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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intra-rater and inter-rater reliability and range of motion 

for measurement of passive shoulder internal rotation range of motion and to compare anterior glide dis-

tance of humeral head in three methods. Fifty healthy subjects and fifty patients with shoulder muscu-

loskeletal pain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passive shoulder internal rotation range of 

motion was measured by visual estimation, manual stabilization,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methods. 

In two trials, measurements were performed on each subject by two examiners. Intraclass correlation co-

efficient (ICC(3,1)) was used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of each measurement. The intra-rater reliability 

of the three methods was excellent (ICC=.77～.93) in both groups.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visual 

estimation method was poor (ICC=.20, .29), the manual scapular stabilization method was poor and fair 

(ICC=.09, .50), and the pressure biofeedback unit method was excellent (ICC .86, .75)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difference of examined range of motion by each exam-

iner was significant in the visual estimation method and manual scapular stabilization method, but there 

was an i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s the pressure biofeedback unit method.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intra-rater and inter-rater reliability of a pressure biofeedback unit was better than the 

other methods. The difference in distance of the anterior glide of humeral head was insignificant among 

all the methods. The pressure biofeedback unit method was the most reliable method, so it is proposed to 

be a new and reliable method to measure internal rotation range of motion. 

Key Words: Pressure biofeedback unit; Range of motion; Reliability; Shoulder.

Ⅰ. 서론

 가동범 는 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범

로 상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가동범 인 

능동   가동범 (active range of motion)와 외부

에 의해 움직여지는  가동범 인 수동   가동

범 (passive range of motion)가 있다(Norkin과 White, 

1995). 능동   가동범  측정을 통해 상자의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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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려는 노력, 근력 등을 알 수 있고, 수동   가

동범  측정을 통해 면의 상태, 낭  인 , 근

육들의 신장성 등을 알 수 있다(Norkin과 White, 1995). 

이 게  가동범  측정은 근골격계 검사의 요한 

부분으로서 환자를 진단하고,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며, 

치료 효과를 찰하는데 사용되어진다(Awan 등, 2002; 

Green 등, 1998; Hoving 등, 2002; Riddle 등, 1987). 어

깨 은 운동성을 가진 복잡한 구조로 회선근개 근육

과 낭  인 의 조화로운 움직임에 의해 정  안

정성과 동  안정성을 제공 받는다(Torres 등, 2009). 

하지만, 어깨 에서 회선근개의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상완골과 련된 견갑골의 치가 잘못된 치

(malposition)에 있으면 어깨 은 불안정해진다(von 

Eisenhart-Rothe 등, 2005). 한 견갑하근

(subscapularis)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약해져 상완 골두

가 과도하게 방으로 활주되고, 어깨 뒤쪽 낭의 단

축으로 인해 상완와 (glenohumeral joint)의 운동형

상학 (kinematic)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어깨 의 충

돌 증후군(impingement syndrome)도 유발될 수 있다

(Sahrmann, 2002). 이러한, 어깨 의 불안정성과 충돌 

증후군과 같은 기능 장애는 주로 통증과 함께 어깨  

가동범 의 제한을 일으킨다(Borich 등, 2006; Pope 등, 

1996; Thomas 등, 2009). 어깨 의 기능 장애로 인한 

어깨 의 가동범 는 유의한 수 의 제한이 나타난다

고 보고되었는데(Rundquist와 Ludewig, 2004), 이는 머

리를 빗질 하거나 상의를 입는 등의 일상생활 동작에 

향을 다(McCully 등, 2005). 그러므로  가동범

의 측정을 통해 주로 어깨 의 제한이 어느 정도인

지 검사해야 한다(Riddle 등, 1987). 한 어깨 의 내

회   가동범 의 회복여부는 어깨 의 재활 

로그램에 요하므로, 어깨  내회   가동범 에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고, 여러번 시도해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 높은 신뢰도(reliability)가 있어야 한다(Silliman

과 Hawkins, 1991). 재  가동범  측정에서는 측

각계(goniometer)나 경사계(inclinometer)등을 주로 사용

하여 측정한다. 하지만, 측각계를 이용한  가동범  

측정은  가동범  측정에 한 신뢰도가 낮았다고 

보고되었다(Riddle 등, 1987). 그러므로,  가동범  

측정방법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선 측정방법을 표 화 

하는 것이 요하다(Awan 등, 2002).

지 까지 많은 연구들이 어깨  내회   가동

범 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Mallon 등

(1996)은 엄지손가락으로 닿을 수 있는 척추의 극돌기 높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는데, 이러한 방법은 팔꿈

치, 손목, 엄지손가락에 의한 상작용이 많이 일어나므로 

어깨 의 내회   가동범 를 측정하는 좋은 방법

은 아니라고 보고되었다(Edwards 등, 2002). 한 테이

(tape)을 이용하여 어깨  내회 시 테이 의 길이로 

측정하는 방법, 시각으로 추정하는 방법,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많

이 있으나 아직까지 내회   가동범 를 측정하는 정

확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에 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Valentine과 Lewis, 2006). 어깨  내회  

 가동범 는 측정하는 자세에 따라서도 향을 주게 

되는데. 상완골을 0°와 30°, 60°, 90° 외 한 자세에서 내

회  각도를 측정하면 어깨 의 외 에 따라 견갑골의 

움직임이 포함되어 어깨 의 내회   가동범 에 

향을 다(Neumann, 2004; Southgate 등, 2009). 

Ellenbecker 등(1996)의 연구에서도 일반 인 어깨 의 

내회  가동범 를 측정할 때 견갑골의 움직임, 즉 견갑

흉부 움직임(scapulothoracic motion)이 동반되어 나타난

다고 보고하 다. 한 Sharmann(2002)은 어깨 통증 환

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견갑골 움직임의 손상과 상완

골 움직임의 손상에 따라 어깨 통증 환자들을 각각 4개의 

증후군으로 분류하 다. 이 에서 상완골 방활주 증후

군은 어깨를 움직일 때 후방으로 활주가 부족하여 상완와 

의 뒤쪽 구조물인 후삼각근의 단축이나 앞쪽 구조물

인 견갑하근의 느슨함이 동반되고 상완골두가 과도하게 

앞으로 활주된다고 제시하 다. 그러므로, 어깨 통증이 있

는 환자의 어깨  내회   가동범 의 정확한 내회

  가동범  측정을 해서는 견갑 흉부 움직임과 

함께 상완골두의 방 활주 움직임이 동반되는지 찰하

는 것도 요하다. Borich 등(2006)은 어깨 의 내회  

측정시 어깨 을 90° 외  시킨 상태에서 측정하면 견

갑골의 경사가 9.2° 정도 앞으로 기울어진다고 한다. 그러

므로, 순수한 상완와 에서 일어나는 내회  가동범  

측정을 해 손으로 오훼돌기(coracoid process)와 쇄골

(clavicle)에 힘을 가하여 견갑골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도

수 고정 방법 등을 제시하 다(Ellenbecker 등, 1996). 

하지만 Boon과 Smith(2000)는 도수 고정 방법에 의한 

 가동범  측정방법의 신뢰도에 한 연구에서, 측

정자내 신뢰도는 간내 상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38로 낮은 등 이었고, 측정자간 신뢰

도는 .60으로 간 등 이었다. 한 Awan 등(200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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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n1=50) 정상군(n2=50) p

연령(세)   37.72±7.56
a 36.46±9.05  .452*

신장(㎝) 172.42±4.92 171.5±5.47 .379

체 (㎏)  74.26±5.37 74.02±4.61 .811

시각 통증 등 (VAS)
b   4.42±1.89

a평균±표 편차, bvisual analogue scale, *p<.05.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N=100)

내회   가동범  측정을 하면서 한명의 찰자를 

더 추가하여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시 을 찰하

고, 견갑골이 기울어지는 시 의 내회   가동범

를  가동범 로 정하는 시각 추정 방법을 제시하

다. 하지만, 시각 추정 방법을 통한 신뢰도는 측정자내 

신뢰도가 ICC .63에서 .71이었지만, 측정자간 신뢰도는 

측정자내 신뢰도 보다 낮았다(ICC .51∼.65).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

(pressure biofeedback unit)1)를 이용하여 어깨 의 

내회   가동범 를 새롭게 측정해보고자 하 다.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는 주로 체간 심부 근육의 평가

와 요추의 안정화능력을 재교육하는데 사용되어진다

(Cynn등, 2006; von Garnier등, 2009). 압력 바이오피드

백 기구는 압력 게이지가 연결된 부풀어지는 쿠션과 압

력을 넣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압력의 변화를 통해 

복횡근의 기능을 평가하는 신뢰도와 타당성이 있는 도

구이다(Cynn등, 2006). 이러한 압력 바이오피드백의 쿠

션부 를 견갑골 아래에 치시키고, 견갑골의 상작

용이 나타난다면,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의 압력 변화

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압력 바이오피드

백 기구를 이용한 어깨 의 내회   가동범  측

정방법과 이 부터 연구되어온 시각 추정 방법과 도수 

고정 방법의 신뢰도를 비교하고 한 환자군에서 내회

  가동범  측정시 나타날 수 있는 상완골두의 

방활주 거리를 비교하여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가동범  측정이 다른 측정방법들보다 효과

으로 어깨 에서의 내회   가동범 를 측정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시도하 다. 의 연구 목

을 규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첫째,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방법이 시각 

추정과 도수 고정방법을 이용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측

정자간, 측정자내 신뢰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어깨 통증이 있는 군에서 나타나는 상완골의 방활주

거리가 각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자2)

본 연구 상자는 실험 에 본 연구의 목 과 방법

에 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 으로 실험 참여에 

동의를 한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연구 상자는 총 100명으로, 이 에

서 근골격계 통증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있는 근로자 50

명은 환자군으로 분류하고, 어깨 통증을 겪어보지 않은 

근로자 50명은 정상군으로 분류하 다. 환자군으로 분류

된 상자들은 근골격계 통증으로 인해 어깨의 통증이 

있고, 통증기간이 한 달 이상 되어 성 통증(acute 

pain)이 아닌 근로자들로 선정되었다. 한 어깨 통증이 

근골격계 통증이 아닌 신경계의 문제로 인한 통증이나, 

어깨 의 기형이나, 기타 질환으로 인한 어깨 통증이

거나 성 통증인 경우는 환자군에서 제외시켰다.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상자의 우세손(dominant hand)은 모두 오른 손이었다. 

한 환자군에서 각 상자의 통증 정도는 시각 통증 등

(visual analogue scale; VAS)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시각 통증 등 은 0(통증 없음)부터 10(최  통증)까지 

표시된 도표에 본인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하 으며, 환자

군의 통증 정도는 평균 4.4이었다. 두 군간 연구 상자의 

연령, 신장과 체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실험기기  도구

어깨 의 내회   가동범  측정은 측각계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1) Pressure biofeedback unit, Chattanooga Grouop Inc., Hixs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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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각 추정 방법 B. 도수 고정 방법 C. 압력바이오피드백 방법

그림 2. 세가지 측정 방법.

그림 1. 단일 표식자 부착 치  측정 시작 자세. 

어깨  내회 시 상완골두의 방 활주 거리를 분

석하기 해 실시간 삼차원 동작 분석기 CMS-HS2)3)

를 사용하 고, 한 개의 단일 표식자(single marker)를 

바로 운 자세에서 어깨를 90° 외 한 상태에서 상완

골두의 앞쪽에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 에 부착하 다

(그림 1).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Windata 2.19 로

그램을 이용하 고, 표본 수집률 20 ㎐로 어깨 의 

내회   가동범 를 측정하는 동안 부착된 단일 표

식자의 치데이터를 수집  분석 하 다.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는 기 압력을 40 ㎜Hg로 

설정한 상태에서 상자가 웠을 때 압력 바이오피드

백의 쿠션을 바닥과 견갑골 사이에 치시킨다.

3. 실험방법

어깨 의 수동  내회   가동범 의 측정방

법에 따른 신뢰도를 구하기 해 한 상자의 어깨 내

회   가동범 를 두명의 측정자가 측정하 다. 수

동  내회   가동범 를 측정할 때 한명의 기록자

를 두어 측정자가 수동   가동범 라고 생각되는 

지 에서 측각계를 용하고, 기록자가 수동  내회  

 가동범 를 읽고 기록하 다. 수동  내회   

가동범 의 측정은 정상군에서는 우세측에서만 실시하

고, 환자군에서는 통증이 한쪽 어깨에 있는 경우, 통증이 

있는 측만 측정하고, 통증이 양쪽 어깨에 있는 경우, 통

증이 심한 측만 측정을 하 다. 실험 에 측정자 두 명

과 기록자에게 세 가지 측정방법에 해 교육을 하 고, 

충분히 연습한 후에 본 실험을 실시하 다. 어깨 내회  

 가동범 의 측정자간 순서는 무작 한 순서로 실시

하 고, 측정자에 의한 편견을 최소화 하기 해 측정값

은 기록자만 알 수 있는 맹검(blinding)을 실시하 다. 

모든 측정은 바로 운 자세에서 어깨 은 90° 외 하

고 팔굽 은 90° 굴곡한 자세에서 실시하 다(Awan

등, 2002). 한 상완골을 립 수평 자세에 치하기 

해 상완골 아래에 수건을 주어 상완골이 견

(acromion process)과 같은 높이에 있도록 유지시켰다

(Myers 등, 2006; Norkin과 White, 1995). 그리고 모든 

측정 방법에서 견갑골과 바닥 사이에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치시켜 세가지 측정 방법의 자세를 동일하게 

하 다. 어깨 의 수동  내회  가동 범  측정

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측정하 다(그림 2). 

첫 번째 방법은 시각 추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자가 

상자의 팔을 내회  시키면서 견갑골의 움직임이 나타

나는 시 을 으로 단하여 내회   가동범 로 지

정하고 그  가동범 를 측정하 다(Awan등, 2002). 

두 번째 방법은 도수 고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자가 

한손으로 쇄골과 견갑골을 잡고 고정한 상태에서 어깨

의 내회 을 실시하고 견갑골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시

에서  가동범 를 측정하 다(Boon과 Smith, 2000).

2) Zebris Mdizintechnik, GmbH, Isny,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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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 군
측정 

횟수

 

가동범 (°)
ICC

평균차 95% 신뢰구간
표  오차(°)

하한값 상한값

시각 추정

환자군
1회  38.76±5.87a

.79 .58 .88 2.68
2회 40.58±5.96

정상군
1회  50.00±10.31

.90 .83 .94 3.26
2회 51.44±9.95

도수 고정

환자군
1회 33.90±4.53

.77 .63 .86 2.17
2회 33.36±4.64

정상군
1회 47.68±6.06

.83 .73 .90 2.49
2회 47.24±5.92

압력 

바이오피드백

환자군
1회 40.22±8.13

.93 .88 .96 2.15
2회 40.06±8.18

정상군
1회  46.08±12.45

.93 .89 .96 3.29
2회  45.42±11.52

a
평균±표 편차.

표 2.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자내 신뢰도 

마지막 측정방법은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의 압력

을 40 ㎜Hg로 설정한 상태에서 어깨 의 내회 을 

실시하 다. 어깨 을 내회  시키는 동안 압력이 2 

㎜Hg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이때를 어깨 의 

내회   가동범 로 결정하 다. 이는 본 실험  

비 연구를 통해 정하 으며,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

의 이 2 ㎜Hg씩 되어 있고, 어깨 의 수동  내

회   가동범  끝범 (end-range)까지 가도 4 ㎜

Hg 이상 압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기 을 

2㎜Hg로 설정하 다. 

측정은 측정자마다 측정방법에 따라 두 번씩 실시하

고, 매 측정시마다 측정 후 1분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

여, 반복 측정이 측정자의 다음 측정에 향을 미치지 않

도록 하 다. 한 측정자간 1시간의 휴식시간을 두어, 

첫 번째 측정자의 측정이 두 번째 측정자의 측정한 값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 다. 한 측정 방법간 순서는 제

비뽑기를 통해서 무작 로 실시하 다. 이 게 측정된 각

각의 수동  어깨  내회  각도를 통해, 각 측정 방법

의 측정자내 신뢰도  측정자간 신뢰도를 구하 다.

한 각각의 측정방법에서 상완골의 방활주 거리

를 알아보기 해, 시작 자세로부터 수동  내회  

 가동범 가 결정되는 시 까지의 단일표식자의 치

데이터를 수집하 다. 수집한 치데이터 에서 시작

지 의 1  동안의 좌표값과  가동범 가 결정되는 

지 에서 1  동안의 좌표값들을 이용하여 y축 이동거

리를 계산하 고 이를 상완골두의 방활주 거리로 하

다. 비 실험을 통해 상완골의 방활주 거리는 정

상군에서는 작아 측정방법간 차이가 없었으므로, 본 실

험에서는 환자군 상자들에게만 측정하 으며, 두 번 

측정한 값의 평균값으로 비교하 다.

4. 분석방법

환자군과 정상군에서 세가지 측정방법의 측정자내 신

뢰도를 알아보기 해 각 측정방법마다 어깨  내회

  가동범 를 두 번씩 측정하여, 간내 상 계수

(ICC(3,1)), 측정의 표  오차(standard error of meas-

urement; SEM), 평균차 95% 신뢰구간(95% CI)을 이용

하여 검증하 다. 측정자간 신뢰도도 측정자별로 각 측

정방법마다 어깨  내회   가동범 를 두 번씩 

각각 측정한 평균값으로 간내 상 계수(ICC(3,1))와 

측정의 표  오차, 평균차 95% 신뢰구간를 이용하여 검

증하 다. 한 각 측정방법의 표  오차  측정자간의 

 가동범 를 비교하기 해 독립  t-검정을 사용

하 고, 환자군에서 방활주 거리 비교는 반복측정된 

일요인 분산분석(repeated one-way ANOVA)를 사용하

다. 통계학 인 유의수 을 검정하기 하여 유의수

은 .05로 하 고 자료의 통계처리는 상용 통계 로그램

인 도 SPSS ver. 12.0 로그램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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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   측정자 1  측정자 2 t df p

환자군

시각 추정  39.67±5.65a 47.52±6.37 -6.51 98  .00*

도수 고정 33.63±4.32 37.90±7.16 -3.61 98 .00

압력 바이오피드백 40.41±8.02 40.44±7.42   .01 98 .98

정상군

시각 추정 50.72±9.91 54.02±6.68 -1.95 98 .06

도수 고정 47.46±5.74 46.23±8.16   .85 98 .39

압력 바이오피드백  45.75±11.80 46.23±11.53   .21 98 .83
a평균±표 편차, *p<.05.

표 4. 측정자간 내회   가동범  비교

측정 방법 군 측정자  가동범 (°) ICC
평균차 95% 신뢰구간 표

  오차(°)하한값 상한값

시각 추정

환자군
측정자 1   39.67± 5.65

a

.20 -.17 .49 5.05
측정자 2  47.52± 6.37

정상군
측정자 1  50.72± 9.91

.29 -.18 .59 8.35
측정자 2  54.02± 6.68

도수 고정

환자군
측정자 1  33.63± 4.32

.09 -.39 .44 4.12
측정자 2  37.90± 7.16

정상군
측정자 1  47.46± 5.74

.50  .13 .71 4.05
측정자 2  46.23± 8.16

압력 

바이오피드백

환자군
측정자 1  40.41± 8.02

.86  .76 .92 3.00
측정자 2  40.44± 7.42

정상군
측정자 1  45.75±11.80

.75  .55 .85 5.90
측정자 2  46.23±11.53

a평균±표 편차.

표 3.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자간 신뢰도 

Ⅲ. 결과

1.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자내 신뢰도

시각 추정에 의한 측정방법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환

자군 .79, 정상군 .90의 신뢰도를 보 고, 도수 고정에서

는 환자군 .77, 정상군 .83의 신뢰도를, 압력 바이오피드

백은 환자군 .93, 정상군 .93의 신뢰도로 모든 측정방법

에서 높은 등 의 신뢰도를 보 다. 측정의 표  오차

는 정상군에서는 압력 바이오피드백 방법이 3.29°로 가

장 컸고, 도수 고정 방법이 2.49°로 가장 작았으나, 환

자군 에서는 시각 추정 방법이 2.68°로 가장 컸고, 압력 

바이오 피드백 방법이 2.15°로 가장 작았다(표 2).

2.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자간 신뢰도

시각 추정 방법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환자군 .20, 정상

군 .29로 낮은 등 의 신뢰도를 보 고, 도수 고정에 의한 

신뢰도는 환자군이 .09로 낮은 등 , 정상군은 .50로 간 

등 이었다. 그러나 압력 바이오피드백에 의한 신뢰도는 

환자군 .86, 정상군 .75으로 높은 등 의 신뢰도를 보 다. 

측정의 표  오차는 정상군에서는 시각 추정 방법이 8.35°

로 가장 컸고, 도수 고정 방법이 4.05°로 가장 작았으나, 

환자군에서는 시각 추정 방법이 5.05°로 가장 컸고, 압력 

바이오피드백 방법이 3.00°으로 가장 작았다(표 3). 

3. 측정자간 내회   가동범  비교

각 측정방법마다 측정자간 어깨  내회   가

동범 를 환자군과 정상군 모두 비교하 다. 정상군에

서는 각 측정방법에 따라 상자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환자군에서는 시각 추정 방법과 도수 고정방법에

서 측정자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압력 바이오

피드백 방법은 측정자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표 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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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 환자군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p

측정자 1

시각 추정   3.78±.89a

1.34 2  .67 1.29 .28도수 고정  3.73±.95

압력 바이오피드백   4.06±1.31

측정자 2

시각 추정  3.84±.67

2.32 2 1.16 1.56 .21도수 고정  3.73±.84

압력 바이오피드백   4.03±1.03
a평균±표 편차.

표 5. 환자군에서 측정방법에 따른 상완골두의 방활주된 거리(㎜) 비교 

그림 3. 환자군과 정상군에서 측정자간 내회  가동범  비교. A: 시각 추정, B: 도수 고정, 

C: 압력 바이오피드백, *p<.05.

4. 환자군에서 각 측정방법에 따른 방 활주

된 거리(㎜) 비교

측정자별로 환자군을 상으로 각 측정방법에 따라 상

완골두의 방 활주된 거리를 비교하 다. 측정자 1에서 

시각 추정방법, 도수 고정 방법, 압력 바이오피드백 방법에

서 방 활주된 거리는 각각 평균 3.78 ㎜, 3.73 ㎜, 그리고 

4.06 ㎜이었다. 한 측정자 2에서는 각각 평균 3.84 ㎜, 

3.73 ㎜, 그리고 4.03 ㎜이었다. 측정방법에 따라 상완골두

의 방 활주된 거리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표 5).

Ⅳ. 고찰

본 연구는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어깨

의 내회   가동범  측정방법과 이 부터 연구

되어온 시각 추정 방법과 도수 고정 방법의 신뢰도를 

비교하고 한 환자군에서 내회   가동범  측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상완골두의 방활주 거리를 비교하

여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가동범  측

정이 다른 측정방법들보다 효과 으로 어깨 에서의 

내회   가동범 를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시도하 다. 

첫 번째로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하여 어깨

의 내회   가동범 를 측정하는 방법과 시각 

추정 방법과 도수 고정 방법을 환자군과 정상군에서 각

각 측정자내, 측정자간 신뢰도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측정자내 신뢰도는 이  연구들에서 시각 추정 방법과 

도수 고정 방법 모두 측정자내 신뢰도가 간내 상 계

수 .63∼.71이나 .93으로 보고 되었고(Awan 등, 2002; 

Borich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방법에서 .75 

이상으로, 결과 으로 세 가지 측정 방법 모두 측정자

내 신뢰도는 높았다. 이 때 측정의 표  오차는 각 측

정방법에 따라 최소 2.15°에서 최  3.2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측정자간 신뢰도는 이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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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각 추정  도수 고정에 의한 내회  측정의 측

정자간 신뢰도가 간내 상 계수 .43 이상 .71이하로 

보고되었다(Awan 등, 2002; Boon과 Smith, 2000; 

Riddle 등, 1987; Green 등, 1998). 본 연구에서 측정자

간 신뢰도는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방법만 

환자군과 정상군 모두에서 .75 이상이었고, 시각 추정 

방법은 환자군과 정상군 모두 .29 이하, 도수 고정 방법

은 환자군에서는 .09, 정상군에서는 .50이었다. 측정의 

표  오차는 측정방법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시각 추정 방법은 환자군 약 5°, 정상군 약 8° 고, 

도수 고정은 환자군과 정상군에서 약 4°, 압력 바이오

피드백 방법은 환자군 3°와 정상군 5.9° 다. 하지만 

측정자간 신뢰도에서의 표  오차는 측정자내 신뢰도에

서 보이는 표  오차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측정

자간 신뢰도가 낮고 변이의 폭이 컸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방법만이 시

각 추정 방법과 도수 고정 방법보다 측정자간 신뢰도가 

높았는데, 이는 상자마다 일정한 내회  범 에서의 

견갑흉부의 움직임을 압력의 변화로 나타내어 객 으

로 확인 가능하 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환자군의 

도수 고정에 의한 내회  측정의 측정자간 신뢰도가 가

장 낮은 값을 보 다. 한 시각 추정  도수 고정 방

법으로 측정한 어깨 의 내회   가동범 는 환

자군에서 측정자간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압력 바이

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측정방법만 측정자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98). 시각 추정 방법과 도수 고정 방

법은 측정자마다 고정하는 힘이나, 견갑흉부 움직임에 

한 느낌이 주 이므로, 측정자마다 수동   가

동범 라고 정하는 시 을 다르게 느낄 것이다. 그러므

로, 시각 추정과 도수 고정 방법은 측정을 많이 해본 

검사자와 그 지 않은 검사자의 경험상 차이에 의해서

도  가동범 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한 각 측정방법에 따라 환자군과 정상군에서의 측

정자간 신뢰도와 측정자내 신뢰도를 비교해 보면 압력 

바이오피드백 방법을 제외하고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측

정자간 신뢰도  측정자내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환자군에서 정상군보다 견갑흉부 움직임이나 상완

와 에서 좀 더 많은 상작용이 나타나 신뢰도에 

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환자군에게 시각 

추정  도수 고정 방법을 이용한 어깨 의 내회  

각도 측정은 많은 상작용이 나타나, 이를 히 통

제하지 못해 신뢰도가 낮게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측정

자내 신뢰도는, 각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 오차는 큰 차

이가 없었다. 하지만 측정자간 신뢰도에서는 시각 추정

의 측정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측정방

법들 보다 시각 추정 방법의 측정자료들의 변이정도가 

크다는 것을 말하므로 시각 추정 방법은 다른 측정방법

들 보다 정확한 추정값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가설이었던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

구를 이용한 방법이 시각 추정과 도수 고정방법을 이용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측정자간, 측정자내 신뢰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본 연구 결과 측정자간 

신뢰도는 압력 바이오 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방법이 시

각 추정 방법과 도수 고정 방법과 차이가 있었고, 측정

자내 신뢰도는 각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로 환자군에서 어깨  내회  가동범 를 

측정할 때 상완 골두의 방 활주가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측정방법에 따른 내회   가

동범 를 측정하는 동안 환자군에서 상완골두의 방 

활주된 거리를 측정하 는데 측정방법 간에 상완골두의 

방 활주된 거리는 최소 3.73 ㎜에서 최  4.06 ㎜로, 

측정 방법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

의 두 번째 가설인 어깨 통증이 있는 군에서 어깨  

내회  각도 측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상완골의 방활

주거리가 각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

설은 기각한다. 

연구 결과 어깨 의 내회 을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 에서 압력 바이오피드백 도구를 이용한 측정방

법이 측정자내, 그리고 측정자간 신뢰도가 가장 좋고, 

측정자간 유의한  가동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도

수 고정 방법이나 시각 추정 방법 보다 효과 인 방법

이라고 제시할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도 압력계가 있

으면 다른 방법들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어깨 의 

내회  가동범 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정상군과 환자군의 연령범 는 21세부터 

53세 다. Macedo와 Magee(2009)는 18세에서 59세 사

이의 상자에게서 연령에 따라 각 의 수동   

가동범 를 측정하 는데, 어깨  내회  수동  

 가동범 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향을 받지 않았

다. 한 측정자내 신뢰도도 간내 상 계수 .97이었

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측정자간 신뢰도에 해선 연

구되지 않았으므로, 이 연구의 제한 은 상자의 연령

을 통제 하지 못한 것과 상자가 모두 남자여서, 결과

를 일반화 하기가 힘들다. 앞으로 압력 바이오피드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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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여자 상자  연령에 해 통제된 연구와 

상작용을 최소화하여 어깨의 내회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어깨

의 내회   가동범  측정방법과 이 부터 연구

되어온 시각 추정 방법과 도수 고정 방법의 신뢰도를 

비교하고, 환자군에서 내회   가동범  측정시 나

타날 수 있는 상완골두의 방활주 거리를 비교하여 압

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가동범  측정이 

다른 측정방법들보다 효과 으로 어깨 에서의 내회

  가동범 를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시도

하 다. 연구 결과,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 측정 방법들보다 측정자내 신뢰

도  측정자간 신뢰도가 간내 상 계수 .93과 .75에

서 .86을 각각 나타내어 높은 신뢰도를 보 다. 한 상

완골두의 방활주는 측정방법끼리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므로,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측정 방법이 

지 까지의 측정 방법들에서 낮았던 측정자간 신뢰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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