손상이 없는 자 

라. 한국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K)에서 24  이상인 자(권용철과 

박종한, 1989)

마. 양하지에 정형외과  질환이 없는 자

바. 실험 시 향을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자

사. 보호자 는 본인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  

  2. 측정방법  측정도구

가. Fugl-Meyer 평가척도(Fugl-Meyer Assessment 

scale)

연구 상자의 감각  운동기능 평가는 Fugl- 

Meyer 등(1975)이 뇌졸  환자의 기능  회복정도를 

평가하기 해 고안한 Fugl-Meyer 평가척도를 사용하

다(부록). 이 평가척도의 세분화된 항목은 3  만 으

로 0 은 수행할 수 없음, 1 은 부분 으로 수행할 수 

있음, 2 은 완 하게 수행할 수 있음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운동기능 평가는 상지 운동기능 66 , 하지 운동

기능 34 으로 최  수는 100 이다. 상지는 어깨/팔

꿈치/아래팔, 손목, 손(손가락), 응능력으로 세부화 되

어 있다. 하지는 엉덩/무릎/발목, 응능력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균형 검사는 앉은 자세에서 3가지, 선 자세

에서 4가지로 평가된다. 최  수는 14 이다.

감각은 각(light touch)과  치감각(position 

sense)을 검사한다. 각은 상지에서 팔과 손바닥, 하지

에서 다리와 발바닥을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검사한

다. 치감각은 상지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 엄지손가

락을 검사하고 하지에서는 엉덩, 무릎, 발목, 엄지발가

락을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검사한다. 최  수는 

24 이다. 가동범 와 통증을 검사한다. 가동범

는 수동으로 검사하며 건측과 비교하여 검사한다. 통

증검사는 수동  가동범 를 측정할 때 통증정도를 

검사한다. 각각 최  수는 44 이다. 각 항목의 검사

는 3회 실시하며, 가장 높은 수를 채택한다. 검사 시

간은 30분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나 어 검

사를 실시한다. 이 평가도구는 측정자 간(r=.94), 측정자 

내(r=.99) 신뢰도가 높다(Duncan 등, 1983).

나. 안정 보행속도(self-selective comfortable gait 

speed)

안정 보행속도를 측정하기 하여 상자 본인이 가

장 안정하다고 느끼면서 편하게 걷는 속도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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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성 상자 수(명) 백분율(%)

성별
남

여

24

 6

80.00

20.00

발병원인
뇌출

뇌경색

16

14

53.30

46.70

마비부
오른쪽 

왼  쪽

14

16

46.70

53.30

발목 보조기
유

무

12

18

40.00

60.00

보행 보조장비
유

무

11

19

36.70

63.30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N=30)

평균±표 편차 범

연령(세) 49.2±11.6 26～67

유병기간(개월) 14.1±13.4  2～68

신체질량지수(㎏/㎡) 23.8± 2.9 18～31

표 2. 연구 상자의 연령, 유병기간, 신체질량지수

다. 10 m 걷는 속도를 1회 연습과정을 거친 후 3회 반

복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

다. 최  보행속도(maximal gait speed)

최  보행속도는 환자가 안 하게 느끼면서 최 한 

빨리 걷는 속도를 측정하 다. 10 m 걷는 속도를 1회 

연습과정을 거친 후 3회 반복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 상자에게 총 14 m를 걷게 하 고, 후 2 m를 

제외한 10 m 보행속도를 측정하 다. 측정자는 첫 번

째 발이 출발 을 지나는 시간에서 그 발이 종착 을 

지나는 시간을 측정하 다(Suzuki 등, 1990). 안정 보행

속도와 최  보행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자 간, 

측정자 내 신뢰도(r=.89～1.00)가 높다(Steffen 등, 

2002).

라. Timed Up & Go 검사(TUG)

기능  운동성과 이동능력의 검사를 해 TUG를 실

시하 다. 연구 상자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다. 

실험자의 출발신호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나 3 m 거리

를 걸어가 다시 되돌아와서 의자에 앉는 속도를 측정한

다. 1회 연습과정을 거친 후 3회 반복측정하여 평균값

을 구하 다. Podsiadlo 등(1991)은 이 검사의 측정자 

내 신뢰도(r=.99), 측정자 간 신뢰도(r=.98)가 높고, 건강

한 정상 노인의 경우 7～10  정도의 범 에 속하고, 

30  이상이면 이동능력이 의존 이고, 혼자서 실외 이

동을 할 수 없다고 보고하 다.

  3. 분석방법

측정값들의 정규분포 여부를 알아보기 하여 단일 

표본 콜모고로 -스미로노 (one-sample Kolmogorov 

-Smironov) 검정을 하 다. 일반 인 특성과 보행속도, 

TUG, Fugl-Meyer 평가 수의 차이를 보기 하여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하 으며, Fugl 

-Meyer 평가척도의 세부항목과 보행속도, TUG와의 

련성을 알아보기 하여 피어슨 상 분석을 하 다.

Fugl-Meyer 평가척도의 세부항목  어느 항목이 

보행속도와 TUG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단계별 다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 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상용 로그램인 SPSS 10.0

을 사용하 다. 

Ⅲ. 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뇌졸 으로 진단받은 연구 상자 30명  남자는 24

명(80.0%), 여자는 6명(20.0%)이었다. 발병원인은 뇌출

이 16명(53.3%), 뇌경색이 14명(46.7%)이었고, 마비부

는 오른쪽 편마비 환자가 14명(46.7%), 왼쪽 편마비 

환자가 16명(53.3%)이었다. 이  보행 시 발목 보조기

를 사용한 상자는 12명(40.0%)이었고, 보행 보조장비

를 사용한 상자는 11명(36.7%)이었다(표 1). 

연구 상자의 평균연령은 49.2 세 고, 평균 유병기

간은 14.1 개월이었으며, 신체질량지수는 23.8 ㎏/㎡이

었다(표 2).

  2. 일반 인 특성에 따른 보행속도, TUG, Fugl 

-Meyer 평가 수

연구 상자의 성별, 발병원인, 마비부 , 발목 보조기, 

보행 보조장비에 따른 보행속도, TUG, Fugl-Meyer 평

가 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독립 t-검정을 하 다. 

보행속도에서 성별과 진단명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발

목 보조기와 보행 보조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이 더 

빨리 보행하 다. 한 마비부 별로는 오른쪽 편마비 

환자들이 더 빨리 보행하 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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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보행속도(m/s) 최  보행속도(m/s)

평균±

표 편차
t

평균±

표 편차
t

성별

남

여

.55±.21

.53±.30
 .15

.66±.27

.68±.39
.41

발병원인

뇌출

뇌경색

.56±.23

.52±.22
 .46

.71±.30

.66±.29
 .48

마비부

오른쪽

왼쪽

.63±.18

.47±.24
 2.08*

.80±.23

.58±.30
 2.18*

발목보조기

유

무

.42±.20

.62±.21
-2.69*

.52±.22

.80±.28
-2.92*

보행 보조장비

유

무

.43±.19

.61±.23
-2.15*

.55±.26

.76±.28
-2.07*

*p<.05

표 3. 일반 인 특성과 보행속도

안정 보행속도

(m/s)

최  보행속도

(m/s)

TUG

(s)

어깨/팔꿈치/아래팔

손목

손(손가락)

상지 응능력

엉덩/무릎/발목

하지 응능력

균형

감각

가동범

통증

체 수

  .48**

 .42*

  .48**

 .46*

  .67**

  .67**

  .60**

  .77**

.30

  .49**

 .61*

  .49**

 .44*

  .48**

  .48**

  .69**

  .70**

  .63**

  .78**

.34

  .52**

 .63*

-.47**

-.38*

-.46*

-.45*

-.66**

-.56**

-.54**

-.69**

-.33

-.50**

-.61*

*p<.05 **p<.01

표 5. Fugl-Meyer 평가 세부항목과 보행속도, TUG의 

상 계

TUG(s)
 Fugl-Meyer

 평가 수

평균±

표 편차
 t

평균±

표 편차
t

성별

남

여

24.02±14.61

31.85±25.50
 -.72

148.13±26.71

143.50±51.14
  .21

발병원인

뇌출

뇌경색

24.10±18.51

27.28±15.79
 -.50

148.19±30.92

146.07±34.20
  .18

마비부

오른쪽

왼  쪽

18.05±7.52

32.18±20.38
-2.58*

155.57±28.37

139.88±33.95
 1.36

발목보조기

유

무

32.08±20.20

21.25±13.55
 1.76*

133.42±22.54

156.39±34.47
-2.21*

보행 보조장비

유

무

33.11±19.00

21.23±14.65
 1.92

122.91±26.41

161.26±26.21
-3.85*

*p<.05

TUG: Timed Up & Go

표 4. 일반 인 특성과 TUG, Fugl-Meyer 평가 수

TUG는 오른쪽 편마비 환자와 발목 보조기를 사용하

지 않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값이 작았고, Fugl-Meyer 

평가 수는 발목 보조기와 보조 보행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의 수가 높았다(표 4).

  3. Fugl-Meyer 평가 세부항목과 보행속도, TUG

와의 상 성

Fugl-Meyer 평가척도의 세부항목과 보행속도, TUG

와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하여 피어슨 상 분석을 하

다. 그 결과 Fugl-Meyer 평가 세부항복  가동

범 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서 보행속도와 TUG사이

에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이  감각과 하지 운동

기능, 응능력 항목에서 높은 상 계가 있었다(표 5).

  4. 안정 보행속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안정 보행속도에 Fugl-Meyer 평가 세부항목  어

떤 항목이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얻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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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회귀계수 표 오차 t

감각

하지 응능력

상수

 .02

 .08

-.01

.01

.04

.09

3.90**

2.09*

수정된 결정계수: .63, F=28.49 (p<.01)

*p<.05 **p<.01]

표 6. 안정 보행속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회귀계수 표 오차 t

감각

하지 응능력

상수

  .03

  .11

 -.04

  .01

  .05

  .11

4.01**

2.34*

수정된 결정계수: .65 , F=27.44(p<.01)

*p<.05 **p<.01

표 7. 최  보행속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회귀계수 표 오차 t

감각 

엉덩/무릎/발목

상수

 -1.36

 -1.52

 70.90

   .52

   .74

  8.53

-2.62*

-2.06*

수정된 결정계수: .55, F=18.34 (p<.01)

*p<.05

표 8. TUG에 향을 미치는 요인

안정 보행속도 = -.01+.02×감각+.08×하지 응능력

이 회귀식은 63.0%의 설명력을 가지며, 하지 응능

력과 감각이 좋을수록 안정 보행속도가 빨랐다.

  5. 최  보행속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최  보행속도에 Fugl-Meyer 평가 세부항목  어

떤 항목이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얻었다(표 7).

최  보행속도 = -.04+.03×감각+.11×하지 응능력

이 회귀식은 65.0%의 설명력을 가지며, 하지 응능

력과 감각이 좋을수록 최  보행속도가 빨랐다. 

  6. TUG에 향을 미치는 요인

TUG에 Fugl-Meyer 평가 세부항목  어떤 항목이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얻었다(표 8). 

TUG = 70.90-1.36×감각-1.52×엉덩/무릎/발목

이 회귀식은 55.0%의 설명력을 가지며, 하지 운동기

능과 감각이 좋을수록 TUG값이 작았다.

Ⅳ. 고찰

  1. 연구방법에 한 고찰

본 연구는 뇌졸 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상으로 

Fugl-Meyer 평가척도와 보행속도, TUG와의 상 계

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Fugl-Meyer 평가척도의 세부항

목  어떤 항목이 보행속도와 TUG에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고, 이 평가도구가 뇌졸  환자의 보행능력

을 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 다. 

Fugl-Meyer 평가척도는 뇌졸  발생 후 운동과 균

형, 감각, 수동  가동범 , 통증정도를 수량화하여 

환자의 회복정도를 평가하고자 고안되었다(Fugl-Meyer, 

1976). 

Brunnstrom(1970)과 Reynold 등(1958)은 뇌졸  환

자의 운동기능의 회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근력 검사

가 부 하다고 하 다. 그 이유는 뇌졸  환자의 운

동기능이 자주 공동운동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공

동운동은 재활분야에서 비정상 이거나 손상된 운동조

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Brunnstrom,  1970). 비정상

인 공동운동은 과제나 환경의 변화에 응할 수 없는 

형 인 운동형태를 말한다. Fugl-Meyer 평가척도는 

Twitchell(1951)과 Brunnstrom(1970)의 뇌졸  환자의 

회복단계를 기 로 공동운동을 고려하여 운동기능을 평

가하도록 고안되었다. 따라서 환자의 자발 인 움직임

을 공동운동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평가도구는 0～2  척도로 구성되었기 때문

에 환자의 섬세한 구분이 힘들고, 일부 항목에서는 천

장효과(ceiling effect)를 보이는 단 이 있다(Gladstone 

등, 2002). 본 연구에서 선정한 상자는 보행 가능한 

뇌졸  환자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균형항목에서 

모두 높은 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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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보행속도와 TUG에 간정도의 상 계를 보

지만(r=.54～.60), 단계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보행속

도와 TUG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10 m 

보행속도를 측정하 다. 뇌졸  환자의 보행능력을 평

가하기 한 시간  변수(temporal parameter)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임상 으로 리 알려진 방법이다(von 

Schroeder 등, 1995; Wall과 Turnbull, 1986). 시간  변

수는 보행속도, 분속수(cadence), 보폭(stride length)과 

입각기(stance phase)와 유각기(swing phase)의 비율 

등이 포함된다. 이  보행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정

상인이나 뇌졸  환자에 있어서 보행의 질 인 비정상 

정도를 악하는 효과 인 지표로써 주장되어 왔으며, 

환자의 기능 인 상태나 임상  상태를 나타내는 비교

 좋은 평가방법이다. 그리고 뇌졸  환자에 있어서 

보행속도는 균형능력, 하지 근력의 회복정도, 일상생활

능력, 독립  이동정도, 분속수 등과 상 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Bohannon, 1986; Dettmann 등, 1987). 

Roth 등(1997)은 25명의 뇌졸  환자를 상으로 보행

속도와 18개의 시간  보행변수와의 상 계에 하여 

연구하 다. 그들은 부분의 시간  변수가 보행속도

와 상 계가 있었으며, 특히 환측의 입각기와 유각기

보다 건측의 입각기와 유각기가 더 높은 상 성을 가지

고 있다고 하 다. 그 이유는 뇌졸  환자의 보행은 비

칭으로 환측이 약하기 때문에 건측으로 체 을 지지

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 상 으로 환측의 입각기

는 짧기 때문이라고 하 다. 그들은 연구 결과에서 보

행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뇌졸  환자의 보행능력을 평

가하는데 있어서 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임상 인 보

행 상태를 나타내는 단독의 지표로는 하지는 않다

고 보고하 다. 정확한 보행분석을 해서는 보행분석

기를 사용하는 것이 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임상

에서 보행분석기로 환자의 보행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장비와 시간 인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비교  간단하면서 정확한 방법인 보행

속도를 이용하여 뇌졸  환자의 보행능력을 평가한 것

은 하 다고 생각된다. 

기능  운동성을 측정하기 해서 TUG를 실시하

다. 이 검사는 노인의 기능  이동능력을 검사하기 

하여 개발된 검사도구이다. 최소한의 독립 인 움직임

을 해서는 침상이나 의자에서 앉고 일어서기, 화장실 

이용하기, 몇 걸음 옮기기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

다. 임상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지

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 지 능력 등의 차이로 항상 정

확한 결과를 얻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TUG는 쉽고 간

단하며 특별한 장비나 훈련없이 은 공간에서 기능

인 움직임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Podsiadlo와 

Richardson, 1991). Podsiadlo 등(1991)은 다양한 질환을 

가진 60명의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TUG는 보

행속도(r=-.61), Berg 균형척도(r=-.81) 그리고 Bartel 

지수(r=-.78)와 비교  높은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TUG는 안정 보행속도(r=.83)와 최

 보행속도(r=.82)에서 높은 상 계가 있었다. 

Siggeirsdottir 등(2002)은 의자의 높이와 형태의 차이에 

따른 TUG 결과가 다르다고 보고하 으며, 검사자는 의

자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의자 높이에 따른 측정오류를 방지하기 

하여 각각의 환자에서 의자의 높이를 엉덩 과 무릎

이 90도가 되도록 조 하 다. 

  2. 연구결과에 한 고찰

마비부 에 따른 보행속도  TUG에서는 왼쪽 편마

비 환자들이 오른쪽 편마비 환자보다 기능이 더 떨어졌

다. Denes 등(1982)은 뇌졸  발병 6개월 후의 검사에

서 우측 편마비 환자가 더 많은 기능  독립성과 운동

성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 다. 반면에 Andrew 등

(1982)은 마비부 가 기능  능력이나 회복의 속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다. 보행은 공간을 이동하

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간 능력이 요하다. 일반 으로 

왼쪽 편마비 환자들은 시공간 능력이 오른쪽 편마비 환

자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편측무시(unilateral neglect)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집 력 이론(attentional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뇌의 우반구가 집 력에 

우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오른쪽 뇌 질환으로 인한 

왼쪽 편마비 환자가 오른쪽 편마비 환자에 비해 집 력

이 떨어져 시공간 능력이 하게 부족하다는 이론이

다(Lin 등, 1991). 왼쪽 편마비 환자들의 기능  운동성

이 떨어지는 것은 와 같은 이유때문일 것으로 생각된

다. 

뇌졸  후 보행에 여하는 요소로 Anderson(1990)

은 지시 수행능력, 선 자세에서의 균형능력, 구축의 

유무, 마비측 하지의 수의  조 능력   치감

각 등을 들고 있으며, 인지기능이 보행과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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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간이 정신상태 

검사 상 인지기능이 떨어지지 않은 뇌졸  환자를 상

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정상 인 이동을 해 필요한 요소 에 하나는 다

양한 환경에서 보행을 응시키는 능력이다. 보행조

은 말  감각입력과 하행성 척수상 (descending su-

praspinal) 입력의 통합이 기본이다. 이를 해서는 감

각정보가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감각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계속 으로 자세를 수정하면서 자연

인 환경에서 보행을 유지하는데 요하게 작용한다. 특

히, 고유감각은 균형능력  보행에 요한 변수로 고

려되어 왔다(Nadeau 등, 1999). Sinkjaer 등(1996)은 고

유감각의 소실이 정상 인 보행주기(gait cycle)의 조

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 Smith(1980)는 감각입력

이 보행능력의 조 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으며, 특히 유각기 기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그는 사지의 감각입력이 한 보행주기를 조 한

다고 하 다. 그리고 신 된 엉덩  굽힘근에 입력된 

 수용기(joint receptor)와 근방추(muscle spindle)

는 동측 엉덩 의 유각기 개시시간(onset time)에 기

여한다고 하 다. 따라서 정상 인 엉덩 의 과신  

신호와 입각기 말기에 작용하는 고유감각의 소실이 유

각기 기를 지연시킨다고 하 다. Keenan (1984)은 

뇌졸  후 보행기능에 여하는 인자로 고유감각의 역

할을 언 하고 있으나, Anderson (1990)은 고유감각은 

보행에 으로 필요한 인자가 아니라고 보고하

다. Bohannon 등(1991)도 고유감각이 보행과 련이 

없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Fugl-Meyer 평가항

목  각과  치감각을 포함하고 있는 감각항목

이 안정 보행속도(r=.77)와 최  보행속도(r=.78) 그리고 

TUG(r=.69)에서 다른 세부 항목에 비하여 가장 상

계가 높았으며, 보행속도와 TUG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채택되었다. 

응능력(coordination)의 검사는 자세(posture), 운동

성(mobility) 그리고 상지 조 과 같은 운동조 의 측면

에서 매우 요하다. 응능력의 필수조건은 근육군 활

동의 순서(sequency)와 타이 (timing), 정도(grade)이

다. 한  이상을 포함한 움직임은 종 모양

(bell-shaped)의 속도 곡선을 가지고 있으며 직선 이

고 부드러운 움직임의 궤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뇌

졸 과 같은 추신경계 손상을 가진 환자에서는 근육

과 의 응된 움직임이 소실되기 때문에 종 모양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부족하게 된다. 주로 운동피질(motor 

cortex), 기 핵(basal ganglia), 소뇌(cerebellum) 손상과 

고유감각에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서 응능력의 소실이 

나타난다. 응능력의 부족은 근육군 활동의 순서, 타이

, 정도에 방해를 받게 되고, 결과 으로 비정상 인 기

능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Giulliani 등, 1993). 근육군 

활동의 순서 문제는 부 한 응수축(coactivation)이 

원인이다. Crenna와 Inverno(1994)는 운동조 을 방해

하는 문제로 과도한 응수축, 강직(spasticity), 근육 약

화(muscle weakness), 그리고 가동범 의 제한을 

주장하 으며, 이  주동근과 길항근의 부 한 응

수축이 응능력을 제한하는 요한 요소라고 하 다. 

Giulliani 등(1993)은 응능력의 부족을 근육 활동의 부

한 타이 에 의한 것이라고 하 다. 그는 움직임을 

시작하는 반응 시간(reaction time), 움직임을 수행하는 

시간(movement time) 그리고 움직임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 다. 그러나 추신경계질환을 가진 환

자에서는 부 한 힘 생산(force generation)과 감소된 

힘 생산율(rate of force generation), 그리고 움직임에 

필요한 가동범 가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이하여 움

직임의 동기부여가 감소하여 비정상 인 자세조 을 가

지게 된다고 하 다. 근육 활동의 한 순서와 타이

과 더불어 응능력은 한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 

Schmitz 등(1988)은 한 정도의 힘이 부족하게 되면 

손 뻗기(reaching)와 지시하기(pointing)와 같은 움직임 

시 범 와 거리를 단하는 능력이 떨어져 겨냥이상

(dysmetria)을 보이게 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Fugl-Meyer 평가항목  하지의 응능력 항목이 안

정 보행속도(r=.67)와 최  보행속도(r=.70) 그리고 

TUG(r=.66)에서 감각항목 다음으로 상 계가 높았으

며, 안정 보행속도와 최  보행속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채택되었다. 

뇌졸  후 환자의 보행속도에 여하는 신체  요인

으로는 마비측 하지의 근력의 요성을 주장한 많은 연

구들이 있었다(Anderson, 1990). Bohannon(1986)은 엉

덩  폄 근력, 무릎  굽힘 근력, 발목  등쪽 굽

힘 근력  배쪽 굽힘 근력이 보행에 요한 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 다. Nadeau 등(1999)은 안정 보행속도

와 최  보행속도에는 하지 운동기능, 균형, 엉덩  

굽힘 근력이 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 이  안정 보

행속도는 엉덩  굽힘 근력이 상 계(r=.69)가 있었

고, 최  보행속도는 엉덩  굽힘 근력과 하지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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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배쪽 굽힘 근력이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Fugl-Meyer 평가척도는 공동운동과 구분된 운동

기능을 검사하기 때문에 근력을 측정하는 항목이 제외

되어 있다. 뇌졸  환자의 근력과 강직을 고려하지 못

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 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에서는 하지의 운동기능 항목이 안정 보행속도(r=.67)와 

최  보행속도(r=.69) 그리고 TUG(r=.66)에서 간정도

의 상 계가 있었다. 

한 뇌졸  환자의 보행에 있어서 선 자세에서의 

균형은 요한 인자로 보고되었다. Bohannon(1989)은 

뇌졸  환자 33명을 상으로 서기 균형정도와 보행능

력과의 상 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높은 상 계

(r=.78)가 있다고 보고하 다. Bohannon과 Leary 

(1995)는 재활병동에 입원 인 52명의 뇌졸  환자를 

상으로 서기 균형정도와 보행간의 상 계를 연구한 

결과 간정도의 상 계(r=.65)가 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Fugl-Meyer 평가척도의 세부항목  

균형항목이 안정 보행속도(r=.60)와 최  보행속도

(r=.63) 그리고 TUG(r=.54)에서 간정도의 상 계가 

있었다. 

보행속도와 TUG에 Fugl-Meyer 평가척도의 세부항

목  어떤 항목이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한 결과, 감각과 하지 운동기능, 

응능력 항목의 수가 안정 보행속도, 최  보행속도 

그리고 TUG에 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상지 평가항목과 가동범 , 통증은 기능  운동성

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행속도와 TUG는 주로 하

지의 기능이 많은 향을 미치므로 상지와 련된 항목

은 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실험에 참

여한 상자들의 통증은 주로 상지와 련되었기 때문

에 배제되었다고 생각된다. 

  3.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분당 제생병원에 내원하는 뇌졸  환자를 

상으로 본 연구의 선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보행가

능 한 뇌졸  환자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균형항목

에서 상자 모두 높은 수를 보이는 천장효과가 있었

다. 한 국한된 장소에서 실험을 실시하 고, 상자 

수도 30명으로 충분치 못하 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는 제한 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실험 설계를 하 기 때문

에 Fugl-Meyer 평가척도의 세부항목과 보행속도, 

TUG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인과 계를 설명하는데

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Fugl-Meyer 평가 수의 변

화에 따른 보행속도, TUG의 향 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는 Fugl-Meyer 평가척도와 기

능  운동성의 양 인 계를 살펴보았다. 앞으로는 보

행의 질 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분당 제생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물

리치료  작업치료를 받는 30명의 뇌졸  환자를 상

으로 Fugl-Meyer 평가척도가 보행속도, TUG와 상

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Fugl-Meyer 평가척도의 세부

항목  어떤 항목이 보행속도와 TUG에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인 특성과 보행속도와의 차이에서 성별과 

발병원인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발목 보조기와 

보행 보조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이 더 빨리 

보행하 다. 마비부 별로는 오른쪽 편마비 환자

들이 더 빨리 보행하 다(p<.05). TUG는 오른쪽 

편마비 환자들과 발목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값이 작았고, Fugl-Meyer 평

가 수는 발목 보조기와 보행 보조장비를 사용

하지 않은 집단의 수가 높았다(p<.05). 

2. Fugl-Meyer 평가척도의 세부항목  가동 범

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 보행속도와 TUG에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며, 감각과 하지 운동기

능, 하지 응능력 항목이 높은 상 계가 있었

다(p<.05).

3. 안정 보행속도와 최  보행속도는 모두 감각과 하

지 응능력이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설명력

은 각각 63.0%와 65.0%이었다(p<.01). TUG는 감

각과 하지 운동기능이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설명력은 55.0%이었다(p<.05).

이상의 결과로 Fugl-Meyer 평가척도는 보행속도와 

TUG와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며, 이  감각과 하지 

운동기능, 하지 응능력항목이 가장 많은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Fugl-Meyer 평가척도는 뇌

졸  환자의 보행능력을 측할 수 있는 충분한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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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 할 수 있겠다. 이 후의 연구에서는 Fugl-Meyer 

평가척도 수의 변화에 따른 보행속도, TUG 변화의 

향 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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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ugl-Meyer 평가척도(Fugl-Meyer Assessment scale)

A. 어깨/팔꿈치/아래팔(shoulder/elbow/forearm) 

Ⅰ. 반사활동(reflex activity)

상완 이두근(biceps brachii), 삼두근(triceps brachii), 손가락 굽힘근(finger flexor)의 반활동을 검사한다. 

0 : 반사활동이 없다.

1 : 반사활동이 감소되어 있다. 

2 : 반사활동이 정상이다. 

Ⅱ. 활동  굽힘근과 폄근의 공동운동에서 자발  움직임 수행(volitional movement can be performed within the 

dynamic flexor and/or extensor synergy) 

1) 굽힘근 공동운동(flexor synergy)

앉은 자세에서 환측 상지를 환측 귀에 가져가도록 한다. 이 때 어깨 은 90도 외 (abduction)되고, 외회

(outward rotation), 후인(retraction), 거상(elevation)되는지 검사한다. 팔꿈치 은 굽힘(flexion)이 되는지, 

아래팔은 회외 (supination)되는지 검사한다. 

0 :  수행 할 수 없다. 

1 : 부분 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 완 하게 수행할 수 있다.

2) 폄근 공동운동(extensor synergy) 

앉은 상태에서 환측 상지를 건측 무릎으로 향하도록 한다. 시작자세는 굽힘근 공동운동에서 시작하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스스로 시작자세를 취할 수 없다면 검사자가 도와주도록 한다. 어깨 은 내 (adduction), 내

회 (inward rotation)되는지, 팔꿈치 은 펴짐(extension)이 되는지, 아래팔은 회내 (pronation)되는지 검

사한다. 수는 굽힘근 공동운동과동일하다.

Ⅲ. 굽힘근과 폄근의 역동  공동운동과 혼합된 자발  움직임 수행(volitional motion performed mixing the dy-

namic flexor and extensor synergy) 

1) 환측 손을 능동 으로 요추로 가져가기(actively position the affected hand on the lumbar spine)

수는 력의 작용을 고려하여 손이 방 상부 장골능선(anterior-superior iliac crest)을 지나는지 여부를 

기 으로 검사한다. 기 을 넘으면 1 으로 처리한다. 

2) 어깨  90도 순수 굽힘(flex the shoulder to 90 degree in a pure flexion motion)

환자는 팔꿈치 이 완 히 펴진 상태와 아래팔이 회내 과 회외 의 간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자세를 유

지하면서 어깨를 90도 들어올린다.

0 : 검사 즉시팔꿈치가 구부러지거나 어깨가 벌어진다. 

1 : 팔을 올린 후 팔꿈치가 구부러지거나 어깨가 벌어진다. 

2 : 팔꿈치가 구부러지거나 어깨가 벌어짐이 없이 완 하게 수행한다. 

3) 아래팔 회내 -회외 (pronation-supination of the forearm) 

어깨 은 0도, 팔꿈치 은 90도 구부러진 상태에서 검사한다. 

0 : 검사 즉시 어깨와 팔꿈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아래팔 회내 -회외 을  수행하지 못한다.

1 : 제한된 범  내에서 능동 으로 아래팔 회내 -회외 을 수행하고 동시에 어깨와 팔꿈치 자세를 정확히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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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어깨와 팔꿈치 자세를 유지하면서 아래팔 회내 -회외 을 수행한다.

Ⅳ. 공동운동에서 독립된 자발  움직임 수행(volitional movements are performed with little or no synergy de-

pendence)

1) 어깨  90도 순수 외 (abduct the shoulder to 90 degree in a pure abduction motion) 

팔꿈치 을 완 히 펴고, 아래팔은 회내  자세를 취한다. 

0 : 검사 즉시 팔꿈치와 아래팔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깨 을 외 시키지 못한다.

1 : 어깨 을 부분 을 외 시킬수 있지만, 팔꿈치가 구부러지거나 아래팔의 회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다. 

2) 어깨  90~180도 순수 굽힘(flex the shoulder in a pure flexion motion from 90 to 180) 

수와 측정방법은 ? 단계에서 어깨  90도 순수 굽힘과 동일하다. 

3) 팔꿈치 이 완 히 펴진 상태에서 아래팔 회내 -회외 (pronate-supinate the forearm the elbow fully 

extended) 

팔꿈치 을 완 히 펴고, 어깨 은 30도 이상 90도 미만의 구부린 자세를 취한다. 수와 측정방법은 ? 

단계의 아래팔 회내 -회외 과 동일하다.

Ⅴ. 정상 반사활동(normal reflex activity) 

상완 이두근, 삼두근, 손가락 굽힘근의 반사활동을 검사한다. 

0 : 세 가지 상성 반사  두 가지 이상 과활동(hyperactivity)되어 있다. 

1 : 한 가지 반사만 과활동 되어 있거나 어도 두 가지 반사가 증가되어 있다. 

2 : 오직 한 가지 반사만 증가되어 있고 과활동 된 반사가 없다. 

B. 손목(wrist) 

세 가지 손목 근육의 기능을 평가한다. 세 가지 기능  두 가지는 팔꿈치 의 자세를 변경하여 검사한다. 

1) 어깨  0도 상태에서 15도 등쪽 굽힘 손목  안정성(wrist stability in approximately 15 dorsal flexion is 

tested with the shoulder in 0 degree) 

어깨  0도, 팔꿈치  90도 굽힘, 아래팔은 회내 시킨 상태에서 손목 을 15도 정도 등쪽으로 구부리

도록 한다. 팔꿈치를 유지하지 못하면, 검사자가 도와주도록 한다. 

0 : 검사 자세에서 손목 을  등쪽으로 구부리지 못한다. 

1 : 등쪽 굽힘된 자세를 만들 수 있다. 

2 : 항(slight resistance)에 항하여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2) 1)번 검사자세에서 손가락이 다소 굽 진 상태에서 손목 을 최 한 등쪽으로 구부리고 배쪽으로 구부리는 

것(volarflexion)을 반복하도록 지시한다. 

0 : 자발  움직임이  없다. 

1 : 자발  움직임이 있지만, 체 가동범 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2 : 체 가동범 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 

3) 팔꿈치 이 완 히 펴진 상태에서 15도 등쪽 굽힘 손목  안정성 

어깨 이 굽힘, 외 된 상태에서 팔꿈치 을 완 히 펴고, 아래팔을 회내 시킨다. 수와 검사방법은 1)

과 동일하다. 

4) 팔꿈치 이 완 히 펴진 상태에서 손목 을 반복해서 움직이도록 한다. 

수와 검사방법은 2)번과 동일하다. 

5) 손목  회선운동(circumduction of the w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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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손목의 회선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1 : 불완 한 손목 회선운동이 일어난다.

2 : 정상 인 회선운동이 일어난다. 

C. 손(hand) 

일곱 가지 세부항목을 검사한다. 이  다섯 가지는 손가락 근육의 서로 다른 형태의 잡기 능력(grasp ability)을 

검사한다. 검사자는 팔꿈치  90도 굽힘된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 다. 그러나 손목은 지지하여 주지 않는다. 

1) 손가락 체 굽힘(mass flexion)

0 : 손가락 구부러지지 않는다. 

1 : 약간 손가락이 구부러진다. 

2 : 건측과 비교하여 완 하게 손가락이 구부러진다. 

2) 손가락 체 폄(mass extension) 

손가락이 완 히 구부러진 상태에서 검사한다. 능동 으로 손가락을 굽히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자가 수동 으

로 구부린 상태를 만들어 주도록 한다.

수와 검사방법은 1)과 같다. 

3) 잡기 A(grasp A) 

2～5번째 손가락 손허리 (metacarpophalangeal joint)을 펴고, 근  지 과 원  지 (proximal and 

distal interphalangeal joints)을 구부린다. 건측과 마주 잡게 하고 항을 주어 당기도록 한다. 

0 : 잡기자세를 취할 수 없다.0

1 : 잡기가 약하다. 

2 : 항에 항하여 잡기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4) 잡기 B(grasp B) 

엄지손가락 내 만을 검사한다. 엄지손가락의 손가락 손허리 과 지 을 0도가 되도록 유지한다. 종이조

각을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여 잡도록 지시한다. 

0 : 엄지손가락 내 을 수행할 수 없다. 

1 :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종이를 끼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당기는 항에 유지하지 못한다. 

2 : 당기는 항에 유지하여 종이를 잡고 있을 수 있다. 

5) 잡기 C(grasp C)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서로 맞닿게 하도록 지시한다(연필과 같은 물체를 잡도록 지시한다). 수와 

검사방법은 4)와 동일하다. 

6) 잡기 D(grasp D) 

작은 캔과 같은 원통형 물체를 잡도록 한다.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여 잡도록 한다. 수와 평

가방법은 4)와 동일하다. 

7) 잡기 E(grasp E) 

테니스공과 같은 둥근 물체를 잡도록 한다. 엄지손가락을 외 시키고, 2~5번째 손가락을 외 , 굽힘시켜 물체

를 잡도록 지시한다. 수와 검사방법은 4)와 동일하다. 

D. 상지 응능력(coordination) 

손가락-코 닿기 검사(finger-to-nose test)를 용한다. 두 번째 손가락으로 환자의 코와 검사자의 손가락을 가능

한 빨리 다섯 번을 닿게 한다.

1) 진 (tremor) 

0 : 심한 진 을 보인다. 

1 : 약한 진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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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진 이 없다. 

2) 겨냥이상(dysmetria) 

0 : 심한 겨냥이상을 보인다. 

1 : 가벼운 겨냥이상을 보인다. 

2 : 겨냥이상이 없다. 

3) 속도(speed) 

건측과 비교하여 움직임의 신속함을 평가한다. 

0 : 검사 시 다섯 번 반복하는 시간이 6  이상 소요된다. 

1 : 2～5  정도 소요된다. 

2 : 2  미만 소요된다. 

상지의 운동기능 수는 66 이다. 

E. 엉덩/무릎/발목(hip/knee/ankle) 

Ⅰ. 환자를 편하게 눕힌 자세에서 무릎 건반사(patella tendon reflex), 굽힘 반사(knee flexor reflex), 아킬 스건 

반사(Achilles tendon reflex)를 검사한다. 수와 검사방법은 상지의 ?과 동일하다. 

Ⅱ. 상지에서 정의한 단계와 같다. 

1) 굽힘근 공동운동(flexor synergy) 

검사자는 환자를 편하게 눕힌 상태에서 엉덩 (hip joint), 무릎 (knee joint), 발목 (ankle joint)을 

구부리도록 지시한다. 이 때 엉덩 의 외 과 외회 을 동시에 검사한다. 

0 : 움직임을 수행할 수 없다. 

1 : 부분 으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다.

2 :  가동범 에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다. 

2) 폄근 공동운동(extensor synergy) 

굽힘근 공동작용의 끝부분에서 시작하여 엉덩 , 무릎 , 발목 을 펴도록 지시한다. 이 때 검사자는 

력의 작용을 최소화하기 하여 약간의 항을 주도록 한다. 엉덩 의 내 을 포함하여 검사한다.

0 : 수행할 수 없다. 

1 : 약간 근력이 있다. 

2 : 건측과 비교하여 정상에 가까운 근력이 있다. 

Ⅲ. 환자에게 의자나 침상 끝에 앉은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1) 무릎  90도 이상 굽힘(knee flexion beyond 90) 

0 : 능동 인 움직임이 없다. 

1 :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는다. 

2 :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진다. 

2) 발목  등쪽 굽힘(ankle dorsiflexion) 

0 : 수행할 수 없다. 

1 : 능동 으로 발목을 약간 들어올릴 수 있다. 

2 : 건측과 비교해서 정상 으로 발목을 들어올릴 수 있다. 

Ⅳ. 환자에게 선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1) 무릎  90도 이상 굽힘(knee flexion beyond 90) 

0 : 엉덩 을 동시에 구부리지 않으면 무릎을 구부릴 수가 없다. 

1 : 무릎을 구부릴 수 있지만, 90도를 넘지 않는다. 

2 : 엉덩 의 움직임 없이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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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목  등쪽 굽힘(ankle dorsiflexion) 

수와 검사방법은 ? 의 2)와 동일하다. 

Ⅴ. 정상 반사활동(normal reflex activity) 

수와 검사방법은 상지와 동일하다.

F. 하지 응능력(coordination) 

편하게 운 상태에서 환측 다리 뒤꿈치로 건측 다리 정강이(shin)를다섯 번 가능한 빠르게 왕복하도록 한다

(heel-to-shin test). 세부항목과 검사방법은 상지의 응능력 검사와 동일하다.

하지의 운동기능 수는 34 이다. 

상지와 하지 운동기능의 체 수는 100 이다. 

G. 균형(balance) 

1) 지지없이 앉기(sit without support) 

0 : 환자는 의자에 등을 기 거나, 쿠션을 필요로 하거나, 벨트로 몸통을 고정하는 등 최  지지 없이는 혼자 

앉을 수 없다. 

1 : 다리를 바닥에 닿지 않고 잠시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다.

2 : 지지없이 어도 5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다. 

2) 건측으로 낙하산 반응(parachute reaction in non-affected side) 

환자에게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을 감거나 가리고 건측으로 민다. 

0 : 넘어지는 것을 막기 해 어깨  외 , 팔꿈치 을 펴지 않는다. 

1 : 낙하산 반응이 손상되어 있다. 

2 : 정상 인 반응이 나온다. 

3) 환측으로 낙하산 반응(parachute reaction in affected side) 

수와 평가방법은 2)와 동일하다. 

4) 지지하고 서기(supported standing)

0 :  서 있을 수 없다. 

1 : 최 한 도움으로 서 있을 수 있다. 

2 : 약간의 도움을 받고 어도 1분 이상 서 있을 수 있다. 

5) 지지없이 서기(stand without support) 

0 : 지지없이 서 있을 수 없다. 

1 : 1분 정도 서 있을 수 있지만, 다소 흔들림이 있다. 

2 : 안 도구 없이 1분 이상 서 있을 수 있다. 

6) 건측으로 한발 서기(stand on non-affected leg) 

0 : 건측 한 발로 4  이상 서 있을 수 없다. 

1 : 한 발로 4~9  정도 서 있을 수 있다. 

2 : 10  이상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다. 

7) 환측으로 한발 서기(stand on affected leg) 

균형 항목의 최  수는 14 이다. 

H. 감각(sensation) 

1) 각(light touch) 

검사자는 환자의 팔과 손바닥, 다리와 발바닥 표면을 건측과 같은 강도로 만지면서 각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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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감각이 없다(anaesthesia). 

1 : 감각 하나 과민감각(dysaesthesia/hypaesthesia)을 보인다. 

2 : 감각이 정상이다. 

2) 치감각(position sense) 

검사자는 상지의 엄지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의 치감각을 검사한다. 하지는 엉덩, 무릎, 발목, 엄지발가

락 의 치감각을 검사한다. 환자는 을 가리거나 감고, 의 움직임을 말로 표 하거나 건측으로 어느 정

도 이 치하고 있는지 표 하도록 한다. 검사자는 최소한의 만을 하도록 한다. 

0 : 치감각을 인지하지 못한다. 

1 : 치감각의 차이를 보이며, 어도 3/4정도 치감각을 인지한다. 

2 : 정확하게 치감각을 인지한다. 

감각검사의 체 수는 24 이다. 

I. 가동범 와 통증(range of motion and pain) 

가동범 는 미국 정형의학 회(American Academy of Orthopedic Surgeons)의 기 에 해서 검사한다. 

가동범 는 건측과 비교해서 검사한다. 

1) 가동범 (range of motion) 

0 :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1 : 상당부분 가동범 가 제한되어 있다. 

2 : 정상 가동범 를 보인다. 

2) 통증(pain) 

0 :  움직임 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1 : 약간 통증이 느껴진다. 

2 : 통증이 없다.

가동범 와  통증의 체 수는 각각 44 이다. 

총 은 226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