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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ssess and modify the original classification categories of the

modified Oswestry Low Back Pain Disability Questionnaire (ODQ) and to determine the unidimensionality

of the modified ODQ applying Rasch Analysi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108 work-related low back

pain patients by physical therapists. Construct validity of the scale using the Rasch model required the

structure of the rating scale to be modified from 6 response levels to 4 response levels. Eight items from

the modified ODQ fit the Rasch model. The items, “pain intensity” and “social life” showed misfit

statistics. In general, the order of item difficulty of the remaining 8 items showed a logical item difficulty

hierarchy with the “changing degree of pain” item being the most difficult and the “walk” item being the

easiest. The results showed that further study is needed to expand the construct of ODQ including addi-

tional higher-level items related to work activities. This study may be useful for establishing a standard

method to assess the functionality of low back pai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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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업무관련 근골격계 질환(work-related muscu-

loskeletal disorder)은 사업장에서 집단적으로 발병되어

산업재해지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산업보건분야에

서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요통은 만성 근

골격계 질환 중 노동력 상실을 초래하는 가장 흔한 원

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그 빈

도와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석세일, 1992; Baldwin

등, 2007).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근골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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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은 전체 산업재해 환자의 약 60% 이상에 해당하

며, 요통은 30～3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김

규상, 2005; 노동부, 2006),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재

해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는 직업성 질환 중 요통이 차

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근

로복지공단, 2003; 김규상, 2005).

업무관련 요통의 회복 경과로는 50%가 2주 이내에 복

귀하고, 80%의 환자가 4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며,

적어도 3개월 이내에는 90% 정도가 직장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업무관련 요통환자의 7%는 1년 이상의 장기 요

양환자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7%에 해당되는 요통환자

들이 전체 치료비용의 75.1%를 사용하며 전체 치료 기간

의 84.2%를 점유하고 있다(안연순 등, 2002). 이와 같이

요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통으로

인한 장기 요양 환자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하여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증과 통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는 일상생활뿐

만 아니라 작업장에서 업무관련 요통 환자들이 호소하

는 환자의 주 증상이다. 통증과 통증으로 인한 장애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방법을 선택하거나 치료

후의 효과 등을 결정하게 된다. 요통의 정도와 통증으

로 인한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평가도구에는 오스웨스

트리 허리기능 장애 설문지(Oswestry Disability

Questionnaire; ODQ), Quebec Back Pain Disability

Scale, Rolland-Morris Disability Questionnaire 등이

있다(Fritz와 Irrgang, 2001, Mousavi 등, 2006). 이 중

에서도 ODQ는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Davidson, 2008; Grotle 등 2005; Jeon 등, 2006;

Lauridsen 등, 2006; Mousavi 등, 2006; Yakut 등,

2004), 만성 요통 환자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Fairbank 등(1980)에 의해 개발된 도구이

다. 이 도구는 일상생활동작과 관련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개발된 ODQ는 요통강도, 자조활

동, 들기, 보행, 앉기, 서기, 수면, 성생활, 사회생활, 여

행을 포함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Hudson-Cook 등

(1989)은 성생활의 항목을 제외하고 통증 정도의 변화

와 관련된 항목을 삽입하여 수정된 ODQ를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Davidson과 Keating(2002)은 보행 항목에서

거리를 마일에서 킬로미터로 표시하여 평가할 것을 제

안하였고, Fritz와 Irrgang(2001)은 성생활 항목을 제외

하고 고용(employment)/가사(homemaking) 항목을 포

함한 도구를 제안하였다. ODQ의 각 항목은 6점 척도

(0～5)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답

한 항목의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계산한 결과를 사

용하고 있다(Davidson, 2008).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법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측정항목들은 단일구성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각 항목들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

서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환자 자신이나 환자

들 간에 생긴 변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이

충휘, 2007). 그러나 ODQ와 같이 서열척도로 구성된

평가도구는 위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위의 개념

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척도가 등간격으로 구성되어 있

어야 측정단위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내 보건 분야에서는 사회과학적 연구에

서 많이 사용하던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평가도구에

서 주로 사용하는 서열척도를 등간척도로 변환하여 사

용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이재신과 박소연, 2006).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중 라쉬 모형은

여러 모형 중에서도 그 이론이 간결하고 자료 분석이

편리하여 교육이나 의학의 측정 및 평가분야에서의 사

용이 증가하고 있다(지은림과 채선희, 2000). 라쉬 모형

은 환자가 지니고 있는 능력이나 항목의 난이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을 실제 측정에서는 완벽하게 예

측할 수 없기 때문에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측정치

산출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라쉬분석은 수리적으로 매

우 복잡한 모형을 거쳐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환자의

개인별 잠재적 능력의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

고, 잠재능력을 분석하여 수행 가능한 평가항목을 추정

할 수 있으며, 추정된 항목특성은 환자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평가항목의 난이도에 상관없

이 환자능력 추정이 가능하여 환자의 응답에 대한 각각

의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다수의 영역을 적절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가영역의 선택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물리치료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평가도구에 라쉬분석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평가도

구를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박소연, 2005; 이정

아 등, 2006; 이충휘와 박소연, 2004; 황수진 등, 2007;

Park과 Yi, 2005).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현장과 임상에서

는 요통의 정도와 통증으로 인한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ODQ는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간척

도로 간주하여 환자의 장애 정도를 계산식에 의하여 점

수화하고 있으며, 번역한 평가도구에 대해서도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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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자들은 작업관련 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ODQ로 평가

한 후 라쉬분석을 적용하여 평가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뿐만 아니라 평정 척도의 수정가능성을 알아보았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현재 요추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염좌로 진

단받고 산재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하기 전 회사 내 업무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익산 사업장, 평택 사업장,

문막 사업장의 근로자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4세(표준편차: 6.4, 범위:

24～58세)였으며, 실험 전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한 자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평가도구

가. 오스웨스트리 허리기능 장애 설문지(Oswestry

Disability Questionnaire; ODQ)

ODQ는 Fairbank 등(1980)이 요통 환자가 기능적 활

동 중에 느끼는 불편함과 장애(disability)를 자가 측정

하기위해 개발한 평가도구이다. ODQ는 여러 형태로 수

정된 도구들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Hudson-Cook 등

(1989)이 수정-보완한 ODQ를 저자들이 번역하여 사용

하였다. 수정된 ODQ에서는 처음 개발 시 평가했던 영

역인 성생활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통증정도의 변

화에 관한 항목을 첨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증의

정도, 자조활동, 들기, 보행, 앉기, 서기, 수면, 사회생활,

여행, 통증정도의 변화의 10개 영역에서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과 장애 정도를 원래 개발된 6점 척도에 표시하

도록 하였다. 오스웨스트리 허리기능 장애 설문지의 평

가는 근로자들의 업무복귀 시점에 실시하였다. 평가는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3인이 실시하였으

며, 평가 시 근로자들에게 똑같은 지시를 주기 위하여

미리 작성된 프로토콜에 따라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 중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윈도용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ODQ 자료는 Winsteps

version 3.58.1(Winsteps, Chicago, IL, U.S.A.)을 사용

하여 라쉬분석을 실시하였다. 라쉬분석은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분석하여 각 항목이 단일구성개념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Rasch, 1980; Wright와

Masters 1982). 단일구성개념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내

적합지수(infit)의 평균자승잔차(mean square residual;

MnSq)값이 1.4보다 큰 동시에 Z-값이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경우로 판정하였다(이충휘와 박소연, 2004).

단일구성개념을 만족하는 항목은 서열척도를 등간척도

로 변환하여 로짓값이나 표준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로짓값을 이용하여 각 항목의 난이도를 알아볼 수

있다(박소연, 2005; 이정아 등, 2006; 이충휘와 박소연,

2004; White와 Velozo, 2002).

또한 ODQ에 라쉬분석을 적용하기위해 척도의 순서

를 변환하였다. 즉, ODQ척도에서는 낮은 점수(0점)일수

록 통증이 없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높은 점

수(5점)일수록 통증이 심한 정도를 표시하도록 개발되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낮은 점수(0점)일수록 통증정도

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높은 점수(5점)일

수록 통증이 없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함을 나타낸

다(White와 Velozo, 2002).

Ⅲ. 결과

1. 평정 척도 분석

라쉬모형으로 ODQ 항목척도의 순서를 변환하여 구

성된 6점 평정 척도를 분석한 결과, 관찰된 평균값에서

0점과 1점이 같은 값을 보일 뿐만 아니라, 0점의 외적

합지수의 평균자승잔차도 2.23으로 나타나 부적합한 척

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척도의 개선을 위

해서 0점과 1점을 합쳐 1점으로, 2점과 3점을 합쳐서 2

점으로 재분석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4점 척도로 변

환하여 재분석한 결과, 관찰된 평균값과 구조적 추정값

이 순서대로 배열되었고, 외적합지수의 평균자승잔차도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 6점 평정척도와 4점 평정척도의

확률곡선을 비교해 본 결과도 척도 범주가 적정한 질서

를 갖추고 있고, 각각의 범주가 다른 범주와 완전하게

구별되는영역이다(그림 1). 또한 두 척도간 교차점이 일

정한 간격을 이루고 있어, 측정된 특성들은 난이도가

분명하고 독립적으로 구분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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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관찰수(%) 관찰된 평균값
내적합지수

평균자승잔차

외적합지수

평균자승잔차
구조적 추정값

0 27(3) -2.24 1.82 2.23 없음

1 95(9) -2.24 .98 .93 -3.85

2 179(17) -1.46 .99 .95 -2.36

3 542(50) -.24 .83 .85 -1.90

4 218(20) 1.69 .99 .96 1.48

5 13(1) 6.66 .66 .72 6.64

표 1. 오스웨스트리 허리기능 장애 설문지의 6점 평정척도 분석

척도 관찰수(%) 관찰된 평균값
내적합지수

평균자승잔차

외적합지수

평균자승잔차
구조적 추정값

1 122(11) -5.14 1.04 1.01 없음

2 721(677) -2.75 1.02 1.05 -5.74

3 218(20) .39 .98 .92 -.11

4 13(1) 6.21 .68 .68 5.85

표 2. 오스웨스트리 허리기능 장애 설문지의 개선된 4점 평정척도 분석

번호 문항 능력 추정치 오차
내적합지수 외적합지수

평균자승잔차 Z-값 평균자승잔차 Z-값

1 통증 강도* -.34 .27 2.23 5.1 2.50 4.5

2 자조활동 -.40 .27 .94 -.3 .89 -.4

3 들기(lifting) 1.03 .26 .91 -.5 .91 -.3

4 보행 -3.86 .24 1.07 .6 1.02 .2

5 앉기 1.03 .26 .74 -1.5 .64 -1.7

6 서기 .61 .27 .75 -1.4 .65 -1.6

7 수면 -1.22 .25 .82 -1.2 .76 -1.2

8 사회생활* .24 .27 .49 -3.4 .39 -3.2

9 여행 -.47 .26 .61 -2.5 .45 -2.9

10 통증정도의 변화 3.39 .23 1.36 3.0 1.40 1.9

평균 .00 .26 .99 -.2 .96 -.5

*내적합지수와 외적합지수의 평균잔차의 범위가 .6보다 작거나 1.4보다 크고, Z값이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경우를 부적

합한 항목을 나타낸다.

표 3. 평가도구 항목의 적합도 판정

2. 단일구성개념 검정

부적합한 응답을 한 대상자를 판정하기 위해 대상자

의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내적합지수와 외적합지수

의 평균자승잔차가 모두 2 이상이며, Z-값이 |2|이상인

기준을 적용했을 때, 대상자 108명 중 6명(5.5%)이 부적

합한 대상으로 판정하였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부적합한

대상자를 제외한 102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평가도구의 항목들이 단일구성개념을 만족하는지 여

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적합지수와 외적합지수를 기준

으로 판정하였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항목은 ‘통증

강도’와 ‘사회생활’에 관한 항목이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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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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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

률

B

평

정

척

도

확

률

항목 난이도에 따른 로짓값 항목 난이도에 따른 로짓값

그림 1. 대상자의 오스웨스트리 허리기능 장애 설문지의 평정척도 확률곡선

(A: 6점 평정척도, B: 4점 평정척도).

3. 항목의 난이도

ODQ에서 기능 수준을 평가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

정된 2개의 항목을 제외한 8개의 항목을 난이도 순서대

로 배열하였다. 항목이 아래에 위치할수록 난이도는 쉬

운 항목이며, 위에 위치할수록 난이도는 어려운 항목이

다. 평가항목의 난이도를 알아본 결과, 요통환자에게 가

장 어려운 활동은 ‘통증의 변화’ 항목이었으며, 가장 쉬

운 활동 항목은 ‘걷기’였다. 그림 2는 4점 평정척도로

구성된 각 항목의 척도별 난이도에 따라 배열된 그림이

다. 대상자가 가장 어려운 활동으로 응답한 항목은 ‘통

증의 변화’에 대한 항목 중에서도 4점 척도에 해당하는

‘통증은 갑자기 나빠진다’이었다.

Ⅳ. 고찰

오스웨스트리 허리기능 장애 설문지(ODQ)는 요통

환자가 일상생활 중에 겪는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

되고 있는 도구로, PubMed(2008년 8월 현재)에서 요통

을 주제로 한 연구 중 ODQ를 사용한 논문 중 368편에

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연구 분야와

임상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가 평가 도구이다.

ODQ의 평정 척도는 6점으로 개발되었다. 한 예로,

이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판별된 ‘들기

(lifting)'항목의 경우에는 0점(통증 없이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다), 1점(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지만, 통증이

발생한다), 2점(통증으로 인해 바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기는 힘들지만, 테이블 위에 물건이 놓여있다

면 들 수 있다), 3점(통증으로 인해 무거운 물건은 들어

올릴 수는 없지만, 테이블 위에 물건이 놓여있는 경우

에 가벼운～중간정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다), 4점

(아주 가벼운 물건만 들 수 있다), 5점(어떤 물건도 들

어 올리거나 들고 이동할 수 없다)로 원래는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라쉬 모형에서는 낮은 점수일수록 낮은

기능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기

능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되기 때문에

(Wright와 Velozo, 2002), 라쉬 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점수 척도의 순서를 변환하여, 즉 0점(어떤 물건도 들

어 올리거나 들고 이동할 수 없다)～5점(통증 없이 무

거운 물건을 들 수 있다)으로 분석하였다.

ODQ의 6점 평정 척도를 분석한 결과, 관찰된 평균값

과 외적합지수의 평균자승잔차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

되었다. 관찰된 평균값은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 순으

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야하나 0점과 1점이 같은

값(-2.24)을 보였다. 이는 라쉬모형에서 낮은 점수일수록

낮은 기능을 보인다는 가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0점의 외적합지수의 평균자승잔차도 2 이상인

2.23으로 나타나 Linacre(2002)가 제안한 적절한 평정척

도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Wright와 Velozo(2002)가 제안한

4점 척도로 변환하여 재분석하였다. 0점과 1점을 합쳐 1

점으로, 2점과 3점을 합쳐서 2점으로 구성된 4점 평정척

도를 분석한 결과, 6점 평정척도로 분석하였을 때 나타

났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관찰된 평균값과 구조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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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스웨스트리 허리기능 장애 설문지 척도의 대상자와 항목의 난이도 그래프. 각 항목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척도에 따라 난이도를 배열하였다. ‘#’는 2명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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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값이 순서대로 배열되었고, 외적합지수의 평균자승잔

차도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그림 1에서 볼 수 있

듯이 4점 평정척도의 확률곡선은 척도 범주가 일정한 질

서를 갖추고 있고, 각각의 범주가 다른 범주와 완전하게

구별되는 이상적인 확률곡선의 양상을 보였다. Wright와

Velozo(2002)의 연구에서는 Fairbank 등(1980)이 개발한

ODQ를 6점 평정척도와 4점 평정척도를 비교하여 분석

하였는데, 4점 평정척도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

로 외적합지수와 관찰된 평균값이 6점 척도보다 개선되

었으며, 구조적 추정값의 평균 오류를 비교한 결과 각

항목에서 12～89%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ODQ를 4점 평정척도로 개선한 후, 허리기능을 평가

하기 위한 10개의 항목이 단일구성개념을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분석

은 내적합지수(infit)와 외적합지수(outfit)의 평균자승잔

차와 Z-값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보가중평균제곱 통계

량인 내적합지수의 평균자승잔차와 이상치에 민감한 외

적합지수의 평균자승잔차는 모두 1일 때 자료가 라쉬모

형에 아주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구대상자의 수와

평가도구에 따라 적합도를 판정하는 값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Bond와 Fox, 2007). 이 연구에서 기준으로 한

내적합지수와 외적합지수의 평균자승잔차가 1.4보다 큰

경우는 능력이 낮은 대상자가 예상치 않게 높은 점수를

부여받는 일관성 없게 점수를 부여한 항목을 제외하기

위한 기준이며, 적합도지수의 평균자승잔차가 .6보다 작

은 경우는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종속적인 평정

을 의미하므로 이를 제외하기 위한 기준이었다(Lunz

등, 1990). 또한 Z-값은 2 이상인 경우는 평가자가 너

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한 것을 의미하

며, -2 이하인 경우는 평가자가 라쉬모형에서 기대한

점수보다 관대하게 점수를 부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Lunz와 Stahl, 1993). 이 기준으로 적합도를 판정한 결

과, ‘통증 정도(pain intensity)' 항목의 경우에는 내적합

지수와 외적합지수의 평균자승잔차가 각각 2.23과 2.50,

Z-값도 각각 5.1과 4.5로 부적합한 항목으로 판정되었

다. ‘사회생활(social life)'항목도 내적합지수와 외적합

지수의 평균자승잔차가 각각 .49와 .39, Z-값도 각각

-3.4와 -3.2로 부적합한 항목으로 판정되었다. '통증 정

도‘항목의 경우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산업체 복

귀 프로그램을 종료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

통을 자가 평가하는데 있어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자가진단 했을 가능성이 있으

며, ‘사회생활’항목의 경우에도 산업체의 근로자를 대상

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을 줄 정도의 요통이

지만 가정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는 영향을 주

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항목으로 분

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ODQ에서 기능 수준을 평가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

정된 2개의 항목을 제외한 8 항목을 어려운 항목에서

쉬운 항목의 난이도 순서로 배열해 보았을 때, ‘통증의

변화-들기-앉기-서기-자조활동-여행하기-수면-걷기’

항목 순이었다. Davidson(2008)의 연구에서 ODQ의 10

항목의 난이도를 순서대로 배열해 보았을 때 ’들기-앉

기-통증의 변화-서기-통증 정도-여행하기-사회생활-걷

기-자조활동-수면’이었으며, Wright와 Velozo(2002)에

서도 가장 어려운 항목은 ‘들기’였으며, 가장 쉬운 항목

은 ‘수면’이었다. 각 연구마다 순서의 차이는 보이지만,

난이도가 어려운 항목과 쉬운 항목은 비슷한 결과를 보

였다. ODQ는 자가평가도구로 환자 자신이 설문지에 기

술된 항목을 읽고 현재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기술한

항목에 표시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산업체 현장이나 병

원에서 검사자가 직접적으로 요통 환자의 기능을 평가

하는 경우에 이 연구에서 제시한 쉬운 난이도를 보이는

항목부터 어려운 항목 순으로 평가한다면 기능적 평가

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의 발생이나 손상을 입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요통환자의 기능적 능력을 자가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ODQ를 작업관련

요통환자에게 적용하여 그 결과를 라쉬분석한 연구이

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동작보다는 작업현

장에서 수행하는 동작이 난이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작업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기능적인 항목들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Hudson-Cook 등(1989)이 수정-보완

한 오스웨스트리 허리기능 장애 설문지(Oswestry

Disability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작업관련 요통 환

자 108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후 라쉬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래의 6점 평정척도에서 나타나

는 문제점을 0점과 1점을 통합하고, 2점과 3점을 통합

하여 4점 평정척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신뢰도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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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적합한 대상자 102명을 대

상으로 단일구성 개념을 만족하는지를 분석해 보았을

때, ‘통증 강도’와 ‘사회생활’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제외한 8개의 항목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라쉬

모형에 적합한 항목을 난이도 순으로 배열하였을 때 가

장 난이도가 높은 항목은 ‘통증의 변화’였으며, 가장 쉬

운 항목은 ‘걷기’였다. ODQ는 질문지 형식으로 구성된

자가 평가도구이지만, 산업체의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기능 평가를 하거나 기능 훈련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쉬운 난이도를 보이는 항목부터 어려운 항목 순으로 평

가나 훈련을 실시한다면 통증의 발생이나 재손상 위험

성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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