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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계산법

2002년 봄에 DASH 평가 도구의 수정된 점수 계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은 점수 자체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누락 응답을 처리하는데 더 간단하고,
효율적이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정된 방식을 적용하도록 추천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점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지 큰 상관은 없습니다.

DASH 평가 도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증상 질문 (30 항목, 1-5 점), 선택 항목인 전문적인
스포츠/예술 또는 일/직업에 관한 질문 (4 항목, 1-5점) 

장애/증상 점수

점수 계산을 위해서는 적어도 30 항목 중 27 항목의 응답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완료된 모든 응답에 해당하는 값들을 
단순 합산하여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면 5점 만점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 값에서 1을 뺀 다음 여기에 25를 곱하여  
100점 만점의 척도로 환산합니다.
이러한 환산은 0-100점인 다른 평가 도구들과 비교하기 
쉬운 점수로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커짐을 의미합니다.

선택 모듈 (스포츠/예술 또는 일/직업 관련 설문) 

각 선택 모듈은 4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특성상 
개인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선택 모듈의 
목표는 전문적인 운동선수, 예술가 또는 직장 노동자들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고난도의 육체 활동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30문항의 DASH 장애/증상 설문지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선택 4 항목의 점수를
계산합니다.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4개 질문 모두 
답변되어야 합니다. 각 답변에서 얻은 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항목의 개수인 4로 나눕니다. 그리고 1을 뺀 다음 25를 곱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누락 응답 처리 

만약 10% 이상의 항목 (즉, 3 항목 이상)이 응답자에 의해
답변되지 않으면, DASH 장애/증상 점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같은 원칙 (즉, 10% 이하의 누락 응답만 허용)에 의해,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선택 모듈에서는 한 항목의 누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누락 응답 처리법은 기존의 방법 및 수정된
점수 계산 방법에 모두 적용됩니다.
 
 

 DASH 장애/증상 점수 =

[  (답변된 점수의 합) - 1] x 25,

   n은 답변된 항목의 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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