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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rends of pelvic 

correction therapy in Korea and to assist research activities on pelvic 

correction therapy. Also, this study selected and presented indicators for 

measuring pelvic slope to help  ensure consistent studies with uniform 

indicators in future studies related to pelvic correction. 

Methods : The following keywords “골반”, “골반 교정”, “골반 변위” “Pelvic 

correction” were searched on three specialized search sites (RISS, NAI, DBpia). 

Trends in pelvic correction therapy were analyzed through the selected 

researches suitable among these searched researches in an overview format.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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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1. A total of 7,806 studies were searched and a total of 268 studies were 

finally selected. 

2. Studies began in 1977 and have been actively studied until recently, with 35 studies 

in 2017 being the most recent trend since 2000. 

3. In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Main Field of Research, the ‘Arts and Kinesiology’

(113, 42.16%) and 'Medicine and Pharmacy'(103, 38.43%) were the most in order. To 

the Middle Field, the 'Kinesiology was the largest with 96(35.82%) studies. 

4. In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study design, 'Pre-Post Test(PPT)' was the largest 

with 107 studies.  

5. In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Intervention, 'Exercise' was the largest with 165 

studies, of which 'Pilates' and 'Yoga' in 'Training' was the largest.  

6. Among the evaluation method, the 'Pelvic Index' was used 146 times, followed by 

'Spinal Alignment (99)', 'Other Joints (93)', and 'Kinetic Specialized Measurement Test 

(56)'.  

7. Among the evaluation methods, the pelvic slope measurement indicators were PT 

(58), PH (48), Pelvic Torsion (40), Iliac Crest (38), ASIS-PSIS distance/angle (27), and 

Pelvic Width (I.W., I.L., S.W) (25) in order. 

8. The journals that published the most researches were KJSS(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9), and JKPT(Korean Physical 

Therapy;9). Among the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Silla University published the 

most papers (12). 

9. The author who published the most studies were Seungjin Park(3), the co-authors 

were Hoseong Lee, Gideok Park, Seongsu Bae(3), and the Thesis-Director Gyeongok 

Lee(7). 

Conclusions : 1. Studies on pelvic correction treatment continue to increase every 

year.   

2. The main academic field of pelvic correction is 'Sports', 'Physical 

Therapy', and 'Medical Science'. 

3. The most chosen research design method in the study on pelvic 

correction treatment was ‘Pre-Post Test(PPT)’, primarily as an 

intermediary, Pilates and yoga during exercise therapy, and then 

Chiropractic during handcraft were used as multiple frequencies. 

4. Among the various measurement method indicators of pelvic correction 

previously used, multiple frequency was taken up in the order of PT, PH, 

Pelvic Torsion, iliac crest, ASIS-PSIS distance/angle, and pelvic width 

(I.W.,I.L.,S.W). Typically, measurements through "ASIS-PSIS angle" are 

recommended and are considered as the most rational in clinical trials. 

 

* Keywords : 골반 교정 치료, 골반 변위, 연구동향, Pelvic Correction 

Treatment, Pelvic Tilt,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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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골반은 좌우의 관골(hip bone)과 뒤쪽의 천골(Sacrum) 및 미골(Coccyx)에 의해 둘러싸인 커다란 

그릇 모양의 골격으로[1], 오장육부를 담아 내부 장기를 보호, 균형을 조절하고 위로 얹혀진 척추를 

받치는 받침대 역할과 체간부와 하지 사이에 부하를 전달하고 상-하지를 상호 연결시켜 힘을 상하 

교차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중심골격체[2] 역할을 한다. 천골 위에 척추가 놓아져 있는 형태이

기 때문에 천골이 바른 위치일 때 요추를 비롯한 흉추, 경추, 두개골까지의 생리적 만곡이 바르게 

유지되어[3] 중력에 대하여 체중의 부하가 한 곳에 가해지지 않고 분산되며 척수를 통해 인체에 생

체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다[4]. 

하지만 경제발전과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신체활동이 제한적이 되고, 일상 생활상의 나쁜 자세 

습관과 스트레스, 복부비만, 과체중, 신체 균형이 틀어지는 업무형태 등으로 유발된 골반의 뒤틀림

[3]은 요추의 회전과 그로 인한 척추의 만곡 변형을 유발[5] 하여 인체의 생리적 만곡을 틀어지게 

만든다. 이로 인해 척추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 등의 연부조직에 긴장이 발생되고 척추가 변위를 일

으켜 요통이나 좌골신경통, 경부통, 어깨 결림 등의 근골격계 문제와 내부 장기, 자율신경계, 면역

체계 등까지 다양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6]. 

한의학은 음양오행의 기운을 조절해서 평형을 이뤄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조기(調氣)요법의 학문이

며[7], 水升火降의 상하, 오행의 원리에 입각한 전후좌우를 통한 상하전후좌우의 균형을 중요시하였

다[8]. 골반이 기울면 골반위에 자리한 내부 장기와 척추도 기울어질 수밖에 없으며 해부학적으로 

전신 근골격계 이상이 유발될 뿐 아니라 관련계통의 조직이나 五臟六腑의 균형도 틀어져서 병리적

인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골반은 부위로는 『東醫 寶鑑』에서 ‘腦는 髓海가 되므로 上

丹田이요, 心은 絳宮이 되므로 中丹田이요, 臍下의 三寸이 下丹田 이 된다. 下丹田은 精을 간직하는 

곳이요, 中丹田은 神을 간직하는 곳이며, 上丹田은 氣를 간직하는 곳이다[9]’라 하여 언급한, 수련 

시 ‘意守’하는 下丹田에 해당하는데 이는 五臟六腑의 本이 되고 十二經脈의 根이 되는 것 이며 呼吸

의 門이요, 三焦의 源이다[9]’라 하였다[10]. 

하지만 아직 한의계에서는 골반균형의 틀어짐과 병리적인 증상, 특히 내부 장기 장부 균형에 대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루어지는 연구들도 골반경사(틀어짐)를 측정

하는 지표가 통일되지 않아 일관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의학에서 골반의 균형이 깨졌을 때의 상세한 연구를 위한 초석이자 골반 교정치

료의 기준으로 사용될 골반경사(틀어짐)를 측정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통일된 지표로 체계적인 연구

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는 기초연구가 되고자 지금까지의 골반교정 치료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을 

Overview의 형식으로 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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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硏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선정되었다. 먼저 학술 연구 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index.do), 국회도서관(NAL; http://www.nanet.go.kr), 누리미디어(DBpia; http:// 

www.DBpia.co.kr)에서 2020년 3월 17일 이전의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골반’, ‘골반 교정’, ‘골반 변

위’ ‘Pelvic correction’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하여 RISS 4,740편, 국회도서관 2,094편, DBpia 

972편을 수집하여 엑셀파일로 정리하였다. 이중 본 연구와 관련성이 없는 논문과 중복된 논문을 제

외하고 최종적으로 RISS 263편, 국회도서관 5편으로 총 268편의 연구를 선별 수집하였다. 선별된 

연구 대상은 여러 교정 치료뿐만 아니라 운동요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골반의 교정효과를 나타

내는 경우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서 정의한 특

정 개인이나 인구집단, 인체 유래의 조직이나 검체, 행동현상들에 대하여, 연구자가 직접 살아있는 

사람과 접촉하여 시행하는 연구인 임상연구를 선정하였다. 페이지, 초록 등을 검토하여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 1-2페이지 분량의 초록 형태로 발표된 자료나 단문 보고서, 잡지, 보도 기사이거나 

부실한 내용과 형식으로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는 논문들은 제외시켰다. 

 

2. 분석 방법 

1) 연도별 분류  

선정된 자료를 연도별로 분류하였다. 

 

2) 연구 분야별 분류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 

의 분류를 따랐고, 학위 논문의 경우 저자의 전공을 중심으로 KCI의 분류에 따라 임의 파악하였다. 

 

3) 연구 유형 및 설계에 따른 분류 

연구 유형 및 설계에 따른 분류는 Grimes DA(2002)[11] 의 임상연구 분류 기준을 참고하였다.  

 

(1) 연구 유형에 따른 분류 

연구유형은 관찰자가 노출을 시켰는 지의 여부에 다라 노출을 시킨 경우를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y), 노출된 경우를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로 분류하였다. 또 관찰연구의 경우는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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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분석적 연구(Analytical study), 대조군이 없으면 서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로 분류하

였다. 

 

(2) 연구 설계에 따른 분류 

연구 설계에 따른 분류는 연구 유형에 따른 분류를 세분화 시켜 분류한 것으로, 당초 Grimes 

DA(2002)[11] 의 임상연구 분류 기준에서는 실험연구의 경우 분류기준에 대조군의 무작위 여부에 

따른 구분만 있었으나 실제 분류과정에서 대조군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였고, 대조군이 없는 

경우는 모두 전후 시험 방식을 취하였기에 실험연구에서 세부 분류 항목으로 전후시험(PPT : Pre-

Post Test)을 추가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Fig. 1). 

 

① 서술연구(DS : Descriptive Study) ; 대조군이 없는 경우 

가. 환자 사례보고(CR : Case Report) : 한 환자 또는 소수의 환자의 드문 의학적 현상을 

기술하는 연구이다(특이한 질병의 보고, 특정 요인의 연관 가능성, 치료법의 발전 가

능성 등을 보고). 

나. 환자 사례군 연구(CSR : Case Series Research) : 동일 환자군에서의 관심 변수들의 

빈도 등을 분석하는 연구로, 대조군 없이 시행하는 환자들 대상의 연구이다. 

 

② 분석연구(AS : Analytical study) ; 대조군이 있는 경우 

가. 단면 조사연구(CSS : Cross Sectional Study) : 표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개개인의 

위험요인 노출 여부와 질병 유무를 동시에 조사하는 연구이다(인과관계보다는 연관성

을 확인). 

나. 환자 대조군 연구(CCS : Case Control Study) : 질병(outcome)이 있는 집단(case)과 

없는 집단(control)을 선정하여 질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측변수들과 

outcome의 연관성을 연구한다. 

다. 코호트 연구(CoS : Cohort Study) : Outcome이 나타나기 전에 샘플링을 해서 

predictor 변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follow up 한 후에 outcome을 확

인하여 분석한다(후향적으로 분석하는 retrospective cohort도 존재함). 

 

③ 실험연구(ExS. : Experimental study) 

대조군의 유무와, 무작위화(randomization)의 시행 유무에 따라 아래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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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CT :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 대조군은 있으나 치

료군과 대조군의 분류에서 무작위화를 시행하지 않은 연구이다. 

나.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 : Randomized Controlled Trial) : 대조군이 있으면서 치료군

과 대조군의 분류에서 무작위화를 시행한 연구이다. 

다. 전후 시험 (PPT : Pre-Post Test) : 실험 전후를 비교 관측한 실험이다. 

 

 

Fig. 1. A classification flow chart of research design for clinical research. 

 

(3) 연구 중재에 따른 분류 

골반 교정치료의 연구에 사용된 중재에 대해서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고, 각 유형별 소분류를 

하였다. 소분류에서는 다빈도로 사용된 것을 위주로 보았고, 빈도수가 낮은 것은 기타로 묶어서 집

계하였다. 

① 연구 중재에 따른 대분류 

② 연구 중재에 따른 소분류  

 

4) 측정방법에 따른 분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방법을 분류하였고, 그 중 골반경사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5) 발행처 및 발행지 분석 

골반교정 치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순위 15등까지의 발행처를 조사하고 그 발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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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용된 연구 중재를 분석하였다. 발행지 및 발행처는 종종 명칭을 바꾸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명칭으로 통합 변경하여 집계하였다. 

 

6) 저자 및 공동저자(지도교수) 분석 

골반교정 치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순위 10등까지의 저자와 공동저자(학위 논문의 

지도교수는 공동저자로 포함)를 선정하여 사용된 연구 중재를 분석하였다. 단, 저자가 소속된 학회

나 단체 등으로 동명이인 여부를 본 연구자가 임의 판단하였기에 이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Ⅲ. 結果 
 

1. 연도별 분류 결과 

선정된 논문 총 268편을 연도별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Table 1). 국내에서 골반 교정에 대

한 연구는1977년도부터 시작되어 2000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추세값 R2= 0.5871)로, 2017년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Table 1. The Number of Selected Studies per Publishing Year 

 1900’s 2000’s 

Total  7

7 
82 90 95 96 97 98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DT         1   1    1 2   1 4 2 2 7 4 7 2 1 35 

MT    1 1   2 2 4  2 2  3 4 2 4 3 4 10 6 10 9 17 8 14 1 109 

JP 1 1 1 1 1 1 1 2 2 1 3 4 4 3 6 2 6 8 4 4 12 7 9 7 14 10 9  124 

Total 1 1 1 2 2 1 1 4 5 5 3 7 6 3 9 7 10 12 7 9 26 15 21 23 35 25 25 2 268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Fig. 2. The trend of the number of published studies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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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분야별 분류 결과 

1) 연구 분야별 대분류 결과 

연구 분야별 대분류 결과 예술체육학 분야의 체육학으로 113편(42.16%)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의약학 분야가 103편(38.4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의 수가 

20편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석사학위 논문의 비중이 높았다. 복합학과 공학의 경우 학술지에 발표

된 논문이 각각 13편, 10편으로 전체논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2).  

 

Table 2. The Number of Studies by Main Categories of a Field of Research 

Class Eng. Int. SS. Arts. Med. Hum. Nat. Agri. Total 

DT 2  1 17 15  
 

 35 

MT 1  20 47 41  
 

 109 

JP 7 13 6 49 47  2  124 

Total 
10 13 27 113 103 0 2 0 268 

3.73% 4.85% 10.07% 42.16% 38.43% 0.00% 0.75% 0.00% 100.00% 

Eng. : Engineering(공학) 

SS. : Social Science(사회과학) 

Med. : Medicine and Pharmacy(의약학) 

Nat. : Natural Sciences(자연과학) 

Int. : Interdisciplinary Studies(복합학) 

Arts. : Arts and Kinesiology(예술체육) 

Hum. : Humanities(인문학) 

Agri. : Marine Agriculture, Fishery(농수해양)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Fig. 3. The number of studies by main categories of a field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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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분야별 중분류 결과 

연구 분야별 중분류 결과 상위 10개의 분야를 살펴보면 체육 분야가 96(35.82%)건으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물리치료학(59편, 22.01%), 교육학(21편, 7.84%)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Number of Studies by Middle Categories of a Field of Research 

Class EnG. Edu. OMP. Dan. PhT. Bty. OEM. Kin. InR. KM. etc. Total 

DT  1 2 1 12   16   3 35 

MT  17 8 1 21 6 11 39   6 109 

JP 6 3 3 4 26 3 4 41 10 6 18 124 

Total 
6 21 13 6 59 9 15 96 10 6 27 268 

2.24% 7.84% 4.85% 2.24% 22.01% 3.36% 5.60% 35.82% 3.73% 2.24% 10.07% 100.00% 

EnG. : Engineering in general(공학일반) 

OMP. : Other Medicine and Pharmacy(기타의약학) 

PhT. : Physical Therapy(물리치료학) 

OEM. :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예방의학),  

InR. : Interdisciplinary Research(학제간연구) 

Edu. : Education(교육학) 

Dan. : Dance(무용) 

Bty. : Beauty(미용) 

Kin. : Kinesiology(체육) 

KM. : Korean Medicine(한의학)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Fig. 4. The number of studies by middle categories of a field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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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유형 및 설계에 따른 분류 결과 

1) 연구 유형별 분류 결과 

연구 방법 별 분류 결과 실험연구가 전체 268편 중 231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술연구, 분

석연구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Fig. 5). 

Table 4. The Number of Studies by Research Type 

Class 
Analysis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Descriptive 

Research 
Total 

Doctoral Thesis 2 33  35 

Master's Thesis 5 95 9 109 

Journal Paper 5 103 16 124 

Total 12 231 25 268 

 

2) 연구 설계에 따른 분류 결과 

연구 설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PPT 연구가 연구 전체 총268건 중 1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체육학 분야에서 PPT 연구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Table 5, Fig. 6). 

 

Table 5. The Number of Studies by Research Type & Middle Category 

Trial EnG. Edu. OMP. Dan. PhT. Bty. OEM. Kin. InR. KM. etc. Total 

CCS   1  1  1 3   3 9 

CR     2   1  3 3 9 

CSR 1 1   3  2 2  1 5 15 

CSS        3   1 4 

CT 1 4 1 1 7 3 2 24 1  5 49 

PPT 2 13 5 3 17 6 6 44 3 1 7 107 

RCT 2 3 6 2 29  4 19 6 1 3 75 

Total 6 21 13 6 59 9 15 96 10 6 27 268 

EnG. : Engineering in general(공학일반) 

OMP. : Other Medicine and Pharmacy(기타의약학) 

PhT. : Physical Therapy(물리치료학) 

OEM. :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예방의학),  

InR. : Interdisciplinary Research(학제간연구) 

Edu. : Education(교육학) 

Dan. : Dance(무용) 

Bty. : Beauty(미용) 

Kin. : Kinesiology(체육) 

KM. : Korean Medicine(한의학) 

CR: Case Report   

CSR: Case Series Research 

CSS : Cross Sectional Study 

CCS : Case Control Study 

CoS : Cohort Study 

CT :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PT : Pre-Pos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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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num. of studies by Research Type. Fig. 6. The number of studies by middle categories of a field of research. 

 

3) 연구 중재에 따른 분류 결과 

(1) 연구 중재에 따른 대분류 결과 

연구에 사용된 중재는 크게 도구, 수기, 수술, 운동, 조작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 중 운동

(Exercise)이 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기(Manipulation)가 7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Table 6 ). 

Table 6. The Number of Studies by the Plurality and Kind of Intervention 

Type Tool Manipulation Operation Exercise Fitting Total 

Analysis Research 1 0 0 2 1 4 

Descriptive Research 3 7 2 6 1 19 

Experimental Research 31 68 0 157 8 264 

Total 35 75 2 165 10 287 

 

 

Fig. 7. The number of studies by the plurality and kind of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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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중재에 따른 소분류 결과 

연구에 사용된 중재를 분류한 결과 도구, 수기, 수술, 운동, 조작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각

각의 분류된 항목에 따라 다용된 중재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운동 중에서

는 트레이닝이 59편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이 39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트레이닝 중에선 필라

테스와 요가가 각각 14편, 13편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운동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기

(75)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이 총 22편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도구 중에서는 족부보조기를 다용하여 

연구하였다(Table 7).  

Table 7. The Number of Studies by Evaluation Method 

Character CR CSR CSS CCS CoS CT RCT PPT Total 

Tool 

Foot Orthotic(족부보조기) 1   1  2  5 9 

35 
Pelvic Compression Belt(압박벨트)       1 3 4 

Taping(테이핑)      1 4 2 7 

Etc.  1    1 5 7 15 

Manipulation 

Chiropractic  1    4 9 8 22 

75 
Manipulation(도수교정) 1     1 5 10 17 

Massage      4 1 6 11 

Etc. 4 1    4 9 7 25 

Operation 1 1        2 

Exercise 

Sports Horseback Riding      1 2 4 7 

19 Dance    1  1  2 4 

Etc.  2    3 1 2 8 

Training Yoga      4 1 8 13 

59 

Pilates       8 6 14 

Pelvis Corrective Exercise(골반교정운동)  1    2 3 1 7 

Sling Exercise Therapy      2 2  4 

Stretching      1 3 2 6 

Core Exercise      4 2 1 7 

Etc.      3 2 3 8 

Program MET(근에너지기법)      2 4  6 

39 

Stabilization Exercise(안정화운동)      5 6 2 13 

Upright Body Type Exercise(바른체형운동)       1 7 8 

Exercise Rehabilitation    1  1 1 1 4 

Etc.       6 2 8 

Fitting 

Pelvic Control(골반조절(정렬))  1    1   2 

10 
Meditation        1 1 

Life Postpose(생활자세)    1  1   2 

Etc.   1   1 2   

CR: Case Report   

CSR: Case Series Research 

CSS : Cross Sectional Study 

CCS : Case Control Study 

CoS : Cohort Study 

CT :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PT : Pre-Post Test 

 

4. 측정방법에 따른 분류 결과 

골반 교정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법을 분류해 본 결과 척추정렬지표, 골반지표, 기타관절측정, 

운동력 장비측정(운동력 측정 전문 장비를 사용한 측정법), 운동력 이학적검사(전문장비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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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측정법), 균형능력, 보행능력, 통증, 혈액지표, 신체조성지표, 설문지 측정법으로 분류할 수 있

었다. 이 중 골반지표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 항목으로는 골반지표의 PT(58)가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기타관절측정의 다리 길이/각도 측정법(56), 족부측정(족저압, 체중분포, 종골각)(51)

의 순이었다. 장비를 사용한 측정(56건) 중에서는 근전도(EMG)를 이용한 평가법(18)이 가장 많았다. 

Table 8. The Number of Studies by Evaluation Method 

Evaluation Method Tool Mani. Op. Exc. Fit. Total 

Spinal Alignment(척추정렬) 14  22  69  8  99 
 Cobb’s Angle 5 3 - 10 1 19 
 CL(Cervical Lordosis angle; 경추전만각) 2 5 - 19 2 28 
 TK(Thoracic Kyphosis angle; 흉추후만각) 1 3 - 12 2 18 
 LL(Lumbar Lordosis angle; 요추전만각) 3 10 - 20 2 35 
 SS(Sacral Slope; 천추 경사) 6 10 - 18 2 30 
 Volume Ratio(체적비) - 1 - - - 1 
 Lateral Deviation(측편위)  2 2  - 11 2 14  

Pelvic Index(골반지표) 17 39 2 88 7 146 

 Angle of Pelvic Inclination(골반경사각: 

전방경사+후방경사+측방경사) 
4 3 1 16 2 24 

 Pelvic Width (골반넓이: I.W, I.L, S.W) 2 5 - 19 - 25 
 Iliac Crest (장골능점) 8 11 1 21 2 38 
 Tuberosity of Ischium line(좌골결절선) 1 3 - 5 - 8 
 PT (골반기울기) 3 11 1 45 2 58 
 Pelvic Torsion(골반회전) 6 9 - 28 2 40 
 Pelvic, Trunk structural analysis(골반 체간후면: Formetric 4D)  1  3  3 
 PH(Pelvic Hight) 3 16 - 29 2 48 
 ASIS-PSIS distance/angle (거리/각도) 3 8 - 14 1 27 
 PI(Pelvic Incidence, 골반입사각) - 3 - 5 - 9 
 Etc.(기타 지표들) ex.대퇴골두선 - 8 - 12 - 18 

Other Joints Measurement (기타관절측정) 8 25 1 58 5 93 
 Hip joint rotation angle(고관절) - 1 - 2 1 7 

 Knee joint(무릎: 무릎 사이 간격) - 1 - 2 1 4 

 Sacral measurement(천골측정) - 7 - 3 1 10 

 Shoulder Slope(어깨경사) 1 8 - 24 2 33 

 Foot Test(족부측정: 족저압, 체중분포, 종골각) 8 13 - 33 2 51 

 
Leg Length/Angle(다리길이/각도: 대퇴-경골간 

각(T-F angle), 슬개골각) 
3 14 1 36 3 56 

Kinetic Specialized Measuring Equipment  9 8 - 43 - 56 
 Electromyography(EMG) 5 1 - 12 - 18 
 Ultrasound 2 2 - 7 - 7 
 Isokinetic : Biodex, Cybex770(USA) 2 - - 4 - 5 
 Power track II - - - 1 - 1 
 Myoton  2  2  2 
 Muscle Thickness(근 크기: SIMENS, CT) - - - 1 - 1 

Physical Strength Test(근력테스트:비장비) - 5 - 17 - 23 
 Grip(악력)    7  7 
 Sit-and-Reach Test(좌전굴) SRT    4  5 
 SLR test    2  2 
 Standing-Reach Test(전굴:앞으로 숙이기)  2  4  5 
 Dexterity Test(민첩성검사),Power test(순발력)    1  1 
 5-chair sit to stand (5회 의자일어나기)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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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p(윗몸일으키기)    1  1 
 In-place long jump test (제자리 멀리뛰기)    2  2 

Balancing Capacity(균형능력) 6 5 - 23 3 40 
 Romberg(정적 균형능력) 1   5  6 
 Los(Limit of stability;동적 균형능력) 2 1 - 9 - 12 
 TIS(Trunk Impairment Scale; 몸통안정성 및 조절능력)    1 1 2 
 Berg's Balance Scale(BBS)    3  3 
 Functional Reach Test; FRT(기능적 뻗기) 1   1  2 
 YBT(Y 균형검사) 3   2  5 
 BPM(Balance Performance Monitor)  1  5  5 
 Tetrax    1  1 

Walking Capacity(보행능력) 2 3 - 18 1 23 
 10/6-Meter Walking Test(10/6MWT) 1   2  3 
 Gait ability test 1 1  1  3 
 Ink 검사(Ink foot-print)    2  2 
 Timed Up and GO(TUG) 1   1  2 
 In-Toeing Gait (8자 보행)    2  2 

Pain 2 16 - 20 1 36 
 VAS 2 19 - 16 1 33 
 ODI(Oswestry Disability Index) - 2 - 14 - 16 

Blood Test 1 1 - 4 - 4 

Body Composition 2 7 - 25 1 32 
 Inbody  2  2  3 
 Autonomic Nervous System    1  1 

Questionnaire(설문지법) 2 1 - 13 - 18 
 FABQ    1  1 
 IFSAC(산후기능적수준), EPDS- K(산후우울증수준)    1  1 
 GMFM(대동작기능평가)    2  2 
 WAI(The work ability index)    1  1 
 KTK(유아-아동의 신체 협응력 테스트)    1  1 
 FIM(기능적 자립도)    1  1 

Exc. : Exercise(운동) 

Mani. : Manipulation(수기) 

Fit. : Fitting(조절, 조작) 

Op. : Operation(수술) 

 

5. 발행처 및 발행지 분석 결과 

골반 교정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학회는 한국체육학회와 대한물리치료학회로 각

각 9편의 논문이 출간되었다. 이어 한국체육과학회(8편), 한국산학기술학회(6편), 한국스포츠리서치,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각각 5편) 등이었다. 한국체육학회에서는 운동에 대한 연구(7편)가 주를 이루는 

편이었으나, 대한물리치료학회는 도구, 수기,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었다(Table 9). 

대학 중에서는 신라대학교가 총 12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Table 10). 

 

Table 9. List of the Top 15 Publishers with the Most Published Studies 

R. Publisher Journal None Tool Mani. Op. Exc. Fit. Total 

1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한국체육학회) 
KJSS  0 2 0 7 0 9 

 Korean Physical Therapy(대한물리치료학회) JKPT 1 2 3 0 3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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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한국체육과학회) 
KSSS 1 1 1 0 5 0 8 

4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한국산학기술학회) 
JKAIS  0 2 0 4 0 6 

5 Korea sport research(한국스포츠리서치) KSR  1 2 0 2 0 5 

 
Korean Society of Chuna Manual Medicine 

Spine & Nerves(척추신경추나의학회) 

KCMMS

N 
1 0 3 0 1 0 5 

7 
Korean Academy of Orthopedic Manipulative Physical 

Therapy(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KAOMT  1 2 0 1 0 4 

 
Korean Society of Exercise 

Physiology(한국운동생리학회) 
KSEP  0 1 0 2 1 4 

 Korean Society for Wellness(한국웰니스학회) KSW  0 1 0 3 0 4 

 Korea Sport Society(한국스포츠학회) KJS  0 1 0 3 0 4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KOEN  1 0 0 2 0 

4 KOEN's 

CDC* 
 0 0 0 1 0 

12 Korean Society Of Growth And Development(한국발육발달학회) KJGD  0 1 0 2 0 3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대한물리의학회) KSPM  0 1 0 2 0 3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대한척추외과학회) KSS  1 0 1 0 1 3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대한통합의학회) KSIM  0 0 0 3 0 3 

 
Korean Research Society of Physical 

Therapy(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PTK  1 0 0 2 0 3 

 Total  3 6 20 0 38 1 62 

* CDC. : Collection of Dissertations at a Society's Conference(학술대회 논문집) 

Exc. : Exercise(운동) 

Mani. : Manipulation(수기) 

Fit. : Fitting(조절, 조작) 

Op. : Operation(수술) 

 

Table 10. List of the Top 10 Universities with the Most Published Studies 

R. University Thesis Field None Tool Mani. Op. Exc. Fit. Total 

1 Silla(신라) DT Arts.   1  3  4 12 

 
 

MT SS.     1  1  

 
 

 Arts.  1 1  4  6  

 
 

 Med.     1  1  

2 Ewha Womans(이화여자) DT Arts.  1   2  3 10 

 
 

MT SS.  1   5  6  

 
 

 Arts.     1  1  

 Korea National Sport(한국체육) DT Arts.   1  1  2 10 

 MT Arts. 2 1   5  8  

4 Kyonggi(경기) DT Med.   1    1 8 

 
 

MT Arts.   1    1  

 
 

 Med. 1 1 3  1  6  

5 Yonsei(연세) DT Med.     4  4 7 

 
 

MT SS.     1  1  

 
 

 Med.  1   1  2  

 Kyunghee(경희) DT Arts.   2  1  3 7 

 
 

MT SS.     1  1  

 
 

 Arts. 1  1  1  3  

7 Daegu(대구) MT Med. 1 1 2  1 1 6 6 

 Dankook(단국) DT Arts.     1  1  

 
 

MT SS.   1  1  2 6 

 
 

 Arts.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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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Yongin(용인) DT Med.   1    1 5 

 
 

MT SS.     1  1  

 
 

 Arts.     1  1  

 
 

 Med.  1   1  2  

 Daejeon(대전) DT Med.      1 1 5 

  MT Arts.   2    2  

   Med.     2  2  

 Total   5 8 17 0 44 2 76 76 

Eng.: Engineering(공학) 

SS.: Social Science(사회과학)  

Med.: Medicine and Pharmacy(의약학) 

Nat.: Natural Sciences(자연과학) 

Int.: Interdisciplinary Studies(복합학) 

Arts.: Arts and Kinesiology(예술체육) 

Hum.: Humanities(인문학) 

Agri.: Marine Agriculture, Fishery(농수해양) 

Exc. : Exercise(운동) 

Mani. : Manipulation(수기) 

Fit. : Fitting(조절, 조작) 

Op. : Operation(수술) 

DT : Doctoral Thesis(박사), MT : Master's Thesis(석사)  

 

6. 저자 및 공동저자(지도교수)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연구자는 주저자로는 박승진(Seungjin Park ; 3편), 공동저자로는 이호성

(Hoseong Lee), 박기덕(Gideok Park), 배성수(Seongsu Bae)(각각 3편), 지도교수로는 이경옥

(Gyeongok Lee;7편)이었다. 주저자, 공동저자, 지도교수를 통합해서 분석하면 이경옥, 김재희가 각

각 8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하였다(Table 11). 

Table 11. List of the Top 10 Authors with the Most Published Studies 

R. Name Class Field Publisher 1st Author 
Thesis-

Director 

Co-

Author 
Total 

1 Gyeongok 

Lee 

DT Kin.(체육) Ewha Womans Uni.  2  2 

MT Edu.(교육학) Ewha Womans Uni.  4  4 
 Kin.(체육) Ewha Womans Uni.  1  1 

JP Dan.(무용) Hanyang Uni.   1 1 

 Jaehui Kim DT OMP.(기타의약학) Kyonggi Uni.  1  1 

MT OMP.(기타의약학) Kyonggi Uni.  3  3 
 Bty.(미용) Daejeon Uni. 1   1 

JP EnG.(공학일반) JKAIS   2 2 
 Nat.(자연과학일반) Daejeon Uni. 1   1 

3 Jungsuk 

Lee 

DT Kin.(체육) Silla Uni.  3  3 

 MT Kin.(체육) Silla Uni.  3  3 

4 Hoseong 

Lee 

MT Kin.(체육) Dankook Uni.  2  2 

JP Dan.(무용) KSDS   1 1 
 PhT.(물리치료학) KAK   1 1 
 Kin.(체육) KJSS   1 1 

 Gideok Park JP Kin.(체육) KJGD 1   1 
  KSSS 1  1 2 
  KJSS   2 2 

 Seongsu 

Bae 

MT PhT.(물리치료학) Daegu Uni.  2  2 

JP PhT.(물리치료학) JKPT   3 3 

7 Gwangjo 

Jung 

MT Bty.(미용) Daejeon Uni.  2  2 

JP Edu.(교육학) KAPA   1 1 
 Nat.(자연과학일반) Daejeon Uni.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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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gok 

Yang 

DT Kin.(체육) Silla Uni.  1  1 

MT Kin.(체육) Silla Uni.  2  2 

JP Kin.(체육) KCDC   1 1 

 Byeongyon

g Hwang 

DT PhT.(물리치료학) Yongin Uni.  1  1 

MT PhT.(물리치료학) Yongin Uni.  1  1 

JP PhT.(물리치료학) JKPT   2 2 

10 Jeongja Kim DT BiE.(의공학) Jeonbuk Uni.  1  1 

MT BiE.(의공학) Jeonbuk Uni.  1  1 

JP BiE.(의공학) RESKO   1 1 

10 Jaeho Gil  MT Kin.(체육) Kyunghee Uni.  1  1 

JP PhT.(물리치료학) KAK   1 1 
 Kin.(체육) KSEP   1 1 

10 Hyogu Cho MT Edu.(교육학) Yongin Uni.  1  1 
 Kin.(체육) Yongin Uni.  1  1 

JP Kin.(체육) KOSAPE   1 1 

10 Seungjin 

Park 

DT Kin.(체육) Dankook Uni. 1   1 

MT Kin.(체육) Dankook Uni. 1   1 

JP Kin.(체육) KJSS 1   1 

10 Myeonggi 

Kim 

DT Kin.(체육) Korea Uni.  1  1 

 MT Kin.(체육) Korea Uni.  2  2 

10 Wanhui Lee MT PhT.(물리치료학) Sahmyook Uni.  1  1 

JP PhT.(물리치료학) KAPTS 1   1 
 PhT.(물리치료학) JKPT   1 1 

10 Wonseop 

Shin 

DT  PhT.(물리치료학) Daejeon Uni.  1  1 

 MT PhT.(물리치료학) Daejeon Uni.  2  2 

10 Jaehun 

Shim 

MT PhT.(물리치료학) Baekseok Uni.  1  1 

JP PhT.(물리치료학) KSSPT   1 1 
 InR.(학제간연구) KCONS   1 1 

Total 8 41 24 73 

BiE. : Biomedical Engineering(의공학) 

Dan. : Dance.(무용) 

EnG. : Engineering in general(공학일반) 

Kin. : Kinesiology(체육) 

OMP. : Other Medicine and Pharmacy(기타의약학) 

Bty. : Beauty(미용) 

Edu. : Education(교육학) 

InR. : Interdisciplinary Research(학제간연구) 

Nat. : Natural Science General(자연과학일반) 

PhT. : Physical Therapy(물리치료학) 

DT : Doctoral Thesis(박사), MT : Master's Thesis(석사), JP : Journal Paper 

 

Ⅳ. 考察 
 

골반을 지칭하는 Pelvis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어원으로 ‘세숫대야’ 혹은 ‘담는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골반은 우리 몸의 소화기와 생식기를 포함하는 여러 장부를 담아 보호하고 장기를 떠

받쳐서 하수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위로는 척추를 받치는 받침대 역할을 하며, 아래로는 두 다리

와 연결되어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골반의 변위 및 하지 길이 차이는 신체의 구조적

인 불균형을 유발하여 C형 혹은 S형의 척추의 기능성 측만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견갑대의 변위가 

일어나면 머리를 똑바로 하고 눈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목에 지속적인 보상작용을 요구하게 

되어 사각근, 견갑거근, 흉쇄유돌근 및 승모근 상부에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하고, 전체적인 자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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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변화, 두통, 경항통, 요추 자체의 병리적 변화, 천장관절의 기능이상, 골반부 및 요부의 통증 

등 다양한 부위에 다발적인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12]. 

한의학 관련 문헌에서는 골반이나 골반통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술은 없었으나, 주로 下服

痛, 小腹痛, 癥瘕, 崩漏, 痛經의 부인과 범주에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었고[13] 부위로 볼 때 하

복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下丹田 부위로 볼 수도 있다. 丹田은 수련 시 상용하는 

부위로서 실제로는 意를 지켜서 氣가 모이는 곳으로 ‘意守’ 부위의 전문 용어이고, 『東醫寶鑑』에

는 ‘腦는 髓海가 되므로 上丹田이요, 心은 絳宮이 되므로 中丹田이요, 臍下의 三寸이 下丹田이 된다. 

下丹田은 精을 간직하는 곳’이라 하였고, 『抱朴子地眞』에서는 ‘臍下稱下丹田’, 『大成捷徑』에서는 

‘下丹田은 臍에서 恥骨까지의 하복부 전체를 말하는데 여기에 氣穴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玄關이 있

다. 이 氣穴의 위치는 생식선(性腺)과 일치하고 있다. 남자에게는 방광 뒷부분에 붙어있는 정낭이 

되고, 여자들은 난소가 된다.’라고 하였다[14]. 하복부, 골반강 전체를 下丹田으로 볼 수 있다는 말

이다. 이 下丹田은 五臟六腑의 本이 되고 十二經脈의 根이 되는 것이며 呼吸의 門이요, 三焦의 源이

다.’라 하였고[9] , 또한 下丹田은 다른 上丹田, 中丹田의 뿌리이며, 인체의 精을 생성 변화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10].  

한의학에서는 상하 전후 좌우라는 방위적 관찰을 중요시하였다. 상하에 대해서는 『素問· 六微旨

大論』에 ‘升已而降 降者謂天 降已而升 升者謂地 天氣下降 氣流于地 地氣上升 氣騰于天 故高下相召 

升降相因而變作矣’라고 하여 人體의 氣는 天地와 더불어 인체 내에서 陰升陽降 즉 水升火降하므로 

經脈流注가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다[15]고 하였고, 좌우에 대해서는 『黃帝內經』의 <陰陽應象大

論>에서는 “左右者, 陰陽之道路也”라하고 <五運行大論>에서는 “左右者, 間氣也” 라 하여 陰陽氣의 

昇降運動과 運氣의 發展을 설명하여 陰陽升降運動之道路로서 人體의 陰陽(氣血)平衡의 重要한 길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후에 대해서는 難經 67難에 의하면 5장의 모혈은 모두 음에 속하는 복

부에 있고, 5장의 수혈은 모두 양에 속하는 배부에 있으니 주1) 모혈은 모두 흉복부에 있으면서 從陰

引陽하므로 양병을 치료하는 것이며, 수혈은 모두 배부에 있으면서 從陽引陰하므로 음병을 치료하

였다[16]고 보아 한의학에서는 상하 전후 좌우의 방위적 관찰을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중히 여겨 치

료에 사용하였다[8]. 골반이 바로 잡힌다는 것은 이러한 상하 전후 좌우의 균형이 잡히는 것으로, 

골반 위에 자리한 내부 장기와 척추, 어깨, 경추 등 전신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전신 근

골격계 이상으로 여러 계통의 조직이나 五臟六腑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다스릴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10]. 

골반 교정치료에 대한 연구는 1977년도부터 시작되어 2000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35편을 최다로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골반 교정치료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 8개의 대분류로 분석해본 결과 치료

 

주1) '六十七難曰 : 五藏募皆在陰, 而兪皆在陽者, 何謂也? 然, 陰病行陽, 陽病行陰, 故令募在陰, 兪在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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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약학 분야 103(38.43%)편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 출판된 논문이 113편

(42.16%)으로 가장 많았고 두 분야 모두 박사학위보다는 학술과 석사학위 논문의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과학 분야가 27편(10.07%)으로 뒤를 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분야를 살펴보기 

위해 상위 10개의 중분류 분야를 살펴보면 역시 체육 분야가 96(35.8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물리치료학(59편, 22.01%), 교육학(21편, 7.84%), 예방의학(15편, 5.60%)순으로 나타나 

체육계가 가장 많은 것 외엔 대분류 분야와 다른 순위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의약학 분야가 예방

의학, 작업치료학, 한의학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 또한, 사회과

학 분야는 교육학과 사회복지학 분야가 대부분이었는데 교육학의 경우는 체육교육이 대다수이기 때

문에 체육분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골반 교정치료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 곳은 크게 체육계, 물리치료학계, 의약학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Grimes DA(2002)[11]의 논문을 참고하여 여러 임상연구를 연구유형과 설계

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유형에 따라 분류했을 때 실험연구가 231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은 관찰연구의 하위분류인 서술연구(25편), 분석연구(12편)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연구 설

계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한 결과 PPT(Pre-Post Test) 연구가 임상연구 총 268편 중 107편으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연구(75편), CT(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연구(49편) 순이었다. 연구 분야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체육학 분야(96편)에서 PPT 

연구가 44편으로 가장 많았다. 

골반 교정치료에 대해서 시행한 중재별로 분석하였을 때 크게 도구, 수기, 수술, 운동, 조작으로 

분류하였고, 이 중 운동(Exercise)이 165편으로 가장 많았고, 수기(Manipulation; 75편), 도구(Tool; 

35편) 순으로 많았다. 이를 다용된 중재를 위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았을 때 운동은 트레이닝

(59편), 프로그램(39편), 스포츠(19편)으로 분류되었고, 그 중 트레이닝에서는 필라테스와 요가가 각

각 14편, 13편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단, 분류 시 트레이닝은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자체개발 운동이나 특별하게 조합시킨 운동 등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개발된 운동을 지칭하였다. 수

기(75편) 중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이 22편, 도수교정이 17편이었고, 도구 중에서는 족부보조기(9편), 

테이핑(7편) 순으로 연구되었다. 수술은 전체 중 2편이었고, 조작은 동작 시 조절된 자세에서 진행

(2편), 생활 자세(2편), 명상(1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나 연구방식에 따른 골반 교정치료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방법

들을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근골격계 구조 측정, 혈액조성, 신체조성, 통증이나 기능에 대한 지표, 

설문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중 특히 골반의 경사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차후에 골반교정 관련 연구에서 통일된 골반평가지표를 제시하

고자 한다. 여러 연구에서 요천추 및 골반 지표로는 Ferguson angle, 요추 전만각(lumbar lordosis 

angle, LLA), Cobb’s angle, 골반 입사각(Pelvic Incidence, PI), 골반 너비 및 높이의 좌우 차 등이 

자주 활용되었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PI는 개인별 골반의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알려주는 해부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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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표로 PT+SS이고, Ferguson angle은 요천관절의 불안정성 및 천추에 가해지는 압박력 등을 평

가할 수 있는 지표로 천골 기저부를 따라 이은 평행선과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 즉 SS의 크기와 같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용된 것으로 조사된 골반 지표인 PT(58편), PH(48편), Pelvic 

Torsion(40편), 장골능점(38편), ASIS-PSIS 거리/각도(27편), 골반넓이(I.W, I.L, S.W)(25편) 순으로 

보았을 때 좌우 골반 높이차(Iliac HT)를 비교하여 좌우 골반의 전방 회전 변위(anteversion) 및 후

방 회전 변위(retroversion)의 편차를 반영하는 지표로 쓰인 PH와 양쪽 골반이 시상면상 비틀린 정

도를 나타내는 Pelvic Torsion[17]을 제외하고는 PT, SS지표(본 연구에서는 척추정렬 지표에 배속, 

30편)가 다빈도를 이루었고, 골반넓이(I.W, I.L, S.W)를 측정한 전체(25편)보다 그 중 촉진으로 쉽게 

파악 가능한 장골능점(38편) 지표, 그 다음으로 ASIS-PSIS 거리/각도(27편)지표가 다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골반의 교정유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촉진이 가능하고 x-ray 등 

방사선적인 촬영이 아니고서도 촉진으로 파악이 가능한 ASIS-PSIS 지표가 접근하기 쉬워 보인다. 

또한 ‘올바른 자세란 신체를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좌우 대칭이 되어야 하며, 측면에서는 귀, 경

추의 추체, 견부의 끝, 흉곽, 요추 추체, 고관절의 후방, 슬관절 축의 전방,족외과의 전면이 일직선

이 되어야 하며[18], 측면 방향의 골반부 방사선영상에서 좌우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과 치골 결합면(symphysis pubis)을 이은선이 중력선과 평행하고,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과 후상장골극이(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수평선상에 위치할 경우’로 정의

하는데 이 때의 기준 또한 ASIS와 PSIS에 의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9] 따라서 골반과 척추

의 지표에서 측정방법을 파악해본 바 실제 여러 연구에서 PT(58편), PH(48편), Pelvic Torsion(40편), 

장골능점(38편), ASIS-PSIS 거리/각도(27편) 순으로 다용되었지만 차후 연구시에는 지표를 사용하고

자 할 때는 ASIS-PSIS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골반과 척추와의 관

계성에 의해 척추정렬만 골반균형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기타 관절 지표로 측정

된 고관절, 무릎, 대퇴-경골간 각(T-F angle), 그리고 특히 발과 어깨경사 지표도 척추 및 골반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20, 21] 

골반교정 치료에 대한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학회는 한국체육학회와 대한물리치료학회(각 9편)

였고, 중재 중 운동(각 7편, 3편)과 수기(각 2편, 3편)의 비중이 높았다. 총 5편의 논문을 발표한 척

추신경추나의학회와 4편의 논문을 발표한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의학회 외에는 골반교정 치료에 대

한 연구는 한국체육과학회(8편), 한국산학기술학회(6편), 한국스포츠리서치(5편), 한국운동생리학회

(4편) 등 운동/체육학 계열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학위논문을 발표한 대학은 신라

대학교(12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각 10편) 등의 순이었는데, 분야는 예술체육(Arts.), 

사회과학(SS.), 의약학(Med.)으로 역시 체육, 물리치료, 의약학 분야의 계열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연구자는 주저자로는 박승진(Seungjin Park; 3편)으로 주로 체육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많이 하였으며, 공동저자로는 이호성(Hoseong Lee; 3편), 박기덕(Gideok Park;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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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수(Seongsu Bae; 3편)으로 물리치료학, 체육, 무용 분야에 관련된 분야를 주로 하였다. 지도교

수로는 이경옥(Gyeongok Lee; 7편)이 체육, 무용,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였다. 주저자, 

공동저자, 지도교수를 통합해서 보아도 이경옥이 8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

위 10등까지 저자를 분석해보면 체육계열에는 이경옥, 이중숙, 박기덕, 물리치료계열에는 배성수, 

의약학계열에는 김재희 등이 대표적 연구자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골반교정 치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연구 설계 방법, 사용한 중재, 골반변위

를 측정한 측정방법, 연구단체 등을 중심으로 임상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양한 병증들

과 질환군이 골반의 틀어짐에 의해 유발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틀어짐이 교정됨에 따라 증상이 

호전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골반의 틀어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과 원

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結論 
 

본 연구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골반교정 치료에 대한 연구는 매년 증가세로 지속되고 있다.   

2. 골반교정 치료를 연구하는 주요 학계는 체육계, 물리치료학계, 의약학계이다. 

3. 골반교정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연구 설계 방법은 PPT(Pre-Post 

Test)였고, 중재로는 주로 운동요법 중 필라테스와 요가가, 다음으로는 수기 중 카이로

프랙틱이 다빈도로 사용되었다. 

4. 기존에 사용되어왔던 골반교정의 여러 측정방법 지표들 중 다빈도를 차지한 것은 PT, 

PH, Pelvic Torsion, 장골능점, ASIS-PSIS거리/각도, 골반넓이(I.W, I.L, S.W) 순이었고, 

대표적으로는 ‘ASIS-PSIS의 각도’를 통한 측정이 추천되고, 임상에서 용이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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