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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Stroke Rehabilitation

Assessment of Movement (STREAM) translated in Korean. This was a new clinical measurement tool for

evaluating the recovery of voluntary movement and basic mobility following stroke. A direct-observation

reliability study was conducted on 20 patients who had strokes and were in a rehabilitation setting.

Subjects were assessed by two physical therapists. The reliability of the STREAM scores was demon-

strated by weighted kappa statistics for inter-rater agreement on scores for individual items ranged from

.83 to 1.0,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otal score was .99, and for subscale scores was ranged

from .96 to .99.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STREAM scores was demonstrated by Cronbach alphas

of greater than .99 on the subscales and overall. These high levels of reliability support the use of the

STREAM translated in Kore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motor recovery following stroke.

Key Words: Inter-Rater reliability; STREAM; Stroke.

Ⅰ. 서론

뇌졸중이란 뇌의 어느 한 부분으로 통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산

소나 영양분 공급이 중단되어 그 부분의 신경조직이 손

상을 받게 되는 뇌혈관 질환을 지칭한다(Wilcock,

1986). 이 질환으로 인해 환자는 상하지 기능장애로 인

한 보행 장애와 일상생활 활동장애, 지각장애, 감각장

애, 성격과 정서장애, 인지장애와 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고, 이러한 장애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정생활 면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안용팔

등, 1984). 뇌졸중 후의 재활과정에서, 운동성은 환자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

기 때문에, 운동성의 회복은 환자에게 중요한 목표가

된다(Chiou와 Burnett, 1985). Twitchell (1951)이 1950

년대에 처음으로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 회복이 일련

의 과정과 순서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밝혀낸 이후로

환자의 움직임에 있어서 회복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많

통신저자: 원종혁 whyuck@hanmail.net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7권 제 3호

PTK Vol. 17 No. 3 2010.

- 49 -

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그 연구들에서는 주로 환자의

관절가동범위 유지, 잔여기능의 최대화, 비마비측 보상

능력 증대 등과 같은 환자의 운동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Gowland 등, 1993).

운동성의 회복은 균형 기능, 상지의 기능적 움직임,

기능적 일상생활동작과 보행 속도 등과도 연관성 있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운동성 평가

도구들(Fugl-Meyer Sensorimotor Assessment,

Chedoke-McMaster Stroke Assessment, Motor

Assessment Scale, Rivermead Stroke Assessment)이

많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도구들은 환자의 움직임의

회복을 측정하는데 유용하지만, 임상에서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복잡한 채점 방식 등으로 인해

서 폭넓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Daley, 1994). 따라서

재활 치료 중재 후 변화하는 환자의 회복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요소들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평

가할 수 있는 민감하고, 임상 적용이 용이한 평가도구

가 필요하다(Kirshner와 Guyatt, 1985).

Stroke Rehabilitation Assessment of Movement

(STREAM)는 캐나다 유대인 재활병원(Jewish

Rehabilitation Hospital)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고안되었고, 그 목적

은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

적이며 정량적인 임상적 측정 도구의 고안과 표준화를

위해 개발되었다(Daley, 1994). 초기 STREAM은 43개

항목으로 개발되어 시행되었고, 임상에서 적용의 용이

성과 신뢰도, 내적 일치도의 검증을 통해 현재는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Daley 등, 1999).

STREAM 평가도구의 개발 이후 이 평가도구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뇌졸중 환자의 움직임을 평가

하는 여러 평가도구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Daley 등(1999)은 연구에서

STREAM을 GCCs(generalizability correlation co-

efficients)를 이용하여 측정자간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

총점에서 .99, 하부영역에서 .96∼.99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고, 내적 일치도에서도 크론바하 알파계수 .98 이상

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STREAM의 각 항목별

측정자간 일치도를 조사한 Wang 등(2002)의 연구에서

도 카파계수의 신뢰구간이 .55에서 .94까지의 범위로 조

사되었고, 측정자내 신뢰도도 .96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STREAM과 다른 평가도

구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Hsueh 등(2006)은

STREAM과 뇌졸중 환자 움직임의 장애를 평가하는

MRMI (Modified Rivermead Index)와 상관성을 조사

했을 때, 급내 상관계수 .89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STREAM과 RMI (Rivermead

Index), MRMI를 비교하였을 때, STREAM이 다른 평

가도구에 비해 환자의 정신측정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

와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의 변화에 대한 반응성

(responsiveness)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Hsueh 등, 2003). STREAM과 Barthel Index, 그리고

STREAM과 Fugl-Meyer motor assessment scale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각각 .67, .95의 높은 상

관계수를 나타내었다(Wang 등, 2002). Ahmed 등(2003)

의 연구에서는 STREAM과 Box and Block test,

Balance Scale, Barthel Index, gait speed와 the Timed

“Up & Go”Test와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는데, 피어슨상

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가 .57에서 .80

으로 높은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

자들이 STREAM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이

도구가 환자의 운동 기능 회복에 대한 좋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상 적용도 용이하다고 하였으며,

이 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제안하였다(Daley 등, 1997, 1999; Hsueh

등, 2006; Wang 등, 2002).

뇌졸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2007)의 사망원인

통계연보에서 악성 신생물(암) 다음의 2 순위로 조사되

고 있다. 뇌졸중은 발병 후 완전히 회복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체기능(뇌졸중 환자

의 약 66%)과 일상생활(뇌졸중 환자의 약 75%)에서 장

애를 가지게 된다(Sturm 등, 2002). 따라서 뇌졸중 환

자들은 초기 치료 이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장애가 남

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다(Baker와

Mullooly, 1997). 뇌졸중 환자의 의학적 관리를 위해서

는 임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능 평가도

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평

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에서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는 평가도구들을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STREAM은 캐나다에서 개발되어 이미 임상에서 사

용이 용이한 도구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이 평가도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한글로 번역되어 연구에 사용되어지

거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STREAM을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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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성별(남/여) 14/6

나이(세) 59.3±17.6
a

발병 기간(월) 21.1±16.9

진단명(뇌출혈/뇌경색) 5/15

마비측(오른쪽/왼쪽) 10/10

입원/외래 9/11
a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자간 신뢰도와 항목별 일

치도, 내적 일치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 20

명(남; 14명, 여;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59.3세였고, 진단명은 뇌출혈이 5명, 뇌경색

이 15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발병 후 6개월 이상 경과

된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 ‘예’ 또는 ‘아니오’ 정도의 의

사표현이 가능하고,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의 지시를 따

를 수 있으며, 보조도구의 사용과 상관없이 10 ｍ 이상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 미리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STREAM은 임상에서 쉽게 적용

할 수 있는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 회복에 대한 포괄

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측정 도구의 고안과 표준

화를 위해 개발되었다(부록 1). STREAM은 3개의 영

역(상지의 수의적인 동작 10개 항목, 하지의 수의적인

동작 10개 항목, 기본적인 운동성 10개 항목)으로 구성

되고, STREAM의 영역별 점수는 상지와 하지의 수의

적인 동작 영역은 각각 20점, 기본적인 운동성 영역은

30점이고, 총점은 70점이며, 채점은 상지와 하지의 수의

적인 동작 영역은 3점 척도로, 기본적인 운동성 영역은

4점 척도로 적용된다.

각 항목마다 부여되는 점수는 상지와 하지의 수의적

인 동작 영역에서는 0∼2점로 나누어지고, 기본적인 운

동성 영역에서 0∼3점으로 부여한다. 0점은 어떤 형태

로도 검사 동작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주어지고, 1

점은 동작의 일부분만 수행 가능할 때, 동작이 정상패

턴에서 크게 벗어나면 1a, 정상패턴과 유사한 형태의

동작을 보이면 1b, 동작은 완전히 수행하나 정상패턴에

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1c로 채점한다. 2점은 사지

의 수의적인 동작에서는 동작을 완전히 수행하고, 정상

패턴과 유사한 형태의 동작을 보이는 경우, 기본적인

운동성에서는 동작을 독립적으로 완전히 수행할 수 있

고, 대체적으로 정상패턴을 보이지만, 보조도구가 필요

한 경우에 부여한다. 그리고 3점은 보조도구 없이 동작

을 독립적으로 완전히 수행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정

상패턴을 보이는 경우에 주어지며, X는 관절가동범위의

제한, 통증 유발과 같은 상황으로 검사를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평가는 측정 자세별로 구분되는데, 누운 자

세(1∼6번 항목)와 앉은 자세(7∼21번 항목), 일어 선

자세(22∼25번 항목), 일어 선 자세와 걷는 동작(26∼30

번 항목)의 4자세에서 측정한다.

3. 측정방법

STREAM의 평가에는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2명의 물리치료사 참여하였다. 평가에 앞서 첫 번째 평

가자가 연구대상자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 첫 번째

평가자가 STREAM의 모든 항목들을 평가한 후, 환자

에게 최소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었고, 이어서 동

일한 날짜에 두 번째 평가자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를 실시한 장소는 연구대상자들이 치료받던 치

료실을 이용하였다. 2명의 평가자들은 STREAM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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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weighted kappa 항목 weighted kappa

1 .87* 16 1.00

2 .92 17 1.00

3 .89 18 .95

4 1.00 19 1.00

5 1.00 20 .93

6 1.00 21 1.00

7 .94 22 1.00

8 1.00 23 1.00

9 .95 24 .85

10 1.00 25 1.00

11 1.00 26 1.00

12 .94 27 1.00

13 1.00 28 1.00

14 1.00 29 .92

15 .83 30 .91

*p<.01.

표 2. 항목별 weighted kappa 수치 (N=20)

평균±표준편차 급내상관계수 95% 신뢰구간

상지기능
측정자1 10.5±6.51

.966 .996∼.998
측정자2 10.6±6.65

하지기능
측정자1 9.2±6.39

.996 .989∼.998
측정자2 9.6±6.45

기본적인 운동성
측정자1 15.2±9.51

.998 .994∼.999
측정자2 15.4±9.70

총 점
측정자1 34.9±20.94

.998 .996∼.999
측정자2 36.7±21.15

표 3. 각 영역별 점수와 급내 상관계수 (N=20)

용 지침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도구에 익숙하기 위해

사전에 5번의 연습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에 참여한

물리치료사들은 서로의 평가결과를 알지 못하도록 하였

으며, 다른 평가자의 평가과정을 볼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이용해

평가 순서를 무작위로 하였다.

4. 분석방법

항목별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weighted kappa를

구하였고, 통계패키지로는 StatsDirect ver. 2.7.2를 사

용하였다. 총점과 각 영역별 측정자간 신뢰도 분석은

SPSS 12.0 소프트웨어로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여 검증하였다. 내적 일

치도는 각 항목들과 하위영역별 점수, 각 항목과 총점

의 관계를 SPSS 12.0 소프트웨어로 크론바하 알파계수

를 구하여 검증하였다.

Ⅲ. 결과

각 항목별 일치도는 카파 계수 .96으로 나타났고, 신

뢰구간은 .83∼1.0이었다. 모든 항목에서 높은 측정자간

일치도를 보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1).

그러나 항목들 중에서 1번 항목은 .87, 15번 항목은 .83,

24번은 .85의 카파 계수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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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별 측정자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각 영역의

항목의 점수의 합을 이용해 급내 상관계수를 구하였을

때, 사지의 수의적인 동작 중 상지기능에 대한 평가 영

역에서는 .96, 하지 기능에 대한 평가 영역에서는 .99, 기

본적인 운동성에서는 .99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다(p<.01). 또한 STREAM

의 총점으로 측정자간 신뢰도를 평가했을 때 상관계수는

.99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다(p<.01)(표 3).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크론바하의 알파계수를

구했을 때, 각 항목과 총점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의

범위는 측정자 1에서 .975부터 .978까지이고, 측정자 2는

.975부터 .977까지였다. 항목과 상지기능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측정자 1에서 .947부터 .958까지이고, 측정자

2는 .951부터 .961까지였다. 항목과 하지기능에 대한 크론

바하 알파계수는 측정자 1에서 .944부터 .954까지이고, 측

정자 2는 .944부터 .952까지였다. 항목과 기본적인 운동성

과의 알파계수는 .942부터 .960까지이고, 측정자 2는 .947

부터 .963까지였다. 하부영역 중 상지, 하지기능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998이고, 기본적인 운동성과 총점

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999로 나타났다.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한글로 번역된 STREAM의 측정자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0명의 뇌졸중 환자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도구의 신뢰도 분석 연구의 결

과를 일반화하고 임상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실시된 환경과 실제 치료가 시행되는 치료실의 환경,

측정자들의 평가를 시행하는 자세 등과 같은 요소의 유

사성이 중요하다(Daley 등, 1999). 그리고 뇌졸중 환자

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 재활 과정에서 치료적 중재

에 의한 회복, 환자 상태에 대한 예후를 가늠할 수 있

는 환자의 움직임의 변화에 민감한 평가도구가 필요하

다(Kirshner와 Guyatt, 1985).

연구 결과에 나타난 측정자간 신뢰도를 살펴보면, 30

개 항목별 측정자간 일치도의 카파 계수는 .96, 사지의

수의적인 동작 중 상지기능의 급내 상관계수는 .96, 하

지기능에서는 .99, 기본적인 운동성에서는 .99, 그리고

STREAM의 총점에서는 .99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적 일치도에서는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99로 높은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STREAM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 GCCs를 이용해 측

정자간 신뢰도를 확인했을 때, 하위영역인 상지기능은

.994, 하지기능은 .993이었고, 기본적인 운동성에 대해서

는 .982, 총점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995로 높게 나타났

다. 그리고 내적 일치도는 .98보다 높게 나오며, 평가도

구의 높은 측정자간 신뢰도를 검증했다(Daley 등, 1999).

Wang 등(2002)의 연구에서는 STREAM의 항목별

측정자간 신뢰도를 보기 위해 weighted kappa 통계를

이용했을 때 카파계수의 신뢰구간은 .55에서 .94로 보고

하였고, 급내 상관계수를 이용해 측정자간 신뢰도를 분

석했을 때 상지기능에서는 .95, 하지기능에서는 .92, 기

본적인 운동성에서는 .92이고, 총점에 대해서는 .96으로

측정자간 높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원래 영문의

STREAM의 측정자간 신뢰도와 한글로 번역된

STREAM의 측정자간 신뢰도를 비교해볼 때 항목별,

하위영역과 총점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이 차이는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운 자세에서 견갑골 앞으로 내밀기’ 항목은

.87, ‘앉은 자세에서 고관절 굴곡하기’ 항목은 .83, ‘손상

측 고관절 신전상태로 슬관절 굴곡하기’ 항목은 .85의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것은 동작 수행 중

발생하는 환자의 체간을 이용한 대상작용을 적절히 막

지 못하고, 측정자들이 동작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여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2점)과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

(1b, 1c점)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전 연구에서는 ‘앉은 자세

에서 일어서기’ 항목에서 트렌델렌버그(trendelenburg)자

세, 고관절 후방전위 또는 마비측 슬관절의 과도한 굴곡

또는 신전과 같은 비대칭이 있는 경우, 움직임의 패턴을

다르게 판단하여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며 .65로 상대적

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고하였다(Daley 등, 1999).

본 연구는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STREAM

을 한글로 번역하여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

기 위해 실시되었다. 측정자들은 모두 물리치료사로 5년

이상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경험을 쌓은 상태였

다. 이번 연구에서 측정자들은 짧은 시간동안 STREAM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교육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신

뢰도를 보였다. 따라서 STREAM은 평가도구 지침서를

숙지하고, 평가 항목에 익숙해지기 위한 약간의 시간만

주어지면 임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로 번역된 STREAM을 이용하여 환자를 평가하

기 위한 소요시간이 기능 회복의 정도에 따라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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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다. 운동기능의 회복정도가 평가 수준의 하

위 단계이거나 상위 단계일 경우에는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았고, 중간 단계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요

시간이 길었다. 이 평가도구로 한 환자를 평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였다. 평가 중 환

자의 체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상작용이 많을수록 시

간이 길게 소요되었고, 자세별로는 상ㆍ하지 기능과 기

본적인 운동성에 관련한 항목의 수가 많은 ‘앉은 자세’

에서 평가 시간이 더 길게 소요되었다. Daley(1994)는

STREAM 사용 지침서에서 이 평가도구는 최소의 장

비로 측정이 가능하고, 평가에 소요는 시간도 15분 정

도로 짧아서 임상에서 적용이 용이하다고 하였다. 그러

나 이 연구는 측정자들이 실험에 앞서 받은 교육이 평

가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임을 알았기 때문에 긍정

적인 효과가 작용했을 수 있고, 연구대상자 수가 충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

은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

증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원주기독병원에서 입원 혹은 외래로 치료

를 받고 있는 20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

글로 번역한 STREAM의 측정자간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항목별 측정자간 일치

도는 .96이었고, 상지의 수의적 동작 영역은 .96, 하지의

수의적 동작 영역은 .99, 기본적인 운동성은 .99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평가도구의 내적 일치도에서도

기본적인 운동과 총점 영역에서 .99의 크론바하 알파계

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한글로 번

역된 STREAM 평가도구가 높은 수준의 측정자간 신

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임상에서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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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Rehabilitation Assessment of Movement (STREAM)

평가 일자

(년/월/일)

환자 성명 :

뇌손상 발병 일자 : 성별 : 남/여 나이 :

1.

2.

3.

4.

진단명 :

편마비 측 : 왼쪽/오른쪽

보조도구 사용 형태 :

평가자 :

일반적인 소견 :

STREAM 점수

Ⅰ. 사지의 수의적인 동작

0 어떤 형태(떨리거나 약간의 움직임도 포함)로도 검사 동작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a. 동작의 일부분만 수행 가능하고, 동작이 정상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b. 동작의 일부분만 수행 가능하나, 정상패턴과 유사한 형태의 동작을 보이는 경우

c. 동작을 완전히 수행하나, 동작이 정상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2 동작을 완전히 수행하고, 정상패턴과 유사한 형태의 동작을 보이는 경우

X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이유를 상세히 기재함; 관절가동범위, 통증, 기타)

Ⅱ. 기본적인 운동성

0 어떤 형태(예를 들어, 최소한의 능동적 참여)의 동작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a. 보조도구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동작의 일부분만 독립적으로(완전한 동작을 위해 부분적

보조 혹은 안정화가 요구됨) 수행 가능하고, 정상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b. 보조도구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동작의 일부분만 독립적으로(완전한 동작을 위해 부분적

보조 혹은 안정화가 요구됨) 수행 가능하나, 대체적으로 정상패턴을 보이는 경우

c. 보조도구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동작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으나, 정상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2 동작을 독립적으로 완전히 수행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정상패턴을 보이지만, 보조도구가

필요한 경우

3 보조도구 없이 동작을 독립적으로 완전히 수행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정상패턴을 보이는

경우

X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이유를 상세히 기재함; 관절가동범위, 통증, 기타)

동작의 질

능동 동작의 범위

없음 부분적임 완전함

정상패턴에서 크게 벗어남 0 1a 1c

대체적으로 정상패턴임 0 1b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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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운 자세(1〜6번 항목)

/2

1. 누운 자세에서 견갑골 앞으로 내밀기

“어깨 부분을 들어 올려 손을 천장 쪽으로 밀어보세요.”

주의: 평가자는 대상자의 견관절을 90도 굴곡시키고, 주관절을 신전시

킨 상태로 고정시킴.

/2

2. 누운 자세에서 주관절 신전하기(주관절 완전 구부린 자세에서 시작)

“가능한 최대로 팔꿈치를 쭉 펴서 손이 천장을 향하게 하세요.”

참고: 평가자는 견관절을 90도 굴곡상태로 팔을 고정해 줌. 견관절을 신전 그리고/또는

외전하려는 강한 연합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정상패턴에서 크게 벗어남(1a 혹은 1c점).

/2
3.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과 슬관절 굴곡하기(고․슬관절이 반쯤 구부러진 자세 취하기)

“고관절과 슬관절을 구부려서 발바닥을 침대 위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3

4. 옆으로 구르기(누운 자세에서 시작하기)

“옆으로 굴러 보세요.”

참고: 양쪽 중 어느 한쪽을 시행해도 무관함 ; 구르기 위해 팔로 무엇인가를 잡아당기는

경우=보조(2점).

/3

5. 고․슬관절을 구부리고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 들어올리기(브리징)

“가능한 최대로 엉덩이를 들어보세요.”

참고: 평가자는 발을 고정하지만, 만약 브리징 자세에서 무릎이 신전되는 방향으로

강하게 펴는 경우=정상패턴에서 크게 벗어남(1a 또는 1c점) ; 만약 양 무릎을 중심선 상에

유지하기 위해 보조(외부적인 혹은 평가자로부터의)가 필요한 경우=보조(2점).

/3

6.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 앉기(양 발은 바닥에 위치시킨 자세)

“일어나 앉으시고 양 발은 지면에 닿게 하세요.”

참고: 양쪽 중 어느 한쪽을 시행해도 무관하며 기능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 ;

20초 이상 걸리는 경우=정상패턴에서 크게 벗어남(1a 또는 1c점). ; 침대난간 혹은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일어나는 경우=보조(2점).

앉은 자세(7〜21번 항목; 양발은 바닥에 닿게 하고, 양손은 무릎위에 있는 베게에 얹어

놓음)

/2

7. 양 어깨를 위로 움츠리기(견갑골 거상)

“가능한 최대로 양 어깨를 위로 움츠려 보세요.”

참고: 양 어깨가 동시에 움츠려지게 한다.

/2
8. 손으로 머리 위를 만지기

“손으로 당신의 머리 위를 만져 보세요.”

/2
9. 천추(골)로 손 가져가기

“손으로 뒷짐을 지고 최대로 안으로 가져가 보세요.”

/2
10. 팔을 머리 위로 올리기

“ 천장을 향해 손을 최대한 들어 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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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 전완을 회외 및 회내하기(주관절 90도 상태에서 실시함)

“팔꿈치를 구부리고 몸통의 양 옆에 붙인 채로, 팔꿈치 아래 부분을 회전시켜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팔꿈치 아래 부분을 회전시켜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하세요.”

참고: 한쪽 방향으로만 동작이 가능한 경우=부분적 동작(1a 혹은 1b점)

/2

12. 최대한 손을 펼친 상태에서 주먹 쥐기

“엄지가 바깥쪽에 있게 하고 주먹을 쥐어보세요.”

참고: 손목이 약간 신전 되어야 최고 점수를 얻을 수 있음. 완전히 주먹을 쥐었으나

손목의 신전 부족이 있는 경우=부분적 동작(1a 혹은 1b점)

/2
13. 주먹을 꽉 쥔 상태에서 펴기

“이번엔 주먹을 쭉 펴 보세요.”

/2
14. 엄지와 검지를 마주대기(손가락 끝부분끼리)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원을 만들어 보세요.”

/2
15. 앉은 자세에서 고관절 굴곡하기

“무릎을 최대로 높이 들어 보세요.”

/2
16. 앉은 자세에서 슬관절 신전하기

“무릎을 최대로 펴 보세요.”

/2

17. 앉은 자세에서 슬관절 굴곡하기

“최대한 발을 뒤쪽으로 잡아 당겨 보세요.”

참고: 손상 측 발이 앞(반대 측 발가락 선상에 뒤꿈치가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시작함.

/2

18.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배측굴곡하기

“발뒤꿈치를 바닥에 닿게 한 채로 최대한 발가락을 들어 올려 보세요.”

참고: 손상 측 발이 앞(건 측 발가락 선상에 손상 측 뒤꿈치가 위치)에 위치시킴.

/2
19.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저측굴곡하기

“발가락을 바닥에 닿게 한 채로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려 보세요.”

/3

20. 앉은 자세에서 슬관절을 신전하고 발목을 배측굴곡하기

“무릎을 펴고 발가락을 자신 쪽으로 당겨 보세요.”

참고: 슬관절은 신전되나 발목의 배측굴곡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부분적 동작(1a 혹은

1b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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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일어서 보세요. 양 다리에 체중이 똑같이 실리도록 해 보세요.”

참고: 일어서기 위해 (양)손을 사용함(밀기).=보조(2점); 몸통의 기울어짐,

Trendelenburg 자세, 고관절 후방전위, 또는 손상 측 슬관절의 과도한 굴곡 또는 신전과

같은 비대칭이 있는 경우=정상패턴에서 크게 벗어남(1a 혹은 1c점).

일어 선 자세(22번 항목)

/2
22. 20번 세는 동안 선 자세 유지하기

“20까지 세는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세요”

일어 선 자세(23〜25번 항목: 균형을 잡기 위해 지지대를 붙잡도록 함.)

/2
23. 손상 측 무릎을 신전한 상태로 고관절 외전하기

“무릎과 엉덩이를 쭉 편 상태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려 보세요.”

/2
24. 손상 측 고관절 신전상태로 슬관절 굴곡하기

“엉덩이를 쭉 편 채로,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가게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2

25. 손상 측 슬관절 신전상태에서 발목관절 배측굴곡하기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최대한 발가락을 지면에서 높이 들어 올려 보세요.”

참고: 손상 측 발은 조금 앞쪽에 위치하게 함.(발뒤꿈치가 반대쪽 발가락 선까지)

일어 선 자세와 걷는 동작(26〜30번 항목)

/3

26. 손상 측 발을 한걸음 앞에 놓기(혹은 18 ㎝ 높이의 발판 위에 놓기)

“손상 측 발을 한걸음 앞에 놓아 보세요(혹은 발판 위에 얹어 보세요.).”

참고: 거꾸로 발이 돌아오는 것은 점수 매기지 않음. 난간을 사용하는 경우=보조(2점)

/3
27. 뒤로 세 걸음 걷기(11/2 보행주기: 한 보행주기의 150 %)

“보통걸음으로 뒤로 세 발짝 걷되, 한쪽 발이 다른 발보다 뒤쪽을 딛으면서 걸으세요.”

/3
28. 손상 측 방향으로 옆으로 세 걸음 걷기

“손상 측 방향으로 옆으로 세 걸음 걸어 보세요.”

/3

29. 실내에서 10 ｍ 걷기(평탄하고, 장애물이 없는 지형에서 실시)

“선을 따라 똑바로 걸어 보세요(10 ｍ 떨어진 지점까지).”

참고: 보조기 착용=보조(2점); 20초 이상 걸리는 경우=정상패턴에서 크게 벗어남(1c점)

/3

30. 발을 교대로 3계단 내려가기

“세 계단을 내려오되, 가능하면 한 계단에 한 발씩 놓고 걸어 보세요.”

참고: 난간=보조(2점); 발이 교대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정상패턴에서 크게 벗어남(1a

혹은 1c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