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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엘리트 유소년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골절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골다공증의 조기진단을 평가
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골밀도와 운동 수행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심폐기능, 그리고 선수들에게 최대의 적인 스포츠 
손상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골밀도와 심폐기능 그리고 스포츠 손상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골밀도가 심폐기능 및 스포츠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선형회귀 분석
을 시행하였다. 골밀도는 환기량(r=.388) 및 최대산소 능력(r=.478) 그리고 스포츠 손상과 상관관계가 있었다(r=-.292).
또한, 골밀도가 .002, 및 .006씩 증가하면 환기(p=.001) 및 최대 산소능력은(p=.006) 1씩 높아진다. 또한, 골밀도가
.016씩 감소하면, 스포츠 손상의 발생이 1씩 증가한다(p=.044). 선수들의 골밀도 향상으로 스포츠 손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향후 스포츠 손상 예방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유소년 태권도, 골밀도, 심폐기능, 스포츠 손상, 스포츠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reduce the risk of fractures in elite youth taekwondo athlete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bone mineral density which are used as indicators of early diagnosis of 
osteoporosis and cardiorespiratory functional capacity which is an indicator of performance and 
sports injury the harmful to athletes. The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bone mineral density, cardiorespiratory functional capacity, and 
sports injury. The bone mineral density and cardiorespiratory functional capacity, sports injury were 
examined the relationship using the Simple Linear Regression. The bone mineral density were 
correlated with the ventilation (r=.388), and VO2max (r=.478). Bone mineral density was correlated with 
sports injury (r=-.292). When the bone mineral density increased by .002 and .006, the ventilation 
(p=.001) and VO2max (p=.006) increased by about 1. In addition, when the bone mineral density decline 
by .016, the sports injury  increased by about 1. Improving athletes' bone mineral density can prevent 
sports injury, and it can be used as a sports injury prevention program in the future.

Key Words : Youth Taekwondo, Bone mineral density, Cardiorespiratory functional capacity, Sports 
injury, Sports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Ki-Jun Park(koc-pt@sports.or.kr)
Received August 25,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Revised   October 6,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10, pp. 125-131,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10.125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10호126

1. 서론

태권도는 현대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며, 우리나라의 
국기 스포츠로써 많은 사람이 태권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1]. 스포츠 활동은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
려줘 있으며[2,3], 골밀도의 증가는 골절 발생 위험을 감
소시킨다[2]. 골밀도는 골량에 침착된 무기질의 지표로
써, 이는 골다공증의 조기진단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사용
된다[4]. 이러한 골밀도는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보다 골밀
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또한, 스포츠 활동은 환기량과 최대산소섭취량 그리고 
환기 역치를 증가시켜, 심폐기능 향상은 물론 심폐의 산
소교환 능력이 향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러한 
스포츠 활동으로 발달 된 혈관 및 근육은 심장으로 혈액
이 되돌아가도록 수축 운동을 하기에 제2의 심장으로 불
리기도 한다[7]. 이렇듯 심폐기능은 선수들에게 운동 수
행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8], 심폐기능은 선
수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필수 요소이다.

한편, 태권도는 비무장 투기 스포츠로 상대 선수와의 
완전한 접촉이 허용된다[1]. 따라서, 태권도 선수들의 스
포츠 손상은 자연스러운 연속물이다. 스포츠 손상이란, 
선수들이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발생 된 손상으로 최소 
하루 이상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의학적 진단
을 의미한다[9]. 스포츠 손상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악영
향을 미치며 최악의 경우, 은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10], 선수들에겐 최대의 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
한 스포츠 손상은 스포츠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발생
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이처럼 선행 연
구들을 종합해보면, 스포츠 활동은 골밀도의 증가 및 심
폐기능이 향상해 선수들의 운동 수행에 유익하게 하지만, 
스포츠 손상 발생률 역시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지
금까지 대부분의 스포츠의학 연구들은 골밀도 및 심폐기
능을 평가 및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 방법이나[8,12,13], 
스포츠 손상의 발생과 재활 운동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
고 있으며[14-16], 골밀도와 심폐기능 및 스포츠 손상 발
생 빈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편, Yang[2]과 Park[3]는 골밀도와 심폐기능은 스
포츠 활동을 통하여 증가할 수 있기에 상관관계가 있다
고 하였으나, 이들의 연구는 일반 대학생 및 노인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주기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과 골밀도 및 심폐기능 그
리고 신체 조성의 차이가 있기에[17], 엘리트 선수들까지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소년 엘리트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골절 발생 위험
을 감소시키고, 골다공증의 조기진단을 평가하는 지표로
도 사용되는 골밀도와 운동 수행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심폐기능, 그리고 선수들에게 최대의 적인 스포츠 손상과
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고, 골밀도가 심폐기능 및 스
포츠 손상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유
소년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 수행능력 향상 및 스포츠 손
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
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19년 대한태권도협회에 겨루

기선수로 등록되어있는 S시에 위치한 A 중학교의 32명
과 S시에 위치한 B 중학교 23명의 유소년 엘리트 태권도 
선수들을 연구 참여자로 최초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은 연구 목적과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 한 48
명의 남자 태권도 선수들이 동의서에 서명 후 연구에 참
여하였다. 2019년 1년 동안 연구 참여자들은 하루 1시
간 이상씩 주 4회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A 
중학교 선수들은 평균 254회 훈련에 참여하였고, B 중학
교 선수들은 261회 훈련에 참여하였다 (Table 1참고).

Mean SD

Age (years) 14.04 .77

player career (years) 3.39 0.69

Height (cm) 165.73 5.97

Weight (kg) 61.54 11.3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8)

2.2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들은 방과 후 오후 훈련이 없는 날 각 학

교별로 일괄적으로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BMD)와 심폐기능을 측정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측정 전 200mL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교육하였으
며, 최대한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30분 이상 편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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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로 앉아 휴식을 취한 후 측정하였다.

2.3 측정 도구 및 방법
2.3.1 골밀도 측정
연구 참여자들의 골밀도 측정은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

수 방식인 DEXINO(STEMLAB, KOR)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였으
며, 엑스레이에 감쇄되는 물품들을(휴대폰, 안경, 손목시
계 등) 제거하고 Scanning table에 눕도록 하였다. 측정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 발끝은 서로 모으고 양손
은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몸의 양옆 쪽에 편안하
게 내려놓고 전신 골밀도 (g/㎠)를 측정하였다. 측정 소
요 시간은 4~6분이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2회 측정
하여, 측정값의 평균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회 측정된 
값의 신뢰도를 검사-재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골
밀도의 신뢰도는 .939 이었다. 

2.3.2 심폐 능력 측정
연구 참여자들의 심폐 능력은 POWER breathe 

Plus(Hab international Ltd, UK)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기가 새지 않게 측정 도구에 입
술을 최대한 밀착하였으며, 코를 막고 실시하여 구강 내
의 압력만을 측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의자에 
바로 앉게 한 후 몸통과 목이 굽힘 및 폄 되거나, 양어깨
의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교육하여, 대상작용이 일어나
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작’ 신호와 함
께 최대한 숨을 내쉰 다음 최대한 깊은숨을 들여 마시도
록 하여, 분당 환기량(Ventilation; VE)과 최대산소섭취
량(VO2max) 그리고 환기 역치(Ventilation Threshold; 
VT)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회 측정하였으
며, 측정값의 평균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회 측정된 
값의 신뢰도를 검사-재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분
당 환기량은 .899, 최대산소섭취량은 .878 그리고 환기 
역치는 .887 이었다. 

2.3.3 스포츠 손상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IOC

의 일일 손상 보고 양식(daily injury reports form)에
[18], 따라 소속팀 코치진에 의해 일차적으로 기록되었으
며, 각 지정병원 전문의 진료 후 의학적 진단을 받은 스
포츠 손상을 최종 스포츠 손상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누
락 및 중복되는 기록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 명의 선

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스포츠 손상이 여
러 부위에 발생하였을 경우 서로 다른 손상으로 기록하
였다.

2.4 자료 분석
모든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골밀도와 심폐기

능은 기술통계를 시행하였으며, 스포츠 손상 발생률은 푸
아송 비를 이용하여 1,000회 훈련 참여당 손상 발생률을 
95% 신뢰도 (95% confidence intervals; 95% CI)로 
계산하였다. 또한, 골밀도와 심폐기능 그리고 스포츠 손
상 발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
관관계(correlation)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골밀도
가 심폐기능 및 스포츠 손상 발생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선형회귀 분석 (Simple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 ≤ .05로 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 
26.0(IBM Corp, Armonk, NY, USA)로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골밀도는 1.19±0.08(g/㎠)이
었으며(Fig. 1 참고), 분당 환기량은 107.19±12.37(l/min) 
이었다(Fig. 2 참고). 

또한, 최대산소섭취량은 57.27±5.89(ml/min/kg) 
이었으며(Fig. 3 참고), 환기 역치는 2.02±0.55(l) 이었
다 (Fig 4. 참고). 

Fig.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bone mineral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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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Ventilation.

Fig.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VO2max.

Fig.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Ventilation Threshold.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스포츠 손상 발생은 총 
145건이었으며, 선수 한 명당 약 3.02건의 스포츠 손상
이 발생하였다. 또한, 태권도 선수들이 1,000회 훈련 참
여당 스포츠 손상 발생률은 11.74건(95% CI 
9.91-13.81)이었다.

골밀도와 심폐기능 그리고 스포츠 손상의 상관관계 분
석에서는 골밀도는 분당 환기량(r=.388) 및 최대산소섭
취량(r=478)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골밀도는 스
포츠 손상(r=-.292)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2 
참고). 그러나 심폐기능은 스포츠 손상과 상관관계가 없
었다.

BMD VE VO2 VT SI

BMD 1

VE .388** 2

VO2 .478** .263 3

VT .130 .465** .114 4

SI -.292* -.104 -.213 .892 5

BMD: VE:Ventilation, VO2: VO2max, VT: Ventilation Threshold, SI: Sports 
Injury. *p<.05, **p<.01

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BMD and Cardiorespiratory 
Functional Capacity, Sports injury.

골밀도가 심폐기능과 스포츠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골밀도가 .002씩 증가할 때마다 분당 환기량은 
1씩 증가하였으며 (p=.006), 골밀도가 .006씩 증가할 때
마다 최대산소섭취량은 1씩 증가하였다 (p=.001). 또한, 
골밀도가 .016씩 감소할 때마다, 스포츠 손상 발생은 1
씩 증가하였다 (p=.044)(Table 3 참고).

B Beta T P

Ventilation .006 .478 3.688 .001

VO2max .002 .388 2.854 .006

Sports injury -.016 -2.92 -2.072 .044

Dependent Variable: Bone Mineral Density

Table 3. The Simple Linear Regression between Bone 
Mineral Density and cardiorespiratory functional
capacity, sports injury.

4. 고찰

본 연구는 유소년 엘리트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골밀도와 심폐기능, 그리고 스포츠 손상 발생과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골밀도가 심폐기능
과 스포츠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골밀도는 골절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9], 골
다공증의 조기진단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사용되기 때문
에[4],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 요소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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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또한, 심폐기능은 근력 및 근지구력과 연관이 있
으며[2,3], 심폐의 산소교환 능력의 향상은 대사 능력과 
산화 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로를 줄여주어[20], 선
수들의 운동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8]. 
마지막으로, 스포츠 손상은 선수들의 경기력은 물론 선수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최대의 적이다[15]. 본 연구는 
선수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이는 
유소년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 수행능력 향상 및 스포츠 
손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
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유소년 엘리트 태권도 선수들의 골밀도는 
심폐기능의 분당 환기량과 최대산소섭취량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골밀도가 각각 .002, .006씩 증가할 때마다 분
당 환기량과 최대산소섭취량은 1씩 증가하였다. 이는 골
밀도가 근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스포
츠 활동은 골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근육들의 작용을 통해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육의 강화는 골밀도의 증가로 이어진다[21]. 이러한, 
근육의 강화와 골밀도의 증가는 모세혈관의 개수와 밀도
를 증가시키며, 이는 미토콘드리아로 산소전달을 용이하
게 하여[20], 산화효소와 산소이용의 효율을 증가시켜 산
소추출 능력을 증가시킨다[22]. 따라서 골밀도의 증가와 
근육의 강화는 환기량과 최대산소섭취량을 증가시킨다
[23]. 

한편, 김현철과 박기준[6]의 국가대표 여자 소프트볼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골밀도의 축적에 
대한 자극과 흡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골밀도와 흡기능력은 상관관계가 없
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불일치는 생
활 환경 및 신체적 조건 그리고 측정 방법의 차이 등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24]. 김현철과 박기준[6]의 연구 대
상자들은 모두 여자들이었으며, 대부분이 성인 선수들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모두 
남자 태권도 선수들이었으며, 태권도는 각각의 체급으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된다. 골밀도는 체중과도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25,26], 성장기인 유소년 선수들은 신체 조성
이 명확하게 자리 잡은 시기가 아니기에 이러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27].

또한, 본 연구에서 유소년 엘리트 태권도 선수들의 골
밀도는 스포츠 손상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골밀도가 
.016씩 감소할 때마다 스포츠 손상 발생이 1씩 증가하였
다. 뼈의 강도는 골밀도가 약 70%를 차지하며[28], 골밀
도의 감소는 골질량의 감소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0]. 골밀도와 골질량의 감소는 뼈의 
흡수와 형성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는 뼈의 악영향을 
물론, 뼈 조직에 미세구조의 변화로 손상 발생률이 증가
한다[29]. 또한, Snow-harter 등[30]은 골밀도의 감소
는 근력 및 근육량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선수들에게 
디스크 손상과 같은 요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한편, 골밀도의 감소가 힘줄 및 인대에도 영향을 미치
는지는 아직까진 명확하진 않으나, Wren 등[31]의 연구
에 따르면, 힘줄 및 인대 손상이 발생한 위치의 골밀도가 
손상되지 않은 다른 위치의 골밀도보다 낮다고 하였다. 
또한, van Meer 등[32]은 손상 후 감소 된 골밀도는 12
년이 지나도, 손상되지 않은 다른 위치보다 골밀도가 낮
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골밀도는 스포츠 손상 발생뿐만 
아니라 심각도에도 영향을 미친다[20]. 따라서, 골밀도의 
감소는 힘줄 및 인대 손상은 물론 심각한 스포츠 손상과
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요인
들이 명확하지 않기에, 힘줄 및 인대 손상과 골밀도의 관
계 및 손상 후 감소 된 골밀도의 회복과 심각한 손상의 
미치는 영향 등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유소년 엘리트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골밀
도와 심폐기능, 그리고 스포츠 손상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골밀도가 심폐기능과 스포츠 손상의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유소년 엘리트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뿐만이 아닌 골밀
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48명으로 비교적 제한적이었으
며, 유소년 남자 선수들로만 연구가 진행되어 유소년 여
자 선수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누락 되거나 추적
이 불가능한 스포츠 손상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유소년 엘리트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골밀도와 심폐기능, 그리고 스포츠 손상 발생과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골밀도가 심폐기능
과 스포츠 손상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유소년 엘리트 태권도 선수들의 골밀도는 
심폐기능의 분당 환기량과 최대산소섭취량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스포츠 손상 발생과도 상관관계가 있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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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가 각각 .002, .006씩 증가할 때마다 분당 환기량
과 최대산소섭취량은 1씩 증가하였으며, 골밀도가 .016
씩 감소할 때마다 스포츠 손상 발생이 1씩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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