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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ter- and intra-examiner reliability of the sacroiliac joint

(SIJ) anatomical landmarks palpation. Two physical therapists and one doctor specializing in rehabilitation

examined 22 asymptomatic subjects. They examined anterior superior iliac supine (ASIS), posterior supe-

rior iliac supine (PSIS) and iliac crest (IC). For the assessment of intra-examiner reliability, 3 examiners

repeated the measurements 3 times over a 2-week interval. Kappa (Kg) yielded intra-examiner reliability

that ranged between slight to fair for the ASIS (Kg=.06 to .26; mean Kg=.19), and slight for the

PSIS(Kg=-.04 to .18; mean Kg=.07) and slight to fair for the IC (Kg=.06 to .32; mean Kg=.21). Inter-ex-

aminer reliability was slight (ASIS Kg=.13; PSIS Kg=.05; IC Kg=.14).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li-

ability of the assessing SIJ anatomical landmarks using palpation and observation as an indication of SIJ

dysfunction still remains questionable. Before this test can be relied upon as an accurate indicator of SIJ

dysfunction, it must undergo further research. This further research needs to examine not only reliability,

but also validity, sensitivity and specificity.

Key Words: Landmak palpation; Sacroiliac joint.

Ⅰ. 서론

엉치엉덩관절의 통증은 직접적인 충격, 한 방향으로

의 골반의 뒤틀림, 반복적이고 비틀리는 힘에 의해 생

긴다(McKenzie-Brown 등, 2005). 이러한 엉치엉덩관절

의 생체역학적인 이상의 원인으로 엉치엉덩관절 혹은

엉치엉덩관절 주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엉치엉덩관

절의 이상이라 지칭한다(Dreyfuss 등, 1994; Dreyf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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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996). 일반적으로 엉치엉덩관절의 이상은 하지의 통

증이 있거나 혹은 통증이 없어도 허리 혹은 엉덩이 부위

통증의 잠재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Hansen과 Helm,

2003). Slipman 등(2000)은 엉치엉덩관절의 연관통 부위

가 엉덩이 통증 부위의 94%, 요추 통증 부위의 72%, 하

지 통증 부위의 50%, 서혜부(groin) 통증 부위의 14%와

겹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엉치엉덩관절, 척추, 다른 구조

물-인대, 근육과의 구조적 관계와 광범위한 신경 분포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Hansen과 Helm, 2003).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확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요통과 엉치엉덩관절의 이상을 감

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Kirkaldy와 Hill, 1979).

엉치엉덩관절 부위의 이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3가지 검사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Freburger와 Riddle, 1999; Freburger와 Riddle, 2001;

Potter와 Rothstein, 1985). 첫 번째로, 정적인 자세에서

엉치엉덩관절과 관련된 뼈의 기준점인 위앞엉덩이뼈가

시(Anterior Superior Iliac Supine, ASIS), 위뒤엉덩이

뼈가시(Posterior Superior Iliac Supine, PSIS), 엉덩뼈

능선(Iliac Crest, IC)을 촉진해서 좌우 대칭여부를 확인

하여 엉치엉덩관절의 이상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검사를 바탕으로 뼈의 기준점

(landmark)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검사 방법

으로는 질렛(Gillet) 검사법, 앉은 자세와 선 자세에서의

PSIS 검사법이 있다. 세 번째로, 엉치엉덩관절에 힘을

가해서 환자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검

사 방법이 있다. 검사 방법으로는 신연(distraction) 검

사법, 대퇴부밀기(thigh thrust) 검사법, 갠슬렌

(Gaenslen) 검사법, 압박(compression) 검사법, 천추밀

기(sacral thrust) 검사법이 있다(Lasslett 등, 2003).

Potter와 Rothstein(1985)은 앉은 자세와 선자세 굴곡

검사(sitting and standing flexion test), 선자세 질렛

검사법(standing Gillet test)에서 46.7%～50.0%의 일치

율을 얻어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제한점은 카파

(kappa) 계수를 구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일치

율은 우연이 개입되어 생긴 일치율을 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충휘, 2004; Freburger와 Riddle, 2001).

Dreyfuss 등(1996)은 질렛 검사법을 물리치료사와 카이

러프랙틱의사(chiropractic doctor)가 실시하였을 때 검

사자간 신뢰도가 k=.22이었다고 보고하였다. Riddle과

Freburger(2002)는 기립굴곡검사(standing flexion test)

에서 k=.32, 앉은 자세 PSIS검사(sitting PSIS test)에서

k=.37라고 보고하였다. Vincent-Smith와 Gibbons(1999)는

기립굴곡검사에서 검사자간 신뢰도가 k=.05, 검사자내 신

뢰도가 k=.46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엉치엉덩관절뼈 기준점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엉치엉덩관

절의 이상을 평가하였는데, 신뢰도가 다양하게 나왔다.

이와 같이 검사자간 그리고 검사자내 신뢰도가 다양

하게 나타난 결과는 검사자들이 같은 곳을 촉진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적인 자세에서 엉치엉덩관절뼈

의 기준점 측정은 엉치엉덩관절의 움직임 측정의 바탕

이 되기 때문에 정적인 자세에서 엉치엉덩관절뼈의 기

준점 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

다(O'Haire와 Gibbons, 2000). Potter와 Rothstein(1985)

의 연구에서 선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IC, ASIS, PSIS

의 대칭 여부를 측정했을 때 검사자간 일치율은 35.29～

43.75%이었다. O'Haire와 Gibbons(2000)는 검사자간

PSIS 촉진 신뢰도가 평균 Kg(generalized Kappa)=.04,

검사자내 PSIS 촉진 신뢰도가 평균 Kg=.33이었다. 이와

같이 엉치엉덩관절의 이상을 검사하는데 신뢰도가 낮다

고 보고하였다. 검사자내 낮은 신뢰도와 검사자간 다양

한 신뢰도는 정형물리치료적 진단과 치료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문제의 원

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확한 진단

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

니라, 환자의 예후를 판단하는데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Vicent-Smith와 Gibbons, 1999).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엉치엉덩관절의 ASIS,

PSIS, IC의 좌우 대칭 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검토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을 대상

으로 정적 선 자세에서 엉치엉덩관절의 ASIS, PSIS,

IC의 좌우 대칭 검사를 하여 검사자간, 검사자내 신뢰

도를 알아보았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와 검사자

서울 소재 모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2명의 물리치료사와

1명의 재활의학과 의사가 검사자로 참여하였다. 2명의 물

리치료사는 임상경력이 각각 7년과 5년이었다. 재활의학과

의사의 임상경력은 1년 6개월이었다(표 1). 통증이나 근골

격계 및 신경학적 이상이 없고, 피부 민감성이 없는 정상

인 남자 10명, 여자 12명이 피검사자로 참여하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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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 성 나이(세) 직업 임상경력(년)

1 남 33 물리치료사 7

2 남 32 물리치료사 5

3 남 31 의사 1.5

표 1. 검사자의 일반적 특성

피검사자 평균±표준편차 범위

나이(세) 27.4±4.5 23～38

키(㎝) 165.3±6.0 152～177

몸무게(㎏) 59.9±10.3 45～75

체질량 지수(㎏/m
2
) 21.8±2.8 17.93～25.9

표 2. 피검사자의 일반적 특성 (N=22)

2. 실험방법

검사자들에게는 물리치료사가 엉치엉덩관절 뼈의 기준

점을 검사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검사자들은 각각 커튼

으로 가려진 분리된 공간으로 들어가서 피검사자를 측정

하였다. 한 명의 검사자로 한 명의 피검사자를 측정하게

한 다음 이동하여 다른 검사자들이 측정하게 하였다. 피

검사자와 검사자 모두에게 검사 결과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2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하여

검사자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Haywood 등, 2004).

가. 선 자세에서 ASIS의 높이 측정

피검사자는 신발을 벗고 발을 30 ㎝ 정도 벌리고 섰

다.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앞에 똑바로 서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서서 환자 골반의 ASIS 바로 밑까지 검사자

의 각각의 엄지손가락을 대고 ASIS까지 밀어 올렸다.

검사자는 ASIS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촉진 될 때까

지 연부 조직을 눌렀다. 그 후 검사자는 각각의 엄지손

가락 높이가 같은지 아니면 어느 쪽이 높은지 기록하였

다(Erhard와 Bowling, 1977).

나. 선 자세에서 PSIS의 높이 측정

피검사자는 신발을 벗고 발을 30 ㎝ 정도 벌리고 섰

다.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뒤에 똑바로 서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서서 각각의 PSIS의 밑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PSIS의 튀어나온 부분의 바로 밑까지 밀어 올렸다. 검

사자는 각각의 엄지손가락 높이가 같은지 아니면 어느

쪽이 높은지 기록하였다(Erhard와 Bowling, 1977).

다. 선 자세에서 IC의 높이 측정

피검사자는 신발을 벗고 발을 30 ㎝ 정도 벌리고 섰다.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뒤에 똑바로 서거나 무릎을 구부리

고 서서 엉덩뼈 능선을 촉진하였다. 그 후 어느 쪽의 엉

덩뼈 능선이 높은지 기록하였다(Erhard와 Bowling, 1977).

3. 분석방법

신뢰도는 2명(개) 이상의 검사자(법)에 대한 관찰자

(검사법)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일반화된 카파

(Generalized Kappa: Kg)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leiss, 1971; Haas, 1991a). 일반화된 카파계수는

Kg=(Po-Pe)/(1-Pe)로 표현하며, Po는 관찰일치도의 비

율이고, Pe는 우연에 의한 기대일치도의 비율이다. 검

사자들 간의 모든 사례에서 일치한 경우에는 카파지수

가 1이 되지만 관찰된 일치도가 기대일치도와 같을 때

는 카파지수가 0이 된다. 만약 관찰일치도가 기대일치

도보다 작은 경우에는 음수가 된다(이충휘, 2004).

Landis와 Koch(1977)는 카파지수를 .0～.20=매우 약함

(slight), .21～.40=약함(fair), .41～.60=중간(moderate),

.61～.80=높음(substantial), .81～.99=매우 높음(almost

perfect)이라고 구분하였다.

Ⅲ. 결과

1. 검사자간 일치도

물리치료사 2명, 재활의학과 의사 1명이 22명의 피검

사자에 대하여 각 기준점을 3회씩 측정한 후 검사자간

일치도를 구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엉치엉덩관절의 3

곳에 위치한 기준점에서 검사자간 일치도는 모두 매우

약함(slight) 일치도를 나타내었다(ASIS Kg=.13, PSIS

Kg=.05, IC Kg=.14).

2. 검사자내 일치도

피검사자 22명에 대하여 각 기준점을 3번 반복하여

촉진한 후 검사자내 일치도를 각 검사자별로 계산하였

다(표 4). ASIS의 촉진은 매우 약함(slight)에서 약함

(fair)의 일치도를 보였고(Kg=.06～.26), PSIS에서는 매

우 약함(slight)의 일치도를 보였다(Kg=-.04～.18). IC에

서는 매우 약함(slight)에서 약함(fair)의 일치도를 보였

다(Kg=.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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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
ASIS PSIS IC

Po Pe Kg Po Pe Kg Po Pe Kg

1 .41 .37 .06 .48 .38 .18* .42 .38 .06

2 .59 .44 .26** .65 .62 .07 .64 .50 .27**

3 .67 .55 .25** .91 .91 -.04 .80 .71 .32**

ASIS: 위앞엉덩이뼈가시(Anterior Superior Iliac Supine), PSIS: 위뒤엉덩이뼈가시(Posterior Superior Iliac Supine), IC:

엉덩뼈 능선(Iliac Crest), Po=관찰일치비율, Pe=우연에 의한 기대일치비율, Kg=일반화된 카파계수

*p<.05

**p<.01

표 4. 엉치엉덩관절의 해부학적 기준점에 대한 검사자내 일치도

대상자
ASIS PSIS IC

R>L L>R R=L R>L L>R R=L R>L L>R R=L

1 5 0 4 3 1 5 5 0 4

2 1 0 8 1 0 8 1 0 8

3 1 2 6 0 1 8 0 1 8

4 1 4 4 1 4 4 2 2 5

5 3 0 6 2 1 6 3 0 6

6 1 5 3 0 0 9 1 0 8

7 4 1 4 1 1 7 5 1 3

8 1 2 6 0 3 6 2 0 7

9 2 2 5 1 1 7 2 1 6

10 0 0 9 0 1 8 1 0 8

11 4 0 5 2 0 7 3 1 5

12 0 4 5 0 3 6 0 4 5

13 0 2 7 0 1 8 2 0 7

14 1 2 6 2 2 5 1 2 6

15 2 3 4 2 2 5 0 1 8

16 3 1 5 2 2 5 4 2 3

17 9 0 0 5 0 4 9 0 0

18 2 0 7 1 1 7 3 0 6

19 0 0 9 0 0 9 0 0 9

20 1 4 4 1 2 6 1 2 6

21 3 1 5 0 0 9 3 0 6

22 1 2 6 0 1 8 1 2 6

합계 45 35 118 24 27 147 49 19 130

Po .51 .60 .57

Pe .44 .58 .50

Kg .13 .05 .14

SE .05 .05 .06

p .02 .16 .01

ASIS: 위앞엉덩이뼈가시(Anterior Superior Iliac Supine), PSIS: 위뒤엉덩이뼈가시(Posterior Superior Iliac Supine), IC:

엉덩뼈 능선(Iliac Crest), R>L: 오른쪽이 높다고 한 경우, L>R: 왼쪽이 높다고 한 경우, R=L: 양쪽의 높이가 같다고 한

경우, Po=관찰일치비율, Pe=우연에 의한 기대일치비율, Kg=일반화된 카파계수, SE=표준오차(null standard error)

표 3. 엉치엉덩관절의 해부학적 기준점에 대한 검사자간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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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엉치엉덩관절의 이상을 평가하는 검사방법 중에

ASIS, PSIS, IC의 좌우대칭 여부를 확인하는 감별진단

은 환자의 예후와 치료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므로

ASIS, PSIS, IC의 검사방법의 검사자간, 검사자내 신뢰

도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서 ASIS, PSIS, IC의 검사자간 신뢰도는 모두 매우 약

함의 일치도를 보였고 검사자내 신뢰도도 매우 약함

(slight)～약함(fair)의 일치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검사

자간, 검사자내 신뢰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정확한 촉

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andis와

Koch(1977)는 Kappa 값이 .21에서 .40 사이의 약함

(fair)이 나온다면 잘못된 측정의 결과이고, 측정 방법

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값이라고 하였다. 잘못된 측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치료사나 의사가 동일 환자를 치

료한다고 가정하면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옴에 따라 치

료방법이 달라질 것이고 환자에게 올바른 치료를 해줄

수 없을 것이다(Potter와 Rothstein, 1985). O'Haire와

Gibbons(2000)의 연구에서는 PSIS의 검사자간 신뢰도

와 검사자내 신뢰도가 평균 Kg=.04과 Kg=.3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간 다른 신뢰도가 나왔는데, 그 이유

는 실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한

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 후 다시 검사를 하기까지 2주의

시간 간격이 있었지만, O'Haire와 Gibbons(2000)의 연구

에서는 2시간 30분의 간격을 두고 측정 하였다. 임상경

험이 많은 물리치료사의 검사자내 신뢰도를 검토해 본

결과 경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상 경험이 제일 많

은 1번 검사자보다 경험이 적은 2, 3번 검사자가 ASIS

와 IC측정의 검사자내 신뢰도가 높았다. Fritz 등(2000)

은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움직임 검사의 검사자내 신

뢰도가 경험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Mann

등(1984)도 IC의 좌우 높이를 검사하는 연구에서도 경험

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Mann 등(1984)은 피검사자의 체질량 지수에 따라

검사자간 신뢰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 검사자내 신뢰도가 검사자간 신뢰도보다 약간 높

게 나타났는데, Vincent-Smith와 Gibbons(1999)는 그

이유를 실험이 진행되면서 검사자의 촉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Haas(1991b)는 검

사자의 무의식적인 기억력으로 인해서 검사자내 신뢰도

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온 이유로는 피검사자

들이 측정할 때 마다 체중 지지를 양발에 똑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엉덩이가 외전이나 내전이 되어

골반의 완벽한 좌우 대칭이 확보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Guyton(1990)은 손가락의 두 점 구별능력이

1.0 ㎜에서 5.0 ㎜이기 때문에 촉진하는 동안 정확한 측

정을 할 수 없었으며, 검사자들 개인마다 다양한 감각

능력과 손가락의 피부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게 나왔다고 하였다. Mann 등(1984)은 검사자들이

같은 뼈의 기준점을 촉진하더라도 주관적인 느낌이 틀

리다고 하였다. 피검사자들은 검사자들 마다 촉진하는

동안 누르는 힘이 다르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

험을 하기 전 누르는 압력에 대한 부분은 교육하지 않

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게 나왔을 것이다. 다른 연구

(Bendtsen 등, 1995; Jull과 Bullock. 1987)에서는 생체

되먹임(biofeedback) 기술을 적용하여 촉진압력을 조절

할 때 신뢰도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Mitchell 등(1979)

은 검사자들이 환자의 몸에 놓여진 손의 위치를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뼈의 기준점을 촉진하는 검사법이 신뢰도가 낮게 나

타난다면 다른 검사법으로 엉치엉덩관절의 이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X-ray를 통해서 엉치엉덩관절의 움직

임을 연구한 것에 의하면 회전 움직임이 2～4°이고, 평

행한 움직임은 2 ㎜ 정도였다(Kissling과 Jacob, 1996;

Sturesson 등, 1989). Badii 등(2003)은 복부의 CT 촬영

에서 엉덩뼈의 비대칭을 관찰하는 연구에서 신뢰도가

ICC(2,1)=.91로 나왔다. 이런 신뢰도라면 추후에 CT 촬

영을 통해서 엉치엉덩관절의 이상을 검사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incent-Smith와 Gibbons(1999)는 신뢰도는 단지 재

현성(reproducibility)을 보여주는 것이지, 정확성을 측정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근골격계 검사법에서 완벽

한 검사자간 신뢰도를 보였다고 해서 그 검사가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는 없다. 검사법이 정확도를 나타내려면

신뢰도뿐만 아니라, 타당도, 특이성, 민감도를 모두 갖

춰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방

법의 정확도는 타당도와 특이성, 민감도 모두를 검증하

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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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엉치엉덩관절의 ASIS, PSIS, IC의 좌우대

칭 여부의 검사자간, 검사자내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결과는 검사자간, 검사자내 신뢰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뼈의 기준점를 통해서 엉치엉

덩관절의 이상을 평가하는 정적인 선 자세 검사법과,

이를 이용하는 움직임 검사법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후

의 연구에는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며,

신뢰도뿐만 아니라 타당도(validity), 특이성(specificity),

민감도(sensitivity)를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검사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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