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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of validity of thoracic kyphosis and pelvic tilt using smartphone 

application in chronic stroke patients. Methods Subjects were stroke patients (n=15) and healthy controls (n=15). The 

minimal detectable change (MDC) and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SEM) were estimated to determine a real change 

for thoracic kyphosis and pelvic tilt angle. Correlation was analyz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smartphone 

application and inclinometer. Results The thoracic kyphosis and pelvic tilt angle had an SEM of 1.88, 1.10, MDC of 

3.68, 2.17. The high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measured with the inclinometer data and the measured by the 

smartphone application data (thoracic kyphosis, r=0.93, p<0.001; pelvic tilt r=0.93, p<0.001). Conclusion Our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smartphone application was appropriate to measure thoracic kyphosis and pelvic tilt angle in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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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세조절은 중력에 대항하여 몸통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

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감각계, 근골격계, 신경계의 상호작용

이 필요하다. 적절한 자세조절은 앉거나 선 자세 유지하기, 이

동하기, 일상생활 동작 수행하기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1)
 하지만 뇌졸중 환자들은 중추신경계의 손

상으로 감각기능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근 긴장도, 저

하된 근 긴장도, 불규칙한 근 긴장도와 같은 근 긴장도의 변

화 그리고 근력 약화로 인하여 자세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2)
 

따라서 뇌졸중 환자들은 앉은 자세에서 몸통을 바로 세우지 

못하며, 앉은 자세에서 건강한 성인과 비교하여 과도한 에너

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근 피로를 유발하게 되고, 기능적 수

행능력과 사회적 참여에 제한된다. 또한 부적절한 자세로 인

하여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3)
 시상면에서 등뼈 만

곡과 골반 기울기는 뇌졸중환자의 기능을 평가하고, 치료효과

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측정된다. 일반적으로, 등뼈는 20-45° 

사이의 뒤굽이각을 형성하며 상부 척추의 각도가 45°를 넘어

서면 과도한 척주뒤굽음증(hyperkyphosis)으로 분류된다.
4)
 

등뼈 뒤굽음증의 증가는 신체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호흡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적절한 등뼈 뒤굽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6)

 

골반은 척추와 하지를 연결하며, 몸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는 적절한 골반 기울기가 요구된다. 하지만 뇌졸중 환자들은 

시상면에서 골반의 전방과 후방 기울기의 비대칭이 발생하기 

때문에 몸통 바로 세우기에 제한을 가지게 되며 이는 하지의 

안쪽돌림과 바깥쪽돌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7)
 이와 같은 이

유에서 뇌졸중 환자들은 건강한 성인과 비교하여 앉고, 서는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골반의 전방, 후방 기울기는 척추

와 몸통 자세조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에서 

등뼈의 만곡과 골반 기울기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방법이 요구

된다.
8)
 고전적으로 시상면에서 척추의 정렬을 측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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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troke patients
(n=15)

Healthy controls
(n=15)

Age (years) 62.13 ± 8.32 64.86 ± 9.35

Sex (Males:Females) 10:5 10:5

Height (cm) 163.13 ± 9.81 167.73 ± 8.21

Weight (kg) 61.80 ± 9.95 61.20 ± 9.43 Figure 1. Assessment of thoracic kyphosis

으로는 방사선 촬영에 의한 방법, 줄자를 이용하는 방법, 인클

리노미터를 이용하는 측정방법이 있다.
9,10)

 방사선 촬영에 의

한 방법은 반복적인 방사선 촬영에 의한 방사선 노출에 위험

이 있으며, 정적인 자세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
11)

 줄자를 이

용한 방법은 척추의 굽힘과 폄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한 방법이

지만 골반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10)

 임상적

인 환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신뢰도가 우수하

며, 측정시간이 짧은 방법이 필요하다. 인클리노미터를 이용한 

측정방법은 척추 각도와 골반의 기울기를 모두 측정할 수 있

으며 척추 각도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

다.
12)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됨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건강한 성인의 척추 정렬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뇌졸중 환자를 대상

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등뼈 만곡과 골반 기울

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등뼈 만곡과 

골반 기울기를 건강한 성인과 비교해 본다면 척추와 근육의 

균형을 이해하고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뇌졸중 환자의 등뼈 뒤굽이각과 골반기울기를 측정하고, 

측정의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함이며, 둘째, 뇌졸중 환자와 건

강한 성인의 시상면상 등뼈 뒤굽이각과 골반기울기를 비교하

여 시상면의 정렬차이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15명의 뇌졸중 환자

와 건강한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선정조

건은 뇌졸중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보조기구 없

이 독립적으로 1분 이상 서기가 가능한 자, 연구자의 지시사

항을 이해하고 수행 가능한 자, 척추와 하지의 정형외과적 질

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연구에 참

여하기 전 연구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연구기간 도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인지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였다. 표본크기 산출을 위하여 G power 3.1.3 

(University of Dusseldorf, Dusseldorf, Germany)을 이용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 80% 파워, 효과크기 0.85조건하에 

최소 표본크기는 군별 10명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중도 탈락을 고려하여 군별 15명씩, 총 30명을 모집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iHandy Level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하였다. iHandy Level 어플리케이션은 측정 값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와 등뼈의 만곡과 골반의 기울기를 결정

할 수 있는 디지털 인클리노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누구

에게나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측정 시간이 10분 이내이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도구이

다. iHandy Level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척추 기울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평계(inclinometer)와 높은 상관관

계를 나타냈으며(r=0.86), 검사자간 신뢰도 0.90, 검사-재검사 

신뢰도0.85로 우수한 수준을 보인다.  

3. 측정방법

측정에 앞서 목을 부드럽게 굽히고 펴기를 3회 반복하고, 숨

을 들여 마시고 내쉬기를 3회 반복하여 대상자가 편안한 위치

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을 위하여 대상자들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 자세를 취하였다. 등뼈의 만곡을 측정

하기 위해서, 일곱 번째 목뼈와 첫 번째 등뼈 사이, 열 두번째 

등뼈와 첫 번째 허리뼈 사이에 각각 스마트폰의 아랫면을 위

치하여 각도를 측정하고 두 측정값을 더하여 등뼈 만곡으로 

결정하였다.
13)

 첫 번째 등뼈는 일곱 번째 목뼈에서 아래로 내

려가면서 결정하였고, 첫 번째 허리뼈는 다섯 번째 허리뼈에

서 올라가면서 촉지하여 결정하였다. 골반 기울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허리뼈와 첫 번째 엉치뼈 사이에 스마트폰

의 아랫면을 위치하여 골반 기울기를 측정하였다.
14)

 다섯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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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validity,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and minimal detectable change

Validity SEMa MDCb

Thoracic kyphosis 0.93 1.88 3.68

Pelvic tilt 0.93 1.10 2.17
a
SEM: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b
MDC:minimaldetectablechange

Table 3. Comparison of the thoracic kyphosis and pelvic tilt angle

Stroke patients
(n=15)

Healthy controls
(n=15)

t p

Thoracic kyphosis (°) 51.39 ± 7.71 32.49 ± 2.29 -9.79 0.002
*

Pelvic tilt (°) 24.08 ± 4.96 11.15 ± 1.68 -9.55 0.003
*

째 허리뼈를 촉지하기 위해서 네 번째 허리뼈를 장골능(iliac 

crest)의 높이로 결정한 후 내려가면서 촉지하여 결정하였다. 

골반 기울기는 0°는 골반이 수직으로 위치해 있음을 나타내

며, 양의 값이 클수록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은 골반이 뒤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의미한

다. 측정은 총 3번 하여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15)

 

4. 통계방법

통계학적 분석을 위하여 윈도우용 PASW 프로그램 버전 18.0

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자료 값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

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95%신뢰구간의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였으며, 뇌졸중 환자분과 건강한 성인의 등뼈 만곡과 골반 기

울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을 실시하였다. 또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measure-

ment, SEM)값과 최소감지변화(minimal detectable change, 

MDC)값을 계산하였다. 급내상관계수는 값이 0.75이상이면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0.75 미만이면 신뢰도가 중등도 수

준인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16)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

로 하였다.

III. 결 과 

뇌졸중환자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등뼈 만곡 0.93, 골반 기

울기 0.95로 확인되었으며,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SEM)는 등뼈 만곡 1.88, 골반 기울기 1.10으

로 확인되었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한의 변화를 나타

내는 최소감지변화(minimal detectable change, MDC)는 

등뼈 만곡 3.68, 골반 기울기 2.17로 확인되었다. 인클리노미

터로 측정한 측정값과 스마트폰 어프리케이션으로 측정한 값 

사이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등뼈 만곡, r=0.93, 

p<0.001; 골반 기울기r=0.93, p<0.001) (Table 2). 뇌졸중 

환자와 건강한 성인의 등뼈 만곡과 골반 기울기를 비교한 결

과 등뼈 만곡은 뇌졸중 환자군에서 51.39 ± 7.71°, 건강한성

인에서 32.49 ± 2.29°로 확인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t=-9.79, p=0.002), 골반 기울기는 뇌졸중 환자군에서 24.08 

± 4.96°, 건강한 성인에서 11.15 ± 1.68°로 확인되어 골반 

기울기 역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9.55, 

p=0.003) (Table 3). 

Ⅳ. 고 찰

본 연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등뼈 만곡과 골반 기울기를 측정하여 신뢰도를 알아보고, 뇌

졸중 환자와 건강한 성인의 등뼈 만곡과 골반 기울기를 비교

하여 뇌졸중 환자와 건강한 성인의 시상면상 정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뇌졸중환자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등뼈 뒤굽이각 0.93, 골반 기울기 0.95로 확인되었다. 

Salamh과 Kolber(2014)의 연구에서는 2명의 측정자가 30명

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수평계(inclinometer)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선 자세에서 허리뼈 만곡을 측정하

고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수평계를 이용한 측정에서 측정자간 

신뢰도와 측정자내 신뢰도는 각각 0.90과 0.85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측정에서 측정자간 신뢰도와 측정자내 신

뢰도는 각각 0.96과 0.81로 나타났다.
17)

 Koumantakis 등

(2016)의 연구에서는 18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선 자세에서 허리뼈 만곡과 골반 기

울기를 측정하고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허리뼈 만곡과 골반 

기울기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각각 0.96, 0.97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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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오차는 2.13, 1.61로 나타났다.
18)

 본 연구에서는 등뼈 만

곡과 골반 기울기를 측정하여 대상자와 측정부위는 선행연구

와 다르지만, 측정자내 신뢰도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최

소감지변화값은 등뼈 만곡이 3.68, 골반 기울기가 2.17로 확

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뇌졸중 환자가 중재 이후에 등뼈 

만곡이 3.68°, 골반기울기가 2.17° 이상 향상된다면, 결과는 

측정오차를 넘어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뇌졸중 환자와 건강한 성인의 시상면상 등뼈 만곡을 비교

해본 결과 뇌졸중 환자군는 약 51.4° 건강한 성인은 32.5° 로 

확인되어 뇌졸중 환자와 건강한 성인사이에는 약 18.9°의 차

이가 확인되었다. Lewis와 Valentine(2010)의 연구에서는 건

강한 성인과 어깨 통증환자의 등뼈 만곡을 비교한 결과 건강

한 성인의 등뼈 만곡은 약 35.5°였고, 어깨 통증환자는 약 

37.6°였다.
15)

 뇌졸중 환자의 등뼈 만곡이 건강한 성인보다 큰 

이유는 뇌졸중 환자의 척추 폄근 약화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

다. Kasukawa 등(2010)은 노인의 등뼈 만곡은 척추 폄근의 

근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19)

 유사하게, Briggs 등

(2007)은 등뼈 만곡의 증가는 몸통을 바로 세우는 척추 폄근

의 근력과 척추 하중(spinal loads)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20)

 본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골반 기울기는 약24.1°, 

건강한 성인의 골반 기울기는 약11.1°로 확인되어, 약 13.0°

의 차이를 보였다. Lopez-Minarro 등(2012)의 연구에서는 

선 자세에서 건강한 성인의 골반 기울기를 측정한 결과 약 

11.3°로 확인되었다.
21)

 유사하게 Roussouly 등(2005)의 연

구에서는 서 있는 동안 건강한 성인의 골반 기울기를 방사선 

촬영으로 확인한 결과 약 12.0°로 확인 되었다.
22)

 이처럼 뇌

졸중 환자의 골반 기울기가 건강한 성인과 비교하여 골반 기

울기 값이 큰 이유는 뇌졸중 환자의 복부 근육 활성도가 건강

한 성인과 비교하여 낮아져 있고, 몸통의 폄근은 과도하게 활

성화 되어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3)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뒤넙다리근 근육은 골반에 기시하기 

때문에 뒤넙다리근의 길이와 골반 기울기와 상당한 연관이 있

다.
2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뒤넙다리근의 길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뒤넙다리근의 길이를 고려하여 골반 

기울기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골반의 기울기는 몸통을 

조절하는 능력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 자세

에서 뇌졸중 환자의 골반 기울기가 건강한 성인과 비교하여 

전방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골반의 기울

기가 몸통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골반 기울기가 몸통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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