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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aekwondo Training of Foot Angle Application on Pelvic Stabilization 
and Trunk Tilt Ability 
Jeong Suk Lee, Ki Ok Shi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aekwondo training of foot angle application on Pelvic stabilization and trunk tilt. 

METHOD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aekwondo training of foot angle application on pelvic stabilization and trunk tilt. 80 
boys aged 11 to 13 years old were selected, then reselect 20 people of exercis group and 20 people of control group from Taekwondo 
trainees of elementary school who have length difference to their legs and trunk tilt called R-body type (right leg is long) group. Tae-
kwondo Training of foot angle application was conducted once for 60 minutes, three times a week for 12 weeks. 

RESULTS:  After 12 weeks of training, In the trunk tilt, exercis group’s neck tilt, spine tilt, pelvis tilt differences between front and back 
and leg tilt lef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pelvic X-ray examinations, exercise group’s ilium height,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ilium width, length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obturator foramen height, length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sacrum 
width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correlation between trunk tilt and X-ray examination,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eck tilt and obturator foramen width. Also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among spine tilt and ilium height, sacrum width.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lvic tilt and length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ilium width. And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ength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legs and length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ilium width, obturator foramen 
width. 

CONCLUSIONS: Taekwondo training has been shown to stabilize the pelvis through strengthening muscles that support the lower 
limb and spine, improve leg length and leg inclination, and correct the trunk slope through human body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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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나쁜 생활환경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소형 IT 기

기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생활습관 병의 발병률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1]. 발달하는 IT 기기로 인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사례는 25.5%에 이른다[2]. 건강심사평가원[3]은 척추측만 진료인

원의 44.4%가 10대 청소년이며, 환자의 진료원인의 85%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며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증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인 예

방과 재활의 중재와 제공보다는 척추측만증 정도의 심각성만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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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    

Variable Exercise Control t-value p

Height (cm) 141.9±8.9 142.3±8.5 .146 .885
Weight (kg) 43.0±13.2 40.1±10.1 .779 .441
BMI (kg/m2) 21.0±4.3 19.7±4.3 .963 .342
Muscle mass (kg) 15.5±3.9 15.5±3.3 .044 .965
%fat (%) 29.7±8.4 25.8±10.4 1.181 .245

Values are means±SD.

기적인 관찰만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4]. 골반과 고관절은 하지와 체간

의 균형유지를 위해 상호작용하여 신체의 균형을 조절한다[5]. 골반이 

전방이나 후방으로 기울게 되면 고관절은 외회전이나 내회전의 반응

으로 고관절의 정상 각도인 125°의 범위에서 벗어나 하지길이 차이와 

무릎의 내반슬, 외반슬의 변형이 나타나게 된다[6]. 하지길이 차이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6 mm에서

부터 임상적 의미를 갖고[7], 6 mm의 다리길이 차이를 선천적 또는 외

상으로 인해 다리길이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한다[8]. 의학적 

치료에 대한 다리길이 차이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9]. 하지관절 근육

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긴 내반슬의 운동프로그램 적용이 내반슬 대학

생의 교정효과를 보고하였고[10], Park et al. [11]은 청소년의 내반슬 변

형과 신체구성, 유연성, 하지 근력 및 불균형 간의 관령성 연구에서 운

동을 통한 교정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척추측만증 개선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Park & Jeong [12]은 복합중재 운동이 특발성 척추측만 

청소년의 체형 비대칭 개선 효과를 보고하였고, 12주간의 코어 운동프

로그램이 여대생의 척추측만증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13]. Lee & 

Lim [14]은 12주간의 복합 척추안정화 운동이 심부근 수축과 표면근 

협응에 효과가 있고 몸통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고, 근력의 호전뿐만 

아니라 척추의 배열에 영향을 미쳐 척추측만증을 교정할 수 있다고 하

였고[15], 체간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이 척추측만증 여자중학생의 체

형기울기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16]. 다양한 운동요법

을 통한 척추측만 교정효과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왔고, 교정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로 2017년 현재 전 세계 208개 

회원국을 가진 세계적인 무도스포츠이다[17]. 태권도는 여러 선행연구

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효과가 있는 운동으로 입증되었으며, 전국 태

권도장의 수는 9,043개에 이르고 있다[18]. 품새는 정형성, 조합성, 운율

성 등이 다른 스포츠나 일반 운동과 다른 특별한 운동양식을 이룬다

[19]. 태권도를 통한 체형교정 선행연구들은 골반변위 중년여성의 태권

도 수련형태가 골반교정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20], 

Jeong [21]은 태권도 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근체형 검사에서 흉

추 전 · 후만 수평성과 견갑골 하부 무늬의 수평성을 분석한 결과 실험

군에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Byun [22]은 13세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기본동작을 적용한 자세교정프로그램에서 목

기울기, 어깨기울기가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골반기울기와 하지길이 교

정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ee [23]는 체형을 변형시

킬 수 있는 자세이상의 주원인은 고관절(hip joint) 전위로 인한 골반의 

경사, 척주의 만곡, 경추, 두부 순으로 변형된다고 하였고, 체형별 발 각

도에 따른 굴신체조가 골반의 기울기를 교정한다고 하였다. Lee & 

Jeong [24]은 발각도 굴신운동이 어깨, 목, 척추 휨, 골반(전후, 좌우)기

울기, 다리기울기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태권도 건강 

및 체력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형교정 및 재활 운

동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성장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형별로 세분화되고 체계화된 체형교정 및 재활운동 프로

그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체간기울기와 

다리길이 차이가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2주 발각도 응용 태권도 

트레이닝이 골반안정화와 체간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Y시에 소재한 L 태권도장에서 1년 이상 수련한 

11-13세 남자 초등학생 총 80명을 대상으로 체간기울기 1.5 cm 이상(목, 

어깨, 척추 휨, 골반, 다리), 다리길이 0.6 cm 이상, 차이가 있는 R형(오른

쪽 다리가 긴 경우) 체형군을 선별하여 운동군 20명, 대조군 20명으로 

나누어 총 40명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실험내용에 

대한 절차 및 예상효과 등을 설명하였고 본인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서

를 받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방법 

1) 신체구성 

프로그램 실시 전과 12주 후 체성분 분석기(InBody J05, Body com-

position Analyzer, Korea)를 이용하여 신장, 체중, 체지방률, 체지방량 

및 근육량을 측정하였고, 체질량지수는 체중/신장(kg/m2)공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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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간기울기 

자세평가 개선능력 변화를 보기 위하여 자세평가 진단기(BS-PA, Ko-

rea)를 이용하여 시기별(사전, 12주 후)로 측정하였다. 목 기울기 검사는 

귓바퀴 뒤쪽과 어깨 견봉(Acromioclavicular Joint) 위에 마크를 부착히

고 카메라 촬영을 통하여 귓바퀴 뒤쪽 마크와 어깨 견봉(Acromiocla-

vicular Joint) 위의 마크 경사도를 가늠하였다. 어깨 기울기 검사는 어깨 

양쪽 견봉(Acromioclavicular Joint)에 마크를 부착하고, 카메라 촬영을 

통하여 양쪽 마크의 경사도를 가늠하였다. 척추 휨 검사는 측정 대상자

의 뒤에서 C 7 (Cervical)번과 L 5 (Lumbar)번에 마크를 부착하고 무릎

을 약간 굽혀 등을 동그랗게 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여 척주의 기울기를 

검사하였다. 골반 기울기 검사는 골반의 양쪽  전상장골극(Anterior Su-

perior Iliac Spine, ASIS)에 마크를 부착하고 카메라 촬영을 통하여 양

쪽 마크의 좌우, 상하 경사도를 가늠하였다. 다리 기울기 검사는 발꿈

치 사이가 약 7 cm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양발을 나란하게 하고, 슬개

골(Patella) 중앙에 마크를 부착하고, 카메라 촬영을 통하여 마크를 중

심으로 회내 또는 회외로 기울어진  상태인지를 검사하였다. 하지의 길

이 측정은 연구대상자를 침대 위에 똑바로 눕히고 배꼽에서 한쪽 내과

의 끝 부위(Tip of Medial Malleolus)까지의 길이를 줄자(KMC-14C, Ko-

rea)를 이용하여 표면적 측정방법(Apparent Methd)으로 측정하였다.

3) 골반 X-ray 검사

RF 500-125 (R-500-125)/HD-5126-AD 기종을 이용하여 병원 내 방사

선과 담당자에 의해 촬영되었다. 병원에 내원한 후 10분간의 안정을 취하

게 하고, 가운으로 갈아입게 한 후 측정대 위에 바로 선 자세에서 측정하

였다. 숨을 완전히 내쉬고 정지한 상태에서, 촬영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

하고 대상자들의 신장 차이로 인해 촬영의 높낮이는 조정하여 촬영하였

다. 장골넓이(Iliac Width)는 장골의 내외측에 기준선과 수직을 이루는 

선을 긋고 두 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장골길이(Iliac Length)는 장

골의 상하단에 기준선과 수평을 이루는 선을 긋고 두 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천골 넓이(Sacral Width)는 천골 중심과 좌우 지점에 기준선

과 직각이 되는 선을 그어 중심선으로부터 각 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

다. 폐쇄공의 상하, 좌우 길이(Obturator foramen Length)는 폐쇄공의 상

Fig. 1. Taekwondo Training of  Foot Angle Application (1-12 weeks).

R형(발각도 15˚) RO형(발각도 20˚) RX형(발각도 좌: 20˚, 우: 20˚)

오른쪽 다리가 긴 유형(오른발 뒤로 반 보 뺀다) 오른쪽 다리 길고 O형 다리(오른발 뒤로 반 보 뺀다) 오른쪽 다리 길고 X형 다리(오른발 뒤로 반 보 뺀다)

Table 2. Taekwondo Training of Foot Angle Application (1-12 weeks)   

단 계 태권도프로그램 강도 빈도

준비운동(10분)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동적 스트레칭
본 운동  기본동작(25분) 1. R형 발각도 주춤서기 굴신운동  (10회 5세트: 1회 10초 휴식) HRR 50-55% 주/3회 12주  (월,수,금)

2. 발각도 태권도기본동작(좌우) 
1) 주먹지르기(상중하 10회, 10초 휴식)
2) 뒤지르기(좌우 10회, 10초 휴식)
3) 아래막기(좌우 10회, 10초 휴식)
4) 몸통막기(좌우 10회, 10초 휴식)
5) 얼굴막기(좌우 10회, 10초 휴식)
6) 한손 날 몸통막기(좌우 10회, 10초 휴식)
7) 양손 날 몸통막기(좌우 10회, 10초 휴식)

품새(15분) 8) 엇걸어 아래막기(좌우 10회, 10초 휴식)
9) 엇걸어 얼굴막기(좌우 10회, 10초 휴식)

10) 제비품 목치기(좌우 10회, 10초 휴식)
11) 산틀막기(10회, 10초 휴식)

3. 품새 태극 1- 4장(각 2회: 구령 넣어 1번, 구령 없이 1번)
정리운동(10분) 운동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적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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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좌우 길이는 중심과 상하, 좌우 지점에 기준선과 직각이 되는 선을 그

어 골반의 기울기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길이를 측정하였다.

 

4) 발각도 응용 태권도 트레이닝 프로그램

R, RO, RX 체형 발각도 방법은 Fig1과 같고, 발각도 응용 태권도프

로그램은 Table2와 같다.

5) 자료처리방법

모든 자료는 SPSS-PC 통계 프로그램 (Ver. 21.0)을 이용하여, 실험 전 

그룹 간의 차이검증은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

고, 모든 변인의 측정 결과를 평균(M)과 표준편차(SD)로 산출하고, 각

각의 변인에 대한 그룹 간 차이검증은 two-way repeated ANOVA를 실

시하였다. 사후검정으로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 

집단 내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는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로 산출하였

고, 모든 통계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신체구성의 변화

연구대상자들의 신체구성 변화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운동

군은 Height (p< .001), Weight (p< .01), Muscle mass (p< .001)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Body fat은 유의하게(p< .05)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Height 

(p< .001), Weight (p< .001), BMI (p< .01), Muscle mass (p< .001)가 유의하

Table 3. Change of body composi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12 weeks Taekwondo Training of Foot Angle Application  

Variable Group Baseline 12 weeks Times (p) Group (p)
Group×times 

(F-value)

Height (cm) Exercise
Control

141.9±8.9
142.3±8.5

143.9±9.0***
143.8±8.7***

.000 .969 4.164+

Weight (kg) Exercise
Control

43.0±13.2
40.1±10.1

44.5±13.3**
41.5±10.6***

.000 . 878 .024

Body mass index (kg/m2) Exercise
Control

21.0±4.3
19.7±4.3

21.0±4.2
20.3±4.6**

.053 .458 4.920+

Muscle mass (kg) Exercise
Control

15.5±3.9
15.5±3.3

16.4±4.0***
15.9±3.5***

.000 .818 6.529+

body fat (%) Exercise
Control

29.3±8.4
25.8±10.4

27.6±8.7*
25.9±10.7

.048 .396 5.128+

*p<.05, **p<.01, ***p<.001, +p<.05.

Table 4. Change of Trunk Tilt between before and after 12 weeks Taekwondo Training of Foot Angle Application 

Variable Group Baseline 12 weeks Times (p) Group (p)
Group×times 

(F-value)

Neck tilt (mm) Exercise 25.9±13.1 24.1±11.48* .040 .497 5.112+

Control 21.6±15.9 22.6±13.7
Should tilt (mm) Exercise 17.1±8.9 14.8±5.8 .052 .755 12.681++

Control 15.8±9.9   17.8±9.3***
Spine tilt (mm) Exercise 25.2±7.8 19.5±4.2*** .000 .812 30.315+++

Control 21.0±8.2 22.7±13.7
Pelvis tilt (mm)
   Up and down Exercise 16.9±5.8 15.8±5.3 .071 .267 1.658

Control 14.5±6.6 13.9±6.5
   Front and back Exercise 16.9±5.8  14.3±7.1** .002 .068 1.735

Control 14.9±7.3 13.7±5.8
Leg tilt (mm)
   Left Exercise 83.4±19.5   76.7±17.5** .001 .845 4.408+

Control 77.7±25.4 80.0±21.3
   Right Exercise 83.4±20.1   77.8±18.2** .009 .646 12.551++

Control 75.8±21.5 79.5±23.1
Leg length discrepancy (cm) Exercise 0.8±0.3 0.7±0.9 .672 .945 1.768

Control 0.6±0.5 0.9±0.5

*p<.05, **p<.01, ***p<.0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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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 of Pelvic X-ray examina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12 weeks Taekwondo Training of  Foot Angle Application  

Variable Group Baseline 12 weeks Timep (p) Group (p)
Group×Times 

(F-value)

Ilium length (mm) Exercise 2.6±1.3 1.1±0.5***, # .000 .045 26.685+++

Control 2.2±4.0 3.2±4.0*
Ilium width (mm) Exercise 3.3±1.7 1.5±1.7***, ### .000 .000 23. 825+++

Control 3.3±2.3       3.8±1.6
Obturator foramen length (mm) Exercise 2.0±1.4 1.2±0.6***, ## .000 .008 8.923+++

Control 1.9±1.1 2.1±1.1
Obturator foramen width (mm) Exercise 2.3±2.1 1.2±0.5*, ## .035 .085 12.183+++

Control 1.4±1.1 2.1±1.4*
Sacrum width (mm) Exercise 2.7±0.9 1.2±0.5***, ## .000 .074 53.796+++

Control 2.1±1.7 2.5±1.7

*p<.05, **p<.01, ***p<.001, #p<.05, ##p<.01, ###p<.001, +p<.05, ++p<.01, +++p<.001.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Trunk Tilt and X-ray examination before and after 12 weeks Taekwondo Training of Foot Angle Application 

Variable IL IW OFL OFW SW

Neck tilt (mm) .116 .078 -.222 .459 * .289
Should tilt (mm) -.196 -.205 .082 -.155 .160
Spine tilt (mm) .457* .093 -.075 .064 .606**
Pelvis tilt (Up and down) (mm) .017 -.227 -.029 .006 -.423
Pelvis tilt (Front and back) (mm) .323 .465* .139 .254 .346
Leg tilt (Left) (mm) -.022 .100 -.006 .197 -.014
Leg tilt (Right) (mm) .012 .144 -.110 .148 .139
Leg Length discrepancy (mm) .241 .478* .133 .452* .331

IL, Iliac length; IW, Iliac width; OFL, Obturator foramen length; OFW, Obturator foramen width; SW, Sacrum width.
*p<.05, **p<.01. 

게 증가하였다. Height (p< .001), Weight (p< .001), Muscle mass (p< .01)에

서 시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Height (p< .05), BMI (p< .05), Muscle mass (p< .05), body fat (p< .05)

에서 그룹과 시기 간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체간 기울기의 변화

연구대상자들의 체간기울기 변화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운

동군은 목기울기(p< .05), 척추 휨(p< .001), 골반기울기 전후(p< .01), 다

리기울기 좌우(p< .01) 차이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어깨기

울기(p< .001)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척추 휨(p< .01), 골반기울기 전

후 차이(p< .001)에서 시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목기울기(p< .05), 

어깨기울기(p< .05), 척추 휨(p< .05), 골반기울기 전후(p< .05), 다리기울

기(좌)(p< .05), 다리기울기(우)(p< .01)는 그룹과 시기 간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골반 X-ray 검사의 변화

연구대상자들의 골반 X-ray 검사의 변화는 Table 5와 같다. 운동군

은 장골높이 좌우 차이(p< .001), 장골넓이 좌우 차이(p< .001), 폐쇄공 

높이 좌우 차이(p< .001), 폐쇄공 넓이 좌우 차이(p< .05), 천골의 넓이 

좌우 차이(p< .001)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장골높이 좌우 

차이(p< .05), 폐쇄공 넓이 좌우 차이(p< .05)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장골넓이 좌우 차이(p< .05), 천골의 넓이 좌우 차이(p< .001)에서 시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장골높이 좌우 차이(p< .001), 장골넓이 

좌우 차이(p< .001), 폐쇄공 높이 좌우 차이(p< .01), 폐쇄공넓이 좌우 

차이(p< .01), 천골의 넓이 좌우 차이(p< .00)는 그룹과 시기 간 상호작

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체간 기울기와 골반 X-ray 검사의 상관관계

체간기울기와 골반 X-ray 검사의 상관관계는 Table 6 과 같다. 목기울

기와 폐쇄공 넓이(r=.459, p< .05) 간에는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척추 휨

과 장골높이(r=.457, p< .05), 천골넓이(r=.606, p< .01) 간에는 정적상관

이 나타났으며, 골반기울기(전후)와 장골넓이 좌우 차이(r=.465, p< .05) 

간에도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다리길이의 좌우 차이와 장골넓이(r= 478, 

p< .05), 폐쇄공넓이(r=.452, p< .05) 간에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논 의 

신체조성(Body composition)은 신체의 지방조직과 제지방 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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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운동처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25]. 

태권도 품새는 ACSM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에서 권장

한 50-60% VO2max의 운동 강도의 범위 내에 있다[26]. 12주간의 발각

도 응용 태권도 트레이닝 후 운동군의 Height (p< .001), Weight (p< .01), 

Muscle mass (p< .001)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Body fat은 유의하게(p< .05)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Height (p< .001), Weight (p< .001), BMI (p< .01), 

Muscle mass (p< .001)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태권도 품새는 짧은 시

간에 끝나는 무산소성 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연습은 

유산소성 운동으로 포함되며[27], 선행연구에서 12주간 일반 태권도 

프로그램이 남녀 초등학생의 신체조성과 체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

타났다[28]. 본 연구에서 실험군, 대조군 모두 태권도 운동군으로 신장, 

체중, 근육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신장,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체지

방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을 향상시키

는 데 좋은 운동으로 나타났다. 척추측만증은 잘못된 자세와 습관 등

의 복합 요인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최근 10-20대가 급증

하고 있다[29]. 선행연구에서 태권도 훈련 프로그램 후 근 체형검사에

서 흉추 전후만과 견갑골의 수평검사 분석결과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고[30],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교정운동 1회 60분, 주 

3회, 12주간 실시하여, 상체기울기와 척추 휨, 골반기울기에서 그룹과 

시기 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1]. 12주간의 발각

도 응용 태권도트레이닝 후 운동군은 목기울기, 척추 휨, 골반기울기 

전후의 좌우 차이, 다리기울기 좌우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어깨기울기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운동군에서 발각도 응용 태권도 

트레이닝을 통한 골반의 안정화가 다리기울기의 개선을 가져오고 인

체 역학적 보상으로 척추 휨, 어깨기울기, 목기울기의 개선효과가 나타

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 길이 차이는 전체 인구의 40-70%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이며 하지 길이 차이는 생체 역학적 영향으로 자세의 변

화가 초래된다[32].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의 골반 교정 후, 평형성, 유

연성, 하지길이 차이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33]. 12주간의 발각도 

응용 태권도 트레이닝 후 다리기울기 차이 검정에서  운동군에서 유의

하게 감소하였고, 대조군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 다리쪽 골

반 변형의 형태는 ASEX (Anterior Superior External)로 되어 있는데

[34], 발각도 응용 태권도 트레이닝에서 한 발을 반 족자 뒤로 빼고 발

뒤꿈치를 15° 밖으로 틀어 트레이닝을 한 효과가 골반을 PIIN (Posteri-

or Inferior Internal)으로 교정 변화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발각도 응용 

태권도 트레이닝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체간기울기를 개선하고, 일반 

태권도 수련생과 태권도 선수들에게도 골반안정화와 체간기울기 및 

다리기울기 개선 효과에 좋은 트레이닝 방법으로 나타났다. 골반 불균

형은 골반부정렬(Misalignment of pelvis)을 의미하며[35], 골반의 전면 

X-ray 촬영을 분석하여 골반 변위를 측정하는 Gonstead Techenique은 

골반 좌우의 상대적인 높이와 넓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시상면, 

전두면, 수평면에서 변위를 측정할 수 있다[36]. 골반의 비대칭은 일상

생활에서의 움직임과 신체활동, 보행과 이동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

문에 골반의 대칭을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골반교정이 중요하다[37]. 태

권도 경력에 따른 골반변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경력 2년 집단이 1년 

집단보다 장골 넓이 차, 장골 길이 차에서 높은 결과를 보여, 경력에 따

른 골반변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38],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

서 어깨의 기울기 각도도 변화하고 골반의 안정화는 인체의 척추 및 

어깨 질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39]. 선행연구에서 자세수정

요가가 실험 전 좌우 장골의 넓이 평균에서 실험 후 유의하게 감소하

였고[40], 특발성 척추측만 여자초등생 41명을 대상으로 척추의 비대

칭 개선을 목표로 12주간 복합 운동프로그램이 골반의 비틀림 각도와 

회전각도 및 척추측만 각도에서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41], 비니 

힐링 요가 프로그램이 체형의 불균형을 개선하였고, 장골넓이(IN/EX) 

변화(L), 고관절 각(내회전/외회전) 변화(L), 골반둘레 변화, 하지길이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42].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자들은 다리길이와 체간 기울기 그리고 골

반변형이 있는 태권도 운동군으로, 발각도 응용 태권도 운동군은 장

골의 높이(p< .001), 장골의 넓이(p< .001), 폐쇄공의 높이(p< .001), 폐쇄

공의 넓이(p< .05), 천골의 넓이(p< .001) 좌우 차이가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이런 결과는 골반의 상하, 좌우의 기울기가 개선되어 안정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조군은 장골 높이(p< .05), 폐쇄공 넓이

(p< .05) 좌우 차이가(p< .05)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골반의 상하, 

좌우의 기울기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각도 응용 태권도 트

레이닝은 모든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적용하면 매우 좋은 프로그램으

로 사료되며, 골반 안정화와 바른 체형 형성에 매우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으로 나타났다. 

골반 X-ray 검사와 체간 기울기와의 상관관계에서 12주간의 발각도 

응용 태권도 트레이닝 후 목기울기와 폐쇄공 넓이(r=.459, p< .05) 간에

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골반의 좌우 기울기가 개선되면 목기울

기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척추 휨과 장골높이

(r=.457, p< .05), 천골넓이(r=.606, p< .01) 간에도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골반의 상하 기울기가 개선되고 천골의 좌우 넓이가 개선되면 척

추 휨이 개선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골반기울기 전후와 장골넓

이 좌우 차이(r=.465, p< .05) 간에도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발각

도 응용 태권도 트레이닝을 통하여 골반안정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리길이 좌우 차이와 장골넓이(r=.478, p< .05), 폐쇄공 넓이

(r=.452, p< .05) 간에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장골의 넓이 폐쇄

공의 넓이가 개선되면 다리길이가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골반의 

안정화와 다리길이 차이의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폐쇄공의 넓이는 골반의 좌우 기울기와 관련되어 있고, 장골높이

는 골반의 상하 기울기와 연관되며, 천골의 좌우 넓이는 골반의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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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기울기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 폐쇄공과 장골, 천골의 좌우 차이

가 줄어 개선되었다는 것은 골반의 안정화를 의미하고 골반 안정화는 

다리길이 차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추 증

후군이 있는 남녀 대학생을 40명을 대상으로 카이로프라틱 골반 교정

을 실시한 결과 신체중심의 평균값이 12.8%가 개선되었고, 신체중심

이 뒤쪽에 있는 실험군은 골반 교정 후 신체중심의 평균값이 13.8%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43]. 천장관절기능부전의 징후가 있는 요통

환자(평균 38.66 ±11.47세)를 대상으로 천장관절에 도수교정을 시행한 

후 골반경사가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고[19], 골반 교정 후 노

인여성의 체간의 안정화와 균형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44]. 

12주간의 발각도 응용 태권도 트레이닝 후 골반의 안정화는 체간기울

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골반 X-ray검사와 체간기울기와의 상관관

계에서 골반의 안정화가 체간기울기의 개선효과와 다리길이와 다리기

울기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다리길이 차이와 골반기울기 그리고 체간기울기가 있는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발각도 응용 태권도 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발각도 응용 태권도 트레이닝은 하지 근력과 척추

를 지지하는 인대와 근육 강화를 통하여 골반의 안정화를 이루고 골반

의 안정화는 다리길이와 다리기울기를 개선하고 인체 역학적 보상을 통

한 체간기울기를 바로잡아주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발각도 응용 태권도 

트레이닝은 모든 태권도 수련군에 적용하여도 골반의 안정화와 체간기

울기 및 다리길이와 다리기울기 개선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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