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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Spontaneous use of the upper extremities on the affected side of patients with stroke is a

meaningful indicator of recovery and may vary by the age or dominant hand of patients. No prior study

has reported changes in actual amount of use test (AAUT) and motor activity log (MAL)-28 according to

age and handedness in healthy adults, and AAUT inter-rater reliability for assessment of healthy adults.

Objects: This study aimed to (1) research the differences in AAUT and MAL-28 according to age

and handedness in healthy adults, and (2) determine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AAUT.

Methods: Seventy healthy adul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AL-28 was assessed by dividing 61

subjects into young right-handed (n1=20), young left-handed (n2=21), and older right-handed (n3=20)

groups. The AAUT was assessed by dividing 63 subjects into young right-handed (n1=25), young

left-handed (n2=18), and older right-handed (n3=20) groups. Student’s t-test and the Wilcoxon signed-

rank test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The Amount of Use (AOU) scale values for each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and handedness groups in the MAL-28 (p>.05). The AAUT AOU scale valu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regarding dominant handedness in the AAUT (p<.05),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p>.05). (2)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AAUT was excellent, except few

items (item 9, 11, and 12).

Conclusion: Although both the MAL-28 and the AAUT measured how much participants used their

dominant arms in healthy subjects, the AAUT only showed significantly higher dominant arm use in left

hander than the right hander. In addition,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AAUT was excellent. Current

results can be utilized as a basic information when clinicians develop rehabilitation strategies, and AAUT

was shown to be a reliable evaluation tool for measurement of upper extremity use in Korean adults,

based on the reliability demonstrated by this study.

Key Words: Actual amount of use test (AAUT); Age; Dominance handedness; Inter-r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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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경계 질환은 상당수 환자에게 운동 기능(motor

function)의 장애를 남긴다(Sterr 등, 2002). 특히, 뇌졸중

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55∼65% 정도는 발병 3∼6개

월 후에도 상지 기능 장애를 가지게 된다(Bard와

Hirschberg, 1965; Olsen, 1990; Parker 등, 1986; Wade

등, 1983). 손상 측 상지의 관절가동범위 제한, 상지 통증,

손상 측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노력과 집중력

은 뇌졸중 환자들이 일상생활 시, 손상 측 상지의 자발적

사용(spontaneous use of upper extremity)을 감소시킨다

(Mayo 등, 2002; Lemmens 등, 2012; Sunderland와

Tuke, 2005). 따라서 손상 측 상지의 자발적인 사용 정도

는 뇌졸중 회복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지표이고, 환자가 일

상생활에서 손상 측 상지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뇌졸중 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Seitz 등, 2011).

손상 측 상지의 자발적인 사용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

적으로 쓰이는 측정도구로는 motor activity log-28

(MAL-28), actual amount of use test(AAUT), 가속도

계가 있다(Barker와 Brauer, 2005; Barker 등, 2007;

Chen 등, 2012). MAL-28은 지난 며칠 동안 대상자가

실제로 상지를 이용하여 수행한 과제들에 대해 대상자

본인이나 간병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인터뷰

형식의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조명 스위치를 켜고 서랍

을 여는 것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28개 활동들에 관

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Taub 등, 1993). 질문에 대한

답들은 뇌졸중 이전에 비해 뇌졸중 이후에 손상 측의 사

용 빈도를 0점에서 5점의 점수로 바꿔서 답변한다(Chen

등, 2012). 예를 들어, 손상 전보다 손상 후 50% 정도만

손상 측을 사용한다고 하였을 때 환자들은 50%에 해당

하는 점수인 3점을 주는 방식으로 답변하게 된다. 반면에

AAUT는 실제 일상생활의 상황에서 행해질 수 있는 17

가지의 활동들을 기반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

상자들이 활동을 수행할 때 어느 손을 자발적으로 사용

하는지를 측정하는 측정도구이다(Uswatte와 Taub, 2005).

임상에서 환자를 간단하고 빠르게 평가하는 과정

(screening test) 중 간과될 수 있는 자발적인 행동을 관

찰하려 할 때 사용된다(Uswatte와 Taub, 2005). 상지의

자발적인 사용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 스스로가 평가

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상자는 테이블 밑에

서 의자를 꺼내거나 잡기, 파일을 열기 등 실제 일상생

활에서 흔히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수행한다. 이 때 대상

자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상지의 자발적인 사용을 측정할

수 있다(Lemmens 등, 2012). 가속도계는 실험실 안이나

밖에서 손상 측 상지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센서이다

(Uswatte 등, 2006). 이들 중 가속도계는 임상에서 데이

터를 수집할 때 데이터 처리에 있어 신호처리가 까다롭

고 기계의 비용이 비싸다는 제한점이 있다(Uswatte 등,

2005). 가속도계에 비해 MAL-28과 AAUT는 따로 신호

처리를 할 필요 없고 별다른 비용 없이 손상 측 상지의

자발적인 사용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 임상 및 연구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Lang 등, 2008;

Park 등, 2008; Van Der Lee 등, 2004).

MAL-28과 AAUT가 국제적으로 임상 연구에 자주

쓰이는 평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도구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첫 번째로, MAL-

28과 AAUT의 일반인 대상 측정 및 연구 자료가 부족

하다. Kalisch 등(2006)은 연령에 따라 정상 성인들의

손사용 패턴이 달라짐을 보고 한 바 있다. 우세 측 손

이 오른손인 정상 젊은이들과 정상 노인을 비교한 결과,

정상 젊은이들은 우세 측 손인 오른손을 비우세 측 손

인 왼손보다 더 많이 사용한 반면, 정상 노인들은 우세

측 손과 비우세 측 손의 사용빈도가 동일 한 결과를 보

고하였다. 또한 Rinehart 등(2009)와 Haaland 등(2012)

등은 우세 측 손이 오른손인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지 활동량을 분석하여 우세 측 손에 편마비가 있는

사람이 비우세 측 손에 편마비가 있는 사람보다 손상

측 상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우세 측 손이 왼손인 뇌졸중 환자들과 우세 측 손이 오

른손인 환자들을 따로 분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

다. 우세 측 손이 왼손인 뇌졸중 환자들을 실험 시 제

외한 경우는 뇌졸중 연구에서 종종 목격되는데(Han 등,

2013; Kim 등, 2018) 제외 된 가장 큰 이유는 왼손잡이

정상 성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정상 성인에게 MAL-28과 AAUT 측정 시 연령 및

손잡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연령

및 손잡이 뇌졸중 환자들을 MAL-28과 AAUT로 평가

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Han 등, 2013; Rand와 Eng, 2010). 두 번째로 AAUT

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 연구가 없다. MAL-28은 환

자가 본인이 직접 상지사용량에 대해 점수를 주는 형식

이며 MAL의 신뢰도(r=.82)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는 반

면(Uswatte와 Taub, 2006), AAUT는 검사자가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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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RY

a
group

(n1=29)

LY
b
group

(n2=21)

RO
c
group

(n3=20)

Age (year) 22.55±1.27
d

23.04±1.56 75.25±6.82

Sex (male/female) 10/19 9/12 8/12

Edinburgh inventory score 86.90±11.37 -79.04±10.44 96.5±6.7
a
right handed young,

b
left handed young,

c
right handed older,

d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70)

관찰하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AAUT의 평가

자간 신뢰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 된 바가 없다. AAUT

측정 및 평가 시, 환자가 상지를 사용했을 때에 같은

행동을 관찰하여 점수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자간

의 신뢰도가 낮을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뢰도 연구

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정상 성인을 대상으

로 MAL-28과 AAUT를 진행하여 연령과 손잡이에 있

어 상지 사용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AAUT에 대한 평가자자 간 신뢰도를 평가하여 정상

성인에 대한 AAUT 신뢰도를 알아내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 나오는 결과는 뇌졸중 환자의 평가 및 재활 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실험 내용을 모집 전단으로 알리거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물 작성을 통해 대상자들을 모집하였다. 대상자들

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한 20대 젊은이 남,

여 50명, 65세 이상 노인 남, 여 20명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에딘버

러 손잡이 검사(edinburgh handedness inventory)에서

+70 이상 또는 -70이하인 자 (2)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korea; MMSE-K) 24점

이상인 자 (3) 신경계 질환이 없는 자 (4) 상지에 통증

이나 기능부전이 없는 자를 본 연구의 대상자로 하였으

며,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에딘버러 손잡이 검

사에서 +70이하 또는 -70 이상인 자 (2) MMSE-K 24

점 미만인 자 (3) AAUT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실험

중임을 인지하고 있는 자 (4) 상지의 손상으로 과도한

보상작용이 있는 자였다. 20대 젊은이 그룹은 에딘버러

손잡이 검사를 통해 +70 이상은 오른손, -70이하는 왼

손으로 우세 측 손잡이를 분류했고, 65세 이상 노인 그

룹도 20대 젊은이 그룹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험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 왼

손잡이를 실험 대상자로 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

어 실험에서는 왼손잡이 노인 그룹 없이 실험을 진행하

였다. 그 결과, 오른손잡이 젊은이(RY) 29명, 왼손잡이

젊은이(LY) 21명, 오른손잡이 노인(RO) 20명으로 총

7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70명 중 MAL-28을 수

행한 대상자는 61명이었고 AAUT를 수행한 대상자는

63명이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모든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연구에 동의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 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은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평가도구

가. Motor Activity Log-28 (MAL-28 또는 MAL)

MAL-28은 특정 기간(지난 3일) 동안 상지의 자발적

인 사용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할 수

있는 28개의 활동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자는 대상자에게 각 항목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상자는 앞에 있는 점수표를 보고 점수를 선택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상지의 사용량(amount of use; AOU)

의 점수는 0∼5점으로 6점 척도이며 .5로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다(예: .5, 1.5, 2.5, 3.5, 4.5점). 움직임의 질

(quality of movement; QOM) 또한 상지의 사용량과 같

은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한다(Uswatte와 Taub, 2006).

나. Actual Amount of Use Test (AAUT)

AAUT는 한쪽 상지의 사용이 어려운 환자들의 자발적

인 상지사용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이다. 이는 무의

식적인 상황에서 상지의 자발적인 사용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할 수 있는 17개의 활동 중 목

적 없는 움직임(예를 들면, 이야기할 때 손짓 등)을 제외

한 14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AAUT는 대상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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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눈가림 법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AAUT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측정자는 미리

설치한 카메라로 대상자의 상지를 촬영한다. 실험이 끝난

후에는 표준화 과정을 통과한 눈가림된 평가자가 촬영된

동영상으로 점수를 매긴다(Uswatte와 Taub, 2005).

3. 실험방법

대상자는 실험실 방문을 총 1회 하였으며, 실험 시간

은 30분으로 설정하였다. 실험 장소는 전라북도 소재의

학교나 경로당에서 진행하였으며 최대한 방해요소를 제

외한 조건에서 시행하였다. 실험은 독립된 공간에서 표

준화 과정을 거친 측정자와 대상자가 1:1로 테이블에서

마주 보고 앉은 상태로 진행되었다. 실험 전 카메라를

설치하여 대상자가 AAUT 실험 중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험을 시작하고 끝나는 시점까지 대상자의

상지의 움직임을 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AL-28과

AAUT을 동시에 진행하여 대상자 본인이 MAL-28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AAUT를 인지하지 못하게 선행 연

구에서 제시된 AAUT 시나리오를 본 연구의 상황과 맞

게 일부 수정하여 진행하였다(Kim 등, 2018). 실험이 끝

난 후 촬영한 영상을 보고 고정된 3명의 평가자들이 채

점을 진행하였다.

가. 평가자 및 평가자들의 표준화 과정(standardi-

zation process)

본 연구에서는 측정 및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

여 측정자 및 평가자들을 Morris 등(2009)과 Taub 등

(2011)이 제시한 MAL-28과 AAUT의 표준화 과정 방

법을 참고하여 훈련하였다. 표준화 과정을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우리나라에 맞게 일부 항목들

에 대한 해석을 수정하였다. 측정자 및 평가자들은

MAL-28과 AAUT의 표준화 총점의 90%이상 취득하

였을 시 본 연구에 참여 할 수 있었다. 표준화 과정을

통과한 총 5명 (측정자 2명, 평가자 3명)이 젊은이와 노

인 그룹에 대한 MAL-28과 AAUT를 측정 및 채점

(scoring) 하였다.

나. MAL-28, AAUT 채점(scoring)

MAL-28채점은 대상자들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가 채점을 진행하였으며, AAUT는

표준화된 3명의 평가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독립적

으로 채점을 진행하였다. 평가자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

대상자의 상지의 사용량(AOU)과 움직임의 질(QOM)에

대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움직임의

질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상지의 AOU

점수는 기존에 있던 0∼5점으로 6점 척도를 유지하되,

움직임 시 우세측을 비 우세측보다 몇 %의 비율로 더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예를 들

어, 3점: 우세측을 비 우세측과 동등한 비율로 사용한

다). 이는 기존의 AOU 점수가 손상 측 상지의 사용 정

도를 뇌졸중이 오기 이전의 사용 정도와 비교하여 점수

를 방법이므로 정상 성인에게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였다. 점수의 척도는 MAL-28과 AAUT

가 같았으며 MAL-28과 AAUT 최종 점수는 AOU 점

수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평가자들은 객관적인 채점

을 위해 표준화 과정을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

실험을 통해 점수의 기준이 모호한 항목들에 대해 토의

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채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본인

이외의 다른 평가자들의 점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채점을 진행하였다.

4. 통계 방법

본 연구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윈도용 SPSS ver.

23.0 program(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량을 사

용하였고, 측정된 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콜모고로

프-스미르노프 검정(Kolmogorov-smirnov test)을 사용

하였다. 데이터가 정규분포 시 모수 검정을, 비정규 분

포시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연령과 우세

측 손잡이에 따른 MAL-28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독

립 t-검정(Student t-test)을 사용하였고, 같은 변수에

따른 AAUT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

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사용하였다. 또

한 AAUT의 각 항목, 각 그룹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

(interrater reliability)를 알아보기 위해서 급간 내 상관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s)를 사용하

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MAL-28과 AAUT 그룹 간 차이

MAL-28과 AAUT를 연령과 우세 측 손잡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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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Differences of MAL-28 and AAUT AOU of the each group on the age and
dominance hand (A: Handedness, B: Age, MAL: motor activity log, AAUT: actual amount
of use test, RY: right handed young, RO: right handed older, LY: left handed young).

Group Strength of agreement ICC

RY
a

Excellent .986

LY
b

Excellent .953

RO
c

Excellent .961
a
right handed young,

b
left handed young,

c
right

handed older.

Table 2. The inter-rater reliability for the mean of

each groups AAUT

각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ure 1). 연령과 우세 측 손잡이에 따른 MAL-28의

AOU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독립 t-검정, RY: 3.69±.65, RO: 3.51±.53, LY: 3.96±.43).

반면에 AAUT의 AOU의 값은 왼손잡이 젊은이(LY)가

오른손잡이 젊은이(RY)이 보다 통계학적으로 높게 나왔

다 (p<.05,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RY: 2.97±.56, LY:

3.3±.46). 오른손잡이 젊은이(RY)와 오른손잡이 노인(RO)

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윌콕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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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Group
Strength of

agreement
ICC

1 Grabbing and pulling chair

RY
a

Excellent .979

LY
b

Excellent .973

RO
c

Excellent .987

2 Open file folder

RY Excellent .986

LY Moderate .712

RO Excellent .947

3 Go through material

RY Excellent .965

LY Excellent .943

RO Excellent .937

4 Fold paper

RY Excellent 1.000

LY Excellent 1.000

RO Excellent 1.000

5 Put paper in pocket or purse

RY Excellent 1.000

LY Excellent 1.000

RO Excellent 1.000

6 Fill out form or hold paper while writing

RY Excellent 1.000

LY Excellent 1.000

RO Excellent 1.000

7 Open box

RY Moderate .720

LY Good .820

RO Good .799

8 Remove cards from box

RY Excellent .969

LY Excellent .975

RO Excellent .953

9 Take photo album

RY Excellent .948

LY Poor .375

RO Excellent .909

10 Turn pages of photo album

RY Excellent .965

LY Excellent .915

RO Excellent .912

11 Place picture in album

RY Poor .362

LY Poor .238

RO Poor -.083

12 Hand album to experimenter or put away

RY Poor .341

LY Excellent .912

RO Excellent .954

13 Unfold newspaper

RY Excellent .957

LY Excellent .932

RO Excellent .961

14 Open newspaper to indicated article

RY Excellent .971

LY Good .866

RO Good .870
a
right handed young,

b
left handed young,

c
right handed older.

Table 3. The inter-rater of AAUT reliability about each of the items an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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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순위 검정, RY: 2.97± .56, RO: 2.90±.82).

2. AAUT의 평가자간 신뢰도

AAUT의 각 그룹별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한 결

과, 모든 그룹에서 높은 신뢰도가 산출되었다(Table 2).

AAUT의 각 항목별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오른손잡이 젊은이(RY)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이 높은 신

뢰도가 산출되었지만 2개의 항목에서는(11,12) 낮은 신뢰

도가 산출되었다. 왼손잡이 젊은이(LY)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이 높은 신뢰도가 산출되었지만 2개 항목에서(9,11)

낮은 신뢰도가 산출되었다. 오른손잡이 노인(RO)에서 또

한 대부분의 항목은 높은 신뢰도가 산출되었으나 11번

항목에서만 낮은 신뢰도가 산출되었다(Table 3).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과 우세

측 손잡이에 따라 MAL-28과 AAUT를 비교하였으며,

AAUT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건강한 오른

손잡이 젊은이, 왼손잡이 젊은이, 오른손잡이 노인으로

그룹을 나눠 MAL-28과 AAU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MAL-28에서는 연령과 손잡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AAUT에서는 손잡이에 따라 상지 사용정도

에 차이가 있었다. AAUT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모든

그룹이 ICC>.950 이상으로 높게 산출되었다.

MAL-28은 연령과 우세 측 손잡이에 따라 우세 측

손사용의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Propper과 Christman

(2004)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한 내용을 기억

해 낼 때 자신의 우세 측 손을 사용하였다고 판단을 내

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MAL-28에서

연령뿐만 아니라 우세 측 손잡이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전 연구처럼 모

든 연령 및 손잡이 대상자들이 특정 기간(지난 3일) 동

안 경험한 내용을 기억해 낼 때 자신의 우세 측 손을 사

용하였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본 연

구에서 세 그룹의 AOU 평균값이 3점(우세 측과 비우세

측을 동등한 비율로 사용함)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우

세 측 손을 비우세 측 손 보다 많이 사용했다고 답하는

편향을 보여주고 있다.

AAUT 역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p>.05, RY:

2.97±.56, RO: 2.90±.82). Kalisch 등(2006)은 연령이 우

세 측 손잡이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세부터 90세까지의 건강한 오른손잡이 남, 여 36명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그룹을 나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 그룹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 시

실제 손 사용량은 우세 측 손 사용이 더 많은 우세 측

손 편향에서 양쪽 손을 균등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

하였으나, 노인 그룹은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우세 측 손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손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05). 이는 본 연구 실험 환경이 선행 연구와

달라서 발생된 것으로 보여진다. AAUT의 14가지 항목

은 선행 연구와는 달리 양손 사용이 많이 요구되었다.

또한 자유로운 환경에서 대상자들의 손 사용량을 몇 시

간에 걸쳐 측정한 것이 아니라, 평가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시나리오 속의 14가지 상지 활동만을 단기간 측정

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

된다. 반면에 우세 측 손잡이에 따른 AAUT 결과는 왼

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우세 측 인 왼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특정 항목에서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많이 썼기 때문인데, 움직임을

수행할 때 움직임의 마지막 단계가 대상자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끝나는 항목인 경우 (파일 폴더 열기, 앨범

넘기기 등) 손잡이에 상관없이 왼손을 더욱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대상자별 AAUT 점수의 평균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

도는 높은 신뢰도가 산출되었고, 항목별 평가자간 신뢰

도는 대부분 항목이 높은 신뢰도가 산출되었다. 이는 측

정자 및 평가자들이 실험에 임하기 전 표준화 과정을 통

해 실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

정 및 채점을 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AAUT

점수를 채점하기 전에 점수의 기준이 모호한 항목에 대

해 평가자들이 충분한 토의를 통해 평가자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진행하였

다. 하지만 몇몇 항목(9,11,12)에서의 신뢰도는 낮게 산출

되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AAUT의 AOU 척도가 세밀

하지 않고(0∼5점 척도), 특정 항목 마다 한손 또는 양손

사용을 요구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으며, 특정 항목 점수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몇몇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AAUT 항목 및 평균 점수의 높은 평가

자간 신뢰도는 Morris 등(2009)이 주장한 MAL-28과

AAUT의 표준화 작업이 임상연구와 임상실습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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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절차가 일정하게 수행되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의견에 부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왼손잡이 노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노인 그룹에서의 우세 측 손잡이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왼손잡이가 없는 이유

는 왼손잡이를 지양했던 옛 한국 문화의 특성상 높은

연령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대상자들이 주로 오른손이

나 양손을 쓰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

문화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는 윗사람을 공경

한다는 의미로 물건을 건넬 때 두 손을 사용하는 예절

이 있는데, 평가자와 대상자가 수직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즉, 연령이 많고 적음) 한 손으로 물건을 건네기 보

다 두 손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AAUT의 9,12번

항목). 셋째, AAUT의 AOU 척도가 세밀하지 않고 환

자들이 쓰는 척도와는 다르게 수정하여 환자들에게 적

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Uswatte와 Taub(2005)가 실

험 시에 사용하였던 AAUT의 AOU 척도에 따르면 손

사용량의 기준이 뇌졸중 발병 전에 비하여 현재 사용하

는 손의 사용량이 어떤지에 대하여 점수를 책정하기 때

문에, 정상인들의 점수를 환자들에게 바로 비교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지 사

용량을 측정한 값들을 환자들과 비교해서 사용할 수 없

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향후 더 원활히 실험

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특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MAL-28과 AAUT 표

준데이터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AAUT

의 AOU 척도가 세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을 좀 더

세밀한 척도로(예를 들면, 0∼10점 척도, Continues

number 등) 보완이 필요하고 정상인들과 환자들에게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어 정상인들과 환자

들을 비교해보아 앞으로의 AAUT의 쓰임이 좀 더 확

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MAL-28과 AAUT를 연령과 우세 측 손잡

이에 따라 비교하였고 AAUT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경험적 기억을 토대로 검사를

수행하는 MAL-28에서는 모든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실제 행동을 토대로 검사를 수행하는 AAUT는

우세 측 손잡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정

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검증결과 AAUT의 각

항목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평

가자들의 전체 평균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은 수준의 신

뢰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상지의 자발적인 사용 정도를

실제적인 행동과 경험적 기억을 토대로 검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고, 본 연구 결과 산출된 신뢰도에 따라서 상

지 사용량을 측정하는데 AAUT가 신뢰할 수 있는 임상

평가 도구라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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