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각급 대표팀 부상률 보고서
KFA 의무팀

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내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컨디션을 모두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수와 스태프 등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하지만, 경기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크고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부상이다. 부상은 크게 예방할 수 있는 부상과,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각급 대표팀에서의 부상현황과 분류를 파악하여, 예기치 못한 부상이 나타났을 때의
신속한 처치에 도움을 주고 예상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대상 및 방법
2015년도 한 해 동안 총 소집인원 1,402명을 대상(중복인원 포함)으로 하였으며, 남.여 각급 연령별 대표팀으로 분류
하여 그 대상을 선정한다.
총 훈련시간 1,478시간 중 발생된 부상해 한하여 수집하였으며, 부상 부위 및 분류 기준은 AFC Daily Medical
Report [그림1.]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1.] AFC Daily Medical Report 중 발췌

1

2. 분류별 부상 통계
2015년도 한 해 동안 총 1,483회의 부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스포츠 손상이 1,359회/

스포츠 손상을 제외한

기타질환(기관지질환, 소화기질환, 안구질환 등)이 124회 발생되었다.
이 중 남,여 팀으로 나누었을 때, 남자팀에서 813회(스포츠손상:762회/기타질환:51회)의 손상이 발생 했으며, 여자팀에서
670회(스포츠손상:597회/기타질환:73회)의 손상이 발생되었다. [표1.]

[표 1.] 스포츠 손상과 기타질환 발생 횟수(회)

총 부상발생 중 스포츠 손상과 기타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평균 91%이상, 9%이하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상 중
스포츠 손상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기타질환에 대해서도 그에따른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프1.]

남자

여자

[그래프 1.] 스포츠 손상과 기타질환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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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상 부위별 통계
2015년도 한 해 동안 총 1,359회의 스포스 손상(남:762회/여:597회)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머리,체간 / 상지 / 하지
세 부위로 나누어 손상빈도를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부위별 손상빈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팀에서는 머리,체간 112회 / 상지 61회 / 하지 589 회로 하지에 부상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여자팀에서도
머리,체간 92회 / 상지 44회 / 하지 461회로 하지에 부상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표2.]

[표 2.] 부위별 손상 발생 횟수(회)

총 부상 발생 중 머리,체간 / 상지 / 하지에서의 발생 비율이 남녀 통합 각각 평균 15% / 7% / 78% 로 나타나
하지에서의 손상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2.]
축구라는 종목의 특성인 만큼 하지의 손상 비율이 많았으나, 그 외적인 부위에서도 부상예방에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자

여자

[그림 2.] 부위별 손상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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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상 분류별 통계
1) 성별 손상 분류
2015년도 한 해 동안 총 1,359회의 부상(남:762회/여:597회) 중 타박상, 염좌, 근경직 등

손상 분류별 손상횟수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3.]

[표 3.] 분류별 손상 발생 횟수(회)

총 부상 발생 중 염좌/ 타박상/ 근경직의 발생 비율이 타 손상과는 다르게 남자팀에서 14.8%/ 41.7%/ 25.1%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팀에서도 역시 18.5%/ 27.8%/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남.녀팀에서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남자팀에서는 여자팀에 비해 근경련이 5.3%로 타 손상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여자팀에는 근좌상의 발생 비율이 6.7%로 타 손상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래프2.]

[그래프 2.] 남.녀 분류별 손상 발생 횟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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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대별 손상 분류
남자팀에서는 유소년(U13~U15), 청소년(U16~U20), 성인(U21~U23), A대표팀 4분류로 연령대를 나누었으며, 여자팀에
서는 A팀에서 성인팀 대회 대부분을 소화하는 여자팀 특성상 유소년(U13~U15), 청소년(U16~U20), 성인팀 3분류로
나누었다.
2-1) 남자 연령대별 손상 분류
남자팀에서 연령대별 손상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4.]

[표 4.] 남자팀 연령대별 손상 횟수(회)

손상분류 중에서는 모든 팀에서 타박상과 근육부상이 가장 많은 발생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각 연령별 발생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유소년에서는 타박상 31.7%, 근경직 41.7% / 청소년에서는 타박상 42.1%, 근경직 20.4% /
33.3%, 근경직 34.6% / A팀에서는 타박상 58.9% , 근경직 9.2%로

성인팀에서는 타박상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올 한 해 동안의 부상에

도 연령대별의 큰 차이 없이 타박상과 근경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부상이 나타났다.
A팀에서는 작년대비 근경직의 부상률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근육에 관련된 부상의 발생 빈
도를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하게 한다. [그래프3.]

[그래프 3.] 남자팀 연령대별 손상 발생 횟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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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3.] 남자팀 연령대별 손상 발생 횟수(회)

2-2) 여자 연령대별 손상 분류

여자팀에서 연령대별 손상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5.]

[표 5.] 여자팀 연령대별 손상 횟수(회)

손상분류 중에서는 모든 팀에서 타박상, 염좌, 근경직이 가장 많은 발생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각 연령별 발생 빈도수
는 다음과 같다.
유소년에서는 타박상 50.6%, 염좌 14.2%, 근경직 7% / 청소년에서는 타박상 25.6%, 염좌 18.2%, 근경직 30% /
성인팀에서는 타박상 22.7%, 염좌 20.5%, 근경직 34.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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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팀과 유사하게 타박상과 근경직에서 많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여자팀에서는 남자팀에 비하여 염좌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자팀에서 남자팀보다 상대적으로 염좌의 부상이 더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프4.]

[그래프 4.] 여자팀 연령대별 손상 발생 횟수(회)

5. 포지션 별 부상통계
2015년도 한 해 동안 총 1,359회의 스포스 손상(남:762회/여:597회)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FW/MF/DF/GK 네가지 포
지션으로 나누어 손상빈도를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포지션별별 손상빈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6.]

[표 6.] 포지션별 손상발생 횟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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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상 중에서 네 가지 포지션 중 MF와 DF에서 많은 손상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공간에서의 더 과
격한 움직임들에 의해 손상 빈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대적으로 GK에서는 포지션 특성상 선수들과의 접촉이 더 적고 움직임의 범위도 더 적기 때문에 빈도수가 적은 것
으로 나타난다.
FW, MF, DF 포지션에서는 유사하게 평균 80%정도 하지에서의 손상을 보이고 있으나, GK 포지션에서는 남녀 마찬
가지로 하지 외 상지 및 체간부위에 부상율이 타 포지션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이빙 및 볼 캐칭
등을 많이 하는 GK 포지션 특성으로 이러한 손상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래프5-1./5-2.]

[그래프 5-1.] 남자팀 포지션별 손상 발생 비율(%)

[그래프 5-2.] 여자팀 포지션별 손상 발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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