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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Sagittal Spinopelvic Parameters 
according to Pelvic Incidence in Asymptomatic Old 
Korean Men
Kyu-Bok Kang, M.D., Young-Jun Ahn, M.D.*, Yongjung J Kim, M.D.†, Young-Bae Kim, M.D., Sung-Chul Park, M.D. 
Seoul Veterans Hospital, Seoul, Korea,
National Police Hospital, Seoul, Korea*,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NY, U.S.A.†

Study Design: A radiographic study of normal subjects.
Objectives: To analyze sagittal spinal parameters according to the size of pelvic incidence (PI).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re has been no previous study about the classification of spinopelvic parameters that has used a 
large cohort of asymptomatic older men with the same ethnic background as those in the current study. 
Materials and Methods: We examined 160 males aged over 50 without disease, trauma, or history of operation on spine or lower 
extremities. Sagittal standing radiographs of the whole spine on 36-inch film were taken. Group 1 (n=30) had a PI of less than 40°. Group 
2 (n=71) had PI between 40° and 50°, and group 3 (n=59) had a PI greater than 50°. Thoracic kyphosis, thoracolumbar kyphosis, lumbar 
lordosis, the vertebral slope of T12, sacral slope, and pelvic incidence were measured. The distances from the plumb line of C7, T12, and 
the lumbar apex to the posterosuperior corner of the sacrum were also measured.
Results: Subjects’ average age was 64.1(53~83).Lumbar lordosis, sacral slope and pelvic tilt were all significantly increased in group 3. 
Thoracic kyphosis and the vertebral slope of T12 were not different between groups. The distances from the plumb line of C7, T12, and 
the lumbar apex to the posterosuperior corner of the sacrum were significantly translated anteriorly in group 3.
Conclusions: Group 3, who had the largest PI, demonstrated the largest lumbar lordosis and the most forward transition of trunk.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oracic kyphosis and the vertebral slope of T12 among the three groups.

Key Words: Old age, Sagittal, Pelvis, Lumbar, Classification

척추와 골반의 시상면상 주요 지표들을 파악하고 서로의 상관

관계를 아는 것은 여러 가지 척추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1-6) 이들 지표들 중 골반의 시상면상의 해부학적 

지표인 골반 입사각(pelvic incidence)은 골 성장이 완료되면 일

생 동안 변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해부학적 지표로 알려져 있

다.7,8) 여러 저자들은 골반 입사각을 이용하여 개개인의 해부학

적 특징을 파악하고, 질병의 발현을 예측하려고 시도하였다.1,9-13) 

50대 이후의 성인들의 경우 퇴행성 질환이 호발하며 이로 인

한 다양한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어 이에 따른 정상 척추-골

반지표의 확립이 필요하나,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 

중 이들 연령대의 경우에는 연령대별의 전체적인 특징만 연구되

어 왔고, 해부학적 특징에 따른 분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14-16) 이에 저자들은 고령의 정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해부학적 지표인 골반 입사각을 바탕으로 분류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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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시상면상 척추 지표들의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7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본원에서 신체검사를 시행 

받은 사람들 또는 본원의 타과 입원 환자들 중에서 50세 이상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전향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다. 척추와 흉복

부 및 하지에 통증이 없는 지원자를 선별하였고, 설문지 검사를 

통하여 이들 부위의 질병의 이환이나 수술 등의 과거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방사선학적 검사는 전신 기립 전후면 및 측면

의 36인치 전체 척추 촬영을 시행하였고, 의학 영상 정보 시스템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s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면 촬영은 Spinal Deformity Study Group17)의 방

법에 따라 고관절과 슬관절을 신전하여 기립 자세를 취한 후, 상

지는 주관절을 굴곡하고 수부를 쇄골 위에 위치한 후 촬영하였

다. 촬영한 방사선 사진 상 관상면 상에서 10도 이상의 코브스씨 

각을 가지고 있는 측만증, 양측 협부 결손, 척추 이분증 등이 있

거나, 국소적인 추간판 간격의 이상을 보이는 퇴행성 병변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한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분류

전체 대상자들의 평균 골반 입사각은 48.4±8.6°(최소 29°

~최대 74°)이었다. 대상자들을 골반 입사각의 크기를 기준으

로 3군으로 세분하여, 골반 입사각이 40도 이하인 경우 1군으로, 

41도 이상이고 50도 이하인 경우를 2군, 50도 이상인 경우를 3

군으로 분류하였다. 

3. 방사선학적 검사 

방사선학적 시상면상 지표로 흉추 후만각(제5 흉추 상단 – 

제12 흉추 하단), 흉요추 후만각(제10 흉추 상단 – 제2 요추 하

단), 및 요추 전만각(제12 흉추 하단 – 천추 경사)을 구하였다. 

후만의 경우 양의 값으로, 전만의 경우 음의 값으로 표시하였다. 

제 12 흉추 하단의 종판(End plate)이 수평면과 이루는 코브스씨 

각도인 척추경사(Vertebral slope or inclination)를 측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요추 전만의 상단이며 흉요추의 이행부인 제12 

흉추 하단의 척추 경사의 특징을 알고자 하였다. 종판이 수평면

보다 상방으로 기울어지면 양의 값으로 하방으로 기울어지면 음

의 값으로 표시하였다.

시상면 거리 지표는 제7 경추 수선, 제 12흉추 수선 및 첨부 요

추 수선과 천추 후상단과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수선이 

천추 후상단보다 전방에 위치하는 경우 양의 값으로 후방에 위

치하는 경우 음의 값으로 표시하였다.

골반 지표로는 천추 경사 및 골반 경사를 측정하였다.

4. 통계

각 군의 측정치의 범위와 평균치 및 분산을 구하였고, 일차

원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시행하여 각 군을 비교하였

으며, 유의성이 관찰될 경우 사후 검정으로 Tukey 검정을 이용

하였다. 각 지표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성 검사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상관 관계는 상관 계수가 0.05 이하에서 유의

한 것으로 보았다.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결과들 중 Cohen 

등18)의 방법을 따라 상관 계수의 절대 값이 0.5 이상은 고도, 0.3 

이하 0.1 이상은 중등도, 0.1 이하의 경우 경도의 상관관계를 보

인다고 하였다. 통계의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0.1, 한글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시행하였

다.

결 과

1. 대상자 분류 (Table 1)

대상자들은 160명 전례에서 남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4.1(53~83세, ±6.3세)이었다.  연령의 분포는 60세 이하가 49

예, 61세에서 70세까지가 84예, 71세 이상이 27예 등이었다. 

각 연령군 간의 골반 입사각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Fig. 1. Group 3 with largest pelvic incidence demonstrated the largest 
lumbar lordosis and sacral slope, and the most forward transition of trunk 
or increased horizontal anterior translation of C7 plumbline. The size of 
thoracic kyphosis and T12 LEP-H angle did not show the difference.
TK; Thoracic kyphosis (T5 UEP- 12 LEP), LL; lumbar lordosis (T12 LEP–S1 UEP), 
T12 LEP-H ;T12 lower end plate-horizontal angle, SS; Sacral slope, PI; 
Pelvic inc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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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10).

골반 입사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 따른 분포는 1군은 

30예, 2군 71예, 3군 62예, 4군 59예였다. 

전체 대상자들의 신장은 평균 166.9±5.4cm이었고, 체중은 

평균 67.0±9.6kg이었으며, 신체 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는 평균 24.0±3.1이었다. 신장, 체중 및 신체 질량 지수 모

두에서 각 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방사선학적 결과 (Fig. 1)

1) 각도 지표 (Table 2)

흉추 후만각(제 5 흉추 상단~제 12 흉추 하단)은 평균 30.0±

8.6°이었다. 흉추 후만각은 각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0.418). 

흉요추 후만각(제 10 흉추 상단~제 2 요추 하단)은 평균 10.1

±7.4°이었다. 1군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83).

요추 전만각(제 12 흉추 하단~천추 경사)은 평균 -57.5±

8.8°이었다. 1군에서 3군으로 갈수록 요추의 전만이 증가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이 감소하였다. 1군은 -50.7±

6.9°, 2군은 -56.2±8.5°, 3군은 -62.3±7.1°이었다(P<0.001).

제12 흉추 하단의 척추경사는 평균 -20.3±5.7°이었으며 이

들은 각 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80). 

2) 거리 지표 (Table 3)

제7 경추 수선과 천추 후상단과의 거리는 평균 -0.3cm±

2.8cm이었다. 제7 경추 수선과 천추 후상단과의 거리의 평균값

은 3군에서 전방으로 유의하게 전이되었으나, 전 군에서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속하는 값을 보였다. 1군은 -1.8±2.7 cm, 2군은 

-0.4±3.0 cm, 3군은 0.7±1.9cm이었다(P<0.001).

제12 흉추 수선과의 거리(평균 -2.1±1.7cm) 및 첨부 요추 수

선과의 거리(평균 2.4±0.7cm)도 3군에서 유의하게 전방으로 전

이되는 소견을 보였다(P<0.001). 

3) 골반 지표 (Table 4)

천추 경사는 평균 37.1±6.8°이었고, 골반 경사는 평균은 

11.3±6.4°이었다. 이들은 모두 1군에서 3군으로 갈수록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data
Total Group1(PI*<40°) Group2(41°<PI<50°) Group3(51°<PI) P-value

No. of cases 160 30 71 59

Height (cm) 166.9±5.4 166.1±4.8 167.5±4.8 166.5±6.3 0.371

Weight (kg) 67.0±9.6 66.7±10.0 67.5±10.0 66.6±9.0 0.855

BMI† 24.0±3.1 24.1±3.4 24.0±3.4 24.0±2.5 0.990

* PI; pelvic incidence (average PI; 48.4±8.6° (29°~74°)), 
† BMI; body mass index

Table 2. Sagittal angular parameters and vertebral slope (°)

Total Group1 Group2 Group3 P-value
Thoracic kyphosis 30.0±8.6 31.3±7.6 29.1±8.6 30.6±9.2 0.418

Thoracolumbar kyphosis 10.1±7.4 12.1±7.6 10.5±6.6 8.5±7.8 0.083

Lumbar lordosis -57.5±8.8 -50.7±6.9 a -56.2±8.5 b -62.3±7.1 c <0.001

T12 LEP* -20.3±5.7 -21.3±5.5 -19.4±6.2 -21.0±5.1 0.180

* LEP lower end plate
† Different letters (a, b, and 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ach others by Tukey test.

Table 3. Sagittal distance parameters (cm)

Total Group1 Group2 Group3 P-value
C7 plumb -0.3±2.8 -1.8±2.7 a -0.4±3.0 b 0.7±1.9 b <0.001

T12 plumb -2.1±1.7 -3.7±1.8 a -2.0±1.5 b -1.5±1.5 b <0.001

Lumbar apex plumb 2.4±0.7 1.9±0.4 a 2.3±0.7 b 2.7±0.7 c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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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지표들간의 상관 관계 (Table 5)

골반 입사각은 천추 경사(R=0.677, P<0.01), 골반 경사

(R=0.620, P<0.01) 및 요추 전만각(R=-0.574, P<0.01)과 고

도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골반 입사각과 제7 경추 수선거리

(R=0.336, P<0.01)와는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추 전만각과 천추 경사(R=-0.752, P<0.01)와는 고도의 상

관 관계를, 흉추 후만각(R=-0.433, P<0.01)과는 중등도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고 찰 

척추의 시상면상의 정렬의 분류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가 발

표 되었으나, 분류의 기준이 특정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위

치 변수(positional parameter)들인 체간의 기울기19) 또는 천추 

경사20,21) 등을 이용한 논문들이었다. 이에 반하여 골반 입사각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해부학적 지표로서 개인의 특

징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8,22,23) 이는 천추 경사와 골반 경사의 산술적인 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기타의 척추의 시상면상 지표들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의 정상값으로 Boulay 

등22)은 평균 53.1±9°이라고 하였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

우는 14,21,24-27) 그 값이 46.0±7.8°에서 48.7±11.6 °로 보고되

어 왔다. 저자들의 경우 우리나라 고령의 무증상의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48.4±8.6°의 평균 골반 입사각을 얻을 수 있었

다.

요추 전만각은 시상면상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골반과 흉추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며 그 정상 범위가 넓고 형

태가 다양하다. 저자들은 제12 흉추의 하단으로부터 천추의 상

단, 즉 척추 경사까지의 코브스씨 각을 요추 전만각으로 정의하

고 측정하였다. 요추 전만각을 예측하기 위하여 골반 입사각을 

포함한 시상면상의 다른 지표를 이용한 공식들이 알려져 있으

며, 이 때. 골반 입사각은 골반 내 위치 변수인 천추 경사를 매개

로하여 요추 전만각을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8,22) 저자들의 경

우에도 골반 입사각이 증가할수록 요추 전만각이 증가하였으며

(R=-0.574, P<0.01), 이는 천추 경사를 매개로 상관관계의 사슬

을 형성하였다. (Fig. 2) 이와 대조적으로 요추 전만각 상단인 제

Table 4. Pelvic parameters (°)
Total Group1 Group2 Group3 P-value

Sacral slope 37.1±6.8 29.3±4.9 a 36.8±5.2 b 41.4±5.6c <0.001

Pelvic tilt 11.3±6.4 7.2±5.8 a 9.3±4.7 a 15.8±5.8 b <0.001

Table 5. Matrix of Correlations Among the Main Spinal and Pelvic Parameters                                                                (R values after the Pearson test)

C7
plumbline 

Thoracic 
kyphosis

Lumbar 
lordosis Sacral slope Pelvic 

tilt
Pelvic 

incidence

C7 plumbline 1

Thoracic kyphosis .214** 1

Lumbar lordosis .085 -.433** 1

Sacral slope .237** .038 -.752** 1

Pelvic tilt .202* .116 .030 -.158* 1

Pelvic incidence .336** .114 -.574** .677** .620**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 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Fig. 2. The significant chain of correlations is observed between the 
positional pelvic and spinal parameters and the morphological pelvic 
inc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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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흉추 하단의 척추 경사의 경우 각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는 천추 경사의 크기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1) 이에 따라 골반 입사각의 크기 변화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흉추 후만각은 각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ialle 

등28)은 정상 척추의 시상면상 균형을 이루는데 흉추 후만각과 

골반 입사각은 독립적인 인자라고 하였다. 저자들의 경우에도 

골반 입사각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0.114, 

P=0.159). 흉추 후만각과 요추 전만각과는 중등도의 상관 관계

를 보였으나(R=-0.433, P<0.01), 이들의 만나는 지점인 제12 흉

추 하단의 경우 이들의 크기의 변화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 이는 흉추 후만각의 크기의 변화가 요추 전만각의 크

기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만, 이 변화는 요추 전만각의 하단에서 

발생하면서 체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흉추 

후만의 크기의 변화는 골반 입사각과 독립적이므로 이는 시상면

상 다른 변수들을 계산하는데 골반 입사각과 함께 독립적인 변

수들로 사용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7 경추 수선은 체간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절대값은 

없으나 대개 제7 경추체의 중심에서 내린 수선이 천추의 후상단

에서 전후방 3cm 이내를 지나는 경우 정상범위라고 알려져 있

다.29) 이의 임상적 중요성에 비하여 이에 대한 골반 입사각의 영

향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 제7 경추 수선의 각 

군의 평균값들은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나, 제1 군에 비하

여 골반 입사각의 크기가 큰 제2 및 제3군에서 유의하게 전방으

로 전이되는 소견을 보였다(P<0.001). 이와 마찬가지로 제12 흉

추 수선과 첨부 요추 수선의 경우에도 골반 입사각이 클수록 유

의하게 전방으로 전이되는 소견을 보였다. Ahn 등21)은 천추 경

사를 기준으로 분류한 연구의 경우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발

표하였으며, 천추 경사가 증가하면 하부 요추의 원호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체간이 전방으로 전이된다고 하였다. 골반입사각의 

경우에도 천추 경사를 매개로 하여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사람들로 구성된 동일한 인종적 배경, 동

일 성별, 및 유사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상인의 체

간 균형 과정을 이해하고 시상면상의 재건술 등의 척추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들을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

후 다른 연령대 및 여성에서의 연구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되며, 골반 기울기 등의 다른 지표를 중심으로 한 연구도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골반 입사각의 크기가 증가한 3군에서 요추 전만각, 천추 경

사와 골반 경사의 크기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제12 흉추 하단의 

척추 경사와 흉추 후만각의 크기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제7 경추 수선은 골반 입사각의 크기에 따라 정상 범위 내에

서 전방으로 전이되었다. 골반 입사각에 따른 척추의 시상면 지

표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정상인의 체간 균형 과정을 이해하고, 

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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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무증상의 한국인들에서 골반 입사각에 따른 시상면상 척추-골반 지표들의 변화
강규복 • 안영준* • 김용정† • 김영배 • 박성철

서울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연구 계획: 방사선학적 검사를 이용한 연구 

목적: 고령의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개인의 고유한 해부학적 지표인 골반 입사각에 따른 시상면상 척추와 골반의 세분화된 지

표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문헌의 요약: 퇴행성 질환이 발생하는 연령대에서 진단 및 치료의 지침이 되는 정상의 고령의 남성을 대상으로 골반 입사각에 따른 척추-골반 지표

의 분류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대상 및 방법: 2007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60명의 5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척추와 하지의 질환이나 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는 정상인들을 선별하여 전신 기립 측면 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측만증, 협부 결손, 또는 추간판 간격의 이상 등이 있는 예는 제외하였다. 이

들을 골반 입사각의 크기 따라 40도 이하인 경우 1군, 41~50도인 경우 2군, 50도 이상인 경우 3군으로 세분하여 비교하였다. 방사선학적 시상면상 지

표로 흉추 후만각, 흉요추 후만각, 요추 전만각 및 제12 흉추 하단의 척추 경사를 측정하였다. 골반 지표로는 천추 경사 및 골반 경사를 측정하였다. 거

리 지표로 제7 경추, 제12 흉추, 및 첨부 요추 수선과 천추 후상단과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결과: 대상자들은 평균 64.1세 (53~83세)이었다. 1군은 30예, 2군 71예, 3군 59예 등이었다. 3군에서 요추 전만각(1군: -50.7±6.9°vs. 2군: -56.2±

8.5°vs. 3군: -62.3±7.1°, P<0.001) 과 천추 경사 및 골반 경사가 가장 증가하였다. 흉추 후만각, 흉요추 후만각 및 제12 흉추 하단의 척추 경사는 각군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리 지표는 제7경추(-1.8±2.7cm vs. -0.4±3.0cm vs. 0.7±1.9cm, P<0.001), 제12 흉추, 및 첨부 요추 수선의 모든 

경우에서 3군에서 유의하게 전방으로 전이되었다.

결론: 골반 입사각의 크기가 증가한 3군에서 요추 전만각, 천추 경사와 골반 경사의 크기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제12 흉추 하단의 척추 경사와 흉추 후만

각의 크기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제7 경추 수선은 골반 입사각의 크기에 따라 정상 범위 내에서 전방으로 전이되었다.

색인 단어: 고령, 시상면, 요추, 골반 입사각, 분류

약칭 제목: 고령 시상면 척추-골반 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