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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the intra-rater and inter-rater reliability of shoulder

passive range of motion measurement using the “Clinometer + bubble level”, a smartphone application and

to compare with the intra-rater and inter-rater reliability of measurement using a goniometer. Twenty six

patients with stroke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Two raters measured the passive range of motion of

four types of shoulder movements (forward flexion; FF, abduction; ABD, ex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ER90 and in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IR90) using a goniometer and a smartphone to

determine within-day inter-rater reliability. A retest session was performed thirty minutes later to

determine within-day intra-rater reliability. The reliability was assessed using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 and the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SEM). The ICC (2,1) for the inter-rater

reliabilities of the goniometer and smartphone were good in FF and ABD [ICC (2,1)=.75∼.87] and

excellent in ER90 [ICC (2,1)=.90∼.95]. The intra-rater reliabilities for the goniometer and smartphone

were good or more than good, with an ICC (3,1) value >.75, the exception was IR90 measured by rater 2

on the smartphon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martphone could be used as an alternative method tool

for measurement of passive shoulder range of motion in patients with stroke.

Key Words: Goniometer; Passive range of motion; Reliability; Shoulder; Smartphone.

Ⅰ. 서론

뇌졸중(stroke)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주변

의 신경조직이 손상을 받아 여러 장애를 동반하는 중추

신경계 질환으로서(Dijkerman 등, 2004), 암, 심장 질환

과 함께 우리나라 남녀 전체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

다. 인구 십만 명 당 사망률은 2000년 73.1%에서 2010

년 53.2%로 감소하였으나(Statistics Korea, 2010), 생존

한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평생 장애를 지니고 살아

야 한다(Howard 등, 2001; Ottenbacher와 Jannell,

1993). 뇌졸중 환자들은 적극적인 운동성 회복을 목표

로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재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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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받는데(Conroy 등, 2009), 치료에 앞서 평가를 통

해 환자의 기능 수준을 검사하고, 운동성을 측정한 뒤

본격적인 치료를 받는다(Jette 등, 2005). 관절 가동범위

평가는 치료실 내원 시 실시하는 여러 평가 중 하나로,

운동성을 평가하는데 특히 적합하다(Kisner와 Colby,

2002).

어깨 관절은 우리 몸의 관절 중 가장 광범위하게 움

직일 수 있는 특징과 그에 따른 기능적 측면 때문에,

관절 가동범위 측정 시 정확한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Cadet, 2010; Kolber 등, 2009). 어깨나 엉덩이와 같이

주로 큰 관절의 가동범위를 측정할 때는 일반 측각기

(universal goni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는데(Norkin

과 White, 2009), 일반 측각기의 신뢰도가 높아 임상에

서 널리 쓰인다(Riddle 등, 1987). 그러나 측각기의 고

정팔(stationary arm)을 한 손으로 고정하고, 다른 움직

임팔(movable arm)은 측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따라

가야하는 방법의 특성상, 능동적 관절 가동범위를 측정

할 때는 어려움이 없으나, 수동적 관절 가동범위를 측

정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Mullaney 등, 2010). 이와 같

은 측정 방법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몇몇 연구에서

경사계(inclinometer)를 이용한 관절 가동범위 측정법을

연구하였는데(de Winter 등, 2004; Hoving 등, 2002;

Tveita 등, 2008; Valentine과 Lewis, 2006), 경사계가

일반 측각기와 비교했을 때 신뢰도가 비슷하거나 더 우

수하다고 보고하였다(Cadogan 등, 2011; Green 등,

1998; Kolber 등, 2011). 그러나 경사계를 이용할 시 특

별한 장비가 필요하고, 경사계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Shin 등, 2012).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시간이

절약되면서 편리한 장점이 있는 스마트폰(smartphone)

이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Jacquot 등, 2012).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2년 12월 현재 3,272

만 명으로(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2),

2009년 도입 이후 보급률이 꾸준히 증가하였다(Han 등,

2012). 최근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대부분 기울기 감지

기(gyro-sensor system)가 내장되어, 응용 소프트웨어

(application)를 설치하여 구동하면 경사계로 사용 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Ferriero 등, 2011; Ferriero 등, 2013; Ockendon과

Gilbert, 2012; Park 등, 2012; Shin 등, 2012). 이전 연

구에서 이미 관절 가동 범위 측정에 관한 스마트폰의

신뢰도가 입증되었지만, 어깨 통증 환자, 앞십자인대

(anterior cruciate ligament) 손상, 허리폄-돌림증후군

(lumbar extension-rotation syndrome)과 같은 정형외

과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 있었을 뿐(Ockendon

과 Gilbert, 2012; Park 등, 2012; Shin 등, 2012), 신경

계 환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

한 신뢰도 연구는 아직 없다. 관절 가동 범위 측정법은

정형외과 환자와 뇌졸중 환자에게 실시하는 방법이 같

지만, de Jong 등(2012)은 뇌졸중 환자만이 가지는 장

애(impairment)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정상인과 정형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뇌졸중 환자에게 일반화 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구축

(contracture)이나 근육긴장항진(hypertonia)과 같은 뇌

졸중 환자의 장애는 마비 측 사지를 정확하게 움직일

수 없게 하고, 특히 수동적 관절 가동범위 측정 시 한

명의 치료사가 마비 측 사지와 측각기를 동시에 다루면

서 측정값까지 읽을 때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하여 신

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수동적 어깨 관

절 가동범위 측정 시 측정자내 신뢰도와 측정자간 신뢰

도를 전통적 측정 방법인 측각기와 비교하여 알아보고

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올리버 기념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 26

명(남자 15명, 여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자들의 병명은 뇌출혈이 12명, 뇌경색이 14명이었으며,

모두 우세 측 마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1) 발

병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뇌졸중 환자, 2) 보조도구의

사용과 관계없이 10 m 이상 독립 보행이 가능한 자, 3)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us Exami-

nation-Korea)결과 24점 이상으로 연구자의 구두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Park과 Kwon, 1989), 4)

어깨 관절에 수술, 정형 외과적 질환이 없는 자로 하였

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하더라도 어깨 관절의 수동적 가

동범위가 90° 이상 벌림을 할 수 없는 자는 제외되었

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실

험 과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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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b

Range

Age (year) 66.2±14.1 29.0∼88.0

Sex (male/female) 15/11

Stroke type (infarction/hemorrhage) 14/12

Hemiplegic side (right/left) 7/19

Modified Ashworth Scale (G1/G1+/G2/G3) 13/8/3/2

Pain (VASa) 3.1±1.6 .0∼7.0

Time since stroke (month) 11.3±9.0 3.0∼38.0
avisual analogue scale, b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

Figure 1. Monitor of inclinometer in a smartphone
(Left: no movements occurred, Right: movements
occurred).

2. 측정도구

가. 측각기(goniometer)

어깨 관절의 다양한 수동적 가동범위를 측정하기 위

해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1°단위로 눈금이 새겨져

360°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팔(arm) 길이가 16 ㎝인 플

라스틱 재질의 두 팔(double-arm) 일반 측각기를 사용

하였다(Riddle 등, 1987).

나. 스마트폰(smartphone)

이번 연구를 위해 기울기 감지기가 내장 되어 경사계

기능을 할 수 있는 갤럭시 S3 스마트폰(SHV-E210S,

Samsung Electronics, Suwon-si, Korea)을 사용하였다.

어깨 관절의 수동적 가동범위를 측정하고 스마트폰 적

용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linometer + bubble

level (Plaincode Software Solutions, Stephanskirchen,

Germany)라는 경사계 응용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이용하였다(Figure 1). 현재 경사계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중 가장 많은 1,000,000회 이상 내려 받기

(download) 되었으며, 가격은 무료이다. 설치된 응용 소

프트웨어는 스마트폰을 바닥과 수직으로 세우면 경사계

기능을 하고, 바닥에눕혀놓으면 수평계로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방법

측각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수동

적 어깨 관절 가동 범위 측정 시, 측정자내 신뢰도와

측정자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임상경력이 5년 이상

된 4명의 물리치료사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두

명은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를

측정하였고, 나머지 두 명은 측정자와 각각 한 조가 되

어 측정된 값을 기록하였다. 두 측정자는 어깨 관절 굽

힘(forward flexion; FF), 벌림(abduction; ABD), 어깨

관절 90° 벌림 상태에서 바깥돌림(ex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ER90), 어깨 관절 90° 벌림 상태에서 안

쪽돌림(in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IR90)의 수

동적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였다. 두 명의 측정자는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통일하기 위

해 동영상 교육과 실험 기획자의 교육에 참여하여 20분

간 교육을 받았다. 측정자와 한 조가 된 두 명의 물리

치료사는 각각 기록자가 되어, 측정자가 경사계로 측정

한 각도를 기록하였다. 모든 측정이 끝나기 전까지 기

록자끼리도 서로의 측정값을 공유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첫 번째 측정 후 두 번째 측정 시까지 30분간의

휴식시간을 두어 반복측정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

였다. 검사-재검사시 신뢰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존재

하는데, 균형 능력, 고유수용성 감각 검사 등 많은 영역

에서 30분의 쉬는 시간을 두어 반복측정의 영향을 최소

화하였다(Juul-Kristensen 등, 2008; Lewis와 Valentine,

2008; Muehlbauer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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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surement of forward flexion (Left:
goniometer, Right: smartphone).

Figure 3. Measurement of abduction (Left: start
position, Right: First measure the goniometer, and
then measure the smartphone after remove paper).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두 가지 자세에서 두 움직

임씩 측정하였는데, 앉은 자세에서 FF와 ABD을

(Sabari 등, 1998), 누운 자세에서 ER90와 IR90을 측정

하였다(McConnell 등, 2012). FF와 ABD을 측정 시 누

워서 측정하는 것이 몸통이나 어깨뼈를 통제하기 더 쉬

우나, 이 움직임들은 앉아 있을 때 더 많은 기능적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Radomski와 Trombly, 2008).

먼저 대상자를 보바스 침대(Bobath table)에 앉히고,

보바스 침대의 높낮이를 조정하여 무릎관절과 엉덩관절

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은 수직이

되도록 하였다. 앉은 자세가 완료되면 측정자는 대상자

의 마비 측 어깨의 FF와 ABD을 순서대로 측정하였다.

FF 측정 시 먼저 앉아 있는 대상자의 등 뒤에 보조 탁

자를 두어 보상작용으로 몸이 뒤로 펴지는 것을 방지하

였다(Shin 등, 2012). 그 후 스마트폰을 듀얼핏(DualFit)

암밴드(Belkin, Playa Vista, CA, USA)로 팔꿉관절

(elbow joint) 주름에 스마트폰의 아래쪽 끝이 닿게 하

고, 화면은 움직임의 축과 평행한 방향을 바라보게 부

착 하였다.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한 후, 신장반사

(stretch reflex)가 일어나지 않도록 천천히 팔꿉 관절을

편 뒤, 측정자는 대상자의 위팔뼈 먼 쪽을 잡아 머리

쪽으로 시상면(sagittal plane) 상에서 움직임이 제한되

는 끝 지점(end point)까지 들어 올렸다. 움직임이 제한

되는 끝 지점은 1) 정상 관절 가동 범위의 끝 범위(end

range), 2) 측정자가 끝 느낌(end feel)을 받은 지점, 3)

대상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지

점으로 대상자마다 달랐다(Andrews와 Bohannon,

1989). 측정자가 측각기로 먼저 측정을 한 뒤 각도를

불러주면 기록자는 그 값을 기록한 뒤, 스마트폰의 경

사계 각도를 확인하여 기록하였다(Figure 2). ABD을

측정 할 땐 몸이 옆으로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정상 측 옆에 보조 탁자를 두었다. 그 후 스마트폰

을 팔꿉관절 주름에 아래쪽 끝이 닿도록 고정하고 스마

트폰 화면이 정면을 바라보게 한 후, 종이로 스마트폰

화면을 가렸다. 준비가 완료되면 측정자는 대상자의 위

팔뼈 먼 쪽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대상자의

손을 잡아 팔꿉각도를 90° 굽힘 상태로 유지한 채 대상

자의 이마면(frontal plane) 상에서 머리 쪽으로 들어올

렸다. 측정 끝 지점에서 대상자의 위팔뼈 먼 쪽을 잡고

있던 손을 떼어 측각기로 측정하는 동안 대상자의 손을

잡고 있던 손으로 팔꿉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먼저

측각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기록자가 종이로 가려진

스마트폰의 화면을 확인하여 스마트폰 경사계 각도를

기록하였다(Figure 3).

FF와 ABD의 측정이 끝나면 대상자를 눕히고, 곧바

로 ER90와 IR90을 측정하였다. 어깨를 90° 벌리고 팔

꿈치를 90° 굽힌 뒤, 스마트폰을 손바닥이 보이는 손목

앞면에 고정시켜 이 상태를 시작자세로 하였다(Shin

등, 2012). 이때 팔꿈치가 보바스 침대 밖으로 빠져 나

와 어깨 관절이 침대 면에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 탁자를 이용하였다. 측정하고자 하는 마비 측 팔

꿈치 밑으로 보조 탁자를 위치시킨 뒤, 보바스 침대의

상하 리모컨을 이용하여 높이를 보조 탁자와 똑같이 하

였다. 그리고 보조 탁자 위에 흰색 반창고를 직선으로

붙여 어깨 관절과 팔꿉 관절을 일직선상에 두어, 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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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tart position for internal rotation and
ex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Figure 5. Measurement of internal rotation and
ex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치가 돌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측정 오차를 방지하였다

(Figure 4). 시작자세가 완료되면 대상자의 부리돌기

(coracoid process)와 빗장뼈(clavicle)를 촉진(palpation)

하여 어깨뼈(scapula)를 고정한 채(Boon과 Smith, 2000;

Ellenbecker 등, 1996), 아래팔(forearm)을 발쪽으로 돌

려 IR90을, 머리 쪽으로 돌려 ER90의 수동적 관절 가

동범위를 측정하였다(Figure 5). 측정자가 아래팔을 움

직이다 끝 지점에 도달하면 대상자의 부리돌기와 빗장

뼈를 고정하는 것을 기록자가 대신하였다. 측정자가 먼

저 측각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다시 0° 상태로 돌아가

지 않고, 기록자가 곧바로 손목에 고정된 스마트폰의

경사계 각도를 확인하여 같은 끝 지점에서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모든 측정 시 원하는 평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화면을 주시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응용 소프트웨어는 측각기 기능

과 수평계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측각기로 사

용하다 평면이 변하면 자동적으로 수평계로 화면이 전

환된다. 첫 번째 측정자의 모든 측정이 끝나면, 측정자

를 바꿔서 같은 순서로 어깨 관절의 네 움직임을 측정

하였다. 두 번째 측정자도 측정이 끝나면 30분간의 쉬

는 시간을 갖은 뒤, 2차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순서는

처음과 같았다.

4. 분석방법

한 번의 측정값을 각 움직임의 절대적인 수치로 간

주한 뒤, 급간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

efficients; ICC)를 이용하여, 측각기와 스마트폰 각각의

측정 도구에 따른 측정자간 신뢰도[ICC(2,1)]와 측정자

내 신뢰도[ICC(3,1)], 95% 신뢰구간의 평균 차이(95%

CI), 측정의 표준 오차(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SEM)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Shrout과 Fleiss, 1979).

급간내 상관계수에 대한 해석은 Portney와 Watkins

(2009)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ICC 값이 .50 미만이면

낮음(poor), .50 이상 .75 미만이면 보통(moderate), .75

이상 .90 미만이면 높음(good), .90 이상이면 매우 높음

(excellent)이라 정의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ver. 12.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용하였다.

Ⅲ. 결과

1. 측정 결과

두 명의 측정자, 두 개의 측정도구, 두 차례 측정 시

기, 네 가지 측정 움직임을 종합하여 대상자 한 명당

총 32가지 결과가 나왔다. 대상자 26명의 각 결과에 따

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측정 도구 간 두 차례 모두 유사

한 양상을 보였다(Figure 6).

2. 측정 도구에 따른 측정자내 신뢰도

측각기를 사용했을 때 측정자내 신뢰도는 두 측정자

모두에게서 ER90 측정 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고, 나머지 세 움직임에서는 모두 높은 수준의 신뢰

도를 보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측정자내 신뢰도는 측

정자2가 IR90 측정 시 보통 수준의 신뢰도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측정의

표준 오차는 측각기로 측정 시 5.02°에서 8.0°를 보였고,

스마트폰으로 측정 시 5.63°에서 9.41°를 보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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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verage range of shoulder motion in the twenty six patients (FF: forward
flexion, ABD: abduction, IR90: internal rotation at 90 〬 abduction, ER90: external
rotation at 90 〬 abduction, error bars: standard deviation).

3. 측정 도구에 따른 측정자간 신뢰도

측정자간 신뢰도는 IR90 측정 시 측각기와 스마트폰

모두 1, 2차에서 보통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고, FF와

ABD 측정 시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ER90

은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측정의 표준 오

차는 측각기로 측정 시 5.61°에서 10.67°를 보였고, 스마

트폰으로 측정 시 6.49°에서 11.68°를 보였다(Table 3).

Ⅳ. 고찰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

한 수동적 어깨 관절 가동 범위 측정에 관한 새로운 방

법에 대해, 전통적 측정 방법인 일반 측각기를 이용한

방법과 비교하여 측정자내, 측정자간 신뢰도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동적 어

깨 관절 가동 범위 측정 시 측정자내, 측정자간 신뢰도

는, 전통적 측정 방법인 일반 측각기를 이용한 방법의

신뢰도와 유사하게 보통 수준에서부터 매우 높은 수준

사이의 신뢰도를 보였다.

측각기는 관절 가동 범위 측정 시 임상에서 가장 흔

히 사용 된다(Hayes 등, 2001; Kolber 등, 2009). 측각

기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존재 하지만,

정형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능동적 혹은 능동보조

관절 가동 범위 측정 시 신뢰도 연구들이다(Hayes 등,

2001; Muir 등, 2010; Mullaney 등, 2010; Riddle 등,

1987).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de

Jong 등(2012)은 정상인과 정형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뇌졸중 환자에게 일반화 시킬 수 없다

고 하였다. 또한 뇌졸중 환자들은 마비 측의 운동 능력

저하로 능동적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워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해야한다(Hardwick과

Lang, 2011). Andrews와 Bohannon(1989)이 뇌졸중 환

자를 대상으로 수동적 어깨 관절 가동 범위 측정 시 측

각기의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많은 어깨 움직

임 중 오직 ER90만을 연구한 결과이고, 측각기 또한

일반 측각기가 아닌 중력 측각기(gravity goniometer)

를 이용한 결과이다. Riddle 등(1987)이 신경계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측각기의 신뢰도를 연구하였는데 표본이

작아 신경계 환자에게 일반화 시킬 수 없다고 하였고,

척수 손상 환자, 외상성 뇌손상 환자, 뇌졸중 환자를 합

친 결과이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만의 결과라고 보기 어

렵다. 48명의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팔의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측정에 관한 신뢰도 연구가 있지만(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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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Movement
Rater 1 Rater 2

ICCe (3,1) 95% CIf SEMg (°) ICC (3,1) 95% CI SEM (°)

Goniometer

FF
a

.80 .60∼.90 6.98 .88 .76∼.95 7.66

ABDb .88 .75∼.95 7.17 .87 .73∼.94 8.00

IR90
c

.82 .63∼.91 7.76 .80 .60∼.91 6.44

ER90
d

.96 .92∼.98 5.02 .93 .84∼.97 7.30

Smartphone

FF .87 .73∼.94 6.35 .87 .74∼.94 7.14

ABD .88 .75∼.94 6.82 .82 .64∼.92 9.21

IR90 .76 .54∼.89 9.41 .74 .50∼.87 7.85

ER90 .95 .88∼.98 5.63 .90 .79∼.95 9.23
a
forward flexion,

b
abduction,

c
in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d
ex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f
confidence interval,

g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Table 2. Intra-rater reliability for the smartphone and goniometer (N=26)

Instrument Movement
First session Second session

ICCe (2,1) 95% CIf SEMg (°) ICC (2,1) 95% CI SEM (°)

Goniometer

FF
a

.75 .51∼.88 7.80 .85 .68∼.93 7.47

ABDb .85 .67∼.93 8.02 .76 .41∼.90 10.19

IR90
c

.66 .23∼.85 10.67 .71 .46∼.86 10.34

ER90d .95 .89∼.98 5.61 .90 .76∼.96 8.47

Smartphone

FF .84 .68∼.93 7.04 .87 .73∼.94 6.49

ABD .81 .62∼.91 8.59 .75 .44∼.89 8.40

IR90 .63 .27∼.82 11.68 .68 .40∼.84 11.43

ER90 .93 .84∼.97 6.67 .90 .78∼.95 8.47
a
forward flexion,

b
abduction,

c
in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d
external rotation at 90° abduction,

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f
confidence interval,

g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Table 3. Inter-rater reliability for the smartphone and goniometer (N=26)

Jong 등, 2012) 일반 측각기가 아닌 전기 측각기

(hydrogoniometer)를 이용하였다. 어깨 관절의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측정에 관한 선행 신뢰도 연구 중, 전

통적 방법인 일반 측각기를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신뢰도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어깨 관절의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수

동적 관절 가동 범위 측정 시, 먼저 전통적 방법인 일

반 측각기의 신뢰도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근거로 스

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의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일반 측각기의 측정자내 신뢰도가 두

측정자에게서 모두 높은 수준 이상을 보였다(ICC=.80

∼.96). 측정자간 신뢰도 역시 보통 수준을 보인 IR90을

제외하고는(1차 ICC=.66, 2차 ICC=.71), FF와 ABD에서

는 높은 수준을 보였고(ICC=.75∼.85), ER90에선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ICC=.90∼.95).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신뢰도를 알아보는데 있어 일반

측각기를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한 도구로 간주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했을

때 측정자내 신뢰도 역시, 측정자2가 IR90 2차 측정 시

보통 수준의 신뢰도가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ICC=.74),

모두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ICC=.76∼.95). 측정

자간 신뢰도에선 IR90 측정 시 보통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지만(1차 ICC=.63, 2차 ICC=.68), FF와 ABD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고(ICC=.76∼.87), ER90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ICC=.90∼.93). 일반 측각

기를 이용한 결과와 Shin 등(2012)의 연구 결과와도 유

사한 신뢰도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측정자내 신뢰도

는 모든 움직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보고

된 반면, 본 연구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자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정형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Shin 등(2012)의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는 중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졸중 환자들은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근육긴장항진과 구축에 노출되고

(de Jong 등, 2011; Sackley 등, 2008), 강직(sp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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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깨 통증은 관절 가동 범위 감소에 큰 영향을 준다

(Logan, 2011; Rajaratnam 등, 2007). 이러한 장애들은

치료사가 환자의 마비 측 팔을 움직이는 시도를 방해하

여 측정 오류가 생기는 것을 증가시킨다(de Jong 등,

2012). 대상자의 차이로 인한 부가적 요소들로 인해 측

정자내 신뢰도가 예측했던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닌 높은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측각기와 스마트폰 모두에서 높은 수준 이상의

측정자간 신뢰도를 보인 다른 움직임들과는 다르게,

IR90을 측정했을 땐 일반 측각기와 스마트폰 모두 측

정자간 신뢰도가 보통 수준을 보였고(ICC=.63∼.71),

95% 신뢰구간도 넓었다(95% CI=.23∼.86). 어깨뼈의 움

직임을 정확하게 통제하지 못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 된다. 어깨 관절의 움직임은 어깨뼈의 움

직임에 큰 영향을 받는다(Hébert 등, 2002; Mottram,

1997). 어깨뼈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라면 그만큼 어깨

관절의 움직임도 제한된다. 따라서 어깨뼈 움직임의 허

용 정도에 따라 어깨 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결정된다.

실험 전 측정 방법을 교육하고 충분히 연습하였지만 측

정자마다 어깨뼈의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느끼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IR90의 끝 지점을 판단하는 것도 측정

자마다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측

정자간 신뢰도가 다른 움직임에 비해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측정의 표준 오차 값은 측각기와 스마트폰 모두에서,

측정자내 비교(측각기=5.02°～8.00°, 스마트폰=5.63°～

9.41°)보다 측정자간 비교(측각기=5.61°～10.67°, 스마트

폰=6.49°～11.68°)에서 오차 범위가 더 컸다. Shin 등

(2012)은 측정자간 비교(측각기=6.30°～12.77°, 스마트폰

=7.15°～14.15°)시 측정자내 비교(측각기=5.36°～10.52°,

스마트폰=2.30°～4.51°)보다 오차 범위가 크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두 연구 모두

측정 전 측정방법을 통일하였지만,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측정 시 측정자마다 관절을 움직이는 속도와 적용

하는 저항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측정자가 느끼는

끝 지점과 대상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한 지점이 달라서 오차 범위가 더 큰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두 명의 치료사에게 수동적 관

절 가동 범위 측정을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실용적이

고 임상적으로 비현실적이며(de Jong 등, 2007), 스마트

폰의 측정자내 오차 범위가 측정자간 오차 범위보다 작

기 때문에 측정 방법이 표준화되고 담당 치료사가 지속

적으로 환자의 재평가를 실시한다면 스마트폰이 임상에

서 사용되기에 추천할 만하다고 사료된다.

Shin 등(2012)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손목 관절에

부착하고 FF와 ABD의 능동적 관절 가동 범위와 수동

적 관절 가동 범위를 모두 측정하였다. 능동적 관절 가

동 범위 측정 시 대상자가 팔을 좀 더 높이 들어 올리

려는 시도로 인해 팔꿉 관절이 굽혀지면서, 손목 관절

에 부착된 스마트폰의 측정값은 실제 어깨 관절이 움직

인 각도와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선행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강직으로 인해 팔

꿉 관절을 편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어 손목에 부착할

경우 오차가 커질 것이라 예상되어, 스마트폰을 팔꿉

관절 주름에 스마트폰의 아래쪽 끝이 닿도록 부착하여

FF와 ABD을 측정하였다. 두 차례 시도 중 최소 측정

의 표준 오차를 제시한 2차 시도를 분석한 결과, 선행

연구에서 능동적 관절 가동 범위 측정 시 FF와 ABD

의 측정자간 측정의 표준 오차 값은 각각 9.56°와

13.21°를 나타낸 반면, 본 연구는 6.49°와 8.40°를 보여

오차가 더 작았다. 이 결과를 통해 스마트폰의 부착 위

치가 FF와 ABD을 측정 시 오차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고 볼 수 있겠다.

일반 측각기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동적 어깨

관절 가동범위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

는 측정 받는 환자의 자세이다. 상지의 기능적 활동은

대부분 앉은 자세에서 이루어지지만(Radomski와

Trombly, 2008), 실제 임상에서 뇌졸중 환자의 마비 측

관절 가동범위를 평가할 때는 대부분 누운 자세에서 실

시된다. 몸통이나 어깨뼈를 통제하기 쉽고, 넓은 기저면

을 제공하여 항진된 근 긴장도를 떨어뜨려 정확한 관절

가동범위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앉은 자세에서 실시하였다. 근 긴

장도가 올라가거나 몸통과 어깨의 보상작용이 나타나

누운 자세에서 실시했을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으로 예상되며 이는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측정의 편리

성이다. 일반 측각기로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

시 치료사의 한 손으로 안정화(stabilization)를 실시하

여 보상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 뒤, 치료사의 나

머지 한 손만으로 일반 측각기의 축과 고정팔을 고정하

고, 움직임팔을 움직여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한다

(Clarkson, 2000). 측정자세가 불안정하여 축과 고정팔

이 움직이면서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움직임팔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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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움직임을 따라 갈 때 정확히 평행을 유지하는 것

이 힘들다. 또한 일반 측각기의 눈금을 읽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 암밴드로 스마트폰을 환자 몸에 부착하

기 때문에 불안한 측정 자세에서 오는 측정의 오류가

감소하고, 일반 측각기로 측정 시 필요한 가상의 수직

선이 필요 없어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측정

된 각도가 스마트폰 화면에 실시간으로 숫자로 표현되

어, 정확한 측정이 즉시 가능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자들의

측정을 완전히 표준화 하지 못했다. 측정 전 측정 방법

을 교육하고 연습하여 방법은 통일 할 수 있었지만, 측

정 시 느껴지는 끝 지점은 측정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측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 둘째, 본 연구는 각

대상자들을 하루 내에 재측정 하였기 때문에, 측정과

재측정 사이 기간이 짧았다. 같은 검사라도 간격이 짧

을 때의 결과와 간격이 길 때의 결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Gajdosik과 Bohannon, 1987). 본 연구는 측정자내

검사 간격이 30분으로 굉장히 짧았고, 측정자간 검사

간격은 없었다. 30분은 측정자가 첫 번째 측정값을 기

억할 수도 있는 짧은 시간이고, 대상자가 두 측정자에

게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측정을 받아 근육신장

(stretching) 효과가 더해져 관절의 각도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측정자 사이에 충분

한 쉬는 시간을 두어 대상자의 변이(variation)를 최소

화하고, 재측정 간격이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서도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일반 측각기의 눈금을

가리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

반 측각기의 신뢰도를 먼저 알아보고 그 결과를 근거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의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한 본 연구는, 일반 측각기의 신뢰도를 알아보는 과정

에서 측각기의 눈금을 가리지 않아 측정자의 편견

(bias)이 생길 수도 있었다. 넷째, 통증과 강직 정도가

약한 환자들이 대상자의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뇌졸

중 환자들은 관절 가동 범위의 끝 범위에서 어깨 통증

을 호소하는데, 강직이 심할 경우 끝 범위에서 더 큰

통증을 호소한다. 첫 측정 시 통증이 심하면 다음 측정

시 같은 움직임에 대해 근 방어(muscle guarding)가 발

생하여 첫 번째 측정과 같은 범위의 움직임을 재현하기

어렵다. 측정자간 신뢰도뿐만 아니라 측정자내 신뢰도

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통증과 강

직의 정도가 약한 대상자가 대부분이어서 이와 같은 부

분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통증과

강직의 정도가 강한 환자들도 대상으로 하여 뇌졸중 환

자를 일반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

는 신뢰도 검사만을 실시하였다. 측각기보다 더 신뢰도

가 높은 3차원 동작 분석기나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과 같은 장비를 절대기준(gold

standard)으로 한 타당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수동

적 어깨 관절 가동범위 측정 시 측정자내 신뢰도와 측

정자간 신뢰도를, 전통적 측정 방법인 일반 측각기와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폰의 응

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동적 어깨 관절 가동 범위

를 측정하는 방법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측정자2가 IR90

측정 시 보통 수준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ICC=.74), 모

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ICC=.76～.95). 측정자간 신뢰도

는 1,2차 IR90에서 보통 수준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1

차 ICC=.63, 2차 ICC=.68),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ICC=.75～.93). 스마트폰은 전통적인 일반 측각기 방법

과 비교했을 때 동등하게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현재

까지 절대기준과 비교한 타당도 연구가 없고 측정의 표

준오차 값이 정형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크지만, 근육긴장항진이 강해 기존의 일반 측각기로 측

정하기 어려운 뇌졸중 환자를 정확히 표준화 된 방법으

로 담당 치료사가 지속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면, 스

마트폰을 이용한 수동적 어깨 관절 가동 범위 측정은

측정의 편리성, 간편한 휴대성,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갖

고 있다는 대중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임상에서 뇌

졸중 환자의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측정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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