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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와 관절의 손상은 10%로 접촉스포츠인 축구에서 흔한 손상이며, 하지골절(44.4%)이 상지골절(27%)

에 비해 더 일반적입니다. 실례로 경기중 골문 앞에서 점프했다가 어깨부터 땅에 떨어지면서 쇄골이 부러진 

경우, 반칙 태클을 받고 넘어져서 족관절이 골절되는 경우, 사이드

라인에서 뛰어들어 안쪽으로 컷트하며 크로스하는 플레이의 반복으

로 발생된 피로골절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골절이란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것으로 뼈의 연속성

이 완전히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피로골절 또는 

넘어지거나 부딪친 경우 등 신체에 외부로부터 직/간접적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피로가 쌓여 있는 골격에 반복되는 최대하 

부하의 결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급격한 근육 수축으로 뼈가 이

탈되는 박리성골절, 아직 성장기인 어린 선수들에게서 많이 나타나

는 골절(오스굿) 등이 나타납니다. 



 

 

골절의 형태는 <그림-1>과 같이 손상 부위의 상태에 따라 뼈가 밖으로 뛰어나온 개방성(복잡골절)과 폐

쇄성(사선골절, 분쇄골절, 나선골절 등이 포함)으로 분류됩니다. 개방성 골절은 부러진 뼈가 주변의 연부조직

이나 피부를 뚫고 튀어나오는 개방창을 동반합니다. 피부를 통과해 골절 부위까지 개통되어 있는 것도 개방

성 골절에 속하며 감염과 출혈의 위험성이 가장 높습니다. 처음 손상 이후 부서지거나 어긋난 뼈에 의해 이

차적으로 주변 혈관이나 신경 등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응급 처치가 중요합니다. 

 

※ 증상 

 
뼈가 부러지면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데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 골절의 형태 

 

 골절부위의 극심한 통증 및 압통: 뼈를 싸고 있는 막의 손상에 의해 통증이 발생하며, 골절 

부위를 압박할 때 악화 되고 움직일 때 더욱 심해집니다. 

 기형: 몸의 일부가 튀어나오거나, 움푹 들어가서나, 주름지거나,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지거나 

꺾인 것을 기형이라고 합니다. 

 불안정성: 체중부하시 골절된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고, 주위 관절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골절로 인한 기형: 팔, 다리의 모양이 변합니다. 

 부종: 손상 부위의 혈관이나 조직에서 출혈이 되면 부종이 발생됩니다. 

 피부 변색: 피부가 붉게 보이지만 주위까지 퍼지면 멍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감각 손상, 근육경련, 마비, 운동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 응급처치 

 
응급처치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응급의료인에게 인계하기 전까지의 

적절한 처치로 손상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골절 발생시 경기장에서 교체가 필요하고, 전문의료기관에서 의료적 평가가 요구 될 것입니다. 비록 축

구에서 치명적 골절은 드물지만 골절 치료전에 반드시 첫번째는 기도확보, 호흡, 혈액순환의 확인과 선수의 

의식의 유무 확인은 치명적 손상의 처치를 위해 요구됩니다. 아래 <표-1>에 소개될 응급처치 방법은 손상을 

입은 선수가 의식이 있고, 호흡도 가능하며, 출혈이 없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만져지거나 관찰된다고 해서 정복하려는 시도를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상 

시도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근골격계 손상 환자 처치의 일반적인 원칙은 비슷합니다.  

휴식, 얼음찜질, 압박(고정), 올리기(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임) 네 가지입니다. 

 

 휴식 

 환자가 몸 일부를 움직이거나 사용할 수 없고 움직일 때 통증이 유발되면 손상을 의미합니다. 손상 부

위를 움직이거나 사용하면 손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 말초신경을 자극해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

니다. 통증이 유발되는 모든 움직임과 운동을 피하고 환자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

니다.  

***의식이 있으나 목이나 등의 손상이 의심되면 평평한 곳에 눕혀줍니다. 

 

표-1 정강이 골절 

골절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 시야에서 벗어난 태클 

 위험성 파울 상황 
 신체에 직접적인 태클 



 

 

 

 얼음찜질 

 얼음이나 찬 물건으로 찜질을 해줍니다(피부손상에 유의). 얼음찜질은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과 불편

함을 경감시켜 줍니다. 

***개방성 골절에는 얼음찜질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만약 손상부위가 고통스럽게 차갑거나 벌겋다면 얼음주머니(찬 물건)를 제거해야 합니다. 

 

 압박(고정) 

 얼음찜질과 손상부위를 높여주기 전에 반드시 부목(손상부위를 지지할 수 있는 고정력있는 판)을 대어 

고정해야 합니다. 고정의 목적은 통증감소, 주변 연부조직 손상방지, 심각한 출혈의 위험성 감소, 손상 

부위의 혈류 차단 가능성을 줄이고 폐쇄성골절이 개방성골절로 악화될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유의사항 

- 부목을 대는 중에 심한 통증 또는 불편함이 없어야 함. 

- 발견된 상태대로 부목을 고정 

- 손상 부위의 위, 아래 관절과 손상 부위를 포함하여 부목을 댐. 

- 부목대기 전, 후에 손상부위의 혈액순환 확인 

 

 올리기(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높임)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함으로써 혈류량을 감소시켜 부종이 줄어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