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upper extremity function and the 

Wolf Motor Function Test (WMFT) for chronic hemiparetic stroke patients and investigate the evidence of the WMFT as a clinical 

tool of upper extremity function in individuals with chronic hemiparetic stroke. 

Methods: This study applied an observational, cross-sectional design in outpatients at three local rehabilitation units in Seoul. 

Forty-nine individuals who had a diagnosis of first strok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participants were analyzed for four clinical 

measures, including the Box and Block Test (BBT), the WMFT, grip strength, and the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

Results: Upon analys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WMFT scores and BBT scores as well as the grip 

strength. The WMFT score was statistical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COPM satisfaction score; however, it was not related 

to the COPM performance scor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WMFT is positively related to simple tasks, such as hand muscle 

strength and manual dexterity. However, the WMFT does not have a relationship with complex tasks, which are measured 

by COPM performance abilities.

Key Words: Stroke, Upper extremity, Wolf motor function test

†Corresponding Author : Hye-Sun Lee (lauren52@naver.com)

PNF and Movement, 2020; 18(3): 445-452

https://doi.org/10.21598/JKPNFA.2020.18.3.445

 Print ISSN: 2508-6227

Online ISSN: 2508-6472

Original Article  Open Access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과 Wolf 운동기능검사의 관련성 분석

송창순⋅이혜선1†⋅염희영2
1)

조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1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2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An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Upper Extremity Function and the 

Wolf Motor Function Test in Chronic Hemiparetic Stroke

Chang-Soon Song, O.T., Ph.D.⋅Hye-Sun Lee, O.T., M.S.1†⋅Hee-Young Yeom, P.T., Ph.D.2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Chosun University 
1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Gwangju Wonen’s University 

2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Baeseok University 

Received: October 27, 2020 / Revised: November 24, 2020 / Accepted: November 30, 2020
ⓒ 2020 Journal of Kore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446 | PNF and Movement Vol. 18, No. 3

Ⅰ. 서 론

뇌졸중(stroke)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

는 뇌혈관사고로 인한 비정상적인 뇌 혈류 흐름으로 

뇌세포가 사멸하는 의학적 상태를 말하며, 성인에서 

후천적이고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 질환 중 하나이다(Coleman et al., 2017; Raffin 

& Hummel, 2018). 뇌졸중 환자는 편마비, 언어장애, 

삼킴장애, 동측성 반맹증, 인지손상 및 지각손상 등의 

다양한 중추신경성 증상들이 출현한다(Heshmatollah 

et al., 2020; Sand et al., 2013). 다양한 증상은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 

뇌졸중 환자의 상지 손상은 일상생활에서 손상측

(more-affected side) 상지를 사용할 때 기능적 제한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상지 손상은 뇌졸중 발병 

초기에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손상측 상지에 학습

된 무용현상(learned non-use phenomenon)이 진행될 가

능성이 크다(Raghavan, 2015; Taub et al., 2006). 상지 

기능에서 양손 과제(bimanual task)는 양손을 동시에 

조작하거나, 한 손은 물체를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물체를 조작하지만, 한 손 과제(unimanual task)는 한 

손으로 조작한다(Gosser & Rice, 2015).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동작이 양손 조작을 요구하지 않기때문에, 

뇌졸중 환자들은 비 손상측(less-affected side) 상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대용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손상측 상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습된 무용현상은 뇌졸중 발병 

이후 상지기능재활에 장애 요인이 된다(Raffin & 

Hummel, 2018). 따라서, 뇌졸중 발병 이후에 상지 기능

을 회복시키고 학습된 무용 현상을 배제하기 위하여, 

상지 기능 재활은 우선되어야 하는 개선과제 중 하나

이다(Oujamaa et al., 2009). 

선행 연구자들은 뇌졸중 환자의 운동 회복과정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자, 다양한 임상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다. Wolf운동기능검사(Wolf motor function test, 

WMFT)는 만성 뇌졸중과 외상성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환자를 대상으로 상지운동결함(upper 

extremity motor deficit)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임상평가

도구 중 하나이다. 이 평가도구는 Steven L. Wolf가 강제

유도운동치료(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001년 개발한 것으로, 젭슨-

테일러 손기능검사(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를 

수정보완하여, 대상자의 과제 수행 시간과 수행 수준

을 평가한다. 이 평가도구는 개발된 이후에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

이다(Morris et al., 2001; Nijland et al., 2010; Whitall 

et al., 2006; Wolf et al., 2001). 

Morris 등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WMFT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α=0.92, 검사-재검사 신

뢰도를 r=0.95로 보고하였고, Nijland 등은 뇌졸중 환자

를 대상으로 α=0.98로 보고하였다(Morris et al., 2001; 

Nijland et al., 2010). 또한 푸글-마이어평가척도-상지

(upper extremity Fugl-Meyer assessment scale)와 action 

research arm test와 동시타당도(concurrent validity)는 

입증되었으나, 손의 민첩성이나 악력과 같은 상지기

능의 평가와의 타당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Nijland et al., 2010; Whitall et al.,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 편마비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WMFT

가 그들의 상지 기능 수준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WMFT과 상지 기능 임상평가를 비

교하여 그 상관성을 알아보고, 임상에서 적절히 사용

할 수 있는 임상평가도구 제언에 근거를 삼기 위함이

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참여자는 49명의 만성 편마비 뇌졸중 환자

로 연구 참여시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A 병원 등 3곳에

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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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 경색 혹은 출혈로 인한 뇌혈관사고로 편마비 

뇌졸중을 뇌영상 촬영을 기초로 전문의로부터 진단 

받은 자, 2) 뇌졸중 발병 이후 6개월 이상인 자, 

3) 평가자의 지시를 따르는데 충분한 인지기능을 가진 

자(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 24점 이상인 자), 4) 도움없

이 적어도 10 m를 독립 보행 가능한 자, 5) 시지각 

손상이 없는 자, 6)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는 자, 7) 뇌졸중 이외에 다른 

신경학적 질환이 없는 자, 그리고 8) 연구 목적과 절차

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자 이었다. 

본 연구는 심각한 우울증, 항우울증치료제 복용자, 항-

간질약물 복용자는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Table 1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 측정 도구

1) Wolf 운동기능검사

(Wolf motor function test, WMFT)

Wolf운동기능검사는 기능적 과제 수행을 통하여 

상지 운동능력(upper extremity motor ability)을 정량화

하는 측정도구로서 Wolf, Lecraw, Barton 그리고 Jann

이 개발하였다(Wolf et al., 2001). Wolf운동기능검사는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

는 버전은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평가도구

는 시간(time),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ty), 근력

(strength)로 구성된 복합적 평가도구이며, 0점(손상측 

상지로 수행하지 못함)에서 5점(손상측 상지를 사용

하여 정상 움직임을 수행함)까지 6점 서열척도(ordinal 

scale)이다. 최고점은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

적이고 정상적인 기능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Lang et al., 2008; Woodbury et al., 2010). WMFT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높은 측정자내신뢰도

(intrarater reliability)(r=0.95)와 측정자간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ICC=0.93)가 보고되었다(Morris et al., 

2001). 

2) 악력(grip strength)

악력은 상지꿈치 근육에서 생성되는 최대 힘 혹은 

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상지 근력 및 전신 근력 측정

을 위한 선별 도구로 사용된다. 악력은 단순과제

(simple task) 측정으로, 치료효과를 추적하기 위하여 

간단히 적용하는 평가방법으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된

다(Stock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악력을 측정하기 

위한 손 악력계(Jamar hydraulic hand dynamometer, 

Jamar Technologies, INc., USA)를 사용하였다. 손 악력

계는 0-90 kg의 등척성 악력을 표시하는 이중 눈금 

척도가 있는데, 외부 다이얼은 kg 단위이고, 내부 다이

얼은 lb 단위이다. 손잡이는 35 – 87 mm로 13 mm 단위

로 5개의 잡기 위치로 쉽게 조정할 수 있다. 

3) 캐나다 작업수행측정(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

COPM은 캐나다 보건복지부와 캐나다 작업치료사

협회가 1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 개발한 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면접 평가지 중 하나로, 1991년 초판 

이후로 5판까지 출판되었으며, 24개국 언어로 번역되

어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다 

(McColl et al., 2000). COPM은 작업수행에 대한 대상자

의 자기-인식(self-perception) 정도에 대한 치료 전⋅후 

변화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상자 중심 치료(client- 

centered therapy)를 위하여 개발된 도구이며,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에 중점을 두는 데 도움이 된다. 본 평가도

구는 대상자의 인식 변화를 기록하는 것으로, 평가 시 

선택한 과제를 중심으로 수행도(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performance, COPM-P)와 만족도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satisfaction, 

COPM-S)를 측정한다. 본 평가도구는 높은 신뢰도

(r=0.87)가 보고되었다(Carpenter et al., 2001; Cup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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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자나무토막검사(box and block test, BBT)

BBT는 손의 도수민첩성(manual dexterity)을 측정하

는 도구로 간단하고 빠르게 손기능을 측정할 수 있어

서, 뇌졸중 환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질환에 손기능

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BBT는 가운데가 나누

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상자(53.7cm x 25.4cm x 

8.5cm)와 150개의 나무토막(2.5cm x 2.5cm x 2.5cm)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세손부터 시작하며 60초 동안 

한쪽 상자에서 다른 쪽 상자로 하나씩 최대한 많이 

나무토막을 옮기는 것이다. 본 평가도구는 만성 뇌졸

중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재검사신뢰도(r=0.98)가 높

게 보고되었다(Chen et al., 2009). 

3. Study Procedures

본 연구는 단면, 관찰연구설계(cross-sectional, 

observational study design)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WMFT가 만성 편마비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

과 상관성을 알아보고, 만성 편마비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 평가를 위한 임상평가도구로 WMFT의 근

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WMFT 이외에 

대상자의 상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악력, COPM 

및 상자나무토막 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임상 평가

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대상자는 제비 뽑기(1, 

WMFT → 악력 → COPM-P → COPM-S → BBT; 2, 

COPM-P → COPM-S → BBT → 악력 → WMFT; 3, 

BBT → 악력 → COPM-P → COPM-S → WMFT; 4, 

BBT → COPM-P → COPM-S → WMFT → 악력)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도구는, 임상에

서 최소 5년 이상 뇌졸중 환자 평가에 적용한 경험이 

있는 치료사 2명(S. H. & E. N)에 의해서 잘 정돈되고 

조용한 평가실에서 시행되었다. WMFT와 COPM, 

BBT는 각 1회 평가를 진행하였고, 악력은 3회 측정하

여 평균값을 통계에 사용하였다. 

4. Statistics analysis

본 연구의 측정 변수로는 WMFT, 악력, COPM 그리

고 BBT 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및 임상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WMFT 및 상지 

기능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상관관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수집한 자료는 윈도용 SPSS ver. 21.0(IBM, Co.,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α

=0.05 이었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및 임상적 특성

Table 1는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

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61.82±14.62세 이었으며,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남자가 

34명, 여자가 15명 이었다. 그들의 발병 후 기간은 평균 

14.08±6.64개월이었으며, 발병원인은 뇌경색이 34명, 

뇌출혈이 15명 이었다. 연구참여자의 마비측은 오른 

Variables 
Frequency 

(percent)/mean±SD

Age (years) 61.82±14.62

Sex (male/female) 34(69.40)/15(30.60)

Post-duration (month) 14.08±6.64

Etiology 

  Infarction 

  Hemorrhage

34(69.40)

15(30.60)

Paretic side (right/left) 39(79.60)/10(20.40)

Brunnstrom’s stage

  Stage 3

  Stage 4

  Stage 5

5(10.20)

27(55.10)

17(34.70)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score)

27.08±1.97

Table 1. Demographic of the participants     (N=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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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가 39명, 왼 마비가 10명 이었다. 또한 그들의 운동

기능 회복 정도는 Brunnstrom 3단계 5명, 4단계 27명, 

5단계 17명 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간이정신상태

검사 점수는 평균 27.08±1.97점 이었다. 

2. Wolf운동기능검사 점수와 상지 기능 상관관계

Wolf운동기능검사 점수는 악력(r=0.47, p<0.01), 

COPM-S(r=0.34, p<0.05), 상자나무토막검사(r=0.39,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악력은 Wolf운동

기능검사 점수 이외에 상지 기능 평가와는 유의한 상

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COPM-S는 Wolf운동기능검사, 

상자나무토막검사(r=0.35, p<0.05)와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상자나무토막검사 점수는 

Wolf운동기능검사와 COPM-S와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만성 편마비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상지 기능을 평가하는 WMFT와 상지기능 사이에 연

관성을 알아보고, 상지기능에 대한 임상평가도구로써 

WMFT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WMFT 점수가 높을수록 

악력이 컸고, 자신이 선택한 과제 수행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았으며, 도수민첩성이 컸다. 둘째, WMFT는 환자

가 선택한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력과 WMFT 점수는 

서로 영향이 없었다. 

뇌졸중 재활에서 표준화된 성과 평가는 근거-기반 

중재(evidence-based intervention)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재활과정 전반에서 권장되는 사항이다. 

WMFT는 상대적으로 상지기능수준이 높은 뇌졸중 환

자의 운동결함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며, 손과 손가락

의 능동관절가동범위가 최소인 뇌졸중 환자나 발병 

초기 환자에게는 바닥효과(floor effects)를 보인다

(Turtle et al., 2020). Nijland 등은 경증에서 중증 편부전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5%∼17%의 바닥효과와 천정

효과를 보고하였다(Nijland et al., 2010). 선행연구에서

는 WMFT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평가 시 측정 오류

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상자의 수행을 비디오로 촬

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Turtle 

et al., 2020). 본 연구는 WMFT가 실제로 만성 편마비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 수준을 평가하는 표준화 도

구로서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표적인 상지기능

인 도수 민첩성, 악력 및 선택과제 수행력과 수행 만족

도를 평가하고 WMFT 점수와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근력강화(muscle strengthening)은 근골격계질환

(musculoskeletal disorders)에서 발생하는 장애와 통증

을 개선한다. Kim 등은 농촌에 거주하는 상지 근골격

계질환자를 대상으로 악력이 상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한 결과, 악력이 증가하면, 상지의 기능적 활동

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도 WMFT 점

수가 높을수록 악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악력

은 손이 물체를 잡고 운반하고 조작하는 데 중요한 

역량으로, 적절한 악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물체를 잡

WMFT Grip Strength COPM-P COPM-S BBT

WMFT 0.47** 0.18 0.34* 0.39**

Grip Strength 0.47** 0.21 0.21 0.18

COPM-P 0.18 0.21 0.69** 0.16

COPM-S 0.34* 0.21 0.69** 0.35*

BBT 0.39** 0.18 0.16 0.35*

BBT: box-and-block test, COPM-P: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performance, 

COPM-S: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satisfaction, WMFT: Wolf motor function test

Table 2. Efficacy measures by clinical measurements for the participants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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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거나, 운반하는 도중에 떨어트릴 수 있다. 따라

서 악력은 상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며, 연구결

과에서도 상지 운동기능평가 점수인 WMFT점수와 양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도수 민첩성과 COPM-S점

수보다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도수 민첩성을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에 중요한 척도로 보고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도수 민첩성과 WMFT 점수를 비교해 보았

다. 연구 결과 WMFT 점수가 높을수록 도수 민첩성도 

높았다. 도수 민첩성은 뇌졸중 발병 이후에 손상되는 

일반적인 상지기능으로 일상생활의 자율성에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손의 동작과 잡기능력이 개선되어도 손상된 

도수 민첩성은 영구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하였다

(Birchemall et al., 2019). 반면에 대부분의 연구는 도수 

민첩성이 작은 물체를 잡고 조작하는 등의 섬세한 조

절과 같은 손과 손가락의 협응력과 정확한 움직임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 정

도를 알아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

다(Teremetz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COPM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상생

활활동의 수행력과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

다. 연구결과 WMFT 점수가 높을수록 COPM의 수행 

만족도는 높게 조사되었으나, COPM의 수행력은 상관

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lmhdawi 등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과제-지향적 접근법이 상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연구에서 

COPM과 WMFT를 함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Khader et al., 2016). Roberts 등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

으로 강제유도운동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에서 두 평가도구를 적용하였다(Roberts et al., 2005). 

COPM은 개별적이며, 클라이언트-중심적 성과측정도

구(client-centered outcome measure)로, 반구조화된 평

구도구인 반면, WMFT는 평가항목이 결정되어 있는 

구조화된 평가도구이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COPM-P는 구조화된 측정도구인 악력, 도수민첩성, 

그리고 WMFT의 점수와 모두 상관성이 없었고, 

COPM-S는 도수 민첩성과 WMFT 점수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뇌졸중 환자들이 선택한 상지기능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과 WMFT와 같은 구조화된 평가항목을 수행하는 

능력은 그 상관성에 관한 조사가 더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WMFT와 손의 도수민첩성과 작업수행 

능력의 상관성을 알아보고, 만성 편마비 뇌졸중 환자

의 상지 기능 임상평가도구로서 WMFT의 근거를 제

시하기 위함이었다. 연구결과, 만성 편마비 뇌졸중 환

자의 WMFT 점수는 악력과 가장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도수 민첩성과 COPM-S 점수와도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악력 및 도수 민첩성을 평가한 

방법은 단순과제평가(simple task assessment)로 악력

계를 이용한 손 근력 측정과 BBT를 이용한 도수 민첩

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COPM을 사용하여 일상생활활동들 

중 복잡한 과제평가(complex task assessment)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WMFT는 복잡한 상지 기능을 평가

하는 도구의 수행력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COPM 평가도구는 평가항목을 

피검자가 선택하는 주관적이고 반구조화된 평가로 

WMFT와 복잡한 상지 기능 평가의 상관성에 대한 연

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WMFT와 

일상생활동작, 기능적 활동의 상관성을 알아보고, 뇌

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을 평가하는데 보다 적절

한 평가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WMFT와 손의 도수민첩성과 작업수행

능력의 상관성을 알아보고, 만성 편마비 뇌졸중 환자

의 상지 기능 임상평가도구로서 WMFT의 근거를 제

시하였다. 연구결과 WMFT 점수는 단순과제 평가를 

하는 악력과 도수 민첩성과는 상관성이 있었으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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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과제평가를 하는 COPM의 수행력과는 상관성이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복잡한 과제평가와 상관성 

및 내적일치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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