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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 병변의 결과로 발생
하며, 평생 지속되지만 변화는 없는 비진행성 움직임 및 자세
의 이상(Mackenzie et al, 1959)으로 정의되어왔다.
뇌성마비의 발달 범위는 매우 넓으며 수반 장애 또한 다양
하다. 이러한 뇌성마비 아동의 특성들은 아동의 기능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삶의 질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Bjornson
& McLaughlin, 2001).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뇌성마비 아동
에 대한 평가는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에서 아동의
신체적 기능에 대한 건강관리 중재를 평가하기 위해 활동 수준
의 측정을 강조하고 있다(Palisano et al., 2007; Schenker
et al, 2005).
국제 건강, 기능 장애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abiliy and Health ; ICF)는 활동 제한과
손상의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활동 제
한과 손상 간에 상관을 탐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의 평
가는 관련된 환경을 모두 포함해야하고, 장애인의 필수적인 생
활 활동 중에서 기능 수행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의 건강 상태 평가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아동 건강
평가 질문지(Childhood Health Assesment Questionnaire:

CHAQ)는 일상생활에서 기능적 역량과 독립성을 평가하기 위
해 특별히 개발된 평가 도구이다. CHAQ는 기능성이나 일상
생활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CHAQ는
소아 척추관절병증, 이분 척추, 관절 과가동증, 전신 홍반루프
와 같은 다른 만성 질병으로 운동 제한을 가진 아동에게 이미
적용되어져 왔다(Brunner et al, 2003 ; Lam et al. 2004;
Moorthy et al, 2005; Ruperto et al, 2004; Selvvag et al,
2005). CHAQ는 뇌성마비 아동과 같이 신체적 제한이 있는
아동 평가를 위해 유용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용하기
와 해석하기가 쉽다(Morlaes et al, 2008). 또한 ICF에서 추
천하고 있는 생활 활동 중 기능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들
로 구성되어 있다(박은영 2010).
아동용 장애 평가 척도(Pediatric Evaluation of Disability
Inventory: PEDI)는 아동의 일상생활활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능력과 독립성을 측정
하는 도구이다(Hale et al, 1992). PEDI의 의사소통, 신변처
리, 자동차 타고 내리기 등과 같은 문항들은 세계건강기구
(WHO)에서 정의한 기능과 아동의 다양한 작업수행영역을 잘
반영하고 있다(Nordmark et al, 1999).
최근 들어 PEDI를 자극에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Custers et al., 2002 ; Sresen et al, 2005),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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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PEDI의 국내 적용을 위한 번역 및 문화 간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다(정병록 외, 2009). 정병록(2011)의 연구에 의해면
한글 PEDI의 문항 이해와 문화적 적합성, 기능 수준의 변화
측정과 장애 감별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균 73%의 응답자들
이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
PEDI의 기능 평가 영역은 19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CHAQ는 독립성 및 기능적 제한을 평가하는 20개 문항
및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CHAQ의 이러한 장점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이나, 치료실
에서 뇌성마비아동의 독립성 및 기능 제한을 평가하기 위한 유
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뇌성마비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건강 평가 설문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건강 평가 질문지(CHAQ)
가 뇌성마비 아동들의 기능 평가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
고 이를 통해 아동 건강 평가 질문지가 뇌성마비 아동들의 기
능 평가를 위해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부산시내 종합병원 및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는 3세

이상 15세 이하 연령의 뇌성마비아동 38명과 뇌성마비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25세, 남녀 비율은 동등 하였다. 출
생 시 평균 체중은 1.9kg, 평균 임신기간은 32주였으며, 분만
형태는 자연분만이 12명(31.6%), 제왕절개가 26명(68.4%)이
였다.
장애유형으로는 경직형이 76.4%(29명), 불수의운동형 10.5%,
혼합형 10.5%, 저 긴장형 2.6% 순이었다. 마비부위는 사지마
비가 19명(50%), 하지마비가 36.9%, 편마비 10.5%, 삼지마
비 2.6%순으로 나타났다.
대동작 기능 분류체계(GMFCS)는 1단계 13.2%, 2단계
10.5%, 3단계 13.2%, 4단계 28.9%, 5단계 34.2%로 5단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
2. 연구도구
1) 아동 건강 평가 질문지(Childhood Health Assesment
Questionnaire; CHAQ)
아동 건강 평가 질문지 CHAQ는 원래 소아 특발성 관절염 아
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평
가하기 위해 Singh등(1994)이 개발한 도구이다. CHAQ는 30
편 이상의 연구들에서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다양한 나라와
환경에서 10만 건이 넘게 사용된 스탠포드 건강 평가 질문지
(Standford Health Aeeseement Questionnaire)(Ramey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

분

성별
분만형태

유형

마비부위

대동작 기능 분류 체계
(GMF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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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남

19

50

여

19

50

자연분만
제왕절개

12
26

31.6
68.4

경직형
불수의운동형
저긴장형

29
4
1

76.4
10.5
2.6

혼합형

4

10.5

사지마비
삼지마비

19
1

50
2.6

하지마비
편마비

14
4

36.9
10.5

1단계
2단계
3단계

5
4
5

13.2
10.5
13.2

4단계
5단계

11
13

28.9
34.2

김부영

et al, 1992)를 소아 특발성 관절염 아동의 평가를 위해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CHAQ는 아동의 기능적인 역량과 독립성을 측정하기 때문
에 다양한 장애 유형의 아동에게 이미 적용되어져 왔다(박은영
2010).
CHAQ는 평가 시점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능적인 역량과 독립성을 측정하게 된다. 옷
입기와 몸단장하기, 일어서기, 먹기, 걷기, 위생, 손 뻗기, 잡기,
그리고 활동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 아동들에게
는 적용할 수 없는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 수
행 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CHAQ는 통증과 전반적인 안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두
개의 시각 유추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포함하고 있
다. 측정된 자료는 장애 지표로 변환하기 위해 8개 영역의 하
위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은 장애가
없음을 의미하는 0점에서부터 심각한 신체적 장애가 있음을 의
미하는 3점의 CHAQ장애 지표가 된다(Morales, et.al, 2008).
장애 지표를 계산할 때는 각 영역의 하위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선택하며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소 2점이 된다(박
은영 2010).
표 2. CHAQ의 문항 구성

CHAQ

문항 수

CHAQ 평가영역

문항 수

옷 입기와
몸단장하기

4

잡기

5

일어서기

2

활동

5

먹기

3

기, 먹기, 걷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 보조기기의 사용

평가영역

옷 입기와 몸단장하기, 일어서

걷기

2

8

으며, 자조(self-care), 이동(movement),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인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기능 수
준을 측정하는 기능적 기술부분의 197개 문항과 이들 영역에
대한 보호자의 도움(caregiver assistance)정도 및 과제의 조
정/변경(modification)을 측정하는 20개, 총 217개 문항으로
되어있다(Stephen et al. 1992)(표 3, 표 4).
PEDI의 평가는 부모보고(parent report), 아동의 부모나
아동과 친숙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접(structured
interview), 병원 및 교육 환경에서 아동의 기능적 활동을 직
접 관찰하는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모 혹은 전문가가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상호보완을 위해 각자가 평가한 점수
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고, 보호자의 도움과 조정/변경 부분의
평가는 전문가에 의해 아동과 친숙한 보호자와 구조화된 면접
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Stephen et al. 1992).
PEDI의 평가 척도 구성은 기능적 기술 부분이 ‘할 수 있다
(1점)’와 ‘할 수 없다(0점)’인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보호
자의 도움정도는 ‘독립수행(5점)’, ‘지도감독(4점)’, ‘최소도움(3
점)’, ‘중간도움(2점)’, ‘최대도움(1점)’, ‘전체도움(0점)’인 서열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도구의 사용이나 환경을 변화시켜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은 조정/변경부분은 빈도수로 측정한다
(Stephen M. Haley, et al. 1992).
검사 결과의 해석은 표준화 점수(normative standard
scores)와 표준 점수(scaled scores)로 제시된다. 표준화 점
수의 평균은 50이고, 표준편차는 10으로 표준편차 ±2 범위인
30~70이 정상발달을 의미한다. 표준 점수는 0~100점으로 제
시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기능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Stephen et al. 1992).
표 3. PEDI의 문항 구성

PEDI

평가영역

능력(capability)

수행(performance)

기능적 기술 문항 보호자 도움 문항

조정/변경 문항

위생, 손 뻗기, 잡기, 활동을 수
행하는데 있어 보조기기의 사용

6

신변처리

73

8

8

이동

59

7

7

사회적 기능

65

5

5

계

197

20

20

위생

5

8개 영역 수행 시 독립성 우무

8

손 뻗기

4

통증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
한 시각우추척도

2

(정병록 2006)

(박은영 2010)

2) 아동용 장애 평가 척도 (Pediatric Evaluation Disability
Inventory: PEDI)
PEDI는 라쉬모델(Rasch model)을 기초로 아동의 기능적 수
행능력을 평가하여 효과적인 치료 목표의 설정, 치료에 의한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평가 대상은 생
후 6개월~7세 6개월이지만, 기능 수준이 낮은 7세 6개월 이상
아동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PEDI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

3. 연구과정
본 연구는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시내 종합병원 및 복
지관에서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의학연구의 윤리적 원칙을
지켜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는 보호자에게 서면으
로 확인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설명 후 동의한 대상자만 참여
시켰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는 38명이었으며, CHAQ와

아동용 건강 평가 질문지(CHAQ)와 아동용 장애 평가 척도(PEDI)의 상관관계 연구 ∙ 47

NEUROTHERAPY 2013;17(1):45-51

표 4. PEDI의 평가 영역 및 과제 문항

기능적
기술영역

자조 영역

이동 영역

음식의 형태
도구의 사용
음료용기의 사용

화장실 이용하기
의자나 휠체어 이용하기
자동차 타고 내리기

양치질하기
머리손질하기
코 위생관리

침대 이동/이용하기
욕조 이용하기
실내 이동방법

손 씻기
얼굴과 몸 씻기
티셔츠/ 앞여밈이 있는

실내 이동; 거리/속도
실내 이동; 당김/물건을 운반
실외 이동; 방법

옷입기
채우기
하의

실외 이동; 거리/속도
실외 이동; 거리/속도
실외 이동; 지면

신발/양말
화장실 이용하기
소변관리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또래간의 상호작용

사회적 기능 영역

단어의미 이해하기
복잡한 문장 이해하기
의사소통의 기능적 사용
복잡한 표현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어른)
또래간의 상호작용
사물을 가지고 놀기
가지 정보
시간 지남력
집안일
자기보호
지역사회 기능

대변관리

자기보호

먹기
꾸미기

의자/변기 이용하기
자동차 타고 내리기

기능적 이해하기
기능적 표현하기

보호자의
도움
조정 /

목욕하기
상의입기
하의입기

침대 이동/ 이용하기
욕조 이용하기
실내 이동

협력적 문제해결
또래 놀이
안전

변경

화장실 사용하기
소변관리
대변관리

실외 이동
계단

(정병록 2006)

PEDI는 물리치료사의 도움과 함께 뇌성마비 아동의 보호자
38명이 각각 실시하였다.
아동 건강 평가 질문지 CHAQ와 아동 장애 평가 척도
PEDI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정병록(2006)이 PEDI 평
가도구의 국내 적용을 위한 예비연구를 위해 변역 및 수정한
한글판 PEDI와 CHAQ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박은영(2010)
이 번역한 CHAQ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원점수를 사용
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0.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으로 산출하였다.
CHAQ와 PEDI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상
관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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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CHAQ와 PEDI간의 상관관계
Pearson상관분석을 이용하여 CHAQ와 PEDI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CHAQ의 하의 영역과 PEDI의 자조 영역 간
의 상관은 옷 입기․몸단장 -.762, 일어나기 -.714, 먹기
-.827, 걷기 -.665, 위생 -.783, 손 뻗기 -.783, 잡기
-.813, 활동 -.663으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을 나타냈으며(p<.05), CHAQ의 하위 영역과 PEDI의 자조
영역 중 먹기 영역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CHAQ의 하의 영역과 PEDI의 운동 영역 간의 상관은 옷
입기․몸단장 -.791, 일어나기 -.891, 먹기 -.728, 걷기
-.845, 위생 -.852, 손 뻗기 -.776, 잡기 -.775, 활동
-.780으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으며
(p<.05), CHAQ의 하위 영역과 PEDI의 운동 영역 중 일어나
기 영역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먹기 영역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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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PEDI와 CHAQ의 상관관계

PEDI

자조영역

운동영역

사회성영역

합 계

옷입기 몸단장

-.762**

-.791**

-.560**

-.740**

일어나기

-.714**

-.891**

-.578**

-.763**

먹기

-.827**

-.728**

-.746**

-.815**

걷기

-.665**

-.845**

-.469**

-.688**

위생

-.783**

-.852**

-.660**

-.806**

손뻗기

-.783**

-.776**

-.688**

-.793**

잡기

-.813**

-.775**

-.801**

-.846**

활동

-.663**

-.780**

-.497**

-.677**

합계

-.861**

-.907**

-.731**

-.879**

CHAQ하위영역

**P＜.01

장 낮게 나타났다.
CHAQ의 하의 영역과 PEDI의 사회성 영역 간의 상관은
옷 입기․몸단장 -.560, 일어나기 -.578, 먹기 -.756, 걷기
-.469, 위생 -.660, 손 뻗기 -.688, 잡기 -.801, 활동
-.497으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으며
(p<.05), CHAQ의 하위 영역과 PEDI의 사회성 영역 중 잡기
영역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IV. 결론 및 고찰
뇌성마비와 같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기능을 평가하고 이를
임상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것은 뇌성마비 아동의 치료, 교육 등
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김시원 등(2012)은 국내 뇌성마비 아동 연구 동향 분석 연
구에서 신체-운동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종속변인으로
신체 능력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이는 뇌성마비 아동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운동
기능 혹은 신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체 기능을 평가하
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치료적, 기능적 평가 방법이 필요한 것
이 사실이다.
유선애와 김보경(2010)의 뇌성마비 아동의 기능성 평가 도
구에 대한 고찰 연구에서 PEDI는 임상 평가, 치료 프로그램
모니터링, 발달 상태 점검, 그리고 임상에서 의사결정 도구로
쓸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하였다.
Smit 등(2011)은 뇌성마비 아동 116명을 대상으로 한 학
령기 뇌성마비 아동들의 일상생활활동의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PEDI를 이용하였다. Smit의 연구에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PEDI 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졌다고 하

였다.
PEDI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Wang 등
(2012)의 연구를 볼 수 있다. Wang 등(2012)은 뇌성마비 아
동 30명을 대상으로 호흡근의 강화를 통하여 일상생활활동의
향상을 확인한 연구에서 PEDI, PEDI-FSS, PEDI-CAS 등을
이용하여 뇌성마비 아동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Wang 등
(2012)의 연구에서는 PEDI에서 더욱 더 세분화 되고 구체화
된 PEDI-FSS(Functional Skills Scale), PEDI-CAS
(Caregivers Assistance Scale) 등과 같은 PEDI 관련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앞으로 뇌성마비 아동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
한 것으로 PEDI 가 매우 널리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
였다.
특히 PEDI는 일상생활활동을 평가하여 뇌성마비 아동의
기능 수행 능력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아동건강척도(CHAQ)와 유의한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일상생활활동의 기능 향상은 뇌성
마비 아동의 건강척도를 가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iehweger 등(2008)은 뇌성마비 아동의 삶의 질을 측정
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1980년부터 2007년까지 메드라인
(Medline)을 통해 문헌을 분석 한 결과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어 온 평가 도구가 일률적이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
다. 또한 Viehwger 등(2008)은 뇌성마비 아동의 운동 능력의
변화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으며, 뇌성마비 아동의 부모, 보조자, 가족 등의 삶의 질과
그들의 도움이 뇌성마비 아동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뇌성마비 아동들의 운동 기능, 일상생활활동 평
가 등은 다양하게 평가 되고 있으나 평가 항목이 매우 많거나,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한 반면, CHAQ는 뇌성마비 학생의
건강 관련 평가 도구로써 유용하며, 평가 항목이 간단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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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의 기입이 가능하여 매우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
구라고 할 수 있다(박은영, 2010).
CHAQ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면, Wiklund 등
(2012)의 뮤코다당증 증후군(Mucopolysaccharidosis :
Hunter syndreme)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HAQ
는 아동들의 기능이나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Wiklund 등(2012)의 연구에서는 진행성이며, 염색체 문제를
가진 뮤코다당증 증후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CHAQ의 적용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
나, 이는 뮤코 다당증 증후군 아동들의 기능적 심각성, 대사 장
애 등의 심각한 증후군으로 인한 기능 장애를 측정하기에는 역
부족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Revel-Vilk 등(2004)의 연구에서는 혈우병
(Hemophilla) 아동들의 건강 상태와 기능, 삶의 질 등을 평
가하였으며, CHAQ 는 아동들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되어졌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CHAQ는 의학적 중재나 이학적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국내
의 연구 활동은 매우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더 많은 연구자들이 CHAQ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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