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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WOMAC) is a valid and widely

used instrument for the assessment of osteoarthritis patients. In this study, data was obtained from the

out-patients with painful osteoarthritis of the knee. One hundred-three out-patients were interviewed by

physical therapists. In an exploratory way, a Korean version of the KWOMAC was analyzed for unidi-

mensionality, item separation, and item difficulty using the Winsteps programs. Ninety-five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of the knee over 65 years were analyzed for Rash analysis. In the analysis several func-

tional items poorly fit to the model. These items included heavy domestic duties and standing. In
the pain domain, one item (at night while in bed) did not fit the model. In the stiffness domain one
item (after sitting, lying, or resting later in the day) did not fit the model. Although 4 items from the
3 domains (pain, stiffness, function domain) do not fit well, the KWOMAC domains were confirmed by

Rasch analysis. Thus the KWOMAC needs to be further examined before it can be used to properly de-

termine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with OA.

Key Words: Korean Western Ontario McMaster; Osteoarthritis of the knee; Rasch analysis.

Ⅰ. 서론

골관절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0년부터 2010

년까지를 골과 관절의 해(Bone and Joint Decade)로

명명한 기간 동안 주요 질환 중 하나로 지정되어왔다.

무릎 골관절염은 신체 불능이 초래되는 어려움을 주는

주요 질환으로 유병률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한

다(Creamer 등, 2003). 더욱이 무릎과 고관절의 골관절

염으로 인해 통증과 기능불능은 건강관련 삶의 질(the

generic Health Assessment Questionnaire: HRQoL)과

직결된 문제이다(Wolfe와 Kong, 1999). 또한 골관절염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골관절염

으로 인한 질병의 정도(심각성)를 설명하고 예측하며

측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얼

마나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며 측정 시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변화를 민감하게 찾아내는 도구가 임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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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욱 간단하면서도 쉽게 점수산출이 가능한 것을 필

요로 한다(Bellamy, 2005).

The Western Ontario MacMaster(WOMAC)는 의학

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관절염환자와 무릎과 고관절전

치환술을 받은 환자에게 적용 시 타당도와 신뢰도 그리

고 반응성이 여러 연구들에서 검증되어 일반적으로 광

범위하게 사용되는 도구이다(Bellamy 등, 1988; Stucki

등, 1998; Tubach 등, 2005; Wolfe와 Kong, 1999). 또

한 WOMAC은 통증과 관련된 건강상태의 변화를 임상

적으로 평가하기 위한도구로 개발되었고(Bellamy,

2005), 특히 WOMAC 3.1 Index는 현재 6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번역 당시 각 국가의 문화

적 특성에 맞게 유연성을 갖고 표준화된 번역작업을 통

해 발전되어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WOMAC(KWOMAC)이 배상

철 등에 의해 처음으로 번안되어 타당도와 신뢰도 및

반응성이 연구되었다(Bae 등, 2001).

한국판 WOMAC은 Guilemian 등(Guilemian 등,

1993)의 지침에 따라 번안 시 세 명의 번역가들에게 한

국어로 번안한 후 다시 다른 세 명의 번역가들을 통해

영어로 재 번역하게 하였다. 그 후, 50명의 관절염 환자

에게 4점 척도로 질문의 이해정도를 알아본 결과 각 질

문에 대해 82～99%(중위값: 93%)의 높은 이해도를 나

타냈다(Bae 등, 2001).

건강측정(health measurement)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또는

라쉬분석(Rasch analysis)을 적용하여 건강수준을 측정

하는 도구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Hart와 Wright,

2002; Jenkinson 등, 2001; Tennant 등, 1996). 이는 측

정도구의 척도(scaling)와 항목들의 차원

(dimensionality)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라쉬분

석에서는 원점수를 등간척도로 변환하여 단일차원

(unidimensionality)을 평가하게 해준다(Davis 등, 2003;

Roorda 등, 2004; Ryser 등, 1999; Wolfe와 Kong,

1999; Wolfe 등, 2004). 즉, 등간척도(interval scale)로

이루어진 항목들은 추론 통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더

욱 견고하게 된다(Davis 등, 2003). 또한 Rasch 모형을

사용하여 피험자의 반응성(responsiveness)을 주로 측

정하는 경우에는 Rasch 모형의 안정성 즉, 모델의 적합

도와 문항의 난이도가 대상자와 시간에 상관없이 독립

적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종적연구가 바람직하다고 하

였다. 그러나 종적연구와 횡적연구의 기준은 연구자가

Rasch 모형을 통해 WOMAC의 항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인지 반대로 치료 또는 수술 후 피험자의 능력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 종적연구와

횡적연구로 나누어진다(Davis 등, 2003).

이러한 건강수준 측정도구들이 다양한 하위항목들과

관련된 건강 개념들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하위항목들

의 단일차원(unidimension)이 성립되지 않으면 측정하

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들이 측정되기도 하며 피험

자의 오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검사지의 일부 항

목들의 중복으로 인해 부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Bellamy(2005)는 문화적, 언어

적 차이로 인해 번역된 WOMAC을 사용할 때 환경 변

화에 따라 항목들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하였고 예를

들어 계단오르기와 대중교통이용 등과 특히 목욕과 화

장실 사용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OMAC

Version LK 3.0(Bellamy, 2000)을 기본으로 배상철(Bae

등, 2001)에 의해 연구되어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

는 한국판 WOMAC의 각 항목들이 무릎골관절염이 있

는 노인환자의 건강수준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항목인지

알아보고 각 항목의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의원 또는 병원에

서 무릎골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주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는 노인(65세 이상) 1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방법

가.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KWOMAC 평가를 할 때 골관절염 환자

의 평가도구에 관한 문헌고찰을 참고로 대상자의 일반

적인 특성과 무릎 관절을 포함한 다른 관절의 통증부위

수 그리고 KWOMAC 평가로 구성되어있다.

나. 측정도구

KWOMAC(부록 1)은 24개의 항목으로 3개의 세부척

도(subscale)로 이루어져있다(통증, 뻣뻣함, 신체기능).

각 항목의 측정수준은 리커트(Liker)척도로 없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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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드문>
    4          +
               |
            X  |
               |
            X T|
               |
    3       X  +
           XX  |
            X  |
            X  |
           XX  |
           XX  |
   2          +
            X  |
            X  |
              S|T
            X  |
               |
    1       X  +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혹은 누워 있을 때, 양말이나 스타킹을 벗을 때  
            X  |S 평지를 걸을 때
      XXXXX  |  아침에 막 잠에서 깼을 때, 이부자리에 누울 때,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을 때,                 
               | (의자에) 앉아 있을 때
           XX  |
            X  |  바닥으로 몸을 구부릴 때, 가벼운 집안 일을 할 때, 평지를 걸을 때
           XX  |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똑바로 서있을 때
    0   XXXXX  +M 이부자리에서 일어날 때
         XXXX  | 
       XXXXXX M|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시장을 보러갈 때
           XX  |  양변기에 앉거나 일어설 때,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XXX  |
            X  |S
   -1     XXX  +  계단을 올라갈 때
          XXX  |  계단을 오르내릴 때
        XXXXX  |
          XXX  |T 계단을 내려갈 때
            X  |
               |
   -2      XX  +  
              S|
            X  |
           XX  |
               |
               |
   -3       X  +
           XX  |
            X  |
           XX  |
               |
               |
   -4         T+
               |
               |
               |
            X  |
               |
   -5          +
            X  |
               |
               |
               |
               |
   -6          +
        <적은>|<자주>

그림 1. 항목과 대상자의 로짓 분포도(items and person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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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로짓값
내적합지수 외적합지수

평균자승잔차 Z 평균자승잔차 Z

23 ‐2.00 1.43 2.3 1.68 3.0

3 .69 1.57 3.0 1.57 2.6

7 .10 1.41 2.4 1.34 1.9

8 1.47 1.31 1.7 1.35 1.9

6 .39 1.21 1.3 1.12 .7

4 1.07 1.15 .9 1.12 .6

1 .73 1.03 .2 1.06 .4

20 .10 1.01 .2 1.00 .1

16 .72 1.01 .1 .94 -.2

12 .30 .99 .0 .94 -.3

5 .15 .98 -.1 .98 .0

2 -1.21 .89 -.6 .95 -.2

17 .03 .93 -.4 .86 -.8

21 .67 .92 -.4 .92 -.3

19 .59 .92 -.5 .91 -.4

15 -.25 .89 -.61 .84 -1.0

13 .33 .86 -.9 .85 -.8

22 -.35 .83 -1.1 .83 -1.0

24 .28 .78 -1.4 .80 -1.2

18 .99 .74 -1.7 .79 -1.0

9 -1.08 .76 -1.5 .78 -1.4

14 -.56 .74 -1.7 .74 -1.7

10 -.56 .71 -2.0 .73 -1.8

11 .00 .62 -2.7 .64 -2.4

*항목 번호는 원래의 KWOMAC의 항목 번호와 일치함.

표 1. KWOMAC 항목의 적합도 판정

약간 (1), 보통 (2), 심함 (3), 매우 심함 (4)점의 5점 서

열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각의 세부항목의 총점은

통증(0～20), 뻣뻣함(0～8), 신체적 기능(0～68)점으로

결정된다. 평가 작성 소요 시간은 3분 이내이다.

KWOMAC의 급간내상관계수(ICC)는 .79～.89이며,

내적일치도인 Chronbach's α는 .97이다. 또한 구성타당

도를 환자의 통증과 일반적인 평가들과의 상관계수를

통해 구해본 결과 .30이었으며 신체 전반적 기능수준과

의 상관계수는 .41이었다(Bae 등, 2001).

다. 자료수집절차

본 설문지는 2006년 10월 30일부터 동년 11월 30일

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의원과 병원에 통원치료

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물리치료사들에

의해 치료 전 평가되었다. 대상자가 노인임을 감안해

치료사가 질문을 읽어 주고 치료사가 직접 기입하는 방

식으로 작성되었다. 평가지는 사전에 승낙을 받은 20명

의 물리치료사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평가가 완료된 자

료는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거하였는데 총 103개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이 중 WOMAC 개발자 의도

(Bellamy, 2000)에 맞지 않거나 응답내용이 부실한 8개

의 설문지는 제외하고, 총 95명의 설문지가 라쉬분석에

사용되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의 일반대상자의 특성을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에

입력하여 기술통계방법으로 나타내었고, KWOMAC자

료는 Winsteps(Winsteps, Chicago, IL, U.S.A.) version

3.61.1을 사용하여 라쉬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항목과

피험자가 KWOMAC에 적합한지를 판정하고 일차원적

구성개념을 평가하는데 부적합한 항목과 대상자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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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지수 신뢰도

대상자 5.82 .97

항목 4.53 .95

표 2. 분리 신뢰도

(대상자의 로짓값+1.47)
표준점수 = ×100

(1.47+1.07)

하고 다시 라쉬분석에 적합한 자료만을 가지고 재분석

하였다(이재신, 2006; 이정아 등, 2006; Park, 2005). 이

때 부적합한 항목(misfit item)과 부적합한 피험자

(misfit person)의 기준은 내적합 지수의 평균자승잔차

(mean square residual: MnSq)값이 .6보다 작거나 1.4

보다 큰 동시에 표준화된 값(Z-값)이 -2보다 작거나 2

보다 큰 경우로 항목과 피험자가 각 각 부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이재신, 2006; 이정아 등, 2006).

각 항목의 난이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 점수를 서

열척도에서 등간척도로 변환하여 0～100점으로 대상자

의 표준점수를 산출되었다(이충휘와 박소연, 2004;

Park, 2005). 또한 측정도구에 대한 분리 신뢰도를 피험

자와 항목에 대하여 산출하였는데 이때 항목신뢰도

(item reliability of person separation)는 Cronbach's α

처럼 .8 이상이면 적당하다고 보았다(한국임상심리학회,

1999). 피험자신뢰도는(person reliability of item sepa-

ration) 항목의 난이도에 따라 얼마나 대상자의 능력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로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중복되어 있거나 표준 오류가 클 경우 피험자

신뢰도는 좋지 않다(한국임상심리학회, 1999).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70세이었고 남성이 14명,

여성이 61명이었다. 대상자의 통증부위 수는 양쪽 무릎

을 포함하여 두 군데(고관절, 허리, 손목) 이상의 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가 84%이었고, 단지 한 쪽 무릎에 통

증이 있는 경우는 16%이었다.

2. 적합도 판정

대상자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KWOMAC을 평가

한 대상자 95명 중 20명(21.0%)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

정하였다. 부적합한 대항자를 제외하고, 적합한 대상자

75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도구의 단일성 여부는 내적합지수를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항목은 통증 척도

에서 ‘밤에 잠을 잘 때 수면을 방해하는 통증’과, 뻣뻣

함 척도에서 ‘오후에 앉거나, 눕거나, 쉬고 난 후에 뻣

뻣함’, 그리고 기능 척도에서는 ‘똑바로 서있기’와 ‘힘든

집안 일을 할 때’의 총 2항목이었다(표 1).

3. 난이도

KWOMAC을 평가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4개

의 항목을 제외한 20개 항목을 난이도 순서대로 배열하

였다(그림 1). 그림 1에서 가장 위에 위치해 있는 ‘계단

내려가기’ 항목이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보인 항목이며,

가장 아래에 위치한 ‘의자에 앉아있을 때 혹은 누워있

을 때’ 항목이 난이도가 가장 쉬운 항목으로 나타났다.

서열척도로 측정한 KWOMAC의 점수를 등간척도로

변환하기 위한 식을 완성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건강수준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고 판정된

20개의 항목에 적합한 대상자로 판정된 75명의 평가 결

과를 라쉬분석을 하였을 때, 대상자의 능력은 -1.47～

1.07 로짓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4. 분리 신뢰도

라쉬분석에서는 표본 집단과는 독립적으로 모든 능

력수준에 따라 측정의 표준오차가 산출되며, 대상자 분

리지수와 항목 분리지수의 두 가지로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의 분리지수는 표준오차개념이며, 지수가 클수록

측정기능수준이 정확하다는 의미이다. 즉, 항목이나 대

상자의 차이가 잘 구분되었거나 독립적이라는 의미이

다. 본 연구결과는 대상자 신뢰도는 .97에 분리지수

5.82이며, 평가항목에 대한 신뢰도 .96에 분리지수는

4.75로 나타났다(표 2).

Ⅳ. 고찰

65세 이상의 무릎 골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현재 주

2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KWOMAC의 통증 척도와 기능 척도 상의 자료는

Rasch 모형에 적합하였다. WOMAC은 골관절염 환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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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과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

고 수술의 경과로 인한 건강상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WOMAC이 수

학적으로 안정적인 특성들(예를 들어, 항목 로짓 순서의

안정성, 항목 별 감별력 있는 기능)이 다양한 환자군과 연

령에 맞춰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다섯 개의 통증 척도 중에서 ‘밤에 잠을 잘 때 수면을

방해하는 통증’이 제외된 네 개의 항목만이 수학적 안정

성을 가졌다. 기능 척도 상에서는 모형의 적합도와 안정

성에 맞는 항목은 ‘힘든 집안 일을 할 때’와 ‘서 있을 때’

를 제외한 15개이다. 이 중 ‘계단 내려오기’의 항목은 평

균자승잔차 값이 1.2를 넘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항목

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계단을 내려갈 때’와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항목은 대퇴사두근의 원심성 수축(eccentric

contraction)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과 하지 근력

의 손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Wolfe와 Kong(1999)은 섬유성근막통(fibromyalgia),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면

연구를 통해 WOMAC의 통증과 기능 척도가 섬유성근

막통이 있는 대상자에서 통증 척도 상 ‘계단을 내려올

때’와 ‘수면을 방해하는 통증’이 각 각 1.24와 1.30으로

높은 내적합 지수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Rasch 모형

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능 척도 상에서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계단 내려오기’, ‘무거운 가사일을

할 때’는 골관절염과 섬유성근막통의 대상자들에게서는

부적합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항목의 난이도의 범위(로짓값으로 평가됨)가 좁은 것

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는데(로짓값이 -1.47～1.07), 이는

항목 간에 중복(redundancy)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많은 항목들이 WOMAC에 있어 난이도

(difficulty)의 수준이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KWOMAC의 자료를 Rasch 척도(scale)로 변환하여

등간척도로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단지 서열척도(ordinal

scale)보다 수준이 높은 것이다. 등간척도는 추론 통계

에서 가감계산 능력을 가지게 된다. KWOMAC은 3분

이내로 소요시간이 길지 않고, 타당도가 입증되어있는

도구이며 본 연구의 분석에서 통증과 기능 척도가 단일

차원(unidimensionality)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이러한 문항-반응이론과 전통적인 연구들 사

이에서 비슷한 결과를 얻은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외적합지수(out-fit)에 따라

21.0%가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첫 번째로 대상자가 노인환자라는 점에서 24개

의 항목에 대한 질문에 집중력이 저하되어 응답 시 정

도가 ‘심하다’ 또는 ‘없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과 두 번째로 대상자 중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환자

에서는 무릎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함께 다른 질환

(예, 척추질환 및 골다공증)을 동반하여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기능 척도 상에서 불편함의 수준에

대한 질문에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포함

하여 대답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

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되었었던 통증과 기능 척도 상

질문 중복을 항목의 로짓값을 이용하여 항목 수를 줄여

서 사용하는 것이 임상적 적용에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 결과 Rasch 분석을 KWOMAC의 세 가지

항목에 함께 적용한 결과 수학적으로 단일차원이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통증과 기능 항목들이 같

은 구성(construction)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간소화된

KWOMAC으로 수정되어야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소

요시간 단축과 향후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을 조사해야 할 때 측정자에게 훨씬 용이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KWOMAC은 표준점수=[(대상자의 로

짓값+1.47)/(1.47+1.07)]×100 식을 이용하여 100점 만점

의 점수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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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1. 평지를 걸을 때

2. 계단을 오르내릴 때

3. 밤에 잠을 잘 때, 수면을 방해하는 통증

4.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혹은 누워 있을 때

5. 똑바로 서 있을 때

항목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8. 계단을 내려갈 때

9. 계단을 올라갈 때

10.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11. 서 있을 때

12. 바닥으로 몸을 구부릴 때

13. 평지를 걸을 때

14. 승용차나 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15. 시장을 보러 갈 때

16.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을 때

17. 이부자리에서 일어날 때

18. 양말이나 스타킹을 벗을 때

19. 이부자리에 누울 때

20.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21. (의자에) 앉아 있을 때

22. 양변기에 앉거나 일어설 때

23. 힘든 집안 일을 할 때(예, 정원 일로 꽃에

물주기, 잡초제거하기와 그 외 무거운 시장바구니

들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기)

24. 가벼운 집안 일을 할 때(예, 집안 일로

다림질하기, 요리하기)

항목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6. 아침에 막 잠에서 깼을 때

7. 오후에 (의자에) 앉거나, 눕거나, 쉬고 난 후에

-부록 1-

<Korean Western Ontario McMaster>

어르신들께서는 지난 48시간 동안 무릎관절염 때문에 무릎관절에 얼마나 통증이 있었습니까?

지난 48시간 동안 아픈 관절이 얼마나 뻣뻣하셨습니까? 뻣뻣함이란 관절을 움직일 때 평소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무릎관절염 때문에 다음 일상 활동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꼈습니까? 잘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의 신체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