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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절 가동범위 측정법에 대한 동시타당도와 신뢰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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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urrent Validity, Inter-Tester and Intra-Tester Reliability 

of Goniometric Measurement of Active Elbow Range of Motion 

Using 4 Different Types of Measuring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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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concurren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goniometric measurement of joint motion. Subjects were 40 healthy university 
students. Measurements were performed by 4 inexperienced physical therapy students. 
Four different instruments were used and three readings were taken with each 
instrument in random order making a total of 12 readings for flexion of the right 
elbow of each subject. Goniometers used were 1. uoiversal 2. fluid-based 
goniometer/inclinometer 3. digital LCD goniometer 4. electronic goniometer/torsiomet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Concurrent validity was highest (r= .94) with the 
universal and digital LCD tools. Interrater reliability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bon) was good for each tool. Interrater reliability calculated by ICC(2,1) was 
highest (.96) with the tensiometer and lowest (.78) with the digital LCD goniometer. 
Intrarater reliability calculated by ICC was excellent (~.90 ) for all insσuments. These 
results show that concurrent validity, intrarater and interrater reliability are very 
good in the used of 려1 four types of goniometers/inclinometer/tensiometer, even with 
inexperienced raters. These results confirm the almost universal reliance on hand held 
goniometers for joint measurement by physical therapists as being a reliable practice. 
Further research should be done clinically with actu머 patients. 

Key Words : Inter-Tester reliability; Intra-Tester reliability; Range of motion; 
Measurement. 

1) 이 연구는 1994년도 매지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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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관젤운동의 측정은 물리치료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것은 모든 물리치 

료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기술이며， 실제로 임 

상에서 다루게 될 모든 질환들의 평가에 적용 

된다. 이와 같이 관절운동의 측정은 물리치료 

분야에서 매우 기본적인 기술로 취급된다. 그 

러나 환자의 상태， 치료， 진전 정도에 따라 오 

류가 생기기 쉬운 단점이 었다. 따라서 오류 

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치료사가 동일한 

자세에서 동일한 기술로 동일한 시점에 측정 

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의학계에서는 새로운 측정기구가 많이 

둥장하고 었다. 관절가동영역측정기도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주로 임상에 

서 사용되는 관절가동영역측정기는 universal 

측각계이었다. 이 도구는 대부분의 물리치료 

사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는 저 

렴한 가격，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장점 

이 있고 측정시간도 길지 않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도구는 측정자내 신뢰도(intra -tester 

reliability)가 높은 반면 측정자간 신뢰도(inter

tester reliab퍼ty)가 정 확하지 못하다. 1뻐lebrandt 

둥(1949)에 의하면 그래도 다른 기구에 비해 

universal 측각계가 신뢰도가 높다고 한다. 

Fluid-based 측각계와 Universal 측각계에 대 

한 동시타당도(concurrent validity)에 대한 연 

구도 시도되었다(Pherick 둥， 1988; Rheault 

둥， 1988). 그리고 최근 들어 전자기술의 발달 

로 지수형측각계와 전기측각계 둥이 소개되고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트~ λ 。A 평 

연령(세) 

었다. 그러나 각 측정도구에 대한 동시타당도 

나 측정자간 신뢰도 그리고 측정자내 신뢰도 

에 대한 검증과정이 생략된 채로 사용되고 었 

다. MillerCl985)는 측정에 관한 연구가 주로 

Hellebrandt 둥(1949)과 같이 몇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그 당시 

에는 기술적으로 향상된 도구가 발명되지 않 

은 상태였다. 그러나 기술이 향상되어감에 따 

라 그에 따른 평가도구의 동시타당도와 측정 

자간 신뢰도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명의 측정자가 각기 

다른 4가지 관절가동영역측정기 (universal 

goniometer, digital LCD goniometer, fluid

based goniometer, electric goniometer)를 이 

용하여， 동일한 정상인의 주관절 (elbow joint) 

가동범위를 측정하고 동시타당도， 측정자간 

신뢰도 그리고 측정자내 신뢰도를 알아보았 

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이 연구는 1994년 5월부터 6월사이 에 이 루어 

졌다. 연구대상자는 실험에 참가하겠다고 동 

의한 남자 19명， 여자 21명으로 총 40명이다. 

이들 대상자는 모두 우측상지에 근골격계의 

손상이나， 신경학적 손상이 없었던 사람들이 

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1과 

같다. 

(N=40) 

균 표준편차 

21 .4 1.5 
키 (cm) 167.3 7.9 
체중(kg) 57.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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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는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재활학 

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남자 3명， 여자 

1명이었다. 이들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6시갇 

에 걸쳐 기구 측정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4가지의 관절가동영역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첫째 도구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universal 또는 standard 
측각계2)인데 l도 간격의 눈금이 매겨져 있으 

며 원형 플라스틱 폼체를 갖고 있다. 둘째 도 

구는 fluid-based 측각계3) 혹은 경사계 
(inclinometer)인데 액체의 바닥으로부터 읽었 

다. 셋째 도구는 digital LCD 측각계 4)로서 0 

도부터 300도까지 나타내며 1%의 오차를 갖 

고 있다. 넷째 도구는 전자측각계5)로서 정 적 

(static), 동적 (dynamic)측정 을 나타내 는 4가지 

channel의 증폭기와 측정코자 하는 관절의 운 

동범 위 를 감지 하는 감지 기 (sensors)로 구성 되 

어 있다. 

그림1. 사용된 측정도구 

1. Universal 또는 standard 측각계 

3. Digital LCD 측각계 

2) Jamar Universal Goniometer 
3) The Bìokinetics Inclìnometer, Biokìnetìcs 
4) Preston LCD Goniometer PC L01130, Preston 

2. Fluid-based 측각계 
4. 전자측각계 

5) M180, Penny and Giles Biometrics ’ Goniometer and Torsi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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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방볍 

측정자들은 연구대상자들에게 네 가지 측정 

도구달 모두 적용하여 측정하되， 한 도구를 

가지고 한 대상자에 대하여 3회씩 측정하였 

다. 그리고 측정자들이 편견을 줄이기 위하여 

측정값뜬 도구를 사용하는 측정자가 아닌 다 

른 측정자가 읽었다. 측정자들의 측정순서는 

확률적으로 하였다 

4. 분석방법 

각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값들은 3회 측 

정한 값의 평균을 내어 분석의 자료로 삼았 

다.4가지 도구의 동시 타당도를 측정 하기 위 

표2. 측정 도구에 따른 우측 주관절의 굴곡각도 

해서는 피어슨 누적 상관계수(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그러나 한 측정자에 의해 측정된 값들의 평균 

값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측정자간 신뢰도를 구할 

때에는 급간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s)를 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ICC(2，1)을 사용하였다. 

m. 결과 

각 측정도구별로 대상자의 우측 주관절에서 

측정 된 굴곡각도는 표2와 같다 

단위:도 

표준펀차 특 성 펴。 균 

Universal 147.5 

Fluid-based 156.0 

Digital LCD 146.2 

Elec야tro아mc 149.1 

6 

9 

8 

8 

”
。
(b 

?O 

Q
υ
 

측정도구별로 우측 주관절에서 측정된 각도 

를 살펴보면 Fluid-based 측각계의 평균값이 

가장 크고 표준편차는 Electro 측각계가 가장 

표3. 측정도구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컸다. 

각 측정도구간의 동시타당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피 어 슨 누적 상관계수플 구하였다(표3). 

측각계 종류 Universal Fluid-based Digital LCD 

Fluid-based .86** 

Digital LCD .94** .89** 

Electronic .33 .37 .32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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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간의 상관계수는 Universal 측각계 다ûvers떠 측각계로 우측 주관절의 각도를 측정 

와 Digital LCD 측각계가 가장 높았고 통계 하였을 때 각 측정자간의 측정값간 일치도를 살펴 

학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본 결과 측정자간 상관계수 r= .00이상이었다〈표4). 

표4. Universal 측각계 사용시 측정자간 피어슨 상관계수 

측정자 1 측정자 2 측정자 3 

뜩정자 2 

뜩정자 3 
뜩정자 4 

.84" 

.82" .82
0

' 

.87“ .80" .87" 

**: p < .(Xn 

Fluid-bast닙 측각계로 우측주관절의 각도를 도를 살펴본 결과 측정자칸 상관계수 r은 

측정하였을 때 각 측정자간의 측정값간 일치 .84-.91 사이에 있었다(표5). 

표5. Fluid-based 측각계 사용시 측정자간 피어슨 상관계수 

측정자 l 측정자 2 측정자 3 

측정자 2 

측정자 3 

측정자 4 

.85" 

.85‘* 

.89" 

.84** 

.84“ .91" 

**: p < .001 

Digital LCD 측각계로 우측주관절의 각도 치도를 살펴본 결과 측정자간 상관계수 r은 

를 측정하였을 때 각 측정자간의 측정값간 일 .84-.91 사이에 있었다(표6). 

표6. Digital LCD측각계 사용시 측정자간 피어슨 상관계수 

측정자 2 
측정자 3 

측정자 4 

劉-
γ
 

F 

측정자 2 측정자 3 

.82" 

.76" 

.82" .83" 

**: p < .001 

전자 측각계로 우측주관절의 각도를 측정하 펴본 결과 측정자간 상관계수 r은 .94-.97 사 

였을 때 각 측정자간의 측정값간 일치도를 살 이에 있었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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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전자측각계 사용시 측정자간 피어슨 상관계수 

측정자 l 측정자 2 측정자 3 

측정자 2 
측정자 3 

측정자 4 

.94" 

.97" 

.95“ 

.96" 

.97" .96" 

**: p < .001 

각 도구별 측정자간 신뢰도를 급간내 상관계 수로 분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8. 각 도구별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측각계 종류 측정자간 신뢰도 95% 신뢰구간 

Universal .82 .73-.89 
Fluid-based .82 .69-.90 

Digital LCD .78 .67-.87 

Electronic .96 .93-.97 

측정자간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전자 측 

각계이었고 측정자간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 

은 Digital LCD측각계 이었다. 

각 도구별 측정자내 신뢰도를 급간내 상관 

계수로 분석한 결과를 표9에 제시하였다. 

표9. 각 도구별 측정자내 신뢰도 

측각계 종류 측정자1 신뢰구간* 측정자2 신뢰구간 측정자3 신뢰구간 측정자4 신뢰구간 

Universal .98 .97-.98 .91 .86-.95 .95 .91-.97 .92 .'ð7-.95 
Fluid-based .95 .92-.97 .92 .'ð7-‘95 .94 90-.~ 93 .88-.96 
Digital LCD .97 .95-.98 .91 86-.95 .89 .82-.없 .98 .96-.99 
Electronic .96 .93-.97 .98 .97 없 .~ .93-.98 .97 .96-.99 

* 95% 선뢰구간임. 

각 도구별로 측정자내 신뢰도를 알아본 결 신뢰도가 높았다. 

과 연구에서 사용된 측각계 모두가 측정자내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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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고찰 

물리치료학에서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는 것 

은 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다. 임상에서 물리치 

료사들이 환자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근력검사 

와 관절가동법위를 측정하게 된다. 관절가동범 

위의 측정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측정도 

구의 신뢰도와 측정자간 신뢰도와 측정자내 신 

뢰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사용되기 시 

작한 관절가훈범위 측정기들과 기존에 사용되 

는 관절가동범위측정기뜰 사이에 어느 정도의 

동시타당도， 그리고 측정자간신뢰도， 측정자내 

신 뢰 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4개 의 관절측각계 

와 4명의 평가자가 동원되었다. 

측정변수가 둥간변수인 경우 신뢰도를 살펴 

보는 방법에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로 보는 방법，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로 보는 

방법， 급간내 상관계수로 보는 방법이 었다. 그 

러나 단순히 관찰자간의 일치도만 보는 것인 

관찰자간 일 치 율(observer agreement)은 우연 

으로 인한 일치가능성(chanæ 쟁reer없1t)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피어슨상관계수는 두 

군의 점수가 동시에 변하는 정도만을 나타내 

줄뿐이다. 만일 두군의 평칸과 표준편차가 비 

슷하지 않다면 여기서 나온 상관계수 r은 단지 

두군의 점수가 같은 방식으로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만 보여줄 뿐이다(Richman 둥， 1980). 

그리고 2명 이상의 평가자가 동일한 대상자를 

반복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신뢰도계수를 구하 

기 어렵다(Stratford， 1984). 이러한 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급간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ìs, ICCs)이 다. 
급간내 상관계수는 주로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 

해서 사용한다. 계산방법은 주로 분산분석에서 

나온 결과치들을 이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측정기구들간의 동시타당도를 

보기위해서는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 

고 측정자간 신뢰도와 측정자내 신뢰도를 구하 

기 위해서는 급간내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우측 주관절 굴곡각도에 대한 측정값들을 측 

정도구별로 비교해보았을 때(표2) ， 전자측각계 

가 가장 평균값이 높았고 표준펀차도 가장 컸 

다. 이러한 이유는 전자측각계가 너무 예민하 

여 측정시 빨생될 수 있는 작은 위치변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Universal측각계로 측정된 값과 전자측각계로 

측정하였을 때의 값의 차이는 10도 미만이었다. 

측정도구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Universal측각 

계와 Digital LCD측각계와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고(r=.33) ， 전자측각계와 Fluid-based 측각 

계(r= .37)와의 상관성이 가장 낮았다(표3). 또 

한 각 측정도구에 대하여 측정자간 신뢰도를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로 살펴본 결과 Digital 

LCD측각계를 제외한 Universal 측각계， Fluid 

based 측각계에서는 양호한 상태이었다(표4， 

표5， 표6). 특히 전자측각계 로 측정 된 경우 측 

정자간 신뢰도는 모두 .94이상으로 높았다. 

한 측정도구가 신뢰도가 어느 정도이어야 엄 

상에서 사용가능한 지는 임상에서 어떤 목적 으 

로 사용되느냐에 좌우된다. 그리고 신뢰도 계 

수의 해석에 있어서도 연구자들마다 임의적으 

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 는 

Fleiss(986)가 정 한 지 침 을 따랐다. 그에 의 하면 

급간내 상관계수가 .75이상이면 우수(excellent) ， 

.40-.75이 면 양호(good) ， 그리 고 .40 이 하이 변 

불량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측정자내 변 

화보다는 측정자간 변화가 큰것으로 알려져 있 

다(Ekstrand 둥， 1982; Hellebrandt, 1949; Low, 

1976, Stratford, 1984). 이 연구에서도 측정자 

간 신뢰도는 .78에서 .96사이 에 있었던 반면에 

측정자내 신뢰도는 각 도구별로 .95에서 .98로 

높았다(표8， 표9). 

급간내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기호 ICC는 괄 

호안에 2가지 숫자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ICC(l ，k)에서 k는 평가자(judges)의 수를 나타 

낸다. 1은 일방향 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때ance)이 사용되 었음을 나타낸다. ICC(2，k)나 

ICC(3，k)는 two-way ANOV A를 사용한 것을 

나타내며 평가자와 대상자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ICC(2，k)는 평 가자가 확률적 으 

로(randomly) 선택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n / “ F 
{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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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결과는 그 평가자가 속한 모집단에 적 

용되어 일반화될 수 있다. ICC(3，k)는 평가자가 

고정 (fixed)된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상자는 

한명이나 단지 k명의 평가자가 고정된 것을 나 

타내므로 그 평가자들간의 일치도만을 나타낼 

뿐이다. 흔히 사용되는 ICC는 ICC(2，1)이다. 왜 

냐하면 대부분 다른 평가자가 그 평가도구를 

사용할 때의 신뢰도를 알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ICC(2，1)을 사용하였다. 급간내 

상관계수의 범위는 o to +1사이에 있다. 

ICC(2，1l은 주로 Two-way random effects 

model애서 계산왼다. 공식은 

BMS-EMS ICC(R) = 
BMS+ Ck -l)EMS +k(JMS-EMS)/n 

k=number of raters or investigators 
n二number of subjects 
BMS Between subjects mean squared 
]Y1S 느 Between Judges(raters) mean squared 

(wltlun subjects) 

EMS Error or residua1 mean squared 

이다. 

급간내 상관계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Fleiss( 1986)는 >.75면 홀륭하다고 하였다. 측 

정도구의 신뢰도가 얼마가 되어야 신뢰할 만하 

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75정도 되면 

좋은(goodl 신뢰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75 

이하이변 취약한 신뢰도나 중등도(moderatel의 

신뢰도릎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 

구에서 신뢰도계수가 .90이상이면 합리적인 타 

당도(reasonable validity)가 있다고 한다 

(Portney 와 Watkins, 1993). 그러 나 이 러 한 기 

준은 젤대적인 것이 아니고 개개의 연구의 성 

격 에 비 추어 서 판단하여 야 한다 Richman 등 

(1 980)은 피어슨 상관계수로 보았을 때， 상관계 

수가 .80에서 1.0이변 매우 신뢰할 만하고， .60 

에서 .79사이면 중등도의 신뢰도를， .59이하이 

떤 신뢰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제시하였다. 급 

간내 상관계수와 피어슨 상관계수를 비교하였 

을 때， 일반적으로 급간내 상관계수가 낮게 나 

오므로 이 연구에서는 FleissCl988)의 기준을 

따랐다. 이 연구에서는 각 측정도구별 측정자 

간 신뢰도와 측정자내 신뢰도가 모두 .75이상 

이었으므로 측정도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신뢰 

도는 홀륭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측정도 

구별로 측정값의 차이도 10도 미만으로 측정도 

구별 동시타당도도 높다고 하겠다. 

이 연구애서는 측정자가 모두 불리치료를 전 

공하는 학생으로 아직 임상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타당도， 측정자간 신뢰도， 그리고 

측정자내 신뢰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연구대상자들이 건강한 성인이었으므로 동 

통이나 관절운동범위의 제한， 그리고 의사소통 

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높게 양호한 결파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상에서 환 

자를 대상으로 여 러 관절에 대하여 이 연구와 

같은 실험설계를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Universal측각계， Fl버d-based 

측각계， Digital LCD측각계， 전자측각계에 대 

하여 동시타당도， 그리고 측정자간신뢰도， 측정 

자내 신뢰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40명의 건강한 학생이었고， 4명의 임상경험이 

없는 평가자가 대상자의우측 주관절 꿀곡각도 

를 측정하였다. 측정순서는 확률적인 순서이었 

으며 측정횟수는 3회이었다. 각 측정도구간 동 

시타당도는 Universal측각계와 Digital LCD의 

경우 r= .94로 가장 높았다. 각 측정도구별 측 

정자간 신뢰도를 피어슨 누적상관계수로 알아 

본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이었다. 측정도구별 

로 측정자간 신뢰도를 구한 결과 전자측각계가 

ICC=.96으로 가장 높았고 Digital LCD는 

ICCC2，1) =.78로 가장 낮았다. 각 측각계에 대한 

측정자내 신뢰도는 모두 ICCC2，1)느 .90이상으로 

우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4종류의 측각계 

가 정상인의 우측 주관절 굴독각도플 측정할 

때 동시타당도， 측정자간 신뢰도 그리고 측정 

자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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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내 신뢰도까 우수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임상의 환자찰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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