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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본 연구의 목 은 노인의 지역사회 이동성을 측정하는 평가도구인 Life Space Assessment(LSA)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에 한 합성을 검증하기 하여 내용 타당도와 이해도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원문 LSA을 번역-역번역한 최종 한  번역본을 6명의 문가 원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고, 

신입 작업치료사 13명에게 문항에 한 이해도를 검증을 조사하 다. 내용 타당도와 이해도 검증은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s Validity Index; CVI)를 사용하 다. 

결과 : 내용 타당도에 한 각 문항에 한  CVI .93〜1.00이었으며, 도구 체 CVI는 .99로 매우 높은 수 의 내용 

타당도를 보 다. 한 내용 이해도 결과는 각 문항 CVI .92〜1.00로 분포하 고, 도구 체 CVI는 .97로 매우 높은 

수 으로 검증되었다.

결론 : LSA의 한국어 번역 검증 결과 내용 타당도  이해도가 매우 높은 수 으로 검증되어 국내에서 노인의 지역사

회 이동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LSA의 수렴타당도, 구성타당

도, 신뢰도 검증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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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동성(mobility)은 개인이 어디로 움직이거나 이동하

는 것이며, 움직임의 빈도(frequency)와 독립도(degree 

of independence)로 정의된다(Shumway-Cook, & 

Woollacott, 2001). 이동성은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참여하는데 필수 인 능력이며, 이동성을 

측정할 때에는 실제 개인이 활동을 참여하는 생활공간에

서 측정하여야 한다(Kumar et al., 2013). 

노인의 이동성은 지역사회 활동을 참여하는데 의미 있

는 요소이며(Shimada et al., 2010), 건강과 련된 삶의 

질에도 기여한다(Forhan, & Gill, 2013). 국제기능장애건

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에 의하면 개인에게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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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활환경 내의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는 건강과 기능

인 면에서 요한 요소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노인의 지역사회 내 이동성 제한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인지손상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유용한 측인자

가 되기도 하고, 임상환경에서 기능 인 건강에 한 지

표로도 제안된다(Boyle, Buchman, Barnes, James, & 

Bennett, 2010; James, Boyle, Buchman, Barnes, & 

Bennett, 2011). 한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신체

, 정신 , 사회   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하

며 성공 인 노화에 필수  요소이다(Lee, & Suk, 2015).

노인의 지역사회 이동성에 한 별  평가는 신체 

기능 하를 방하고,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요한 역

할을 한다(Gill, 2010). 노인의 이동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자가 설문지  면담을 통한 피검자의 주 인 신체 수행

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실제 이동성을 객 으로 평가하

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 인 수행도 측정에는 

Performance Oriented Mobility Assessment(POMA),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36 item short form 

health survey(SF-36)가 있으며(Freiberger et al., 2012; 

Tinetti, Speechley, & Ginter, 1988; Ware, & Sherbourne, 

1992). 객 인 방법에는 간단 신체 수행 검사(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생활공간 평가

(Life Space Assessment; LSA)가 있다(Baker, Bodner, & 

Allman, 2003; Guralnik, Ferrucci, & Simonsick; 1995). 

노인의 이동성에 한 객 인 측정은 각 질환에 한 

치료의 가이드라인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한 근거를 

제공하며(Freiberger et al., 2012), 임상가와 연구자를 비

롯하여 보건 정책 리자에게도 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

이다(Fried, Ferrucci, Darer, Williamson, & Anderson, 

2004). 

생활공간 평가(Life Space Assessment; LSA)는 실제 

일상 인 삶을 하는 공간에서의 지역사회 이동성을 

측정하는 객 화된 평가도구이다. LSA는 미국에서 개발

되어 스웨덴, 핀란드, 남미, 국, 일본 등에서 노인의 지

역사회 이동성을 측정하는 평가도구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Curcio et al., 2013; Fristedt, Kammerlind, Bravell, 

& Fransson, 2016; Ji, Zhou, Liao, & Feng, 2015; 

Ohnuma, Hashidate, Yoshimatsu, & Abe, 2014; 

Portegijs, Iwarsson, Rantakokko, Viljanen, & Rantanen, 

2014). 평가 상자는 건강한 노인, 노인성 질환자뿐만 아

니라 정형외과 질환자, 편측무시 뇌졸  환자 등 다양한 

상자에게 용할 수 있다(Oh-Park, Hung, Chen, & 

Barrett, 2014; Suzuki, Kitaike & Ikezaki, 2014). 한 무

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  면담을 비롯하여 화면담

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Baker, Bodner, & 

Allman,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낮은 LSA 수는 신체

의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우울지수와 같

은 정신 건강과도 상 계가 있었다(Curcio et al., 2013; 

Fristedt et al., 2016; Ji et al., 2015; Ohnuma et al., 2014; 

Portegijs et al., 2014; Snih, Peek, Sawyer, Markides, 

Allman, & Ottenbacher, 2014). Peel 등(2005)은 LSA

수가 노인의 신체 기능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장애의 

강력한 측인자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국내에서는 노인의 이동성과 련하여 외발서기, 보행

속도, 앉았다 일어서서 걷기, 최 보폭검사를 평가하는 

SPPB를 용한 연구(Kim et al., 2009; Kim et al., 2010; 

Park et al., 2011)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의 지역

사회 이동성 측정에 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한, 

지역사회 이동성을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LSA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LSA는 미국에서 개발

된 평가도구이므로 국내에서 사용하기 해서는 언어 , 

지리 , 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

당도 검증을 통한 체계화된 연구 방법으로 근해야한다

(Curcio et al., 2013, Sousa, & Rojjanasrirat,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LSA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에 한 합성을 검증하기 하여 내용 타당도  이

해도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 LSA를 

소개하고, 임상에서 LSA를 보다 쉽게 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LSA 평가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도구

1) 생활공간 범  평가

LSA(Life Space Assessment ; LSA)는 지역사회 이동

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1985년 May등에 의해 최

로 이론이 소개되었고 2003년 미국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UAB)의 노화 연구진 Baker등

에 의해 개발되었다(Baker, Bodner, & Allm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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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cess of translation

May, Nayak, & Isaacs, 1985). LSA는 실제 생활공간 범

에 한 질문이고, 상 기간은 최근 한 달 이내이다. 

각 생활공간 범 는 이동 거리에 따라 나 고, 방문 빈도

와 이동의 독립성을 측정한다. 각 생활공간 범 는 5단계

로 구분하고, 집의 내부 공간에서 이동은 1 , 집의 외부 

공간으로 이동은 2 , 동네 인근 지역으로 이동은 3 , 동

네를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은 4 , 살고 있는 도시 밖 

다른 장소 이동은 5 을 부여한다. 한 각 생활공간 범

로 얼마나 자주 방문하 는지에 한 이동의 빈도는 주 

1회 미만은 1 , 주 1-3회는 2 , 주 4-6회는 3 , 매일은 

4 으로 평가하고, 이동의 독립성은 타인의 도움을 받으

면 1 , 보조기기의 도움을 받으면 1.5 , 타인이나 보조

기기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2 으로 평가한다. 수는 각 

생활공간 범  수와 빈도 수와 독립성 수의 곱한 

값의 총합계로, 총 수의 범 는 0 에서 최  120 이다. 

0 은 최근 한 달 동안 집의 내부 공간에서조차 이동 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고, 120 은 모든 장소를 매일 독립

으로 이동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이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범 는 .82〜.97이다(Baker, Bodner, & Allman, 2003).  

2. 연구 과정

1) 번역-역번역

LSA의 원 개발자 Patricia S. Baker로부터 한국어 번역

과 한국에서 사용 허락에 한 회신을 2016년 12월 10일 

받았다. 본 연구에서 번역-역번역 과정은 Sousa & 

Rojjanasrirat(2011)가 제시한 과정에 따라 실시하 다. 1

단계는 LSA를 한국어로 번역하 다. 번역은 어와 한국

어를 모두 사용 가능한 문 번역사 2명이 각각 독립 으

로 하 다. 2단계는 한국어로 번역된 2개의 번역본을 비교 

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어와 한국어를 

사용가능한 작업치료학과 교수 2명이 문가 원으로 

되어 의견을 조율하 으며 1인의 연구자가 이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반 하여 1차 번역본을 완성하 다. 3단계는 

통합된 한  번역본을 어로 역번역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는 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 가능한 어를 모

국어로 하는 문 번역사 2명이 각각 독립 으로 역번역

하 다. 4단계는 두 개의 역번역본을 원 개발자에게 2017

년 1월 9일 보내어 모호한 의미  불일치 번역이 없는지

와 원래의 LSA 평가 목 과 차이는 없는지를 확인하 다. 

그 결과 6문항의 “neighborhood”를 이웃집 신 동네 인

근 지역으로 수정하 다. 한 2차 문가 원이 되

어 내용 타당도 지수 산출 후 .78 미만 항목은 문가 원

과 토의를 거쳐 수정하 다(Table 1). 그 결과 2문항의 

“Life space level”을 생활공간 수  신 생활공간 범 로 

수정하 고, 7문항의 “town”을 한국 행정구역에 따라 동

네(동, 리)를 추가 수정하 다. 이를 토 로 2차 번역본과 

2차 역번역본을 완성 후, 2017년 1월 28일 개발자에게 재

의뢰한 결과 개발자의 의도와 부합됨을 최종 회신 받았다. 

5단계는 수정된 2차 번역본으로 문가 원에게 내용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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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ification to translation

Items First translation Second translation 

Life space level 생활공간 수  생활공간 범

Neighborhood  이웃집 동네 인근 지역

Town 마을 동네(동, 리)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expert for content related validity n=6

Characteristics n Percentage(%)

Gender
Male 3 50.0

Female 3 50.0

Job
Professor of Occupational Therapy 3 50.0

Doctor of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3 50.0

Academic 

background

Bachelor's Degree 1 16.7

Master's Degree 2 33.3

Doctorate Degree 3 50.0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clinicians for understanding test n=13

Characteristics n Percentage(%)

Gender
Male 1   7.7

Female 12  92.3

Age(yr)
20〜25 11  84.6

26〜30 2  15.4

Residence

Gyeongsangnam-do 5  38.5

Gyeongsangbuk-do 1   7.7

Gyeonggi-do 1   7.7

Busan 5  38.5

Chungcheongbuk-do 1   7.7

Academic background Bachelor's Degree 13 100.0

당도 검증  작업치료사에게 이해도 검증을 실시하여 번

역의 합성을 검증을 실시하 다. LSA 최종 번역본과 

원본은 appendix 1과 같다. 

2) 내용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번역의 합성 검증은 내용 타당도 검증

을 하 다. 내용 타당도는 Lynn(1986)이 제시한 내용 타

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이용하여 재

활의학과 문의 3인, 작업치료학과 교수 3인으로 문

가 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하 다. 문가들의 임상경력

은 9년 이상, 연구경력은 5년 이상이었으며, 일반  특성

은 Table 2에 제시하 다. 내용타당도는 Likert 4  척도

로 평가하 으며, 4 은 ‘매우 ’, 3 은 ‘ ’, 2 은 

‘부 ’, 1 은 ‘매우 부 ’로 평가한 뒤, ‘부 ’과 ‘매

우 부 ’로 응답한 문항은 문가의 의견을 도록 하

다. 내용타당도 기 은 각각의 문항수  내용타당도

(Item-level Content Validity Index; I-CVI)와 도구 체

의 척도수  내용타당도 평균(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 averaging; S-CVI/Ave)으로 검증하 다. 

3) 번역의 이해도 검증

수정을 거친 LSA를 신입 작업치료사 13인을 상으

로 이해도 검증을 실시하 다. LSA의 문항을 신입 작업

치료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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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13인을 상으로 설문하 으며, 이들의 일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각 항목에 한 이해도는 내

용타당도지수 I-CVI, S-CVI/Ave를 사용하 다. 

3. 자료 분석

통계분석은 엑셀을 이용하 으며. 상자의 일반  특

성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로 처리하 다. 

Ⅲ. 연구 결과

1. 내용 타당도 검증

척도수  내용타당도(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 S-CVI)는 문가 원 6명 기 에서는 I-CVI .78 

이상, S-CVI/Ave (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 

averaging)가 .90 이상이 되면 최상의 내용타당도 계수라

고 할 수 있다(Polit, & Beck, 2006). 본 연구의 문항별 

수인 I-CVI는 .93에서 1.00사이에 분포하 다. 문항 2에

서 .93이었고, 나머지 문항은 모두 1.00으로 내용타당도

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도구 체의 번역 합성 수 인 

S-CVI는/Ave는 .99로 최상 수 의 문가 내용 타당도

를 보 다(Table4).

Table 4. Ratio of rated 3 or 4 point relevance scale 

for content related validity 

Test of content related validity Agreement

I-CVI .83 ∼ 1.00

S-CVI/Ave .99

Proportion relevant

Expert 1 .93

Expert 2 1.00

Expert 3 1.00

Expert 4 1.00

Expert 5 1.00

Expert 6 1.00

 

2. 번역의 이해도 검증 

I-CVI는 .92에서 1.00사이에 분포하 다. 문항 4, 문항 

5, 문항 6, 문항 7에서 .92 고, 나머지 문항은 모두 1.00

으로 나타났다. 도구 체의 번역의 이해도 수 인 

S-CVI/Ave는 .97로 매우 높은 수 의 내용 이해도를 확

인하 다(Table 5).

Table 5. Ratio of rated 3 or 4 point relevance scale 

for understanding test 

Understanding test Agreement

I-CVI .92 ∼ 1.00

S-CVI/Ave .97

Ⅳ. 고 찰

본 연구의 목 은 노인의 실제 일상 인 삶을 하

는 지역사회 공간에서의 이동성을 측정하는 외국의 평가

도구인 LSA를 한 로 번역하고 국내에 용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에 한국어 번역본의 합성을 내

용 타당도와 이해도로 검증하 다. 먼 , 내용 타당도 검

증에서 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CVI가 매우 높은 수

을 보 고, 이해도에서도 신입 작업치료사 집단의 CVI

가 매우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지역사회 이동성은 보다 넓은 생활공간 범 를 

하기 한 삶의 필수  기능이다.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성공 인 노화에 제시되는 핵심 조건이며, 

극 이고 지속 인 지역사회로의 이동은 신체 , 인지

 건강 기능 유지에 의미 있는 향을 다(Lee, & Suk, 

2015). 세계 보건 기구에서 표 화된 용어를 제정하는 

ICF에서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하는 삶을 강조함에 따라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독립 인 지역사회 

이동성 수 에 한 심도와 요성이 지속 으로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이동성을 측정

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나, 유럽, 아

시아, 남미에서는 LSA가 번안되어 노인의 지역사회 이

동성을 측정하는 평가도구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Curcio et al., 2013, Fristedt et al., 2016, Ji et al., 2015, 

Ohnuma et al., 2014, Portegijs et al, 2014). 

보건 의료 분야에서 외국의 평가도구에 한 번역 

는 번안은 보편 인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 의료 

분야의 외국 평가도구를 번역하는 연구자들을 한 종합

이고 엄격한 치침인 Sousa와 Rojjanasrirat(2011)가 제

시한 번역-역번역 과정을 따라 실시하 다. 이는 그 문

화와 민족과 국가에 맞게 평가도구를 번역하고,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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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타당도를 검증할 때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이다(Zhi, 

Mohamed, Fahad, Abdul, & Hisham, 2014). 본 연구에서

는 LSA 한  번역본의 합성을 검증하기 해 문가 

원 6인을 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다

(Sousa, & Rojjanasrirat, 2011). 이는 문가 원 6인 기

에서는 I-CVI .78 이상, S-CVI/Ave가 .90 이상이 되면 

최상의 내용 타당도 계수라고 할 수 있다(Polit, Beck, & 

Owen, 2007). 본 연구에서는 I-CVI는 .93에서 1.00 사이

이고, S-CVI/Ave는 .99로, 본 연구에서 LSA 한  번역

본의 합성은 최상 수 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LSA의 번역의 이해도 검증은 신입 작업

치료사 집단에게 실시하 다. 선행연구에서 외국의 평가

도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번역  용어 

이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번역의 이해도 검증은 10

세에서 12세 정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용을 추천

하 다(Sousa, & Rojjanasrirat, 2011). 한 번역에 한 

이해도 검증을 10명에서 40명을 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합하다고 하 다(Dermers, Monette, Descent, Jutai, & 

Wolfson, 2002; Sousa, & Rojjanasrirat,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 경력이 없는 신입 작업치료사 13명에게 

내용 이해도 검증을 실시한 것은 합하 다고 보인다. 

LSA 한 번역본의 내용 이해도 결과는 I-CVI .92에서 

1.00사이로 분포하 고, S-CVI/Ave로 .97로 매우 높은 

수 의 번역의 이해도가 검증되었다.

외국의 평가도구를 자국에 맞게 번안함에 있어서 원본

의 타문화의 언어를 목표 언어인 자국의 언어로 단순 번

역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역번역의 

단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Sousa, & 

Rojjanasrirat, 2011). 본 연구에서는 한  번역본을 역번

역하여 원 개발자인 미국 UAB 노화 연구진 측의 Baker 

교수에게 원본과 LSA 한  번역본의 역번역본을 비교하

도록 자우편으로 의뢰하 다. 그 결과 LSA 한  번역

본이 원 개발자의 의도와 부합됨을 최종 회신 받았다. 이

러한 방법을 통해 LSA 한  번역본의 합성에 한 근

거를 제공하 다. 이로써 원본 LSA에서 한국어 번역본 

LSA로 용어 이해와 의미가 하게 번역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LSA의 한국어 번역 검증 결과 내용 타

당도  이해도가 매우 높은 수 으로 확인되어 국내에

서 노인의 지역사회 이동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LSA가 이미 번안된 여러 외국

의 선행연구에서 LSA 수와 신체 운동 수행이나 일상

생활활동과 같은 신체 건강과의 계에 한 수렴타당도

에 한 연구, 인지나 감정 지수와 같은 정신 건강을 

계를 측정한 구인타당도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

고 있다(Curcio et al., 2013, Fristedt et al., 2016, Ji et al., 

2015, Ohnuma et al., 2014, Portegijs et al, 2014).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번역본 LSA의 수렴타당도, 

구인타당도, 분별 타당도에 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도구의 타당도를 다양하게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실제 일상 인 삶을 하는 공간에서의 

지역사회 이동성을 측정하는 LSA를 번역-역변역 과정 

후 내용 타당도와 이해도 검증을 통해 번역의 합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매우 높은 수 의 내용 타당도와 이

해도를 보여 LSA 한국어 번역의 합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LSA 평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본

을 제공함으로써 임상 환경에서 치료사들이 지역사회 이

동성 수 을 악하기 한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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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ranslation Process into Korean Version

of the Life-Space Assessment to Assess Community Mobility for Elderly

Kim, Jeong-Hui, M.Sc., O.T.*, Chang, Moon-Yo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Eui Medical Cent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Inje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create a translation of Life Space Assessment(LSA) for elderly, 

which was then tested for content related validity and understanding test.

Methods : The translation and content validation process involved direct and backward translation, and the 

collection of content-related evidence from 6 expert panels and 13 clinician panels. A content validity 

indices (CVI),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content validity.

Results :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 original LSA and the Korean LSA with the expert 

panels were I-CVI showed a very high value of .93. and 1.00, and S-CVI/Ave 0.99. The results of the 

understanding test were showed a very high value of  .92 and 1.00, and S-CVI/Ave 0.97.

Conclusion : Korean LSA showed content related validity and understanding test, and illustrated the 

applicability of LSA in a Korean clinical setting. The results showed LSA can be used  a useful tool for 

evaluating the community mobility of elderly. 

Key Words : Community mobility, Korean Life Space Assessment, Valid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