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슬관절학회지：제 20 권 제 2 호 2008
Volume 20, Number 2, December 2008

IKDC 주관적 평가 체계의 교차 문화적 적응 및 한글화 작업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1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3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4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정형외과학교실
1

2

3

4

김진구ㆍ오수진ㆍ이명철 ㆍ서승석 ㆍ최충혁 ㆍ유재호

Cross Cultural Adaptation and Translating
the IKDC Subjective Form into the Korean Language
Jin Goo Kim, M.D., Soo Jin Oh, B.S., Myung Chul Lee, M.D.1, Seung Suk Seo, M.D.2,
3
4
Choong Hyuk Choi, M.D. and Jae Ho Yoo,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oul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Pusan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3
4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Korea

1

Purpose: To develop and translate into Korean the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Subjective
Knee Evaluation Form.
Materials and Methods: There were 6 steps for the cross-cultural adaptation to standardize the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as follows translation for stage I, synthesis for stage II, back translation for stage III, a
review by an expert committee for stage IV, pre-testing for stage V, and submission of the documentation
to the AAOS Committee for appraisal was for the final stage VI. A total of 120 patients from 4 hospitals
underwent the pre-testing which is the stage V on this process.
Results: 30 patients who fully underwent the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testing at 3 month were
evaluated. The average age of participants was 43.1. There were 12 cases of meniscus tears, 8 cases of primary
degenerative arthritis, 4 cases of patellofemoral pressure syndromes and 8 cases of other knee disorders. In
the results, we found that there was statistically the strong correlation as follow the test and re-test reliability
(p=0.6373), the internal consistency for each evaluation item (p=0.9135), the validity was 0.8882 and the
responsiveness (p=0.6605).
Conclusion: The Korean version of the IKDC subjective knee evaluation form was excellent as our results
showed on its reliability, validity and responsiveness through the rigid steps of cross-cultural adaptation.
It was submitted to the AAOS Committee for Appraisal. We strongly suggest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an effective evaluation for a variety of knee diseases.
Key Words: IKDC subjective score, Cross cultural adaptation, Translation into Korean language, Knee
evalu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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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슬관절의 손상 후 손상 정도, 치료의 효율성 및 일상생
활 복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가들은 방사선 검사와
161

대한슬관절학회지：제 20 권 제 2 호 2008
Volume 20, Number 2, December 2008

162

관절의 불안정성, 가동범위, 근력 그리고 기능검사와 같이

기여를 하였으나 환자들의 포괄적인 삶의 질과 다양한 수

기능적이거나 객관적인 임상평가 자료들에 초점을 두고

술적 방법이나 기능부전 등을 평가할 수 없어 기존의 결

16,23)

. 그러나 신체 구조적 기능부전(impairment)은

과 판정 지표의 객관적 보완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었다16).

이러한 객관적인 임상 평가 자료뿐 아니라 활동의 제한으

이에 개인의 증상, 기능 그리고 스포츠 활동의 참여를 포

로 인한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함하여 개인의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에 영향을 주어 장애(disablement)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수 있는 IKDC 주관적 평가 체계(IKDC Subjective Knee

포괄적인 부분을 포함해야 환자들의 정확한 결과 판정을

Form)을 새로이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 IKDC 주관적

할 수 있다.

평가 체계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

있다

15)

특히 다양한 수술법의 발전과 더불어 재활의 중재적 처

마다 많은 환자 및 정상인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하여 엄격

치가 결과 판정에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갖는지를 객관적

한 통계적 검증 작업을 거쳐 인증 절차를 거친 검사 체계

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표

이다

현할 수 있는 결과 지표의 개발이 중요하다. 신뢰성과 타

하여 교차 문화적 검증 절차를 거쳐 2008년 4월 17일 세

당성을 갖춘 결과 판정 지표는 경과 및 결과 평가의 역할

계 6번째로 비영어권에서 자국의 언어로 국제적 인증을

을 할 뿐만 아니라 예후적인 지표, 환자, 의료진, 보호자의

받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IKDC 주관적 평가 체계의

만족 정도의 평가와 이의 피드백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한글화 작업 및 교차 문화적 검증 절차를 보고하고 한글

개선, 직ㆍ간접적 의료비 절감에도 영향을 준다.

판 IKDC 주관적 평가 체계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22)

슬관절의 평가지표는 O'Donoghue 에 의해 처음 시도
28)

4,15)

. 최근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이를 한국어로 번역

데 있다.

13)

된 이래 Slocum과 Larson , Hughston과 Barrett ,
18)
30)
21)
Lysholm과 Gillquist , Tegner , Noyes 등 그리고
20)

대상 및 방법

15)

Müller 등 에 의해서 발전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평가
법들은 특정 질환에 국한된 경우이거나 또는 해부학적 부
위에 국한되었을 때 한계가 있고, 각 문항 간의 타당성,

1. 건강 상태 평가의 교차-문화적 적응(cross-cultural adaptation) 절차

신뢰도 등을 평가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슷한 평가 항목

2006년 11월 대한슬관절학회는 IKDC 주관적 평가 체

에 상이한 비중을 두었으며, 결과적으로 각 결과 지표 간

계를 한글화시켜 인증하기로 하고, IKDC 한글화 소위원

3,4)

의 상호 비교에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 또한, 용

회를 발족하였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한글화 작업을 하려

어 간의 정의가 통일되지 않아 각기 상이한 강조점을 가

는 절차를 IKDC 주관적 평가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

지고 있었으며, 특정 부위, 질환을 뛰어넘는 건강 관련 삶

정형외과 스포츠 의학회(이하 AOSSM) 사무국에 문의하

의 질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

여 2007년 2월 4일 건강 상태 평가의 교차-문화적 적응

2,8,9,16,17,26,27)

7)
절차의 지침 을 받아 정해진 규정에 맞게 각 절차의 작업

1987년 미국 정형외과 스포츠 의학회(American Ortho-

을 실행해 갔다.

다

.

paedic Society for Sports Medicine, AOSSM)의 국제 슬

교차 문화적 적응은 총 6단계에 이르며 1단계: 번역, 2

관절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international knee ex-

단계: 총합, 3단계: 역 번역, 4단계: 전문가 위원회 분석, 5

perts)와 유럽 스포츠 외상, 슬관절 및 관절경 학회

단계: 사전 검사, 6단계: 사정을 위한 AAOS위원회에 문

(European Society of Sports Traumatology Knee Sur-

서제출 등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에서의 활동을

gery and Arthroscopy, ESSKA)는 손상받은 무릎의 상태

서면 보고서로 작성하여 미국정형외과학회에 제출하여 승

를 표현하거나 무릎 인대 손상 후 평가 및 결과를 분석하

인을 받게 되어 있다.

고자 국제 슬관절 문서화 위원회(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IKDC)를 만들어 IKDC 객관
12)

1) 1단계(초기 번역)

적 평가 체계(IKDC Objective Form)를 제정하였다 . 이

첫 단계의 번역은 상호 독립적인 두 명의 번역가에 의

지표는 슬관절 운동 각도 및 각 용어의 표준화에는 많은

해 시행되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연구에 참여하는 의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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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가 하였고(T1), 또 한 명은 의학적 지식이나 본 연구

은 대가족에서 문화 간에 다른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

과정을 모르는 전문 번역가에 의해 이루어졌다(T2).

위원회는 이런 모든 형태의 동등함을 위해 출처와 역 번
역된 설문지를 평가해야 한다. 의견합의가 모든 항목에서

2) 2단계(총합)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두 명의 번역자와 기록을 담당한 연구원이 T1, T2를 비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번역/역 번역 과정을 반복해야

교하여 불일치되는 면들을 토의하고 합의하여 두 번역을

한다. 또한 최종 설문지는 12세 정도의 어린이가 쉽게 이

총합한 T12판을 확정하였다.

해할 수 있는 수준(대략 읽기 수준의 6단계에 해당하는)
7)

이어야 한다 .
3) 3단계(역번역)
T12 판을 두 명의 번역가에게 보내어 다시 영문으로 번
역하였다. 두 명의 번역가는 영어권에서 태어나 모국어를

5) 5단계(사전 검사, Pre-final version 전의 테스트
과정)

영어로 하면서 한국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전문인

적용 단계의 최종 단계이며 이상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으로 선임하였고 사전에 본 연구 과정 및 의학적 사전 정

바탕으로 AAOS의 권고에 따라 30∼40명의 환자를 대상

보를 통보하지 않았다.

으로 시험하였다. 설문지는 훈련된 연구원에 의해 설명과
함께 환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작성되었고 각 질문을 환

4) 4단계(전문가위원회)

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이해는 전문가 위

전문가위원회는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이며 의

원회가 제시한 것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평가해야

학 전문가(슬관절학회 IKDC한글화 소위원회), 방법론자

하며 각 설문지의 신뢰도, 타당도, 내적 일치도 등을 조사

(methodologists, 통계전문가), 보건 건강 전문가, 언어 전

하였다.

문가 그리고 번역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총 3회의 회의를
통해 모든 번역 및 역 번역 과정의 영문 및 한글 사이의

6) 6단계(사정을 위한 AAOS 위원회에 문서 제출)

문화적 불일치를 합의를 통해 일치시키고, 사전 검사

최종 단계이며 모든 보고서와 양식서들을 AAOS 위원

(pretest)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불일치에 대한 합의를 이

회에 제출하여 각각의 보고서들이 일련의 과정들을 잘 반

끌어 내었다. 전문가 위원회의 결정은 Guillemin 등의 의

영하고 있는지 심사한다.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허용, 해

10)

미론적, 경험적, 개념적 동등함의 정의 에 따라 이루어
졌다.
(1) 의미론적인 동등함: 단어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명 요구, 혹은 허용하지 않음 등 3가지 결정을 하게 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가? 해당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

연구 대상은 IKDC 한글화 소위원회에 참여한 4개 병원

가? 번역에 문법적인 어려움을 있는가? 등을 점검하는 것

의 정형외과를 방문한 무릎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를 대상

5)

으로 예를 들면 SF-36에서 "낙담과 우울(feeling down-

으로 각각 30예씩 총 120예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사전 검

hearted and blue)"은 번역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 각국의

사를 시행하였다. 이 중 수술 및 치료 후 3개월째의 결과

정서에 맞게 유사한 의미의 항목으로 위원회에서 적절한

판정이 가능하여 신뢰도, 타당도, 반응성의 평가가 가능했

표현을 결정해야 한다.

던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43.13세

(2) 경험적인 동등함: 각 항목은 각국 일상생활의 경

(SD±16.26)였으며 남자 20명, 여자 10명이었고 질환 별

험과 문화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종종 국가나 문화적

로는 반월상 연골 손상 22명, 초기 퇴행성 관절염 3명, 슬

인 차이에 의해 주어진 과제는 단순하게 해석해서 쓸 수

개-대퇴 압박 증후군 5명 등이었다.

없다. 예를 들면 '포크로 식사하기가 힘듭니까?'와 같은
질문은 각 나라의 식사 도구에 따라 재해석되어야 한다.

수정 보완된 IKDC 설문지는 무릎 질환자를 대상으로
훈련된 전문 간호사에 의해 한 환자당 최초 검사, 2주 후

(3) 개념적인 동등함: 종종 단어들은 문화 간 다른 개

재검사, 치료 후 3개월째의 결과 판정으로 나누어 총 3번

념적인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가족의 의미는 핵가족 혹

을 실시하였으며 2주 후 재검사 이후 수술 및 약물,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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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을 실시하였다. IKDC 주관적 검사 평가표의 1부(이

자 하는 개념을 내포하는 정도로 가장 대표성이 있는 항

하 IKDC 1)는 SF-36문항을 11개 항목으로 축약한 것으

목들로 측정체계를 표출해야 한다는 원리이며 구성 타당

로 이는 SF-36의 결과와 비교하였고, 2부(이하 IKDC 2)

도(construct validity)는 측정체계가 연구하고자 하는 구

는 주관적 슬관절 평가 항목으로 Lysholm 평가표와 비교

성 개념을 측정하였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

하였다.

서는 구성 타당도를 측정하였으며 IKDC 주관적 평가 체

무릎질환의 종류는 단기간의 치료 판정을 할 수 있는
반월상 연골 파열, 슬개 대퇴 압박 증후군, 초기 퇴행성

계와 동시에 시행한 Lysholm 평가와 SF-36의 항목을 짝
을 지어 비교하였다.

관절염, 기타 등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Lysholm 슬관절
평가와 SF-36의 문항과 함께 중복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3) 반응성(Responsiveness)

피검사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문지를 작성할 수

반응성의 지표로 효과크기(effect size)와 평균점수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변화를 통해 표준 반응 평균(standardized response mean,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검사-재검사의 신뢰도

SRM)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후 그

(Test-retest reliability), 타당도(Validity), 반응도(Res-

효과를 반영하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IKDC 주관적 평가

ponsiveness)를 검증하였다. 통계적 평가는 SAS 9.1 프로

체계와 동시에 실시한 Lysholm 평가와 SF-36의 항목을

그램을 이용하였고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었다.

짝지어 비교하였다.

1) 신뢰도(Reliability)

결

신뢰도 혹은 신뢰성이란 어떤 측정 수단을 둘 이상의
다른 연구자들이 사용하거나 또는 한 연구자가 반복하여

과

1. 신뢰성(Reliability)

사용한다고 할 때 그 결과가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는가에

초기 방문 및 2주 후 방문에서 실시한 설문지를 통하여

대한 척도이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

시행-재시행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는 피어슨 상관

은 시행-재시행(test-retest reliability) 내적 일관성 검사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으며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그리고 평행형 검사

IKDC1에서 0.6855, IKDC2는 0.6373으로 높은 상관 관계

(parallel form reliability)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공통

를 보였다.

으로 두 평행검사의 상관계수인 신뢰도 계수에 대한 상이
19)

각 검사 항목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는

한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 본 연구에서는 시행-재

Cronbach's Alpha값으로 산출하였으며 IKDC1과 IKDC2

시행 및 내적 일관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시행-재시행 신

의 결과는 각각 0.9372와 0.9135로 강한 양적 선형 관계

뢰성의 평가를 위해서 환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를 보였다.

외래에서 일차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2주간 환자는 해당
질환에 대해 치료를 하지 않은 채로 다시 방문하여 동일
상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다시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질환
에 대한 수술 또는 재활 치료를 하였다.

2. 타당성(Validity)
두 번째 방문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당도를 측정하였으
며 IKDC1과 SF-36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7684,
IKDC 2와 Lysholm 간의 상관계수는 0.8882였다.

2) 타당성(Validity)
타당성 혹은 타당도는29)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

3. 반응성(Responsiveness)

성을 제대로 측정하였는가의 정도로 개발된 측정 도구가

반응성은 2주째 측정 값과 치료 후 3개월 째의 측정 값

해당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측정 도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IKDC2과 Lysholm 평가표 간의

구의 수립,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분석과 직결되는 기준이

차이의 상관계수는 0.6605이었다(Table 1).

된다. 타당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는 측정도구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이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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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IKDC Subjective
Knee Form

IKDC 주관적 슬관절 평가 체계는 언어적으로는 영어로
기술되었고 문화적으로는 앵글로 색슨계의 문화적 바탕에
서 개발되었다. 따라서 상이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Test-retest reliability
Internal
Cronbach's
Cronbach's
consistency
Alphas of the
Alphas of the
IKDC1: 0.9372
IKDC2: 0.9135
Pearson's
IKDC1: 0.6855
IKDC2: 0.6373
correlation
coefficient
Validity
IKDC
Lysholm 0.8882
SF-36 0.7684
Responsiveness
IKDCs
Lysholms 0.6605

사회에서 이러한 체계를 인증하여 사용하려면 각 문항이
그 사회에 적합한 언어로 해석되어야 하며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원판(original version)과 같은 인증 절차를 거쳐
야 한다. 이러한 교차-문화적 적응(cross-cultural adapta7,10)

tion)은 Guillemin 등에 의해 그 지침이 마련되었다

.

총 6단계의 인증 절차가 그것이며 번역, 총합, 역 번역, 전
문가 위원회의 평가, 사전 검사 및 인증 등 각 단계의 엄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교차-문화적 적응 절차를 거쳐야
15)

한다. 2001년 영어권 평가 체계가 인증 절차를 거친 이후

23)
6)
2008년 7월 현재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 스페인, 독일 ,

고

일본, 한국 등 총 6개 언어권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 사용

찰

할 수 있게 되었다.
IKDC 주관적 슬관절 평가체계는 2000년에 제정되었으

대한슬관절학회에서는 표준화된 슬관절 평가 체계의 필

며 통계학적으로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잘 평가된 평가표

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2006년 가을 학술 위원회에서

이다. 이 평가표는 환자의 주관적 증상, 객관적 기능 및

IKDC 주관적 평가 체계의 한글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

스포츠 활동 등을 평가하며 슬관절의 다양한 질환 즉 인

의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산하에 IKDC 한글화 소위원회

대 손상, 반월상 연골 파열, 슬개 대퇴 동통 증후군 및 관

를 발족시켰다. 2007년 2월 이후 교차-문화적 적응 절차

4,15)

.

의 각 단계를 수행하였고, 단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Kocher 등은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후의 환자의 만족도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불일치한 항

절염 등에 유용한 평가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17)

와 이 지표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
15)

2001년 Irrgang 등 은 IKDC 주관적 슬관절 평가표에
대한 개발 및 인증 작업을 보고하였으며 533명의 다양한

목들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3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주
로 영어와 한글의 표현 방식과 상이한 문화적 차이를 적
절하게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슬관절 질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적 일치도 0.92, 시행

Pivoting과 같은 경우 영어권에서는 일상적인 용어 중

-재시행 신뢰도 0.95를 얻었고, 점수 간의 의미 있는 차이

하나이나 우리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생소한 단어이며 '무

는 9.0점을 얻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평가체계는

릎이 꼬이거나 비틀리는'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다소 길게

신체적 기능에는 상당한 연관이 있으나(r=0.47∼0.66),

표현되었으나 이 영어 단어를 직역할 때 번역 전문가들이

정서적 기능에는 큰 상관이 없었으며(r=0.16∼0.26) 남성

사용한 '한 발로 방향 틀기'라는 표현보다는 슬관절의 기

과 여성, 젊은 연령과 고령 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

능 및 스포츠 활동도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러한 엄정한 인증 작업과 함께 IKDC 주관적 슬관절 평가

평가하여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채택되었다. Giving way

체계는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슬관절의 특수한 평가 체계

의 경우 '꺾이는'보다는 '어긋나는 느낌'으로, Back pain

로 인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슬관절 질환을 평

의 경우 요통보다는 12세의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허

가할 수 있고, 각기 상이한 슬관절의 질환 간의 비교가 가

리 통증'으로, Walking more than a mile의 경우 '1.6 km

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평가 체계는 각기

이상 걷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1마일 이상 걷는 것보다

상이한 환경에 있는 의료 기관 간의 다기관 연구(multi-

는 한국의 단위에 알맞게 1.6 km로 재해석되었다. Squat

center studies)가 가능하게 하고, 이 지표를 이용한 표준

의 경우 쪼그려 앉기로 해석되었으며, 앉았다 일어나기보

화된 연구를 통하여 치우침(bias)을 최소화한 임상 연구의

다는 좀 더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재해석

1,11,23-25)

메타 분석이 가능해졌다

.

되었으며, Sit with your knee bent는 무릎을 굽힌 채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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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해석되었는데 무릎을 꿇고 앉기보다는 좀 더 한국인
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재해석되었다. 최종 한글

4.

판을 채택하기 전에 10∼13세의 어린이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의 이해 정도를 실제 설문지에 반영하였다. IKDC

5.

한글화 소위원회에서는 120명의 다양한 슬관절 질환 환자
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인증 절차를 위한
짧은 기간의 제약으로 이 중 최종까지 평가할 수 있었던

6.

30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타당도, 반응성 등을 평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내적 일치도 0.9135, 시행-재시행 신뢰도
0.6373, 타당도 0.8882, 반응성 0.6605로 신뢰할 만한 결

7.

과를 얻었다. 한글판 IKDC 주관적 평가 체계는 교차-문화
적 적응 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증받은 유
용한 평가 체계로서 슬관절의 다양한 질환 간의 비교 평
가가 가능하고, 다기관 간, 국제 간 연구가 가능한 장점이

8.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슬관절의 가장 흔한 질환인 전방 십

9.

자 인대 파열 및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의 인공 관절 수술
후 평가가 제외되었다.
이 두 질환은 치료 효과의 검증을 위해 오랜 기간이 필
요하기에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그 유용성을 검증해야

10.

할 것이다.

결

론

11.

한글판 IKDC 주관적 슬관절 평가 체계는 엄격한 교차문화적 적응 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 타당성 및 반응성을
인증받았으며, 영어 평가 체계와 동일한 효용성을 가질 수
있어 향후 다양한 슬관절 질환의 평가에 유용할 것으로

12.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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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목적: 무릎 평가의 국제적 표준인 IKDC 주관적 무릎 평가체계의 한글판을 개발, 번역하고 그 효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교차 문화적 적응은 1단계: 번역, 2단계: 총합,
3단계: 역번역, 4단계: 전문가 위원회 분석, 5단계: 사전 검사, 6단계: 사정을 위한 AAOS위원회에 문서
제출 등의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4개 병원에서 총 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사전 검사 및 수술 후 3개월까지의 모든 검사를 이행한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43.1세였고, 슬관절 질환 중 반월상 연골 파열 12명, 초기 퇴행성 관절염 8명, 슬개-대퇴 압박
증후군 5명, 기타 질환은 8명이었다. 검사의 시행-재시행 신뢰도는 0.637, 각 검사 항목의 일치도는
0.9135, 타당성은 0.8882, 반응성은 0.6605로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결론: 한글판 IKDC 주관적 슬관절 평가 체계는 엄격한 교차-문화적 적응 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 타당성
및 반응성을 인증받았으며, 향후 다양한 슬관절 질환의 평가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색인 단어: IKDC 주관적 평가 체계, 교차 문화적 적응, 한글화 작업, 슬관절 평가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