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골 

응급처치 

 
 

 

 

 
탈골 또는 탈구 (dislocation)는 관절의 구조가 비틀리거나, 관절을 

형성하는 뼈들이 제자리에서 빠지나온 현상을 말합니다.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

이나 인대에 갑작스런 과부하의 결과로 발생됩니다. 하지에서 가장 일반적인  

탈골은 무릎 뚜껑뼈(patella=kneecap)에 직접적인 부딪침에 의해 발생되고, 

상지의 탈골은 상대선수가 뒤에서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경합 중 넘어지거나 

팔이 뒤로 잠겼을 때 어깨와 팔꿈치 관절에 탈골이 발생됩니다.  

축구에서 어깨  탈골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발생된다면, 골커퍼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탈골(부분적으로 뼈가 이탈된 상태)의 관리는 일반 연부조직관리처럼 응

급처치를 하면 됩니다. 선수는 뼈가 빠졌다가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

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절이 완전히 빠진다면 이는 염좌가 

동반된 복합적 연부조직 손상이기때문에 골절과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탈골은 병원으로 즉각적인 이송이  

요구되며 선수가 움직일 수 없다면 앰뷸런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 탈골을 경험하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횟수가 잦아지면(습관성 탈골) 통증은 

잦아지고, 이전의 손상된 관절을 둘러싼 느슨한 인대의 결과로써 작은 부하에도 쉽게 발생됩니다. 탈구된 팔

을 관찰하면 그 빠져나온 방향에 따라 특정 위치로 잠겨 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탈골이 발생되면 신경이나 혈관이 함께 손상되는 경우에는 어깨 이하 팔 부위의 감각 이상 또는 마비가 

발생되거나, 색깔 변화, 붓는 등의 혈관성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골이 발생된 곳의 말단의 빠

른 신경 혈과의 평가가 이뤄져야하며, 대처할 수 있는 자에 의해 통증이 조절되어야 합니다. 

 

※ 증상 
 

 

 

 

 

그림- 2 골절의 형태 

 

 상당한 통증 

 뼈가 빠졌다면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음(무릎 뚜껑뼈가 빠졌다면 무릎의 중상보다 무릎의 

바깥쪽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능장애로 인해 탈골이 일어난 곳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형태의 변형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쳤는지 또는 다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느꼈냐고 묻는다면, 대게 튀어나오는 

느낌(popping out)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탈골이 증상은 명확합니다. 

그림- 1 탈골 방향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634&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835&re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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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골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병원에서 “정복(reducing, 뼈를 제자리도 넣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

니다. 그 전까지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아래<표-1>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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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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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을 경감시켜 줍니다. 

***개방성 탈골과 골절이 동반된 경우에는 얼음찜질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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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어깨 탈골 

탈골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 
 볼을 잡을 때 상대선수와 부딪침 

 위험성 파울 상황 



 

 

 압박(고정) 

 얼음찜질과 손상부위를 높여주기 전에 반드시 손상부위를 지지하고 보호 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합니

다. 고정의 목적은 통증감소, 주변 연부조직 손상방지, 심각한 출혈의 위험성 감소, 손상 부위의 혈류 

차단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유의사항 

- 부목을 대는 중에 심한 통증 또는 불편함이 없어야 함. 

- 고정 전, 후에 손상부위의 혈액순환 확인 

 

 올리기(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높임)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함으로써 혈류량을 감소시켜 부종이 줄어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