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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있어서 Berg 균형척도, Timed Up & Go 검사, 
기능  독립평가(FIM)의 상 계

황수진3)

사랑의 집 물리치료실

이수 , 이정아
연세 학교 학원 재활학과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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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rg Balance Scale (BBS) scores, Timed Up 

& Go (TUG), Functional Independent Measure (FIM), and subject characteristics. All of the 18 subjects 

were women between the ages of 68 and 91 (mean=80.2, SD=5.43), and they all lived at the nursing 

home in Wonju. Balance was measured using BBS, and functional mobility was measured using TUG. 

FIM was used to evaluate functional independence. Data were analyzed using Spearman correl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between BBS and TUG (r=-.486, p<.05). There we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otal FIM and BBS, TUG. The FIM items "locomotion" and 

"communication" showed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BBS and TUG. The results suggest 

that FIM may be able to predict dangerous falls in elderly people.

Key Words: Berg balance scale; Elderly people; Functional independent measure; Timed Up & Go 

test. 

Ⅰ. 서론

노인과 연 된 주요한 문제   하나는 넘어짐

(falling)에 한 민감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Lord 등, 

2001). 넘어짐은 갑작스럽고 우연한 균형상실로 신체의 

일부분이 지면, 계단, 혹은 의자와 같은 다른 표면에 닿

는 것을 말한다. 노인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직 으로 

찰과상과 타박상 같은 외상, 염좌, 그리고 골  등을 야

기하고(Lord 등, 2001), 독립 인 일상생활동작의 기능

과 활동을 손상시켜 가정  사회에서 독립 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신감 상실과 우울증, 그리고 심하게

는 사망조차 야기할 수 있다(Gualnik 등, 1994; Odding, 

1994). 통계 으로 75세 이상의 노인의 사망원인  7

를 넘어짐이 차지한다(Ochs 등, 1985). 그러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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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학  진단이 넘어짐 험요인에 기여하는 정도는 

질환과 련하여 그 심각성이 개인 간에 매우 다양하기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특히 넘어짐은 연령과 

련된 감각운동기능이 감소되고 무 , 약물복용, 혹은 

사소한 질환 등의 증명되지 않은 의학  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뚜렷이 나타난다. 따라서 넘어짐에 한 정의

와 그 원인들에 하여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치료사는 환자에게 그들의 넘어짐의 빈도와 특성에 

하여 효율 으로 질문하고 균형에 한 다양한 험요

인을 가진 치에서 보다 한 재활 략을 제공할 수 

있다(Shumway-Cook과 Woollacott, 2000). 그리고 효과

인 재활 략은 반드시 손상을 확인하고 한 치료

를 제공하여 기능을 회복하고 는 기능부 을 방지하

여야 하며, 알려진 측정도구와 함께 평가도구를 이용하

여 치료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한 일상생활동작 동

안 움직임은 범 하고 다양하며 넘어짐의 원인이 포

이기 때문에, 넘어짐을 평가하기 해서 로토콜 

발 은 정신  안녕, 건강상태, 환경과 넘어짐의 효율성

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이나 환자를 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시간이 

무 길어서는 안 된다(넘어짐의 험요인을 평가하기 

한 검사방법들이 있지만, 이 검사방법들은 여러 질환

이 있는 환자, 독립생활을 하는 노인, 같은 연령층의 보

다 활동 인 노인을 상으로 넘어짐을 견하기에는 

부정확하다. 그래서 노인의 넘어짐 험요인을 정의하

기 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방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

이 일반 이며, 가장 자주 이용되는 기능  평가도구에

는 Berg 균형척도, Timed Up & Go 검사 (TUG), 기능

 뻗기 검사(Functional Reach Test), Tinetti 실행 주

의 움직임(Performance-Oriented Mobility), 동  보행

지표(Dynamic Gait Index), 100% 안정성 제한 검사

(Limits of Stability Test), 균형에 한 감각반응의 수

정 임상 검사(Modified Clinical Test of Sensory 

Interaction for Balance: Modified CTSIB), 넘어짐의 효

율성척도(Falls Efficacy Scale: FES), 활동 주의 균형 

신뢰도(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 ABC) 

등이 있다.

Berg 균형척도는 정  균형능력과 동  균형능력을 

객 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써 Berg 등(1989)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평가도구는 매일 일상생활에서 일반

으로 수행되는 14개 항목의 기능 인 과제들로 구성되

어 있고, 본래 노인 뇌졸  환자를 평가하기 하여 만

들어진 도구로써 회복의 민감한 측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 노인의 넘어짐을 견하는데 이용되며(Berg 등, 

1992)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효과를 평가하

는데도 이용된다(Harada 등, 1995; O'Sullivan과 

Schmitz, 2000). TUG는 객 성과 신뢰도를 개선하기 

해서 Podsiadlo와 Richardson에 의해 개발된 방법이

다(O'Sullivan과 Schmitz, 2000). 이 검사는 노인의 균

형능력과 기능 인 운동성을 평가하여 넘어짐의 험을 

측하기 하여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허약한 노인

뿐만 아니라, 뇌졸 , 킨슨병, 염질환이 있는 환

자에게도 용되고 있다(Morris, 2001). 기능  독립평

가(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는 신체장

애에 한 의학  재활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설계된 

신체 , 정신  그리고 사회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로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FIM은 개인별로 요구되

는 보조의 수 을 완 독립에서 완 보조까지 기능 인 

상태로 수화한 것이다(O'Sullivan과 Schmitz, 2000). 

이처럼 FIM은 일상생활동작 검사와 더불어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기능 인 평가도구로써 환자의 장애수

을 측정하며, 국내에서는 주로 뇌졸  환자의 입․퇴

원을 결정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한 뇌졸  환

자의 넘어짐 험요인을 견하기 해서 사용되고 있

다(Teasell 등, 2002).

노인의 넘어짐을 방지하여 독립 인 일상생활동작의 

기능  운동성을 유지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지속

인 독립된 삶을 하고 궁극 으로는 삶의 질을 향

상에 목표를 둔 넘어짐에 한 험요인을 견과 균형

을 평가하기 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었다(Boulgardes 

등, 2003; Chiu 등, 2003; Dite와 Temple, 2002; Hatch, 

2003; Podiadlo와 Richardson, 1991; Shumway-Cook 

등, 1997; Steffen 등, 2002). TUG와 Berg 균형척도 모

두 균형능력과 넘어짐 험요인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균형의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것이다. Berg 균형척

도는 앉기와 서기에서 기능 으로 기본 인 활동 동안 

균형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TUG는 일정시간 동안 발

생하는 보행이동에 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평가

한다(Hatch 등, 2003). 다양한 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의 

넘어짐에 한 험요인을 견하기 해서는 가능한 

한 신체 내 인 험요인과 신체 외  혹은 환경 인 

험요인에 한 명확한 이해와 보다 정확한 평가가 

요하다. 하지만 지 까지 사용되어 왔던 평가도구들은 

앉은 자세, 선 자세, 그리고 보행과 련된 균형과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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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 편차 범

연령(세)  80.2 (5.43) 68～91

신장(㎝) 146.2 (7.12) 158～133

체 (㎏)  48.7 (8.00) 64～36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N=18)

성을 평가하는데 국한되어 있고, 일상생활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검증해 낼 수 있는 평가

도구를 이용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목 은 노인의 

넘어짐 험요인에 한 보다 정확한 견을 하여 

재 사용되고 있는 Berg 균형척도, TUG, 그리고 일상생

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FIM의 상 계를 보고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원주시에 소재한 노인 문 요양원에 거주

하는 여성 노인 18명을 상으로 하 다(표 1). 상자

의 평균 연령은 80.2 세 으며, 신장은 146.2 ㎝이고, 체

은 48.7 ㎏이었다. 연구 상자의 선정기 은 최근 1년 

동안 넘어짐의 경험이 없는 자로 5 m 이상을 쉬지 않

고 독립보행할 수 있고, 독립보행을 하는데 장애가 되

는 정형외과  질환과 신경외과  질환이 없는 노인으

로 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상자는 내용을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험 에 본 연구의 목 과 방

법에 하여 상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 인 

동의를 얻었다.

  2. 측정도구

가. 기능  독립평가(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FIM은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한 도

구로 검사자가 간편하게 피검자의 일상생활활동을 찰

하여 채 한다. 수집된 FIM 수는 각 항목은 7 에서 

1 까지 채 이 가능하며 FIM의 검사항목은 자조활동

(6항목), 약근 조 하기(2항목), 움직이기 이동하기(3

항목), 보행(2항목), 의사소통(2항목), 사회인지(3항목)로 

총 18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Granger 등, 

1993). 총 은 최소 18 에서 최  126 으로 수가 

높을수록 피검자의 일상생활동작 수 이 독립 임을 의

미한다. 이 측정도구는 검사자간 신뢰도는 r=.89로 신뢰

할 만한 도구이다(Asher, 1996).

나. Berg 균형척도

Berg 균형척도는 정  균형능력과 동  균형능력을 

객 으로 평가하는 척도로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크게 앉기, 서기, 자세 변화 3개 역으로 나  수 있으

며 최소 0 에서 최고 4 을 용하여, 총 은 56 이

다. 앉기항목은 의자의 등받이에 기 지 않고 바른 자

세로 앉기, 서기 항목으로는 잡지 않고 서 있기, 두 

을 감고 잡지 않고 서 있기, 두 발을 붙이고 잡지 않고 

서 있기, 한 다리로 서 있기,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돌아

보기,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리기, 한 발 앞에 다

른 발을 알자로 두고 서 있기, 선 자세에서 앞으로 팔

을 뻗쳐 내 기, 자세 변화 항목으로는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선 자세에서 앉기,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

기, 제자리에서 360° 회 하기, 일정한 높이의 발  

에 발을 교 로 놓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는 

측정자 내 신뢰도 r=,99와 측정자간 신뢰도 r=.98로 높

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 도구이다(Berg 등, 1989; 

Bogle Thorbahn과 Newton, 1996).

다. Timed Up & Go 검사 (TUG)

TUG는 기본 인 운동성과 균형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이 방법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3 

m 거리를 걸어서 다시 되돌아와 의자에 앉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30  이상이면 기  이동 능력이 

의존 이고 혼자서 실외 이동을 할 수 없다고 보고하

다. 이 검사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r=.99이고, 측정자간 

신뢰도는 r=.98로 신뢰할 만할 도구이다(Podisadlo와 

Richardson, 1991). 연구에 의하여 부분의 정상성인은 

측정값이 10  이하이며, 허약한 노인이나 불능을 가진 

사람은 11～20 가 걸리며 20  이상은 기능 인 운동

손상을 지 한다고 하 다. 이 검사는 노인의 균형능력

과 기능 인 운동을 평가하여 넘어짐의 험을 측하

기 하여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허약한 노인뿐만 

아니라, 뇌졸 , 킨슨질환, 염질환이 있는 환자에

게도 용되고 있다(Morris, 2001).

  3. 실험 차 

일상생활활동을 평가하기 하여 FIM 검사는 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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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 편차 범

약물복용 개수

보조기구

완 독립보행

지팡이사용

한국  간이 정신상태 검사( )

엉덩  굽힘 가동범 ( ˚ )

엉덩  폄 가동범 ( ˚ )

발목  굽힘 가동범 ( ˚ )

발목  폄 가동범 ( ˚ )

2.89

17(명)

1(명)

26.22

94.72

 3.06

 5.00

22.22

(1.32)

 94.44%

  5.55%

(2.29)

(13.34)

(3.04)

(5.15)

(3.92)

0～5

22～30

70～110

0～10

-5～20

15～30

표 2. 연구 상자의 넘어짐과 련된 험인자 특성

(N=18)

평균 표 편차 범

BBS

TUG

FIM

 44.22

 14.44

113.06

(7.64)

(2.09)

(7.53)

29～56

11～20

94～122

표 3. Berg 균형척도(BBS), Timed Up & Go 

(TUG) 검사, 기능  독립평가(FIM) 비교

BBS TUG

TUG

FIM

-.486*

.103
-.444

*p<.05

표 4. Berg 균형척도(BBS), Timed Up & Go 검사

(TUG), 기능  독립평가(FIM) 상 계수

목마다 상자의 일상생활을 잘 알고 있는 치료사에 의

하여 측정되었다. 측정은 평소 자조생활, 주변인과의 

계, 의료진의 지시에 따른 반응, 당면한 문제에 한 해

결능력, 장․단기 기억력 등에 기 하여 실시하 다. 

Berg 균형척도 측정 시 공간은 물리치료실로 바닥은 

평평한 장 으로 깔려있었다. 실험자는 상자에게 “지

부터 제 지시에 따라 움직여 보세요.” 라고 말한 후 

1번부터 14번 항목을 순서 로 검사하 다. 지시는 구

두로 한 번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자의 이해

가 부족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두 번 연속 지시를 

하 다. 1～14번 항목을 수행하던  피로감을 배제하

기 하여 5번, 10번 항목을 시행한 후 30 간의 휴식

기간을 두었다. 

TUG는 바닥에 테이 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거리와 

반환 을 표시했다. 상자가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 검사자는 상자에게 “일어나서 테

이 로 표시된 곳까지 걸어와서 다시 되돌아가 의자에 

앉으세요.” 라고 지시한다. 1번의 연습과정을 거친 후 3

회 반복측정한 값을 평균내었고 측정값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다.

  4. 분석방법

노인의 FIM, Berg 균형척도, TUG와 상 계를 분

석하기 해서 스피어맨 상 분석(Spearman correla-

tion)을 이용하 다. 그리고 항목별 FIM과 일반  특성, 

Berg 균형척도, TUG의 상 계를 스피어맨 상 분석

을, 통계 인 유의성을 검정하기 해 유의수  α는 .05

로 정하 고, 수집된 자료는 상용통계 로그램인 도

용 SPSS version 11.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Ⅲ. 결과 

  1. 연구 상자의 넘어짐과 련된 험인자 

특성

연구 상자의 넘어짐과 련된 험인자 특성에서 

평균 연령은 80세 이상의 여성 노인 18명으로 하 다. 

재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 갯수는 평균 2.89 으며,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은 18명  1명만이 지팡

이를 사용하고 나머지 17명은 완 독립보행을 하 다. 

한국  간이 정신상태 검사 수는 평균 26.22 이다. 

엉덩  굽힘 가동범 는 94.72˚이고 폄 가동범 는 

3.06˚이다. 한 발목  굽힘 가동범 는 5.00˚이고 폄 

가동범 는 22.22˚이다(표 2).

  2. Berg 균형척도(BBS), Timed Up & Go 검

사 (TUG), 기능  독립평가(FIM) 비교

Berg 균형척도 수는 평균 44.22 , TUG에서는 평

균 14.44 , FIM에서는 113.06 이었다(표 3).

  3. Berg 균형척도(BBS), Timed Up & Go 검사 

(TUG), 기능  독립평가(FIM) 상 계수

Berg 균형척도 수와 TUG 검사에서 r=-.486의 음

의 상 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4).

  4. 항목별 기능  독립평가(FIM)와 일반  특

성, Berg 균형척도, TUG와의 상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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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활동
약근

조 하기

움직이기

이동하기
보행 의사소통 사회 응

 연령(세)

 신장(㎝)

 체 (㎏)

 약물복용 개수

 한국  간이 정신상태 검사( )

 엉덩  굽힘 가동범 ( ˚ )

 발목  굽힘 가동범 ( ˚ )

 BBS

 TUG

-.233

 .230

 .296

-.137

  .647*

-.013

 .052

-.070

-.365

-.024

-.070

 .047

 .024

 .406

-.168

 .347

 .094

-.145

.058

.097

   -.153

   -.254

    .226

   -.003

   -.200

   -.155

   -.120

-.237

  .496*

-.007

-.164

 .185

  .533*

 .013

  .577*

-.338

-.228

 .450

 .128

 .017

  .548*

 .074

-.122

 .056

 -.474*

-.047

 .365

-.155

 .000

  .589*

 .284

-.173

 .040

-.422

*p<.05

표 5. 기능  독립평가(FIM) 항목과 일반  특성, Berg 균형척도(BBS), Timed Up & Go 검사 (TUG)와의 상 계수

FIM의 보행항목과 신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p<.05), 한국  간이 정신상태 검사는 FIM의 자조활

동과 의사소통, 사회 응항목에서 각각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p<.05). FIM의 보행항목과 Berg 균형척도

에선 유의한 상 계가 있었고(p<.05) FIM의 의사소

통항목과 TUG에선 음의 상 계수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5)(표 5).

Ⅳ. 고찰

본 연구는 노인의 넘어짐 험요인에 한 보다 정

확한 견을 하여 재 사용되고 있는 Berg 균형척

도, TUG,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FIM

의 상 계를 보고자 평균 연령 80세 이상의 여성 노

인 18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노인을 치료하는데 주된 은 넘어짐을 유발하는 

험요인을 감소시켜 넘어짐을 방하는 것이다. 그러

나 단순한 생리학  측면에서 노인의 넘어짐을 견하

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de Hoon 등, 2003). 넘어짐은 

정형외과 , 신경학 , 약학 , 감성  혹은 인지 , 그

리고 인구학  변수들과 같은 내재  요인들(intrinsic 

factors)과 외재 (extrinsic) 혹은 환경  요인들

(environmental factors)로부터 야기된다(Lord 등, 2003). 

넘어짐 유발을 증가시키는 정형외과  변수들은 퇴근

육 힘의 감소, 발목  가동범  감소, 손상된 운동성 

그리고 손상된 보행(움직임과 힘의 감소로 발끝 떼기와 

발 들기의 감소) 등이 포함된다. 신경학  요인들은 보

다 느려진 반응시간(slower reaction times), 감소된 시

각의 민성(decreased visual acuity)과 시지각, 고유수

용성감각과 진동감각의 손상, 균형손상, 정계의 변화

(어지럼증, 균형과 보행변화), 그리고 추통합능력의 

결함(deficits of central integrative ability) 등이 있다. 

약학과 련된 변수들은 세 가지 이상의 약물복용, 항

고 압제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기립성 압, 디곡신

(digoxin)과 같은 부정맥 약물복용, 향정신약의 복용, 

항우울제와 수면제의 복용 등이다. 한 우울증, 손상된 

인지력, 넘어짐에 한 두려움, 사회 으로 분리된 환경

(독거노인)과 같은 감성 이고 인지 인 요인들이 넘어

짐의 발생률 증가와 연 되어 있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

다(Lewis 등, 2003). 이러한 험요인들 에서 한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넘어짐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부분의 

넘어짐은 여러 요인들의 결함으로 야기된다고 본다. 

한 만성질환이 다양한 노인들은 알려진 질환이나 손상

이 없는 노인들보다 넘어짐에 한 높은 발생률을 가지

고 있다(Mecagni 등, 2000; Odding, 1994; Wykman, 

1989).

본 연구는 노인의 넘어짐 험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견하기 하여 Berg 균형척도와 TUG 검사와 함께 

기존에 의학  재활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인 FIM을 이

용하여 세 가지 평가도구간의 상 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 상자는 최근 1년 동안 넘어짐 경험이 

없는 68세부터 91세의 여성 노인으로 하 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노인들은 기억력 감퇴, 집 력 하, 주

의산만, 두려움, 불안감 등으로 자료수집 과정에서 일

성과 신뢰성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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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상자이외에 생활지도원과 간

호사에게 질문조사, 간호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상

자의 과거력과 일반 인 특성을 객 화하려 노력하

다. 

Berg 균형척도는 일상생활에서 수행되는 14개의 기

능 인 과제로 구성된 균형능력 평가도구로써 검사-재

검사 신뢰도와 측정자간 신뢰도가 높은(.95) 평가도구이

다(O'Sullivan과 Schmitz, 2000). Berg 균형척도 수는 

평균 44.22인데, 이 수는 일반 으로 넘어짐 험이 

있다고 보는 45 (Bogle-Thorbahn과 Newton, 1996; 

Riddle과 Stratford, 1999; Shumway-Cook 등, 1997)보

다 작은 값이고, Chiu 등(2003)이 넘어짐군과 비 넘어

짐군의 비교실험에서 1회 넘어짐 경험이 있는 환자의 

평균값인 41.65보다 큰 값이다. 이는 측정된 상자들이 

앞으로 넘어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Original Get Up & Go 검사는 기본 인 운동과 균

형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Mathias(1986)에 의하여 개

발되었다. 이 측정방법은 물리치료사들에서는 높은 신

뢰도를 보여 주었지만(.85), 의사들에서는 단지 등도

의 신뢰도만을 보여주었다(.69). 그래서 객 성과 신뢰

도를 개선하기 하여 Podsiadlo와 Richardson(1991)에 

의해 개발된 방법이 TUG이다. TUG 검사는 검사-재검

사 신뢰도와 측정자간 신뢰도가 매우 높다(.98). 연구에 

의하면 TUG 측정값이 정상성인은 10  이하이며, 허

약한 노인이나 불능을 가진 사람은 11～20 가 걸리고, 

20  이상은 기능 인 운동성 손상을 지 한다고 하

다(O'Sullivan과 Schmitz, 2000). 한 Bischoff 

등(2003)은 65세부터 85세까지의 지역사회 노인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 12  이하의 측정값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TUG 수가 평균 14.44 는데, 이 수치

는 지 까지 TUG를 이용한 연구들보다 다소 높은 경

향을 보이는데 본 연구 상자들의 연령이 68세부터 91

세로 Bischoff 등(2003)이 실험한 상자들보다 연령 분

포가 고령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Siggeirdottir 등

(2002)은 의자 높이의 차이에 따른 TUG 결과가 다르

다고 보고하 다. 측정오류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엉

덩 과 무릎 이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자의 

하지 길이에 맞추어 조 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모든 상자의 실험에

서 42 ㎝ 높이의 의자를 이용하 다.

Morris 등(2001)에 의하면 TUG는 보행속도(r=-.55), 

Berg 균형척도(r=-.72) 그리고 Bartel 지수(r=-.51)와 

간 정도의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한 

Steffen 등(2002)은 TUG가 보행속도(r=.75), 자세동요

(r=-.48), 보폭(r=-.74), Barthel 지표(r=-.79), Berg 균형

척도(r=-.76) 그리고 기능  계단검사(r=.59)와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Berg 균형척도

와 TUG는 음의 상 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FIM은 장애정도를 증명하고 재활결과를 측정하기 

하여 만들어진 도구이다. FIM의 측정자간 신뢰도는 

심리측정 수행 조건에 맞는 기 , FIM의 표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 환자의 기능 인 수 에 변화를 획득하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측정자간 신뢰도가 .90～.99

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90～.93이다(Ottenbacher 

등, 1996). Teasell 등(2002)은 뇌졸  환자의 넘어짐 발

생률을 결정하고, 넘어짐의 빈도와 특성을 평가하며, 넘

어짐의 험요인을 견, 기능  결과, 그리고 손상을 

확인하기 하여 FIM과 Berg 균형척도 등의 도구로 

환자를 평가하 는데, 넘어짐을 경험한 상자들은 

FIM과 Berg 균형척도의 수가 낮았다. 본 연구에서, 

FIM의 보행항목과 일반 인 특성인 신장은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한국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와 

FIM의 항목  자조활동,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 응이 

등도의 상 계를 보 다. 엉덩  굽힘 가동범

는 FIM의 보행항목과 상 계가 있었고, 발목  굽

힘 가동범 는 상 계가 있는 항목이 없었다. Berg 

균형척도와 FIM의 보행항목, TUG는 FIM의 의사소통

항목과 상 계가 있었다. 이 측정결과는 FIM이 뇌졸

 환자뿐만 아니라 노인의 넘어짐의 험요인을 견

하는 평가도구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

으로 FIM은 뇌졸  환자를 상으로 신체장애의 정도

를 측정하여 입․퇴원을 결정(Oczkowski와 Barreca, 

1993), 정형외과  환자의 운동성과 포 인 재활 로

그램의 기간 사이의 상 성(Kirk-Sanchez와 Roach, 

2001), 뇌졸  환자의 험요인을 견(Teasell 등, 

2002) 등을 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뇌졸

 환자의 입․퇴원을 결정하는 도구로만 이용되어왔

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 까지 국내에서는 뇌졸  환자

를 상으로만 사용하 던 FIM을 노인의 넘어짐 험

요인을 견하는데 이용하기 해 기존에 쓰이고 있는 

Berg 균형척도, TUG와 FIM 간의 상 계를 증명하

다는데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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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상자의 은 수와 Berg 균형척도와 TUG 시 

사용하 던 의자의 고정된 높이를 개선하여 보다 포

이고 유동 인 연구를 제시하는 바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FIM과 

TUG와 Berg 균형척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실시하 다. 연구 상자는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하는 

노인 문 요양원에 있는 평균 연령 80세 이상의 여성 

노인 18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Berg 균형척도와 TUG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2.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FIM의 항목인 보

행과 일반  특성인 신장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5), FIM의 항목인 자조활동과 의사소통은 한

국  간이 정신상태 검사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3. FIM 항목인 보행과 엉덩  굽힘 가동범 , 

Berg 균형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FIM 항목인 의사소통과 TUG에서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5).

본 연구의 결과로 지 까지 국내에서는 뇌졸  환자

를 상으로만 사용하 던 FIM을 노인의 넘어짐 험

요인을 견하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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