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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검도 수련자에서 발생된 근골격계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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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pain and asso-
ciated factors and to understand treatment and prevention of 
Kendo related pain.
Method: Ninety three Kendo players were given an account 
of questionnaire. Age, career, class, weekly practice time, 
daily warm-up exercise, daily cool-down exercise, pain 
existence, distribution of pain, diagnosis of pain origin, 
method of pain control, period of most pain and injury 
occurrence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Results: The mean age was 29.3 years and mean career was 
25.8 months. Sixty-four out of ninty-three Kendo players 
had musculoskeletal pain. Foot was the most common area 

of pain complaints (25%), which were followed by wrist 
(17.2%), ankle and heel (15.4%), knee (14.1%) in order of 
prevalence. Univariate analysis indicated increased occurrence 
of pain was correlated with age, career, class and warm-up 
exercise. As the causes of pain, tennis elbow, herniated 
lumbar disk, plantar fascitis and torsion of ankle were 
common. 
Conclusion: Musculoskeletal pain related to Kendo was 
found highly frequent and involved in whole body. Foot, 
ankle and heel were the most common area of pain and the 
cause of pain was various. (J Korean Acad Rehab Med 
2008; 32: 5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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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검도는 우리 민족문화의 고유한 통성을 지니고 민족의 

역사 속에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무도  하나이다. 과거 

36년간의 일제 시 가 있었고 오늘날 검도가 경기화되는 

과정에서 일부분 일본의 향이 있었다는 은 부정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는 신라 화랑도에서부터 내려오는 통

인 검도의 맥이 이어져 왔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검

도가 무술이었던 시 는 각 개인이 특유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부 에 계없이 행하여졌으나, 재의 검도는 무술에

서 스포츠로 환되어 주어진 규칙과 규격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죽도를 가지고 규정한 시합장내에서 정해진 동안 

칼의 역학  원리를 응용하여 겨루기를 행하여, 승패를 가

르는 격투기  개인경기로 변화하 다. 검도 경기는 죽도

로 상 의 유효 격자부 (정면머리, 좌우측 머리, 좌우측 손

목, 좌우측 허리, 목 름)를 정확하게 격자하면 득 으로 인

정되며, 제한 시간(5분 원칙)내에 두 을 선취하면 승리하

게 된다. 재 우리나라에는 약 60만의 검도 인구가 있으며, 

검도 입문자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1,2

검도는 신체  을 통한 격렬한 운동이나 보호 장비

가 확실하여 다른 격투 종목에 비해 비교  부상의 험이 

은 편이다. 검도 선수들에서 족 근막염,
3,4 피로골 ,5-8 

동맥류,
9  건 열10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검도

와 련된 손상이나 통증에 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에 부

산지역 검도장, 국 7개 의과 학  인터넷 검도 동호회

의 검도 수련자를 상으로 검도와 련된 통증의 분포와 

련인자를 분석하여 검도 수련자들의 운동능력 향상  

검도 련 근골격계 통증의 방에 도움이 되기 해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2007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부산지역의 검도장 2곳

과 국 7개 의과 학 검도 동아리, 인터넷 검도 동호회에

서 검도를 수련하고 있는 93명을 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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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valence and Distribution of Pain

Site Distribution of pain (%)

Foot 16 (25)

Wrist 11 (17.2)

Ankle & heel 10 (15.4)

Knee  9 (14.1)

Shoulder  6 (9.4)

Elbow  4 (6.3)

Femoral lesion  2 (3.1)

Low back  2 (3.1)

Neck  1 (1.6)

Flank  1 (1.6)

Lower back  1 (1.6)

Toe  1 (1.6)

Total 64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Data (%)

Sex Male 77 (82.80)

Female 16 (17.20)

Career ≤12 month 12 (12.90)

＞12 month 81 (87.10)

Class 4∼5 Kyu 29 (31.18)

2∼3 Kyu 21 (22.58)

1 Kyu, 1∼2 Dan 43 (46.24)

 Weekly practice time 2.93±1.86 hours

 Pain complaint 64/93 (68)

Table 3.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Pain

Pain p
Characteristics

No (n=29) Yes (n=64) (t-test)

Age (years) 22.69±1.75 24.48±2.06 ＜0.05

Career (months)  17.90±13.43  29.42±15.66 ＜0.05

Weekly practice  2.45±1.37  3.15±2.02 0.095

  time (hours)

Daily warm-up  7.07±7.96  9.53±5.96 0.101

  time (min)

Daily coon down  2.24±3.68  2.86±4.05 0.486

  time (min)

Values are mean±S.D.

통하여 통증의 분포와 정도, 련된 인자를 분석하 다. 검

도 수련 이 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하여 수술이나 치료 받

은 경우는 제외하 다.

2) 연구 방법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 상의 나이, 성별, 연습시간, 비

운동의 유무  시간, 마무리 운동의 유무  시간, 근골격

계 질환의 유무, 통증의 유무  최  강도와 최소 강도, 통

증의 치, 통증의 원인, 치료 방법, 통증에 의한 휴식 횟수 

 기간, 부상 횟수, 통증을 느끼는 시간 와 기간, 통증과 

부상이 가장 많은 시기를 조사하 다. 나이, 검도경력, 운동

시간, 비운동시간, 마무리 운동시간은 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통증과 련된 인자들의 분석은 카이제곱검정

을 사용하 다. 다변량 분석으로 통증 발생 여부를 종속변

수로 하고 단일 변량 분석에서 유의성이 있는 인자들을 독

립변수로 하여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모

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2.0)를 사

용하 고 통계학  유의성은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하

다.

결      과

연구 상자는 총 93명이었으며, 그  남자 77명, 여자 

16명이었고, 연령분포는 19세에서 30세까지로 평균연령은 

23.92±2.13세 다. 검도를 한 경력은 평균 25.83±15.86개월

이었으며, 12개월 이하 수련한 자는 12명, 12개월 과하여 

수련한 자는 81명이었다. 4 과 5 은 29명, 2 과 3 은 21

명, 1   1, 2단은 43명이었다. 주간 평균 운동 시간은 2.93

시간이었다. 검도와 련된 통증의 발생율은 93명  64명

으로 68% 다(Table 1). 비운동시간은 평균 8.76분이었고, 

마무리 운동시간은 2.66분이었다. 부상에 의한 평균 휴식기

간은 38.58일이었고 부상의 발생 빈도는 년간 1.23회 다.

통증 부 별 분포는 발 16명(25%), 손목 11명(17.2%), 발

꿈치와 발목 10명(15.4%), 무릎 9명(14.1%), 어깨 6명(9.4%), 

팔꿈치 4명(6.3%), 허리 2명(3.1%), 퇴부 2명(3.1%), 목 1

명(1.6%), 구리 1명(1.6%), 다리 1명(1.6%), 하지부의 기타

부  1명(1.6%)을 보 다(Table 2).

통증 유무에 따른 분석에서 나이는 25세 이상에서, 검도

경력은 12개월 이상에서 통증의 발생이 더 많았고 통계학

으로 유의하 다. 주간 운동시간, 일간 비운동과 마무

리 운동시간이 많은 수련자에서 통증이 더 많이 발생하

으나 통계학  유의성은 없었다(Table 3).

검도 련 통증 유무에 한 단변량 분석에서는 나이가 

많고, 검도경력이 길고, 수가 높고, 비 운동을 한 수련

자에서 통증의 이환율이 높았고 통계학 으로 유의하 다

(Table 4).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하 던 나이

와 검도경력, 수, 비운동의 유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나 통계학  유의성은 없었다.

근골격계 통증과 련하여 의료 기 에서 진단 받은 경

우는 상지  어깨부 에서 근막통증후군(1례), 팔목부 에

서는 테니스 엘보(2례), 손목부 에서는 염좌 (1례), 타박상

(1례), 인 염(1례)이 있었고, 척추 부 에서는 요추부 추간



정호  외 3인： 은 검도 수련자에서 발생된 근골격계 통증 555

Table 4.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Pain

Pain Pain in this
Characteristics Value p*

No Yes category (%)

Age ＜25 24 35 59.3 ＜0.05

≥25  5 29 85.3

Career ≤12 month 20 14 41.2 ＜0.05

≥12 month  9 50 84.7

Class 4∼5 Kyu 17 12 41.4 ＜0.05

2∼3 Kyu  4 17 81.0

1 Kyu & 1, 2 Dan  8 35 81.4

Weekly practice time ≤3 hours 23 44 65.7 0.33

≥3 hours  6 20 76.9

Warm-up exercise No  9 8 47.1 ＜0.05

Yes 20 56 73.7

Cool down exercise No 20 40 66.7 0.64

Yes  9 24 72.7

*p-value was derived from Pearson's chi-square test.

Table 5. Distribution of the Cause of Pain

Site Distribution of pain

Tennis Elbow  2

HLD  2

Ankle torsion  2

Plantar fascitis  2

Shoulder MPS  1

Torsion of wrist  1

Wrist bruise  1

Tendinitis of wrist  1

Thigh bruise  1

Tendinitis of knee  1

Rupture of knee cartilage  1

Tendinitis of Achilles’ tendon  1

Total 16

MPS: Myofacial pain syndrome, HLD: Herniated lumbar disk

 탈출증 (2례), 하지에서는 퇴부 타박상(1례), 무릎부  

인 염(1례), 무릎 연골 열(1례), 발목 염좌(2례), 아킬

스건염(1례), 족부에서 족 근막염(2례)이 있었다(Table 5).

통증에 해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24명으로 통증을 호

소한 환자  37.2% 다.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치료 3례

(12.6%), 병원에서 시행한 물리치료 5례(20.9%), 침술 4례

(16.7%), 가정 등에서 주  치료기 등을 사용하여 시행한 

기자극요법 1례(4.2%), 수술 2례(8.3%), 약물과 물리치료 

2례(8.4%), 약물과 물리치료와 침술 3례(12.6%), 약물과 물

리치료와 기자극요법 1례(4.3%), 약물과 물리치료와 침

술, 기자극요법 2례(8.4%), 물리치료와 침술, 기자극요

법 1례(4.3%)로 다양하 다.

부상이 가장 많은 시기는 입문 후 2개월 이내(21.5%) 고, 

통증이 가장 많은 시기도 입문 후 2개월 이내 (30.1%) 다.

고      찰

검도란 용어는 성 한서 문지에 처음 나타나며, 우리

나라에는 1896년 치안의 필요성 때문에 경찰 교습 과목으

로 실시된 것이  검도의 효시이다.
1
 한국 검도의 특징은 

정신  통문화의 계승과 심신의 조화에 있어 수련과정에

서 기검체 일치, 심기력 일치를 요시 하며 고도의 집 력

과 인내심, 과단성, 침착성 등 강인한 정신력 발달에 도움이 

되고 신의 고른 발달과 특히 심폐기능의 강화로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의 배양에 효과가 있다.
1 검도경기는 어느 정

도의 신체 이 있는 격렬한 운동이나 보호 장비가 확실

하여 다른 격투종목에 비해 비교  부상의 험이 은 편

으로 노년층도 가능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로 신체 험도의 정도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2

검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증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 검도는 공격 동작 시 앞으로 나가는 

발로는 발구름이 필요하고 반 측 발로는 강하게 미는 동

작이 필요한데 이러한 양측 하지의 움직임과 연 된 손상

이 있다. 발구름 시 치 못한 자세나 발을 무 세게 굴

을 경우, 는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운동을 한 경우 족

근막염이 생길 수 있으며 이와 련된 인자에는 마루바닥

의 재질, 운동에 한 의욕, 검도 후 정리 운동 시간이 있고, 

이를 방하기 해서는 운동 후의 냉찜질과 스트 칭을 

시행하고 발구름의 강도를 조 하고 운동하는 도장의 바닥

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목재로 설치하는 것이 요하다

고 알려져 있다.
3,5 본 연구에서는 족 근막염 2례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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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외에도 발 구름을 하는 하지에서 무릎 부  인 염 

 무릎인  열, 발목 염좌 등이 있었다. 이와 유사한 경

우로 속한 방향 환이 필요하고 속한 가속이나 감속을 

반복해야 하는 핸드볼 선수나 태권도 선수에서도 무릎 부

 인 염, 발목 염좌와 같은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14,15 한 앞으로 나가는 발의 반 쪽 발목에서 

아킬 스 건염이 발병할 수 있는데 이는 반 쪽 발로 몸을 

강하게 어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근육이 둔근(glu-

teus maximus muscle)과 하퇴삼두근(triceps surae muscle)으

로 하퇴삼두근에 어주는 순간 부하가 많이 주어지기 때

문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죽도를 휘두르는데 있어 견 을 내 시킨 상

태에서 반복 으로 신 , 굴곡하는 큰 동작으로 인한 어깨

의 과사용은 충돌 증후군(impingement syndrome)  회 근

개 열(rotator cuff tear)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테니스나 

야구, 수 과 같이 어깨를 수평 이상으로 올리는 운동에서

도 이와 비슷한 손상을 볼 수 있으나,
11-13 본 연구에서는 

찰되지 않았다. 

세 번째, 죽도를 휘두를 때 손목에 스냅을 주는 동작이 

손목부 에 무리를  수 있다. 손목 부 의 과사용으로 인

한 요골(radius)의 스트 스 골 에 한 보고가 있으며,
5,6 

본 연구에서는 손목부  인 염이 1례, 염좌 1례가 찰되

었다.

네 번째로, 죽도를 휘두르는 마지막 동작에서의 이루어

지는 타격이 가쪽 융기(lateral epicondyle)에서 기시하

는 노쪽손목폄근(extensor carpi radialis)에 반복 인 스트

스를  수 있다. 이것은 테니스와 골 의 타격 동작에서 

손목이 신 되었다 공이 라켓 는 클럽에 부딪치는 순간 

역방향으로 강력한 충격을 받은 노쪽손목폄근의 손상에 기

인한 근육의 과긴장이 팔  가쪽 융기의 건골막 

합부에 이차 인 손상을 주어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는 것

과 유사한 경우라 할 수 있으며,
16 본 연구에서도 테니스 엘

보 2례가 찰되었다.

다섯 번째, 검도는 격투종목으로서 공격과 수비자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약속 련이나 시합 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부 를 죽도로 타격함으로 인한 타박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손목부 와 퇴부에서 

각 1례가 찰되었다.

마지막으로, 검도를 하는 공간의 바닥 상태와 련된 손

상으로, 일반 인 검도도장의 바닥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

어, 공격이나 수비과정에서 발 구름이나 속한 방향 환 

혹은 속과 감속이 필요할 경우 바닥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각종 찰과상이나 열상, 물집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17 본 연

구에서는 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진단명이 애매할 수 있어 향후 통

증을 호소한 환자들을 상으로 진단명에 한 확인 과정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비운동을 한 군에서 통증의 

이환율이 높은 것은 비운동을 한 군에서 검도경력이 12

개월 이상인 구성원들이 상 으로 많아 발생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추출 상인 부산지역의 검도장 2곳

과 국 7개 의과 학 검도 동아리, 인터넷 검도 동호회의 

구성원 부분이 20 으며, 연령   고연령 의 검

도 수련자의 통증에 하여는 조사집단의 특수성으로 인하

여 연구하지 못하 다. 검도를 즐기는 연령 를 상으

로 검도와 련된 근골격계 통증에 한 단 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자들은 검도 수련자 93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검도와 련된 근골격계 통증의 발생율은 높았고, 통증

의 분포는 신 이며, 다양 하 다. 하지의 발, 발목  발

꿈치에서 상 으로 높게 발생하 고, 나이가 많고, 검도

경력이 길고, 수가 높을수록 통증의 이환율이 높은 경향

을 보 고, 통증에 해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상 으로 

었다. 통증 유무와 련인자, 통증의 원인에 한 좀 더 

정 한 검사가 보충 된다면, 검도 수련자, 사범  의사에게 

검도와 련된 통증의 이해를 넓힐 수 있어, 손상의 한 

치료  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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