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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능적 팔 뻗기 검사(Functional Reach Test: FRT)는 

편안하게 선 자세에서 기저면을 유지하면서 수평으로 팔

을 뻗어 최대한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안정성 한계를 비교적 잘 측정 할 수 있으며, 균형 장애

를 찾아내거나, 균형 수행력의 변화 등을 검사하기 위하

여 개발되었다[1]. 기능적 뻗기 검사는 안전한 평가도구

로서 결과치를 이용하여 균형능력을 기능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측정 장비가 필요치 않고, 검사 비용

이 거의 들지 않으며, 검사소요 시간도 적다는 장점이 많

아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2]. 이러한 FRT의 수월성은 오

히려 측정방법을 숙지하지 않는 부주의로 이어져서 측정

시 주의하여야 할 점을 간과하고 임의적으로 편하게 사

용하므로 인하여 측장자간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뻗기 검

사의 측정자 간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K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의 취지

와 목적,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를 대

상자로 하였다. 시간차를 두고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각 3명의 측정자가 측정하도록 하였다. A그룹은 30명, B

그룹은 16명으로 총 46명(남 20명, 여 26명)이었다. 이들 

그룹은 두달 간의 간격을 두고 각각의 다른 연구 참여자

와 측정자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2.2 연구 절차 및 측정 방법 

  연구 참여자와 측정자가 결정된 이후에 측정자에게 

FRT의 일반적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

들은 측정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편한 복장을 착용

하였다. 각 그룹의 3명의 측정자들은 시간이 허락할 때 

실험실에 방문하여 측정하도록 하였다. 

  FRT는 피검자가 서서 팔꿈치를 펴고 어깨를 약 90도 

굴곡(flexion)한 상태에서 한쪽 팔의 수평을 유지한 채 

평행하게 팔을 앞으로 뻗도록 하고, 시작 자세의 세 번째 

손허리뼈 관절(metacarpophalangeal joint) 끝에서 부터 

최대한 앞으로 뻗었을 때까지의 거리(cm)로 측정하였다. 

고관절과 둔부(buttock)의 후방 전위 및 무릎 관절의 굴

곡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거리 측정은 대상자들의 

어깨 높이로 벽에 부착된 줄자(yard stick)를 통하여 측정

하였다. 

2.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ver. 21.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측정

자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급간 내 상관분석

(Intraclass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

였다.

Ⅲ. 결과

3.1 측정자 간 신뢰도 분석

  기능적 뻗기 검사의 측정자 간 신뢰도를 표 1과 같다. 

  A그룹에서의 급간 내 상관계수는 .923이었고 B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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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기능적 뻗기 검사의 측정자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는 총 46명(남 20명, 

여 26명)이었고 기능적 뻗기 검사는 두 곳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졌고 측정자는 총 6명이었다. 같은 장소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측정자간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장소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측정자 간 신뢰도는 아주 낮게 나타났다. 따라

서 기능적 뻗기 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측정자들의 명확한 기준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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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853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두 그룹을 같

이 분석한 급간 내 상관계수는 .159로 아주 낮게 나타났

다. 

표 1. 측정자 간 신뢰도 

Ⅳ. 논의 

  기존 FRT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20세에서 80세를 

대상으로 128명에 대한 FRT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ICC=.92였으며, 측정자간 신뢰도는 ICC=.98로서 높은 신

뢰도를 보였다[1]. 본 연구에서도 측정자간 신뢰도는 

.853 ∼ .923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어 선행연구와 유

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두 그룹을 합쳐서 신뢰도 

분석을 하였을 때는 .159로 나타나서 동일한 장소가 아

닌 경우에 측정자들의 임의대로 변경하여 측정한 것으로 

보여서 FRT 측정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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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참여자수 급간 내 상관계수

A그룹 30 .923

B그룹 16 .853

A+B 46 .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