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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diatric Balance Scale (PBS) is a modified Berg's Balance Scale developed as a balance measure for

school-aged children with mild to moderate motor impair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inter-examiner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PBS when applied to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In this study, PBS was administrated to a total of 79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17 with

global developmental delay, 31 with cerebral palsy, and 31 with mental retardation) in the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Two pediatric trained physical therapists with longer than 13 years of clinical experi-

ence scored the children's performance blind, while replaying videotaped data. The inter-examiner reliability

was statistically determined by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Korean version of PBS seems to have high inter-examiner reliability when applied to children with

movement disorders such as global developmental delay (ICC=.96) and cerebral palsy (ICC=.97); however, it

has relatively lower inter-examiner reliability (ICC=.78)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secondary to

mental retardation. Therefore, the results support that the Korean version of the PBS could be a useful clin-

ical measurement to assess the balance skills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who have an adequate

level of cognition to enable them to follow the verbal instructions to complete th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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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자세

조절능력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

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의 자세조절 능력은 13세까

지 계속적으로 발달되어(Shimizu 등, 1994) 정상 성인

의 자세조절 능력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발달

지연 아동의 경우 정상적인 자세조절에 어려움을 가지

며, 이들 아동들은 반사적 자세 조절능력 뿐 아니라 선

행적 자세조절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van

der Heide 등, 2004). 뇌성마비(Bobath, 1964), 다운증후

군(Haley, 1987), 학습장애(Horak 등, 1988)와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아동들의

경우 균형능력의 결함으로 인한 다양한 양상의 운동발

달 지연을 보인다. Nashner 등(1983)은 발달 지연을 보

이는 아동들은 주동근과 길항근의 협응 능력의 부족과

자세 조절의 안정성이 결여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운동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신체

균형유지가 어렵게 되고, 결국 넘어짐을 초래하거나 기

능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전통적으로 발달 지연 아동의 운동기능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 프로그램에서는 균형 훈련이 강조되어 왔고,

이러한 아동의 균형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적인 자

세에서 눈을 감거나 뜬 상태로 한발로 서기를 유지하는

시간의 측정, 정위반응(righting reaction)검사, 균형반응

(equilibrium reaction)검사, 보호반응(protective re-

action)검사 등이 실시되었다(Woollacott 등, 2005). 그

외에도 표준화된 평가도구인 브르닝스-오스렛스키 검

사(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와

대동작 운동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의 일부 항목을 통해 아동 균형 평가가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뇌병변을 가진 아동의 균형능력 발달 과정을 객

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사평가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Berg 균형척도는 노인이나 성인들의 균형 평가에 널

리 사용되고 있으며, 양적, 질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높

은 측정자간과 측정자내 신뢰도(ICC .98～.99)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Berg 등, 1989). Franjoine 등(2003)

은 뇌병변 질환과 발달장애로 인한 경도 또는 중증도의

운동 장애를 가진 학령기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균

형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Berg 균형척도를 수정하

여 아동 균형척도(Pediatric Balance Scale)를 개발하였

다. 이 아동용 균형능력 평가도구는 학교, 집과 지역사

회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활동의 수행이 가능

한지 알아보기 위해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선 자세

에서 앉기,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한 다리로 서 있

기, 제자리에서 360˚ 회전하기, 뒤돌아보기, 바닥에 있

는 물건을 집어 올리기, 선 자세에서 앞으로 팔을 뻗쳐

내밀기 등의 전체 1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Berg 균

형척도의 2, 6～10, 13과 14항목은 발자국이나 테이프

선으로 측정하는 것을 보조, 3～5항목에서는 아동 높이

의 의자를 사용, 9항목은 지우개, 10항목은 발광카드와

12항목에서는 15 ㎝ 높이 발판을 사용하여 수정되었다.

수정된 항목은 측정순서의 재배열, 정적인 자세를 유지

하는 측정시간을 줄이고,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잡

지 않고 앉거나 선 자세에서 유지하기와 두 발을 모으

고 잡지 않고 서 있기는 30초로 측정시간을 단축하였

다. 5～15세의 운동손상을 지닌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연구된 측정자내 상관계수는 .998, 측정자간 상관계수는

.997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어있

다(Franjoine 등, 2003).

그 동안 국내에서는 뇌성마비와 발달장애 아동의 균

형 능력의 변화를 측정할 만한 객관화된 도구가 개발되

어 있지 않아 적절한 아동용 균형능력 평가 도구의 개

발 및 보급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Franjoine 등

(2003)에 의해 개발된 아동 균형척도를 번역하여 보급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되며, 보급 및 사용에

앞서 번역판 아동 균형 척도에 대한 측정자간 신뢰도를

검토하는 것은 운동손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판 아동

균형척도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

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글로 번역된 아동

균형척도를 운동손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을

때의 측정자간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를 위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과 아산병원에

서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79명의 발달장애 아동

(전반적 발달장애 17명, 정신지체 31명, 뇌성마비 31명)

이 연구대상으로 참여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8.2

세였다. 균형검사의 14개 항목들을 모두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4초 이상 선 자세가 가능하며 최소 20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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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분류 명 성 평균연령±표준편차(세)

전반적 발달장애 17
남=13

여=4
8.0±1.9

정신지체 31
남=18

여=13
8.1±1.7

뇌성마비 31
남=13

여=18
8.6±1.9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9)

영역
전반적 발달장애 정신지체 뇌성마비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1 평가자2

1.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4.00 4.00 4.00 4.00 3.65 3.68

2. 선 자세에서 앉기 4.00 4.00 4.00 4.00 3.45 3.65

3.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4.00 4.00 4.00 4.00 3.61 3.61

4. 잡지 않고 서있기 4.00 4.00 4.00 4.00 3.74 3.74

5. 등받이 없는 의자에 발을 바닥에 지지 하여 앉기 4.00 4.00 4.00 4.00 4.00 3.94

6. 두 눈을 감고 잡지 않고 서 있기 3.94 3.94 4.00 4.00 3.71 3.71

7. 두 발을 모으고 잡지 않고 서 있기 3.88 3.88 3.77 3.90 2.42 2.58

8. 한 발 앞에 다른 발을 일자로 두고 서 있기 3.41 3.35 3.35 3.39 2.29 2.29

9. 한 다리로 서 있기 2.94 3.24 2.87 3.00 .81 1.03

10. 제자리에서 360° 회전하기 4.00 3.94 3.97 3.90 2.55 2.19

11. 왼쪽과 오른쪽으로 뒤돌아보기 4.00 4.00 4.00 4.00 3.06 2.71

12.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리기 4.00 4.00 4.00 4.00 3.45 3.35

13. 일정한 높이의 발판 위에 발을 교대로 올려놓기 4.00 3.94 3.90 3.94 1.77 1.90

14. 선 자세에서 앞으로 팔을 뻗쳐 내밀기 3.65 3.71 3.74 3.71 2.65 2.74

아동 균형척도 총점 53.82 54.00 53.61 53.84 41.16 41.12

표 2. 아동 균형척도의 항목별 평균점수

도 과제에 집중 할 수 있는 아동들을 선별하였다. 연구

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Berg 균형척도의 14개 항목을 수정하

여 발달장애로 인한 운동손상 아동의 균형기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Franjoine 등(2003)에 의해 고안된 아동 균

형척도를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부록). 기존 성인

을 위한 Berg 균형척도에서 앉은 자세와 선 자세 항목

에서 최고점을 받기위해 요구되는 자세 유지시간이 각

각 2분, 두발 모으고 선 자세의 유지시간은 1분이었는데

반해 Franjoine 등(2003)은 아동균형척도에서 위 세 항

목의 유지시간을 모두 30초로 단축시켰다. 각 항목마다

3회 실시하였고 아동이 그 항목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두로 설명, 시범을 보여주거나,

연습기회를 제공하였다. 아동이 시도하지 못하거나 최대

도움이 요구되는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각 항목에

부여되는 점수는 독립적인 수행정도에 따라 0점에서 4

점까지 5점 척도로 처리하였다. 만일 첫 번째 시도에서

아동이 최고 점수 4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

았다. 측정된 시간, 거리, 감독 및 도움의 요구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최고점은 56점이 된다.

4, 5, 6, 7, 8, 9, 10과 13항목은 점수뿐 아니라 수행 시

간을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이 평가는 임상경력이 각 13년과 16년인 2명의 물리

치료사가 담당하였다. 대상자가 아동균형척도의 각 항

목을 수행하는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한 후 2명의 물리

치료사가 비디오를 보면서 분석하여 점수를 주었다. 아

동균형척도의 문항과 평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3. 분석방법

평가도구의 측정자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

일한 환자를 2명의 물리치료사가 측정한 각 항목별 평

균 점수와 총점수에 대한 급간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s)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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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분류
측정자 1 측정자 2

총점(범위) 총점(범위)

전반적 발달장애 53.82±.38a(48.00～56.00) 54.00±.33(48.00～56.00)

정신지체 53.61±.43(45.00～56.00) 53.84±.37(49.00～56.00)

뇌성마비 41.16±1.21(6.00～55.00) 41.12±1.06(10.00～56.00)
a
평균±표준편차.

표 3. 측정자에 따른 아동 균형척도 총점

장애분류 ICC(3,K) 95% 신뢰구간 p

전반적 발달장애 .96 .89～.99 .000

정신지체 .78 .60～.89 .000

뇌성마비 .97 .94～.99 .000

표 4. 총점별 신뢰자간 급간내 상관계수

Ⅲ. 결과

1. 세집단의 아동 균형척도의 기술통계

세 집단의 아동 균형척도의 항목별 평균점수는 다음

과 같다(표 2). 2명의 물리치료사가 평가한 아동 균형척

도의 총점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측정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표 3).

2. 아동 균형척도의 총점별 급간내 상관계수

전반적 발달장애 집단의 전체점수에 대한 측정자간

신뢰도계수는 .96이고, 정신지체 집단의 전체점수에 대한

측정자간 신뢰도계수는 .78이고, 뇌성마비 집단의 전체점

수에 대한 측정자간 신뢰도계수는 .97이었다(표 4).

Ⅳ. 고찰

물리치료사가 운동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가진 문제점들을 파

악하기 위한 정확한 평가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체계적 평가야말로 특정 문제영역에 기반을 둔 구체적

이고 효율적인 치료 계획의 수립에 가장 필수적인 과정

이다(Laffel과 Blumenthal, 1989). 운동장애아동은 특징

적으로 발달지연(developmental delay)과 자세 조절 부

전(dysfunction of postural control)을 보이게 된다. 적

절한 자세 조절능력을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운동장애

아동은 체간의 동적, 정적 균형이 불안정하여 많은 경

우 정상적 독립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다

양한 영역에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운동장애 아동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균형 능

력 평가는 필수적이다. 모든 장애 평가도구가 그렇듯

새로 개발된 균형평가도구 역시 어떠한 환자집단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균형능력의 문제를 판별해 내는지 측

정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심을 두어야한다(Palisano,

1989). Berg 등(1989)에 의해 개발된 균형척도는 노인

이나 성인들의 균형 평가에 널리 사용되었고, 높은 측

정자간과 측정자내 신뢰도(ICC .98～.99)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Berg 등, 1989). 한편, Franjoine 등(2003)은

Berg 균형척도를 수정하여 뇌병변 질환과 발달장애로

인한 경도 또는 중증도의 운동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균형척도 도구인 아동 균형척도

(Pediatric Balance Scale)를 개발하여 총점의 검사-재

검사간 신뢰도와 측정자간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로 번역된 아동 균형척도 평가를

여러 가지 발달 장애로 인한 운동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발달장애 유형별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측정자간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전반적 발달장애 집단의 총점의

측정자간 신뢰도계수는 .96이고, 정신지체의 측정자간

신뢰도계수는 .78이었고, 뇌성마비의 항목별 측정자간

신뢰도계수는 .97이었다. Franjoine 등(2003)은 영문판

아동균형척도 총점의 측정자간 신뢰도 검정을 위한 급

간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가 .997

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 뇌성마비 집단과 전

반적 발달장애아동 집단의 경우 아동균형척도 총점의

신뢰도 계수는 Faranjoine 등(2003)의 연구에 비해 다소

낮지만 유사하게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

신지체 집단 아동의 총점의 측정자간 신뢰도 계수는 .78

로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인다. 정신지체 집단 아동

에서 낮게 나타난 측정자간 신뢰도는 아동균형척도 내

14개 항목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지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다.

Faranjoine 등(2003)의 연구에 참여한 대상 아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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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2명의 정신지체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경도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Faranjoine 등

(2003)의 연구에서는 대상아동의 선정기준에서 전반적

발달장애와 심한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이 제

외된 것도 본 연구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의 아동균형 척

도 결과 평균 53.82, 54.00점을 얻었다. Vernazza-Martin

등(2005)은 전반적 발달 장애아동의 운동형상학적 보행

분석에서 정상아동에 비하여 보폭(step length)이 유의

한 수준으로 짧으며, 보행과 사물을 지적하는 궤적

(trajectory)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운동의 근력과 협응 능력에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계획(movement planning)의 결핍으로 목표지향적인

동작에서 규칙적, 리드미컬하고 자동적인 이동 패턴의

장애를 가져온다고 하였다(Vernazza-Martin 등, 2005).

또한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은 비슷한 연령의 정상아동

및 정신지체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정적인 선 자세에서

신체의 좌우 흔들림이 더 심하여 안정성이 저하된다고

하였다(Kohen-Raz, 1992). 본 연구에서 전반적 발달 장

애와 정신지체 아동의 경우 한 발 앞에 다른 발을 일자

로 두고 서있기와 한 다리로 서 있기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체중 지지면이 좁아 균형을 유지하는 자

세의 안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뇌성마비 아동의 균형 척도 결과 평균 41점을 보이

며 대상자간의 편차가 가장 컸다. Kembhavi 등(2002)

은 뇌성마비 아동에게 Berg 균형척도를 측정한 결과,

25.10～53.21점을 얻었다. 이는 또한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다양한 양상과 정도의 운동장애를 가지므로, 균형

의 운동측면을 주로 평가하는 균형척도 평가 점수의 편

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로 번역된 아동균형 척도의 측정

자간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전체 영역점수에 대한 측정

자간 신뢰도계수는 전체 점수는 .78～.97 범위로 전체적

으로 중증도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뇌성마비의 전

체 항목 점수에서 신뢰도계수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한글로 번역된 아동 균형척도를 이용하여 운동발달 장

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하였을 때 측정자간 신

뢰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자간 신뢰도만 검증하였으므로

이 한글판 아동균형 척도가 국내의 임상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검사-재검사간 신뢰도 등의 측정자내 신뢰도

와 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아동 균형척도를 한글로 번역하여 임상에

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자간 신뢰

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임상경력이 각각 13년, 16년인

2명의 물리치료사가 한글로 번역된 아동 균형척도의 측

정자간 신뢰도를 급간내 상관계수로 알아보았다. 아동

균형척도의 전반적 발달장애의 측정자간 신뢰도계수는

.96 이고 정신지체의 측정자간 신뢰도계수는 .78이었고,

뇌성마비의 측정자간 신뢰도계수는 .97이었다. 본 연구

의 결과는 한글로 번역된 아동 균형척도의 측정자간 신

뢰도가 비교적 높으며, 평가 시간 또한 15분 내외가 소

요되어 측정자내 신뢰도와 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장애아동의 균형능력의 평가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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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한글판 아동 균형척도(PEDIATRIC BALANCE SCALE)

대상자 이름 장애명 성 남 / 여

생년월일 검 사 날 짜

검 사 자 점 수 총점:56/

* 각 항목을 3회 실시하여 최고점을 기록한다.

1.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 지시사항: 일어서시오. 될 수 있으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십시오.

*도구: 아동의 골반과 무릎이 90˚ 구부러지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4 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3 점: 손을 사용하여 스스로 설 수 있다.

2 점: 일어서기를 몇 번 시도한 후 손을 사용하여 설 수 있다.

1 점: 일어서기 위해 또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0 점: 일어서기 위해 중간 정도 또는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2. 선 자세에서 앉기

◆ 지시사항: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앉으시오.

*도구: 아동의 골반과 무릎이 90˚ 구부러지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4 점: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또는 손을 조금 사용하여) 안전하게 앉는다.

3 점: 손으로 지지하고 천천히 앉을 수 있다.

2 점: 앉을 때 다리 뒷부분을 의자에 기대고 천천히 앉는다.

1 점: 혼자 앉지만 털썩 주저앉는다.

0 점: 앉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

3.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 지시사항: 대상자에게 의자에서 다른 의자로 옮겨 앉았다가 다시 원래 의자로 돌아오게 하시오.

*도구: 의자 2개를 준비하되 한 개는 팔걸이가 있는 것, 또 다른 한 개는 팔걸이가 없는 것으로 준비한다(의자

2개 대신 팔걸이가 있는 의자 1개와 침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의자 2개를 서로 “ㄴ”자 모양으로 배열하고

한발을 축으로 하여 옮겨 앉기(pivot transfer)가 가능하게 한다. 1개의 의자는 성인의 규격 크기여야 하고

다른 것은 아동의 크기에 맞는 것을 적용한다(발목, 무릎, 엉덩이관절이 수직이 되도록 한다).

4 점: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또는 손을 조금 사용하여) 안전하게 옮겨 앉을 수 있다.

3 점: 확실히 손을 사용해야 안전하게 옮겨 앉을 수 있다.

2 점: 말로 가르쳐 주거나 옆에서 지켜봐 주어야 옮겨 앉을 수 있다.

1 점: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0 점: 안전을 위해 옆에서 지켜봐 주거나 도움을 줄 두 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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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잡지 않고 서 있기

◆ 지시사항: 아동에게 30초 동안 아무것도 잡지 않거나 이동하지 않고 서 있으시오. 테이프선이나 발자국

(footprints)은 아동 자세의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다.

*도구: 초시계, 12인치의 테이프 선이나 2개 어깨넓이의 발자국

4 점: 안전하게 혼자서 3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다.

3 점: 옆에서 지켜봐 주면 3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다.

2 점: 잡지 않고 15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다.

1 점: 잡지 않고 10초 동안 서 있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하다.

0 점: 도움 없이는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없다.

#특정 지시사항: 4번 항목에서 4점을 받으면 6번 항목으로 넘어간다.

5. 등받이 없는 의자에 발을 바닥에 지지 하여 앉기

◆ 지시사항: 손을 가슴에 모으고 30초 동안 앉으시오.

*도구: 초시계, 적당한 높이의 의자(발목과 무릎과 엉덩이 관절이 모두 90도)

4 점: 30초 동안 안전하고 확실하게 앉을 수 있다.

3 점: 30초 동안 지도가 필요하거나 상지를 이용하여 앉는 자세를 유지한다.

2 점: 15초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다.

1 점: 10초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다.

0 점: 도움 없이는 10초 동안 앉아 있을 수 없다.

6. 두 눈을 감고 잡지 않고 서 있기

◆ 지시사항: 아동에게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눈을 가린 채 10초 동안 서 있으라고 지시한다. “눈을 감으세

요. 내가 눈을 뜨라고 할 때까지 서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눈을 뜨지 마세요.”

4 점: 10초 동안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

3 점: 옆에서 지켜봐 주면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다.

2 점: 3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다.

1 점: 안정적으로 서 있으나 두 눈을 감고 3초 동안 유지할 수는 없다.

0 점: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하다.

7. 두 발을 모으고 잡지 않고 서 있기

◆ 지시사항: 두 발을 꼭 모으고 아무 것도 잡지 말고 서 있으시오.

4 점: 혼자서 두 발을 모으고 30초 동안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

3 점: 혼자서 두 발을 모으고 옆에서 지켜봐 주면 30초 동안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

2 점: 혼자서 두 발을 모으고 설 수 있으나 30초 동안 유지할 수는 없다.

1 점: 두 발을 붙이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나 3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다.

0 점: 두 발을 붙이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며 30초 동안 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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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 발 앞에 다른 발을 일자로 두고 서 있기

◆지시사항: 한발 앞에 다른 발을 일자로 두고 서 있으시오.

*도구: 초시계, 12인치의 긴 차폐선 테이프이나 2개의 발자국(한발 앞에 다른 발을 일자로 둔다.)

4 점: 30초 동안 독립적으로 발을 직렬 자세로 유지한다.

3 점: 30초 동안 정상 보격만큼 벌려서 앞에 발을 두고 유지한다.

2 점: 30초 동안 독립적으로 작은 발걸음으로 유지할 수 있거나 발을 도움 받아서 30초 동안 유지한다.

1 점: 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필요하나 서서 15초 유지할 수 있다.

0 점: 발을 내딛거나 서 있는 동안 균형을 잃는다.

9. 한 다리로 서 있기

◆ 지시사항: 아무 것도 잡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한 발로 서 있으시오.

4 점: 혼자서 한 발을 들고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

3 점: 혼자서 한 발을 들고 5～9초 정도 서 있을 수 있다.

2 점: 혼자서 한 발을 들고 3～4초 정도 서 있을 수 있다.

1 점: 한 발을 들려고 시도하며, 3초 동안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혼자서 서 있을 수 있다.

0 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과제를 시도할 수 없다.

10. 제자리에서 360˚ 회전하기

◆ 지시사항: 한 방향으로 완전히 돌고 잠시 후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도십시오.

4 점: 각 방향을 4초 동안에 안전하게 360˚ 돌 수 있다.

3 점: 한 방향으로만 4초 동안에 안전하게 360˚ 돌 수 있다.

2 점: 안전하게 360 ̊를 천천히 돌 수 있다.

1 점: 근접해서 지켜봐 주거나 말로 지시를 해주어야 한다.

0 점: 돌 때 도움이 필요하다.

11. 왼쪽과 오른쪽으로 뒤돌아보기

◆ 지시사항: 상체를 왼쪽으로 돌려 뒤돌아보시오. 오른쪽으로도 해 보시오. 이때 발은 움직이지 마시오(검사자

는 물체를 들고 뒤에 서서 “이 물건을 보세요" 하며 몸통회전을 유도하도록 한다).

*도구: 밝은 색을 가진 2인치 크기의 물체 혹은 발광 카드, 12인치의 차폐선 테이프나 2개의 어깨 넓이의 발자국

4 점: 왼쪽과 오른쪽 방향으로 뒤돌아보며, 체중 이동을 잘 할 수 있다.

3 점: 한쪽으로만 잘 돌아다보고 다른 쪽은 체중 이동이 적게 나타난다.

2 점: 옆 방향으로만 비스듬히 돌릴 수 있으나 균형은 유지된다.

1 점: 몸을 돌리려 할 때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 턱과 어깨까지의 거리 절반보다 큰 움직임을

보인다.

0 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턱과 어깨까지의 거리 절반이하의 움직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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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리기

◆ 지시사항: 당신의 발 앞에 놓여 있는 물건(칠판지우개)을 집어드시오. 아동이 원하는 손을 사용한다.

4 점: 안전하고 쉽게 지우개를 집어들을 수 있다.

3 점: 지우개를 집어들을 수 있으나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점: 지우개를 집을 수는 없으나 지우개가 있는 지점에서부터 2.5～5 ㎝의 거리까지 손이 닿으며 혼자 균형

을 잡을 수 있다.

1 점: 지우개를 집어들을 수 없으며 집으려고 시도하는 동안에도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

0 점: 지우개를 집으려고 시도해도 할 수 없으며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13. 일정한 높이의 발판 위에 발을 교대로 놓기

◆ 지시사항: 발판 위에 각 발을 번갈아 가며 올려놓으시오. 발판에 각 발이 4번씩 닿을 때까지 계속하시오.

*도구: 15 ㎝ 높이 발판, 초시계

4 점 : 혼자 안전하게 서서 20초 이내에 안전하게 발판 위에 발을 교대로 8회 올려놓을 수 있다.

3 점: 혼자 서서 20초 이상 걸려 발판 위에 완전하게 발을 교대로 8회 올려놓을 수 있다.

2 점: 보조자의 도움 없이 완전하게 교대로 발을 4회 발판에 올려놓을 수 있다.

1 점: 약간의 도움(최소한의 도움)으로 완전하게 발을 2회 이상 발판에 올려놓을 수 있다.

0 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며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14. 선 자세에서 앞으로 팔을 뻗쳐 내밀기

◆ 지시사항: 팔을 90˚로 올리시오. 손가락을 펴고 가능한 한 최대로 앞으로 뻗으시오(검사자는 팔이 90˚일 때

손가락 끝에 자를 둔다. 손가락을 앞으로 뻗을 때 자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한다. 대상자가 최대로 앞으로 기

울였을 때 손가락이 이동한 거리를 기록한다. 가능하면 두 팔을 들게 하여 체간이 회전하는 것을 막도록 한

다. 팔을 90˚까지 올려서 유지하지 못할 때는 이 항목은 생략한다).

4 점: 25 ㎝ 이상 앞으로 자신 있게 뻗을 수 있다.

3 점: 12.5 ㎝ 이상 앞으로 안전하게 뻗을 수 있다.

2 점: 5 ㎝ 이상 안전하게 뻗을 수 있다.

1 점: 앞으로 뻗을 수는 있으나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

0 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