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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래쉬 분석을 통해 한글로 번역된 3점 척도의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가 경부

통증을 가진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의 선택보기로 적합한가와 각 문항이 경부 통증을 측정하는데 적합

한지 신뢰도와 난이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의 15개 항목 중 ‘집중력’항

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일상생활의 장애정도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였다. 평가 항목 중 ‘사회적

접촉’ 항목이 가장 쉬운 항목이었으며, ‘도움’ 항목이 가장 어려운 항목이었다. 코펜하겐 경부기능장

애척도의 3점 척도보다는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는 2점 척도가 3점 척도에 비해서 각 범주가 영역

별로 잘 구분이 되어지고 난이도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목과 대상자의 분리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평가 척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한 경부 통증을 가진 대상자들에게는 기존의 15개 항목의 경부

장애척도 설문지보다는 ‘집중력’항목을 제외한 14개 항목으로 만들어진 수정된 코펜하겐 경부기능장

애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14개의 항목 구성과 2점 척도로 수정된 코펜하

겐 경부기능장애척도는 경한 경부 통증을 가진 대상자에게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로써 일상

생활의장애정도를측정하기에적당할것으로사료된다.

주요용어: 경부통증, 래쉬분석, 코펜하겐경부기능장애척도.

1. 서 론

미국에서 경부통증은 전체인구의 50% 가까이 유병 되고 있으며, 일을 하는 인구의 41% 이상이 6개

월 이상 지속되는 경부통증을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Wlodyka-Cemaille 등, 2002).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로 인하여 경추관절 이상과 주변 인대 및 연부조직의 약화와 길이의 변화를 가져와 역학적

기능을감소시킴으로써경부와어깨관절주위의근골격계이상을초래하는것이다.

경부 손상과 관련해서 장애의 정도나 삶의 질적인 면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부 통증 장애 척

도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부 관련 척도는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 (copen-

hagen neck functional disability scale) (Jordan등, 1998), 경부장애지수 (neck disability index) (Ver-

non과Mior, 1991), Northwick Park경부통설문 (Northwick Park neck pain questionnaire) (Leak등,

1994), 경부통과장애척도 (neck pain and disability scale) (Wheeler 등, 1999), 경추결과설문 (cervi-

cal spine outcomes questionnaire ) (BenDebba 등, 2002), Bournemouth 설문 (Bournemouth ques-

tionnaire) (Bolton과 Humphreys, 2002), 편타성-명료 장애측정 (whiplash-specific disability mea-

sure) (Pinfold 등, 2004), 경부통을 위한 핵심결과 (core outcomes for neck pain) (White 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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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타성장애설문 (whiplash disability questionnaire) (Willis 등, 2004), NHANES-ADL (neck) (Cook

등, 2006) 등이 있다.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는 만성 경부통증 환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이다. 총 15개의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평가척도는 ‘예 (1점), 가끔 (2점), 아니오

(3점)’로각항목에답을한다.

코펜하겐경부기능장애척도설문지는각문항별로서열척도로나타내어진반응범주중에서자신과가

장 가까운 범주를 택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설문 작성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부분점수 또는 총점을 계산

하는데 사용되며, 산출된 점수는 문항과 개인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

도와 같은 설문에서 대상자의 의견을 나타낸 각 문항별 점수는 그 수준의 높고 낮음 또는 약하고 강함을

나타내므로등간척도 (interval measurement)나비척도 (ratio measurement)와같은등간성에대한정

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 설문을 통한 점수는 서열자료 (ordinal data)이며,

이서열자료를이용하여부분점수와총점을계산하는것은이점수들을토대로한분석과해석에모호함

을야기하고통계치의원인을규명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다 (정혁과노은이, 2005).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asch 분석을 이용한 문항반응이론의 적용이 제안되고 있다.

Rasch분석은 대상자의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단일변수 로지스틱 모델을 사용하여 원점수를 동일 간격

을 가진 등간척도로 변화시켜 표본과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추정을 할 수 있게 한다 (Rasch, 1980). 교

육학과 심리학 영역에서 시작된 Rasch 분석이 최근에는 체육학분야, 의학분야, 그리고 물리치료분야

에서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영웅과 강기훈, 2009;

Cho와 Kim, 2008). 오스웨스트리 허리기능장애 설문지 (Davidson, 2008), 버그 균형척도 (Kornetti

등, 2004), 대동작기능평가 (Park과 Yi, 2005) 등 물리치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도구들에 대하여

Rasch 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다시 확인하여 검증하는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Rasch 분석의 장

점은 자료를 등간척도로 변환시켜 가감이 가능케 하고, 문항과 대상자의 난이도와 능력에 따라 동일 선

형상에서비교하는것이가능한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Rasch 분석을 통해 한글로 번역된 3점 척도의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가 경부

통증을 가진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의 선택보기로 적합한가와 각 문항이 경부 통증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신뢰도와난이도를알아보는것이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대구시 D대학 P학과에 재학중인 전체 학생 600명 중에서 경부 통증을 호소하

는71명을대상으로하였다. 본연구의목적을설명하고자발적으로동의한학생들을대상으로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설문지조사를 2008년 4월1일부터 4월30일동안실시하였다. 설문에참여한경부통

증 대상자 71명은 전체 학과 학생의 11.8%에 해당되었으며, 외상성 6명과 비 외상성 65명을 모두 포함

하였으며, 병원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15명, 병원진단 없이 경부통을 호소한 대상자는 56명이였다. 연구

대상자선정에서경부방사통, 강직성척수염, 류마티스관절염으로인한경부통증은제외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측정도구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는 만성 경부통증 환자의 장애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이다. 총 15개

의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평가척도는 예 (2점), 가끔 (1점), 아니오 (0점)로 각 항목에 답을 한다. 총점

은 0점 (경부통증의 영향이 없음)에서 30점 (악화의 가능성)으로 나타낸다. 매일하는 활동에서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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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항목과 사회적 상호관계를 평가하는 항목, 여가활동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

며, 각 항목의 세부내용은 ‘수면, 활동수준 감소, 도움, 옷 입기, 양치질, 집에 있는 시간, 들기, 독서, 두

통, 집중, 여가시간, 침대시간, 감정적관계, 사회적접촉, 미래’등으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에사용된

한글판코펜하겐경부기능장애척도는 Jordan 등 (1998)의연구에서발표한코펜하겐경부기능장애척도

의 영문내용을 한글로 번역한 후, 사전연구를 통해 의미나 해석의 모호함을 찾아내서 수정한 후, 본 연

구에서사용하였다 (부록1).

2.2.2. 자료수집 방법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 설문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동일한 연

구자가한문항씩읽어주며설명하고설문지에직접답을표시하게하였다.

2.3. 연구설계

본연구는경부통증을갖고있는 71명을대상으로단면적연구설계에의한설문조사 (cross-sectional

survey)로하였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Winsteps version 3.61.1 (Winsteps,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Rasch 분석

을 통하여 각 항목과 대상자가 경부통을 지닌 대상자의 일상수행의 기능적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써 적합한지를 알아보았다. 모형-자료 적합성 검사는 적합도 통계치, 항목 난이도, 분리 신뢰도

(separation reliability), 분리 지수 (separation index), 반응 범주 확률을 이용한 평정 척도 등이 사용

되었다. 항목의 적합도 검사는 내적합지수 (infit)와 외적합지수 (outfit)의 평균자승잔차 (mean square

residual: MnSq) 값이 0.6보다 작거나 1.4보다 크면서 Z-값이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경우에는 부적

합한 항목 (misfit item)으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대상자의 적합도 검사 경우에도 내적합지수와 외적합

지수가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서 Z-값이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경우에는 부적합한 대상자 (misfit

person)로 기준을 정하였다. 부적합 항목과 대상자를 확인 후 이 들을 제외한 후, 다시 Rasch 분석에

적합한 나머지 항목과 대상자의 자료만을 갖고서 재분석을 하여 항목의 난이도, 평정 척도 분석, 분리신

뢰도와 분리지수를 구하였다. 항목의 난이도는 반응범주에 대한 각 항목의 난이도를 산출한 후, 항목을

난이도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Rasch 분석에서 표본집단과는 독립적으로 모든 능력수준에 따라 측정의

표준오차가 산출되며, 대상자분리지수와 항목분리지수의 두 가지로 추정한다. 분리지수는 측정도구내

에서 각 항목의 차이가 얼마나 잘 정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항목분리지수와 측정도구가 피험자의 장

애정도의 차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의하고 분리하는지를 나타내는 대상자 분리지수로 구분된다. 분

리지수가 클수록 경부 장애 측정에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분리신뢰도는 항목신뢰도와 대상자신뢰도로

구분되며, 각각 동일한 항목 난이도를 재현시키는 정도와 대상자의 장애 수준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재

현하는가를 나타낸다. 분리신뢰도의 범위는 0에서 1.0까지이며, 1.0에 가까울수록 높은 일관성을 나타

낸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자 27명, 여자 44명이였으며, 평균 신장과 체중은 165cm, 59Kg이였고,

하루 평균 학업시간은 4.8시간이였다. 경부통증을 가지고 있는 기간 (onset)은 14.25개월이였으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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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느끼는 경부통증의 정도를 시각통증척도 (visual analogue scale: VAS)로 확인 한 결과 3.2 였다.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표 3.1과같다.

표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1)

특성 대상자

나이(세) 24.85±2.82*

키(cm) 165.37±8.14

몸무게(kg) 59.69±10.48

성
남성 27(38%)

여성 44(62%)

경부통증유병기간(개월) 14.25±13.36

하루중 학업시간(시간) 4.80±2.20

VAS** 3.20±1.80

*평균±표준편차
**Visual Analogue Scale(통증시상척도)

3.2. 적합도 판정

코펜하겐경부기능장애척도의평가도구에대한부적합한응답을한대상자들을판정하기위하여대상

자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경부 통증 수준을 평가한 환자 71명 중 5명 (7%)이 부적합 대

상자로 판정되었다.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에서 평가도구의 항목에 대한 적합도 판정 결과는 10번

항목인 ‘집중력 (concentration)’만 부적합 항목으로 판정 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적합한 항목으로 판정되었다 (표 3.2). 부적합 대상자들을 제외한 66 명을 대상으로 10번 항목을 제외

한나머지적합한항목으로다시 Rasch 분석을하여이후의항목난이도, 평정척도분석, 분리신뢰도및

분리지수의결과를확인하였다.

표 3.2 각 항목의 적합도 판정 (N=71)

항목번호 점수 로짓값
내적합지수 외적합지수 Ptmea Exact Matxh

평균자승잔차 Z-STD 평균자승잔차 Z-STD Corr. OBS% EXP%

1 17 72.81 1.02 -0.2 1.93 1.7 .07 63.8 74.8

2 134 81.15 1.43 -1.2 2.03 1.4 .12 91.3 89.2

3 139 91.33 1.57 -1.0 1.84 1.0 .11 97.1 95.8

4 138 88.38 1.43 -0.9 3.11 1.7 .05 95.7 94.4

5 136 84.18 1.24 -0.7 2.06 1.3 .10 92.8 91.8

6 22 30.23 1.43 -1.7 0.93 -0.1 .62 78.3 78.0

7 19 28.01 1.11 -0.5 0.63 -1.0 .67 82.6 79.9

8 49 43.86 0.70 -2.0 0.89 -0.5 .69 73.5 58.6

9 42 40.75 0.95 -0.2 1.00 0.1 .60 60.9 62.6

10* 66 49.73 0.54 -3.8 1.12 0.7 .63 78.3 52.0

11 19 28.18 0.73 -1.1 1.02 0.2 .66 80.9 79.8

12 24 31.57 1.06 -0.4 1.88 2.3 .62 79.7 75.8

13 22 30.23 1.04 0-.2 1.03 0.2 .63 75.4 78.0

14 6 9.71 0.81 -0.2 0.31 -0.7 .68 95.7 95.2

15 40 39.89 1.09 0-.5 1.11 0.6 .54 65.2 63.6

M±SE
58.2 50 1.08 1.39 80.7 78

±51.2 ±25.52 ±.29 ±.70 ±11.5 ±13.5

* 부적합항목 : 평균자승잔차<0.6, 평균자승잔차>1.4 그리고 Z-STD<-2, Z-ST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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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항목 난이도

코펜하겐경부기능장애척도는경부통증환자에대한일상생활의기능적인활동정도를평가하는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번 항목을 제외한 14개의 항목을 난이도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그림 3.1). 항목

이 아래에 위치할수록 난이도는 쉬운 항목이며, 위에 위치할수록 난이도는 어려운 항목이다. 평가항목

의 난이도를 알아본 결과, 가장 어려운 항목은 3번 ‘도움’ 항목이었으며, 가장 쉬운 항목은 14번 ‘사회

적 접촉’ 항목이었다. 경부통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의 기능적인 활동정도를 평가하는데 적합

하다고 판정된 14개의 항목에 66명의 적합한 대상자로 결과를 Rasch 분석하였을 때, 대상자의 능력은

-5.01∼2.29 로짓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를 통해 얻어진 평가 점수를 서열척

도에서등간척도로변환하는식은다음과같다.

표준점수 =
(대상자의로짓점수+ 5.01)

(5.01 + 2.29)
× 100 (3.1)

3.4. 평정 척도 분석

그림 3.2는 Rasch모형으로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의 3점 척도 즉, 2, 1, 0점으로 범주곡선을 그

린 결과이다. 그림의 범주가 적정한 질서를 갖추고 있고, 각각의 범주가 다른 범주와 완전하게 구별되

는영역이다. 또한두척도간교차점이일정한간격을이루고있어, 측정된특성들은난이도가분명하지

만, 1점 (가끔)의 외적합지수 점수가 2 이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수체계로 나타났다 (표 3.3). 이에 따

라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의 점수척도를 재조절 하였다. 2점 (예)과 1점 (가끔)을 2점 (예)로 합치

고, 0점 (아니오)을 그대로 두고 다시 평정 척도를 분석한 결과, 각 점수체계가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고,

분석방법에서도오류가나타나지않았다 (표 3.4)(그림 3.3).

표 3.3 평정척도 분석 (모델=R)

척도 관찰수(%) 관찰된 표본예상값 내적합지수 외적합지수 구조적 영역별

평균값 표본예상값 평균자승잔차 평균자승잔차 추정값 측정치

2 290(34) -3.33 -3.41 1.03 .84 none -1.80

1 130(15) .24 .61 .98 2.30 -.49 .00

0 436(51) 2.67 2.61 .91 .87 .49 1.80

오류 1 0 1.35

표 3.4 수정된 평정척도 분석 (Model=R)

척도 관찰수(%) 관찰된 표본예상값 내적합지수 외적합지수 구조적 영역별

평균값 표본예상값 평균자승잔차 평균자승잔차 추정값 측정치

2 147(32) -.24 -.24 .97 .80 none -.97

1 0(0)

0 310(68) 1.01 1.01 1.04 1.36 .00 .97

오류 1 0 .11

3.5. 분리신뢰도 및 분리지수

부적합 대상자와 항목을 제외하고서 다시 Rasch분석을 하여 분리 신뢰도와 분리지수를 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대상자 신뢰도는 0.8에 분리지수 2.02이며, 평가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0.98에 분리지수

6.51로나타났다 (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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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대상자와 항목의 난이도 그래프

표 3.5 대상자와 항목의 분리 신뢰도

분리지수 분리 신뢰도

대상자 2.02 .85

항목 5.40 .97

4. 고찰

Rasch 모형은 환자의 능력이나 항목의 난이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을 실제 설문이나 측정에

서는완전하게예측할수없기때문에로지스틱함수를이용하여측정값산출로추정하는통계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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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3점 척도의 반응확률 곡선

그림 3.3 2점 척도로 수정된 반응확률 곡선

본 연구에서 적합도 판정은 내적합지수와 외적합지수의 평균자승잔차 값 (0.6∼1.4)과 Z-값 (-2∼2)을

기준으로 하였다. 적합도 판정은 장애정도 척도 항목이 모형의 기대치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균자승잔차 값이 1에 가까울수록 Rasch 모형에 적합하다. 평균자승잔

차값이 0.6보다작으면변화가거의나타나지않거나종속적인평정을뜻하고, 1.4 보다크면능력이낮

은 대상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높은 점수를 받아 일관성 없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므로 부적합판

정으로 하였다. Z-값이 2 이상이면 평가자가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

고, 2 이하이면 평가가자 관대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10번 ‘집중력’항목을 제

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적합한 항목이였으며, ‘집중력’항목은 내적합지수의 평균자승잔차 값이 0.54 Z-값

이 -3.8로부적합항목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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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의 항목 난이도 결과를 통해 쉬운 항목에서 어려운 항목으로 나열해보면

‘사회적 접촉-들기, 여가시간-집에 있는 시간-침상 시간-감정적 관계-두통-미래-독서-수면-활동수준 감

소-칫솔질- 옷입기-도움’ 순으로 어려워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부 통증을 가진 대상자들에게는 사회

적 상호관계 항목들은 쉽다고 응답하였고, 매일 매일 행하는 일상활동과 관련된 항목은 보다 힘들고 어

렵다고하였다.

본 연구의 평정척도 분석에서는 점수의 척도가 3점 척도로 되어 있어도 각 범주가 영역별로 잘 구분

이 되고 있지만, 1점 (가끔)의 외적합지수 점수가 2.3 으로 2 이상의 적합지 않은 점수체계가 나타났다.

Rasch 분석은 평정척도 분석을 통해 평가도구의 척도가 잘 구분지어 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척도

의구분이모호할경우에는척도의간격을줄여평가에대한신뢰도와타당도를개선시킨다. 그래서본

연구에서도 2점 (예)과 1점 (가끔)을 2점 (예)로합쳐서 2점 (예)과 0점 (아니오)으로평정척도분석을

한 결과 내적합지수와 외적합지수 점수 모두 만족시켰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다 많은 대상자들과 통

증의정도가다양한환자들을대상으로평정척도를시행하여본연구의결과와비교해보는것이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동일한 항목 난이도를 재현시키는 항목신뢰도와 대상자의 수준을 일관성 있게 재현하는

대상자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Jordan 등 (1998)은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

도를 측정한 결과 같은 날에서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0.99, 2일 후 검사-재검사에서는 0.98의 높은 신뢰

도를 가진 척도라고 하였다. 또한 코펜하겐 척도와 환자 및 임상가의 전체 평가를 피어슨 상관게수를

통해 동시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0.56에서 0.89의 동시타당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Jordan 등

(1998)의 연구 결과를 통해 코펜하겐 척도는 신뢰도, 내적 일치도, 요인구조 (factor structure) 측면에

서신뢰도가높은평가도구로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가 71명은 모수추정하기에는 적은 숫자이며, 통증이 경미한 대상자가 대

부분인 것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실제 병원치

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비해서는 통증의 정도가 약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적용하기 위

하여 많은 대상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통증 정도의 경부통 환자에게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 평가를

Rasch분석을하여검사도구의표준화가필요할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경부 통증을 가진 71명을 대상으로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를 평가하여 Rasch 분석을

하였다.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의 15개 항목중 ‘집중력’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일상생활의

장애정도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였다. 평가 항목중 ‘사회적 접촉’항목이 가장 쉬운 항목이였으며, ‘도움’

항목이 가장 어려운 항목이였다.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의 3점 척도보다는 ‘예’와 ‘아니오’로 응답

하는 2점척도가 3점척도에비해서각범주가영역별로잘구분이되어지고난이도가분명한것으로나

타났으며, 항목과 대상자의 분리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평가 척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한 경부 통증을

가진 대상자들에게는 기존의 15개 항목의 경부장애척도 설문지보다는 ‘집중력’항목을 제외한 14개 항목

으로 만들어진 수정된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14개

의 구성항목과 2점 척도로 수정된 한글판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는 경한 경부 통증을 가진 대상자

에게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로써 일상생활의 장애정도를 측정하기에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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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코펜하겐 경부기능장애척도 (Copenhagen neck functional disability scale)

항 목 예(2) 가끔(1) 아니오(0)

1. 밤에 목의 통증 없이 잘 수 있습니까?

2. 활동 수준을 감소시켜 목의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3. 다른 것에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조절 할 수 있습니까?

4. 평상시 보다 더 긴 시간 소요 없이 아침에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5. 목의 통증 없이 양치질을 위해 세면대에서 숙일 수 있습니까?

6. 목의 통증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상 시 보다 늘어났습니까?

7. 목의 통증 때문에 2-4kg의 무게를 들 때 어렵습니까?

8. 목의 통증 때문에 독서를 줄였습니까?

9. 목의 통증이 나타날 때 두통으로 괴롭습니까?

10. 목의 통증 때문에 집중력이 감소한 것으로 느껴집니까?

11. 목의 통증 때문에 평상시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12. 목의 통증 때문에 평상시보다 침대에서 더 오래 있습니까?

13. 목의 통증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감정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4. 목의 통증 때문에 지난 2주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접촉을 포기해야만 했습니까?

15. 목의 통증이 당신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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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tegory function, the item structure,

and the model-data fit of the Copenhagen neck functional disability scale (CNFDS) with

neck pain subjects using Rasch rating scale analysis. The data was obtained from the

assessments of 71 college students with neck pain. The ‘concentration’ item showed

misfit and fourteen items were founds to be fits for self-reporting of disability due to

neck pain. The most difficult item of the remaining 14 items was ‘help’ and the easiest

item was ‘social contact’. The subjects and items reliability of separation reliability

were 0.85 and 0.97. The CNFDS for self-reporting of disability due to mild neck pain

has been proved valid and reliable. This study is suggested that individuals with mild

neck pain may be used the modified CNFDS that were not included ‘concentration’

item and were adjusted the 2 respons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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