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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2분기(4~6월)부상통계

[표1.]스포츠 손상과 기타질환 발생 횟수(회)

[그래프1.]스포츠 손상과 기타질환이 차지하는 비율

2분기 부상통계 중 스포츠 손상을 제외한 기타질환(급성장염, 
감기몸살,치통,복통 등)에서 여자팀보다 남자팀에서 횟수가 많았다.



2.손상 부위별 통계

[표2.]부위별 손상 발생 횟수(회)

[그림1.]부위별 손상이 차지하는 비율(%)

손상 부위별로 남.녀 팀 모두 하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큰 부상으로는 남자 팀에서(20세)에서 외상성 골절, 
인대파열, 탈구/아탈구가 나타났으며, (MA)에서도 외상성 골절이
나타나 수술을 진행하였다. 
그에 비해 여자팀에서 수술까지 진행할 큰 부상은 보이지 않았다.



3.손상 분류별 통계

1)성별 손상 분류

[표3.]분류별 손상 발생 횟수(회)

[그래프2.]분류별 손상 발생 횟수(회)

전체적인 손상분류 별 부상 빈도를 보았을 때 남자팀에서는
훈련 및 경기 중에 일어날수 있는 타박상이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으며, 여자팀에서는 근경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팀 별 손상 분류

2-1)남자 팀 별 손상 분류

[표4.]남자 팀 연령대별 손상 횟수(회)

[그래프3.]남자 팀 연령대별 손상 발생 비율(%)

MA, M18, M16 대표팀은 5월,6월 각각 한차례씩 소집으로 부상빈도
가 낮으며, M20 대표팀은 20세 월드컵 준비 및 청소년 월드컵 참가로
4월 5월 내내 소집이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부상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상 발생빈도에서는 타박상 및 근경직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2-2)여자 팀 별 손상 분류

[표5.]여자 팀 연령대별 손상 횟수(회)

[그래프4.]여자 팀 연령대별 손상 발생 비율(%)

여자팀(W19, W16) 각각 6월, 5월 한차례씩 소집하였으나 W16에 비하여
W19팀에 소집일수가 더 길어 상대적으로 W19팀에서 부상 횟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근경직, 타박상, 염좌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W16에서는 다른
손상에 비해 근경직에 대한 손상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별첨: 2017년도 1분기 부상통계 고찰

AFC Daily Medical Report발췌

현재 의무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상분류는

AFC에서 지정하고 있는 부상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기준에 맞는 부상명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손상 분류별 통계

위 부상분류의 기준에 맞추어 2분기 부상 중 스포츠 손상이 약 96%를 차지하며,그 외

두통, 급성장염, 감기, 몸살, 다래끼, 화농성모낭염, 치통, 복통 등 기타질환이 7%를 차지하였다.

2.손상 부위별 통계

하지에서의 부상 비율이 약80%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큰 부상으로는 남자20세 대표팀에서

외상성 골절, 탈구 아탈구, 인대파열이 나타났으며 남자 A팀에서 외상성 골절로 수술을 진행하였다.

그에 비하여 여자팀에서는 수술까지 진행할 큰 부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3.남.녀 성별 통계

남.녀 통틀어서 급성 외상성 부상(염좌,타박상,근경직)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특이

사항으로는 여자팀에서는 타 부상에 비해 근경직의 부상이 다수 발생하였다.

** 남자팀에 비해 여자팀에서 근경직이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신체 구조상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보강운동, 부상예방 프로그램과 적절한 치료/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강운동 부상예방 프로그램은 의무팀 홈페이지 (www.kfamed.org)에 게시되어 있어 참고하여

선수 개개인이 자각하여 평소에도 진행을 한다면 부상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