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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발가락휨각도 측정을 위한 각도계의 신뢰도와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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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goniometer measurements of

the hallux valgus angle (HVA) compared to radiographic measurements, which are the current standard.

Twenty subjects (10 female, 10 male)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40 feet). The HVA of the subjects

was measured using goniometer and radiographic measurement. In three trials, measurements were taken

of each subject by two examiners using goniometer and radiographic measurements using radiography in

a standing position.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s was investigated using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3,1)), and the validity was tested using the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n independent t-test. The intra-rater reliability of left and right HVAs were poor

(ICC=.409 and .341, respectively).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left and right HVAs were poor and

moderate (ICC=.303 and .501, respectively). Left and right HVAs measured using goniometer and

radiographic measurements were also poor and moderate (Pearson r=.246 and .544,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goniometer measurements of the HVA are inaccurate and have unacceptable validity

compared to radiographic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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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엄지발가락가쪽휨증(hallux valgus)은 엄지발가락의

가쪽 편위(lateral deviation)와 첫 번째 발허리발가락관

절의 점진적인 부분 탈구(subluxation) 또는 안쪽 편위

(medial deviation)가 나타나는 엄지발가락의 변형

(deformity)이며, 엄지발가락에서 발생되는 골격 정렬

이상 중에서 가장 흔하다(Coughlin, 1996; Coughlin과

Jones, 2007). 성인의 약 23%에서 발생하며(Nix 등,

2010), 엄지발가락가쪽휨증이 있는 사람들은 흔히 엄지

발가락의 안쪽 융기가 발달하고 발허리발가락관절에서

의 통증(Mann 등, 1992)과 궤양 또는 감염, 윤활주머니

또는 피부의 자극을 호소(Coughlin, 1996)하며, 신발을

오래 신을 수 없다(Coughlin, 1997). 이전 연구들은 엄

지발가락가쪽휨증이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높게

발병한다고 보고하였으나(Coughlin, 1997; Coughlin과

Thompson, 1995), 이와는 다르게, 뼈 성숙이 이루어지

지 않은 소아 또는 청소년기에 가장 높게 발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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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Range

Age (yrs) 23.0±2.3 21.0～29.0

Height (㎝) 169.5±9.4 153.0～181.0

Weight (㎏) 61.0±10.9 40.0～86.0

Body mass index (㎏/㎡) 21.1±2.7 15.6～29.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Hardy과 Clapham, 1951;

Piggott, 1960; Pouliart 등, 1996).

엄지발가락가쪽휨증은 측정 각도에 따라 크게 정상

(no deformity,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 15˚ 미만), 경도

(mild, 15˚ 이상 20˚ 미만), 중등도(moderate, 20˚ 이상

40˚ 미만), 중증(severe, 40˚ 이상)으로 크게 4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Coughlin 등, 2007). 이와 같은 엄지발가

락가쪽휨 각도 측정 및 분류는 임상에서 증상에 맞은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고, 수술 후 결과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 될 수 있다(Walter 등, 2013). 일반

적으로 임상에서는 방사선 촬영(radiography)을 이용하

여 측정된 각도를 표준 각도로 하며, 이 측정 방법에

대한 측정자간 신뢰도는 높다고(good) 보고되었다

(Coughlin과 Freund, 2001; Saro 등, 2005; Schneider

등, 2003). 그러나,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의 반복적 측

정 시, 방사선 촬영을 이용한 측정 방법은 비용이 상대

적으로 비싸고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

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에게 항상 권장되지는 않는다

(Nix 등, 2012). 따라서, 방사선 촬영의 대안적 방법으

로 분류적 등급 척도인 맨체스터 척도(Manchester

scale)와 Roddy 등(2007)의 5-등급 척도가 제시되어 왔

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Nix 등,

2012)도 제시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각도계

(goniometer)를 이용한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 측정은

이전 실험 연구들에서 검사-재검사를 위한 측정방법으

로써 사용되어 왔다(Al-Abdulwahab과 Al-Dosry,

2000; Lamur 등, 1996). 각도계를 이용한 엄지발가락가

쪽휨 각도 측정은 비침습적이며 저렴하고, 접근성이 용

이한 측정도구로써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영아

또는 임산부들의 반복적인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 측정

시, 방사선에 노출 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임상적 접근 용이성과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각

도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에 대한 신뢰도 또는 타당도

연구가 미비하다. 비록 검사-재검사 신뢰도에 대한 연

구는 일부의 이전 실험 연구에서 제시되었으나, 측정자

간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각도계를 이용한 엄지

발가락가쪽휨 각도 측정의 측정자내 신뢰도와 측정자간

신뢰도를 평가하고, 둘째, 각도계를 이용하여 측정 방법

과 방사선 촬영을 이용한 측정 방법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각도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의 타당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는 총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이 참여

하였다. 대상자들은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Y대학교의

학생들 중 방사선 촬영을 이용한 양쪽 엄지발가락가쪽

휨 각도가 경도 이상(mild grade)인 학생들로 선정하였

으며, 총 40개의 발(오른발 20개, 왼발 20개)이 선정되

었다. 연구 대상자의 우세발(dominant foot)은 모두 오

른발이었다. 연구대상자 선정 시 발 또는 발목의 골절

또는 수술력, 염증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본 연구에

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실험

참여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실험 참여에 동의하였

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

어 있다.

2. 실험기기 및 도구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를 각도계(Pocket goni-

ometers, Seedtech., Incheon, Korea)와 방사선 촬영

(Diagnostic table–KOB, Donga X-ray, Anyang,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명의 측정자(측정자

1, 2.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물리치료사)와 방사

선사가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측정자 1

은 각도계를 이용하여 양쪽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를 2

회 측정하였고, 이후 측정자 2가 동일한 방법으로 1회

측정하였다. 영상의학과 방사선 촬영 기사는 방사선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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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oniometer measurement
(subject 7).

Figure 2. Radiography measurement
(subject 7).

영에 따른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를 측정하였으며, 각

측정자들에 의한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값은 기

록자만 알 수 있는 맹검(blinding)을 실시하였다.

3. 실험방법

연구 대상자의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들은 방사선 촬영 테이블 위에 올라 바로

선 후, 먼저 측정자 1이 각도계를 이용하여 양쪽 엄지

발가락가쪽휨 각도를 2회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발

허리뼈의 몸통(shaft of metatarsal bone)과 엄지발가락

의 첫마디 뼈 몸통(shaft of proximal bone)에 각각 두

점을 표시하여 두 개의 세로 축 직선을 만들고, 두 세

로 축 직선을 이루는 각을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로 기

록하였다. 측정 후 기록자는 측정자 1이 표시한 점들을

알코올 솜으로 깨끗하게 지운 후 측정자 2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양쪽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를 1회 측정하게

하였다(Figure 1). 측정자 1과 2에 의한 각도계를 이용

한 측정이 끝난 후 방사선사는 양쪽 발의 방사선 촬영

을 실시하였다(Figure 2). 방사선사는 대상자의 양발을

체중 지지 발등-발바닥 방향의 방사선 영상을

Centricity PACS RA1000(2.1.0 version, GE Healthcare

Integrated IT Solutions, Barrington, USA)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여 발허리뼈와 엄지발가락의 첫마디 뼈의 중

선(bisecting line) 사이 각(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을

구하였다. 이후 방사선사에 의한 측정된 엄지발가락가

쪽휨 각도를 기록자가 기록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통계분석은 상용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12.0을 사용하였다. 각도계 측정방법에 대한

측정자내, 측정자간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급간내 상

관계수(ICC(3,1)과 ICC(2,1)), 측정의 표준 오차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SEM), 95% 신뢰구

간의 평균차이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Shrout과 Fleiss,

1979). 또한 각도계와 방사선촬영 방법 간 동시 타당도

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과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가설 검정을 위한 통계학적 유의수준 α는

.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각도계 측정 방법에 따른 측정자내․간 신뢰도

측정자 1에 의해 2회 측정된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

에 따른 측정자내 신뢰도는 왼쪽 엄지발가락 .409, 오른

쪽 엄지발가락 .341을 보였다. 측정의 표준 오차는 오른

쪽 엄지발가락 측정 시 4.39˚로 왼쪽 엄지발가락 3.99˚

에 비해 더 컸다(Table 2). 측정자 1과 측정자 2에 측

정된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에 따른 측정자간 신뢰도는

왼쪽 엄지발가락 .303, 오른쪽 엄지발가락 .501을 보였

다. 왼쪽 엄지발가락 측정 시 표준 오차가 오른쪽 엄지

발가락 측정 오차보다 더 컸다(Table 3).

2. 각도계 측정 방법에 따른 타당도

측정자 1에 의해 각도계로 측정한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를 방사선사에 의해 방사선 촬영 방법에 의해 측정

된 각도와 비교한 결과, 비록 두 측정 방법의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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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test ICCb
3,1 (95% CIc) SEMd(˚)

Lt. hallux valgus angle (˚) 24.5±5.2a 24.5±5.3 .409(-.028～.715) 3.99

Rt. hallux valgus angle (˚) 22.2±5.9 23.0±5.0 .341(-.107～.675) 4.39
a
mean±standard deviation,

b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c
confidence interval,

d
standard error of the measurement.

Table 2. Intra-rater reliability of hallux valgus angle measured on goniometer (N=20)

Examiner 1 Examiner 2 ICCb
3,1 (95% CIc) SEMd(˚)

Lt. hallux valgus angle (˚) 24.5±5.2
a

27.7±4.9 .303 (-.149～.651) 4.39

Rt. hallux valgus angle (˚) 22.2±5.9 22.8±4.6 .501 (.087～.768) 3.69
a
mean±standard deviation,

b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c
confidence interval,

d
standard error of the measurement.

Table 3. Inter-rater reliability of hallux valgus angle measured on goniometer (N=20)

Radiograph Goniometer
Mean difference

(95% CI
b
)

p value Pearson r

Lt. hallux valgus angle (˚) 25.1±5.1
a

24.5±5.2 .6 (-2.68～3.93) .704 .246

Rt. hallux valgus angle (˚) 25.0±6.2 22.2±5.9 2.8 (-.98～6.73) .139 .544
amean±standard deviation, bconfidence interval.

Table 4. Validity of hallux valgus angle measured on goniometer and radiography (N=20)

차이가 없었지만(p>.05) 피어슨 상관계수가 매주 낮게

나타났다(왼발 .246, 오른발 .544)(Table 4).

Ⅳ. 고찰

발등-발바닥 쪽 방사선 촬영을 이용한 엄지발가락가

쪽휨 각도 측정 방법은 여러 연구들에서 변형정도, 수

술 전 계획, 수술 후 경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지표

로 사용되어 왔으며(Srivastava 등, 2010b), 측정자간

신뢰도 역시 높게 보고되었다(Schneider 등, 2003). 방

사선 촬영에 의한 각도 측정은 일반적으로 방사선 필름

에 투과된 발허리뼈와 엄지발가락 첫 마디뼈가 이루는

각도를 측정자가 직접 각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

법과 각도 측정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

법이 있다(Piqué-Vidal 등, 2006; Srivastava 등,

2010a). 이전 연구들에서는 각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

는 방법보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측정 방법의 신뢰

도가 더 좋다고 보고하였기에(Piqué-Vidal 등, 2006;

Srivastava 등, 2010a),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학과 방사

선 촬영 기사에게 각도 측정을 의뢰하였으며, 그에 따

라 기록된 각도를 최적표준(gold standard) 값으로 사

용하였다.

방사선 측정 방법 이외에, 디지털 카메라 촬영을 이

용한 측정 방법(Nix 등, 2012)이나 맨체스터 척도

(Manchester scale)와 Roddy 등(2007)의 5-등급 척도

와 같은 분류적 등급 척도를 이용한 다른 측정 방법들

은 방사선 측정이 용이하지 않을 때 권장되며, 이들 측

정 방법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접근성이 가장 쉽고 임상에

서 이학적 검사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각도계를 이용하

여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각도

계를 이용한 왼발, 오른발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의 측

정자내(각각 ICC=.409, .341)․간(ICC=.303, .501) 신뢰

도는 낮은 값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방사선 촬영 각도

와의 일치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Al-Abdulwahab과

Al-Dosry(2000)는 엄지발가락가쪽휨증과 선호하는 신발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

를 각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검사-재검사 신뢰

도를 높게(r=.71) 보고하였다. 연구 환경, 표본의 차이 또

는 분석 방법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본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와는 결정적

으로 각도계를 이용한 측정방법의 차이가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사선 영상을 방사선사가 컴퓨터

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각도계로 측정할 때 사용

되는 방법(Srivastava 등, 2010a; Srivastava 등, 2010b)

을 응용하여, 발허리뼈의 몸통과 엄지발가락 첫마디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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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축 직선을 만들어 그 두 세로 축 직선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사이각을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로써 기록

하였다. 반면에 Al-Abdulwahab과 Al-Dosry(2000)는 발

허리뼈와 엄지발가락 첫마디뼈 몸통에 1개의 점을 찍고

축을 발허리발가락관절 내에 두어 각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 방법의 큰 차이로 인해 본 연구와는 다

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도계를 이용한 측정 방

법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게 나온 원인들 중 가장 큰

이유는 발허리뼈와 엄지발가락 첫 마디뼈의 중심을 지

나는 세로 축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뼈를 지나는 세로 축 설정 오류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촬영

결과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가 15˚ 이상 36˚ 이하인 사

람들을 대상자로 하였는데, 이들은 엄지발가락가쪽휨증

의 경도(mild, 15˚ 이상 20˚ 미만)에서 중등도(moderate,

20˚ 이상 40˚ 미만)로 분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

한 대상자들은 관절 불안전탈구(subluxation) 또는 안쪽

윤활주머니(medial bursa)의 발달과 같은 증상이 존재

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발허리뼈와 엄지발가락 첫마디

뼈의 정확한 촉진을 방해하여 뼈 몸통 가운데를 지나는

세로 축을 부정확하게 설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Nix 등, 2012).

두 번째는, 세로 축을 긋기 위한 전단계인 각 뼈의

중심에 두 점을 표시할 때, 이 때 역시 정확한 발허리

뼈의 촉진이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엄지발가락가

쪽휨증이 있는 대상자들은 발허리뼈의 축 회전(axial

rotation)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축 회전이 존

재할 경우 뼈의 중심을 촉진하기가 어려워진다

(Robinson 등, 2006). 뿐만 아니라, 발허리뼈를 덮고 있

는 피부 역시 측정자로 하여금 발허리뼈의 정확한 촉진

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마지막으로, 폭이 넓은 사인펜과 각도 측정의 부정

확 또는 긴엄지폄근 힘줄(extensor hallucis longus

tendon)의 방해와 같은 요인들 역시 각도계를 이용한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떨어

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도계

를 이용한 측정 방법은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를 측정

하는데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측정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 범위는 21세부터

29세였다. 또한 측정한 발은 40개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더 폭

넓은 연령층과 더 많은 표본을 바탕으로 각도계를 이용

한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각도계를 이용한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

측정 방법의 측정자내․간 신뢰도를 알아보고 측정된

각도를 방사선 촬영을 이용한 측정 각도와 비교함으로

써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각도계

를 이용한 왼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 측정

방법의 측정자내 신뢰도 및 측정자간 신뢰도가 급간내

상관계수 .409, .341(왼발과 오른발 측정자내 신뢰도)과

.303, .501(왼발과 오른발 측정자간 신뢰도)을 각각 나타

내어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각도계를 이용한 측

정방법을 방사선 촬영을 이용한 측정방법과 비교한 결

과, 각도계 측정에 따른 각도의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각도

계를 이용한 엄지발가락가쪽휨 각도를 사용하는 경우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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