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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Wheelchair User’s Shoulder 
Pain Index (WUSPI), which was translated into Korean for 
long-term wheelchair users. This index measured 15 
functional activities, including transfer, self-care, wheelchair 
mobility and general activities. 
METHODS: To assess test-retest reliability, 23 long-term 
wheelchair users completed this self-administered index 
twice within the same day. Reliability was determined by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and Cronbach’s 
alpha was used to measure internal consistency. To examine 
concurrent validity, 21 long-term wheelchair us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and w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dex score and the shoulder range of motion measurements. 
RESUL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raclass 
correlation for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total index score 
ranging from .88 to .99 was good to excellent. Additionally, 
Cronbach’s alpha was .96. The internal consistency indicated 
excellent. Concurrent validity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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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otal index score to range of motion measurements of 
shoulder flexion (rho=-.58), extension (rho=-.09), abduction 
(rho=-.59), external rotation (rho=-.07) and internal rotation 
(rho=-.3), suggesting a relationship of total index score to loss 
of shoulder range of motion. 
CONCLUSION: The Korean WUSPI shows not only 
high reliability and internal consistency, but also concurrent 
validity with loss of shoulder flexion and abduction.

Key Words: Measurement, Paraplegia, Shoulder pain, 
Shoulder pain index, Spinal cord injury, Wheelchair

Ⅰ. 서 론

휠체어는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다시 

온전케 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이동수단이고, 환자의 기능적인 수준을 높이거나 유지

하도록 돕는다. 자신이 가진 최 한의 기능을 이끄는 

중요한 이동 보조도구이다(O’Sullivan과 O’Sullivan, 
2007).

국내 장애인의 보조기구에 한 조사를 통해 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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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한 보조기구가 수동

휠체어는 전체 보조기구의 17.1%, 전동 휠체어는 10.5%
로 휠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보조기구의 27.6%
로 큰 부분을 차지했다(Kim 등, 2011). 이와 같이 휠체어

는 실생활에서 이동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휠체어 사용자는 휠체어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활동들을 한다. 
예를 들어, 침상에서 일어나 휠체어로 이동하거나, 화
장실, 자동차의 좌석, 목욕의자로 이동하면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Somers, 2009).
이렇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위

해 이동하거나 휠체어를  때, 상지에 무게를 더한다. 
이동하는 횟수가 잦고, 상지에 몸의 무게가 많이 실리

거나 힘을 많이 요구할수록 상지의 근 골격계 손상이 

심해지며, 통증 정도도 높아진다(Gellman 등, 1988; 
Nawoczenski 등, 2012; Pentland 등, 1995).

상지 중에서 어깨는 근육, 인 , 관절 막, 관절테두리 

등으로 이루어진 연부조직이기 때문에 손상되기 쉽다 

(Micael 등, 2005). 이러한 어깨 통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

리고 사회 참여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깨 통증에 

한 관리가 중요하다(Kemp 등, 2011).
상지와 관련된 기능장애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는 

SPADI(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Roach 등, 
1991), DASH(the Disabilities of the Arm, Shoulder, and 
Hand)(Solway 등, 2002), HAQ(Health Assessment 
Questionnaire)(Fries 등, 1982), WORCI(Western Ontario 
Rotator Cuff Index)(Kirkley 등, 2003) 등이 있다. 하지만 

휠체어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범주가 너무 넓거나 특

정 질환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 SPADI
의 경우 휠체어와 관련된 활동이 아닌 일반적인 활동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Roach 등, 1991), DASH
의 경우 상지에 영향을 끼치는 근 골격계의 건강상태와 

손상에 따른 기능적 영향력을 보았으나 이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으로 상지의 전체적인 관

절들을 포함하고 있다(Solway 등, 2002). HAQ는 류마티

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 쓰이며(Fries 등, 1980), 
WORCI의 경우 회전근개에 따른 기능 장애를 측정하므

로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Kirkley 등, 2003). 
Curtis 등이 개발한 WUSPI(Wheelchair User’s Shoulder 

Pain Index)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휠체어를 사용할 

때 어깨의 통증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측정 할 수 

있다(Curtis 등, 1995a). 이 도구의 특징은 일반적인 상지 

기능을 알아보는 것과는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휠체어

를 사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어깨 통증의 정도를 휠체

어 사용자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일상에

서 흔히 이뤄지는 기능 활동을 15항목으로 나뉘어 있으

며, 펜과 종이를 이용하여 손쉽게 표시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Curtis 등, 1995a). 이 도구는 크론바 알파값

(Cronbach’s alpha)이 0.98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으

며(Curtis 등, 1995a), 검사-재검사에 한 신뢰도가 0.99
로 높았고, 지수의 점수와 어깨의 관절 가동 범위의 

동시타당도는 바깥돌림-0.485, 굽힘-0.479, 폄-0.304으
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urtis 등, 
1995b).

WUSPI는 다양한 실험에서 사용되었는데 어깨 통증

이 있는 척수손상 환자에게 전동보조바퀴를 사용하여 

어깨 통증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에 해 알아보는데 

WUSPI가 사용되었다(Nash 등, 2008). 또한 어깨 통증이 

있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보조 기어를 부착하여 얼마나 

통증이 감소되었는지 알아보는 실험에서 이 도구가 사

용되었고(Finley과 Rodgers, 2007), 어깨 통증이 있는 척

수손상환자와 없는 환자 사이의 어깨 관절의 운동역학

을 알아보는 실험에서 이 도구가 사용되었다(Nawoczenski 
등, 2012). 어깨 통증에 따른 삶의 질과 사회 참여에 

한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에서도 이 도구가 사용

됨으로써 그 관계를 추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Kemp 등, 2011). 그 밖에 몸통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어깨 통증과의 관계성을 알아보거나(Yildirim 등, 2010), 
척수손상환자가 상지 회전 운동기(arm crank ergometry)
를 이용함으로써 얼마나 체중을 감소하였느냐에 한 

연구로서 어깨 통증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해서 

WUSPI를 사용하였다(Dyson-Hudson 등, 2007). 이처럼 

WUSPI가 국내의 휠체어 사용자, 어깨 통증, 척수손상 

장애인의 어깨관절에 한 연구 분야에 폭넓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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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각도로 실험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휠체어를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 

어깨통증의 정도가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한 평가 도

구가 없고, 이에 한 연구도 부족하다.
그래서 WUSPI를 개발한 Curtis 교수에게 한국어로 

번안 하는 것에 한 동의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WUSPI를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측정도구가 다른 나라

로 번안되어 사용될 때 그 나라에 맞는 문화적 특성과 

어구로 사용되어야 하며 원본의 고유성을 유지해야 한

다(Beaton 등, 2002). 그리고 번안한 측정도구가 동일한 

현상에서 반복해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

며,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잘 나타내고 

정확히 측정되었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Beaton 등, 
2002).

따라서 원본의 원래 성격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문화

에 맞게 WUSPI의 한국어판 번안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는지 연구하였다. 
첫째,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 기술통계 하였

고, 한국어판 WUSPI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test-retest 
reliability)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둘째,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 알파값(Cronbach’s alpha)를 이용

하여 처음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셋째, 한국어판 

WUSPI가 동시타당도(concurrent validity)가 있는지 알

아보았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는 OO시에 소재한 근무지

에서 업무를 하는 척수 손상 근로자 8명과 OO시 소재에

서 휠체어 럭비 팀에 소속된 척수손상 장애인 14명,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척수 손상 환자 

1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을 상으로 하였다. 동시 타당

도는 상자를 중복 측정하여 OO시 척수 손상 근로자 

8명과 휠체어 럭비 팀 13명으로 총 21명을 조사하였다. 
WUSPI를 개발할 당시 휠체어 운동경기에 참여한 휠체

어 선수들을 상으로 조사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였다(Curtis 등, 1995a, b). 38개 항목으로 구성된 

예비설문지를 통해 통증 점수와 각 항목 간의 상관관계

에 있어서 크론바 알파값(Cronbach’s alpha)이 0.98의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이는 15개의 항목을 분류하여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Curtis 등, 1995a, b). 
상자는 휠체어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며, 사

용기간은 9개월 이상인 자로 휠체어를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들로 선정하였다. 신경학

적 손상 레벨이나 환경에 따라 WUSPI의 항목들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포함한 이유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Curtis(1995a, b) 등이 WUSPI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

한 상자들은 특정한 신경학적 손상 부위에 한정하지 

않았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연구들을 진행했다.
WUSPI 중 상자가 하지 못한 항목은 Curtis(1999) 

등이 제시한 PC-WUSPI(the Performance-corrected WUSPI)
를 이용하여 원래 점수를 변형하여 계산하였다. 이 실

험은 연세 학교 매지리 인체시험심의 위원회에서 승

인을 받았다(2013-12). 이 실험의 연구 상자는 실험 

전 연구에 한 목적과 방법에 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2. 번안과정

측정도구는 Curtis(1995a) 등이 발표한 WUSPI를 번

역하여 사용하였다. 번안은 Beaton(2002)이 제시한 번

안과정을 참고하였다(Beaton 등, 2002). 물리치료 임상

경험이 수년인 본 연구자와 WUSPI에 관해 알지 못하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영문학 

전공자가 독립적으로 순번역을(forward translation) 하
였다. 

그 후에 서로 번역한 한국어 번역판을 함께 회의를 

통해 검토하였다. 서로 다르게 번역한 부분을 수정하고 

한국문화에 맞게 바꾸는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단계

로 역번역(backward translation) 과정을 거쳤다. 모국어

가 영어이고,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

며, 의학적 지식이 없는 영어번역자 두 명에게 다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영어로 각각 역번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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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역번역 된 것을 재활의학과 의사이며 물리치

료학 전공인 교수와 본 연구자인 물리치료사가 함께 

비교, 수정하여 결과를 논의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WUSPI는 한국어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8년 이상 장

기간 휠체어 사용자 두 명에게 설문지를 보여주고 휠체

어 사용자에게 맞게 어휘를 고치고, 보기 쉽게 표 형태

로 구성하였다(부록 1).

3. 평가도구

1) the Wheelchair User’s Shoulder Pain Index (WUSPI)
WUSPI는 휠체어에서 다른 곳으로 상체를 이동, 스

스로 돌보기, 휠체어를 타고 장소이동, 일반적인 활동

으로 총 15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통증사상척도

(VAS)를 이용하여 0점에서 10점 까지 1점 간격으로 

11척도로 측정하였다. ‘통증이 없는 것’을 0점으로 하

고 ‘경험한 가장 극심한 통증’을 10점으로 총점이 0점에

서 150점으로 하였다. 또한 척수손상 환자들의 레벨 

별 특성상 할 수 없는 동작은 ‘하기 힘듦’에 체크하였다. 
또한 동시 타당도에 쓰일 WUSPI의 총점을 계산할 때, 
PC-WUSPI(the Performance-corrected WUSPI)를 이용하

여 (Curtis 등, 1999) 15개의 항목 중에서 수행을 못하는 

상자들에게 적용하였다. 원래 점수에서 수행했던 항

목의 개수로 나눈 후, 15를 곱하였다. 이것은 사지마비

와 같은 수행이 불가능한 어떤 활동이나 입원으로 인해 

항목 중 아직 해보지 못한 상자에게 적용되었다. 경
추 5번 완전손상 근로자 1 명은 5항목 휠체어를 10분 

이상  때, 12항목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일상 활동을 

할 때, 14항목 집안일을 할 때, 15항목 잘 때를 제외한 

나머지 1,2,3,4,6,7,8,9,13 항목에서 수행하지 못하였다. 
경추 5번 완전손상 휠체어 럭비선수 1명은 5항목 휠체

어를 10분 이상  때, 15항목 잘 때를 제외한 

1,2,3,4,6,7,8,9,10,11,12,13,14 항목에서 수행하지 못했

다. 흉추 12번 완전손상 휠체어 럭비 선수 1명은 7항목 

머리 위 선반으로부터 물체를 들어 내릴 때 항목이 제외

되었다. 또한 흉추 10번 불완전손상 입원환자 1명은 

외부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여 4항목 휠체어를 차에 실

을 때와 5항목 휠체어를 10분 이상  때, 13항목 운전할 

때 항목을 제외하였다.

2) 어깨 관절 가동 범위 측정

Curtis 등이 WUSPI의 동시타당도를 검증 할 당시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어깨 관절 가동 범위는 벌림, 굽힘, 
폄, 바깥 돌림, 안쪽 돌림을 측정하였다(Curtis 등, 
1995b). 어깨 관절 가동범위는 한 검사자가 각도계로 

측정값을 평가했다. 각 관절 가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앉은 상태로 측정하였으며, 앉은 상태로 

측정 한 것이 신뢰할 만 함이 입증되었다(Curtis 등, 
1995b). 양 어깨 중 한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경우, 한쪽 

어깨만 범위를 측정하였으며, 양측 모두 통증이 있거나 

모두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양측의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했다. 

4. 분석방법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자 1 명이 한국어판 

WUSPI에 한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실시했다. 한국

어판 WUSPI는 각 실험 상자 스스로 체크하였다. 검
사－재검사, 측정자 내 신뢰도를 하기 위해 급간내 상

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3,1))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각 항목별로 1차 평가와 2차 

평가 간에 비교하였다. 또한 한국어판 WUSPI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크론바 알파값(Cronbach’s 
alpha)을 통해 첫번째 평가지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또
한 한국어판 WUSPI와 어깨 관절 가동범위 간의 동시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시행하여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았다. 또한 측정수준이 

통증사상척도(VAS)로 11척도를 이용한 질적 척도이므

로 Spearman 순위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이는 개인의 

WUSPI 총점과 각 관절가동범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

였다.
모든 분석은 PASW 18.0을 이용하고 통계학적 유의

수준 α=.05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에 

이용하는 급간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는 0.75이하일 경우는 나쁘거나 보통인 신뢰도를 

나타내고 0.75 이상일 경우 좋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

로 보았다(이충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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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하기 위해 23명의 장기 휠체

어 사용자로, 남자 21명과 여자 2명을 상으로 조사하

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총 15항목으로 구성된 

한국판 WUSPI를 같은 날 두 번에 걸쳐 실험하였다

(Curtis 등, 1995b). 상자가 질문내용에 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통증정도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물어보는 경

우 알려주고, 검사지는 상자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였

다. 신경학적 손상에 따라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자가 상자 옆에서 상자가 문항에 한 답하는 

즉시 신 기록 해주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측정된 

점수는 검사－재검사, 측정자 내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급간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3,1))를 사용하였다. 

2) 내적 일치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재검사, 측정자 

내 신뢰도에 사용된 처음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내적 

일치도는 크론바 알파값(Cronbach’s alpha)으로 측정되

었다.

3) 타당도

동시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 남자19명, 여자 2명의 

장기 휠체어 사용자를 상으로 조사하였다. 동시 타당

도를 검사하는데 있어 처음 Curtis등(1995a)이 WUSPI
의 타당도를 분석했던 방법을 따랐다. 정규성 검정에서 

정규성 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와 한국어판 WUSPI의 15항목의 점수를 총점화하

여 스피어맨 순위 상관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비교하였다. 

Ⅲ. 결 과

1. 신뢰도

신뢰도를 검사한 상자는 척수손상 장애우 남자 

21명, 여자 2명이며, 평균나이는 38세(표준편차 7.9세, 
범위 25∼53세)이다. 휠체어 이용기간은 평균 12년(표

준편차 7.6, 범위3∼27년), 척수손상의 원인은 외상성 

척수손상이 22명, 척수염 1명이다. 척수손상 레벨의 범

위는 경추 5번에서 흉추12번이다. 신경학적 기능수준

에 따라 완전손상과 불완전 손상을 포함했다. 평균 휠

체어에서 타고 내리는 횟수는 일주일에 평균 9.95회이

고, 오른손잡이는 20명, 왼손잡이는 3명이었다.
휠체어를 사용하기 전 통증이 있는 경우는 6명(26%), 

휠체어를 사용하는 동안 어깨통증이 있는 경우는 18명
(78.2%) 이며, 어깨 수술한 자는 2명(8.6%), 현재 어깨 

통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중 양측 모두 가진 이들은 

5명(21.7%), 한쪽에 있는 이들은 10명(43.4%)로 나타났

다. 어깨 통증이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는 경우는 12명
(52.1%), 휠체어를 사용하는 동안 손, 팔꿈치, 어깨에 

통증이나 부상을 경험한 경우는 18명(78.2%) 이었다.
통증 지수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측정한 각 항목

에 한 급간 내 상관계수(ICC(3,1))는 0.88에서 0.99로 

나타났으며,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내적 일치도

내적 일치도는 크론바 알파값(Cronbach’s alpha)이 

0.96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타당도

전체 척수 손상 장애인 21명을 상으로 남자 19명, 
여자 2명으로 평균나이 37세(표준편차 7.9, 범위 25∼53
세)이다. 장애 요인은 척수염 1명, 나머지는 외상성 척

수손상이었으며, 손상레벨의 범위는 경추5번에서 흉

추12번이었다. 신경학적 기능수준에 따라 완전손상과 

불완전 손상을 모두 포함하였다.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 

횟수는 평균 9.23번이고, 오른손잡이는 18명, 왼손잡이

는 3명이었다.
휠체어를 사용하기 전 어깨 통증이 있던 경우는 5명

(23.8%), 휠체어를 사용할 때 통증을 느끼는 응답자는 

18명(85.7%), 어깨 수술을 받은 이들은 2명 (9.5%)이며, 
양측에 어깨통증을 가진 이들은 4명(19%), 한 측에 어

깨 통증이 있는 이들은 11명(52.3%)로 나타났다. 일상

생활에 제약을 줄 정도의 어깨통증을 가진 이들도 11명
(52.3%)가 되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동안 손, 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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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의 통증이나 부상을 입은 상자도 17명(80.9%)가 

되었다. 한국어판 WUSPI와 측각계로 잰 어깨 관절 가

동범위 간의 동시 타당도는 굽힘(-0.58), 폄(-0.09), 벌림

(-0.59), 바깥 돌림(-0.07), 안쪽 돌림(-0.3)으로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굽힘과 벌림에서 상관계수

는 유의수준 .05 에서 유의하며, 보통의 음의 상관관계

로 나타났다(Table 2).

Korean WUSPI scores
fist second

ICC
Mean±SD Mean±SD

Transfer

1.Bed to wheelchair 1.9±2.38 1.78±2.44 0.98

2.Car to wheelchair 2.3±3.08 2.00±0.88 0.88

3.Tub/shower to wheelchair 2.77±3.26 2.73±3.26 0.99

4.Load wheelchair in car Wheelchair mobility 3.48±3.34 3.57±3.38 0.99

5. more than 10 min duration 4.48±3.46 4.39±3.48 0.89

6. Ramp/uneven Self care Self care 4.96±3.48 4.61±3.52 0.94

7. Lift object from overhead 3.83±3.97 3.57±3.69 0.98

8. Put on pants 1.91±2.46 1.57±2.62 0.95

9. Put on T-shirt 1.61±2.21 1.57±2.25 0.98

10. Put on button-down shirt 1.52±2.15 1.43±2.08 0.94

11. Wash back General activities 3.17±3.14 3.17±3.18 0.97

12. Work/school activities 3.17±2.38 3.17±3.65 0.89

13.Driving 2.74±2.73 2.52±2.71 0.98

14. Household chores 3.17±2.83 3.22±2.86 0.97

15.sleeping 3.52±2.89 3.26±3.1 0.94

Total score 47.32±36.56 45.59±38.4 0.99

Table 1. Index scores and intra-class correlation to establish test-retest reliability

Motion
Goniometric measurements(degree) Correlation to index scores

Mean ± SD (minimum∼maximum) rho p-value

flexion 138.11±22.56(100∼180) -0.58 0.00

extension 54.9±8.46(40∼70) -0.09 0.68

abduction 130.42±29.39(60∼180) -0.59 0.00

external rotation 75.71±19.41(40∼90) -0.07 0.76

internal rotation 34.28±12.93(10∼55) -0.30 0.19

Table 2. Correlation of Korean WUSPI index scores to shoulder range of mo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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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휠체어를 사용하는 동안 어깨 통증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WUSPI는 개발 할 당시 신뢰도(ICC=0.84∼
0.99)와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0.98)가 높고, 어
깨 관절 가동 범위 간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Curtis 
등, 1995a; 1995b). WUSPI는 동통사상척도(VAS)를 통

해 통증이 없는 0점에서 가장 극심한 통증인 10점으로 

환자 스스로 통증정도를 선에 X 표시한다. 15 개의 휠체

어를 사용하는 기능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총 0점에

서 150점으로 측정된다. 
한국어판 WUSPI의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를 분석 

한 결과 ICC의 범위가 0.88∼0.99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이 측정도구가 

반복 측정할 경우 안정성이 있는가에 한 것으로(이충

휘, 2007)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거나 장기간 연구를 

구성할 때 믿을 만한 도구로 여겨진다. 본 연구를 통하

여 한국어판 WUSPI가 여러 번 측정할 경우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도구임이 밝혀졌다.
또한 내적 일치도에서 크론바 알파값(Cronbach’s 

alpha)이 0.964 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어판 WUSPI의 측정 항목 간에 동일한 특성을 측정

함을 증명하였다(Lee, 2007).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와 한국어판 WUSPI의 점수 

사이의 동시 타당도를 보면 스피어맨 순위 상관계수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가 모두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증이 

심한 정도에 따라 어깨의 관절 가동 범위가 적어진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굽힘과 벌림에 해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논문에서 굽힘

과 벌림, 폄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했던 것과 비슷하다

(Curtis 등, 1995b). 또한 Salisbury 등(2003)의 연구에서 

어깨 통증이 많을수록 어깨의 벌림 에서 관절 가동 범위

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실험에서 

WUSPI와 어깨의 벌림에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낸 것과 

유사하였다. Tveita 등(2008)은 어깨의 통증과 기능적인 

활동을 하는 어깨 관절 가동 범위 사이에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Lentz 등(2009)은 어깨 통증과 

어깨 관절 가동범위에서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WUSPI는 휠체어에서 기능적인 활동시 통증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측각계를 통해 정적인 어

깨 관절 범위를 측정하는 것과의 상관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Lentz 등, 2009) 어깨관절범위를 

측정하는 모든 움직임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Curtis 등이(1995a,1995b) WUSPI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당시, 64명을 실험한 것과는 달

리 이번 실험에서는 21명의 상자를 하였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미약할 수 있다. 본 실험의 

경우 운동선수, 근무자, 병원 입원중인 환자 외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휠체어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에 어

려움이 있었다. 다양한 환경의 휠체어 사용자를 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한국어판 WUSPI를 휠체어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화 할 수 있는 검증된 

실험이 되었으리라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판 WUSPI는 Beaton 등(2002)
이 제시한 로 원본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문화

에 맞게 WUSPI를 한국어로 바꾸어 검사－재검사 신뢰

도와 내적일치도, 동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실험 결

과,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0.88∼0.99로 매우 높았으

며, 내적 일치도는 0.96으로 매우 훌륭했다. 동시 타당

도는 어깨 관절의 굽힘(-0.58)과 벌림(-0.59)에서 한국어

판 WUSPI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듦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했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판 WUSPI가 한국의 휠체어 사용

자들의 어깨 통증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신뢰할 

만하며 타당함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휠체어 

사용자가 직접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휠체어 사

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도구를 한국의 휠체어 사용자에

게 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임상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할 경우에 휠체

어 사용자, 척수손상 관련 분야, 어깨 통증 분야 등 여러 

방면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 도구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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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학문적

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리라 기 해본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더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얻기 위해 휠체어 

상자들을 다양한 지역과 장소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어판 WUSPI를 활용하여 항목 별로 휠체

어 사용자들의 통증정도와 성향을 파악하여 이를 중재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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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Wheelchair User’s Shoulder Pain Index (WUSPI)

다음의 활동들로 통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줄에 “X”를 표기하세요. 
(통증이 없으면 ‘0’점, 경험한 가장 극심한 통증이 ‘10’점 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오른쪽에 있는 칸에 체크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의 경험을 기초로, 얼마나 많이 어깨 통증을 경험 했습니까:

통증없음        경험한 가장 극심한 통증      하기 힘듦

1. 침상부터 휠체어까지 이동할 때 [   ]

2.휠체어에서 차까지 이동할 때 [   ]

3. 휠체어에서 욕조 또는 샤워기까지 이동할 
때

[   ]

4. 휠체어를 차에 실을 때 [   ]

5. 휠체어를 10분 이상 밀 때 [   ]

6. 야외에서 경사로나 경사면을 올라갈 때 [   ]

7. 머리 위 선반으로부터 물체를 들어 내릴 때 [   ]

8. 바지를 입을 때 [   ]

9. 티셔츠 또는 앞트임 없는 옷을 입을 때 [   ]

10. 단추가 달려있는 셔츠를 입을 때 [   ]

11.당신의 등을 씻을 때 [   ]

12.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일상 활동을 할 때 [   ]

13. 운전 할 때 [   ]

14. 집안일을 할 때(집안 청소, 설거지, 빨래) [   ]

15. 잘 때 [   ]

부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