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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군 근골격계 부상 역학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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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군인들의 강인한 체력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군인들은 평상시 고강도의 

체력 훈련이 요구되며, 예상치 못한 육지전, 수중전, 공중전을 대비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훈련이 필요하다. 즉, 군인들의 체력 향상은 군인 

개인 및 군의 전투력 향상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임무수행 및 국가 안

보와 직결된다. 그러나 군인들은 훈련 중 다양한 근골격계 부상을 경

험한다. 근골격계 부상의 원인은 다양하며, 급성손상(acute macrotrau-

matic exposure, 예-전방십자인대 파열), 만성손상(chronic repetitive 

microtraumatic exposure, 예-피로골절) 및 급성 및 만성의 복합적 손상

으로 나뉠 수 있다[1]. 특히, 해군의 경우는 육해공에서의 훈련뿐만 아

니라 군함 및 잠수함과 같은 활동의 제약을 받는 특수 환경에서의 장

기간 임무수행에 따른 환경적응의 요구로 인하여 더욱 쉽게 근골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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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lthough military personnels have been frequently having problems with musculoskeletal injuries, no epidemiological evi-
dence exist from the military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is to describe the musculoskeletal injuries epidemiology in the 
Department of Orthopedics in Marine Medical Center Korea Navy from 2015 to 2016 years. 

METHODS: Medical chart of hospitalized patients from January 1, 2015 to December 31, 2016 were reviewed. Musculoskeletal inju-
ries were categorized by using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Revision. Descriptive statistics were reported. Chi-square test 
was used to analyze 1)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case of surgery and types of injuries, location of injuries, cause of injuries and pre-
ventable injuries 2) the association between preventable injuries and location and cause of injuries. 

RESULTS: Out of 741 patients, 125 patients were excluded from analysis due to improper injuries therefore 616 patients were ana-
lyzed. Acute injuries were 67.1% and chronic injuries were 32.9%. Sports activities were primary cause of injuries (39.8%) and work 
(27.9%) and physical training (21.1%) was followed. The most frequent anatomical location of injuries was knee (29.7%) and ankle 
(25.5%). Case of surgery was associated with acute injuries (chi-square=10.4, p=.001) and preventable injuries was associated with 
lower extremity injuries (chi-square=76.14, p<.05) and sports activities (chi-square=38.32, p<.05).

CONCLUSIONS: Epidemiology data is the fundamental and essential information to develop injury prevention strategies to decrease 
injuries. The current investigation revealed that musculoskeletal injuries in knee and ankle joint were categorized as preventable and 
the injury prevention program may reduce the frequency of musculoskeletal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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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에 노출된다. 이러한 부상은 군에서 요구하는 고강도 체력수준을 

유지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논의

된 빙산효과(iceberg effect)는 군인의 최대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모빌

리티, 스태빌리티, 효과적인 움직임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1]. 

근골격계 부상은 인한 신체의 기본 기능 요소들(모빌리티, 스태빌리티, 

효과적인 움직임 능력)의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군의 

체력 향상을 위한 근골격계 부상 예방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근골격계 부상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부상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부상 위험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외적 부상요인이다. 외적 부상요인은 훈련의 

실패(훈련 양, 빈도, 방법 등), 훈련 및 체육활동 장소, 환경요인(덥고 습

한 환경) 등을 포함한다[2-4]. 이러한 외적 부상요인은 인간 스스로 조

절 불가능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non-modifi-

able factors), 외적 부상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와는 반대로 

내적 부상요인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상요인으로, 성별, 비만율, 근

력, 신체부정렬(malalignment), 좌우 근력, 유연성, 근신경계조절능력

(neuromuscular control) 등 트레이닝을 통해서 조절 가능한(modifiable 

factors) 항목들이 대부분이다[5-9].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Abt et al. [10]

은 군인의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방 가능한 부상에 대해 소

개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근골격계 부상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프

로그램 개발은 스포츠 선수에 한정되어 있으며[11], 스포츠보다 더 격

렬한 체력 및 신체 능력을 요구하는 군대에서는 부상 예방을 위한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부상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부

상 역학(injury epidemiology)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군

의 부상 역학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상 역학 자료는 부상 위험요인과 부상 

예방 요인을 도출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상 예

방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적용 결과 분석 등 장기적인 군의 전투력 

향상과 개인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근골격계 부상 역학 연구를 

실시하여 군인들의 부상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등 실

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 피츠버그 대학교 신경근 연구소

(neuromuscular research laboratory) 연구팀은 210명의 미국 해군 특수

전(naval special warfare)팀과의 부상 역학 기술 연구(descriptive study)

에서, 미국 해군 특수전 군의 1년 동안의 근골격계 부상이 63회라고 

보고한 바 있다[12]. 인원별로는 210명의 해군 특수전 팀원 중 44명의 

팀원이 1번 이상의 근골격계 부상을 경험하였으며(44/210, 21%), 44명 

중 13명은 2번 이상의 근골격계 부상을 경험하였다(13/44, 30%)[12]. 한

편, 중국 해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543명의 해군 승무원을 대상

으로 선상 및 육상 훈련 중에 발생한 근골격계 부상에 대하여 역학 자

료를 보고하였다. 선상에서 임무 수행 중 근골격계 부상이 임무를 수

행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높았다(관절/요추 인대 부상 발병률[Incidence 

Rate] Deployment vs. Non-deployment =38.18/1,000 person-year vs. 

11.67/1,000 person-year, p=.0001, 요추 통증 발병률 59.39/1,000 person-

year vs. 16.85/1,000 person-year, p=.0001)[13]. 훈련 중 근골격계 부상은 

선상 훈련에 참여하는 해군 승무원들이 육지에서 훈련하는 훈련병들에 

비해 상지, 척추 및 허리, 머리 및 얼굴 부위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26.35/1,000 person-year vs. 12.81/1,000 person-year, p< .05). 이와는 반대

로 육지에서 훈련하는 훈련병들은 하지 근골격계 부상 발병률이 더 높

았다(34.67/1,000 person-year vs. 117.59/1,000 person-year, p< .001)[13]. 

현재까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근골격계 

부상방지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근골격계 부

상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되어 

있는 대한민국 군인의 근골격계 부상 연구 자료는 2010년 해병대 신병

을 대상으로 6주간의 신병 훈련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빈도 조사일뿐 

그 외 자료는 미비하다[14]. 근골격계 부상 예방은 건강한 병영생활 더 

나아가 국가의 안보 및 국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본 연구가 적용하는 

공중보건 모델은 과거에 빈번하게 발생된 부상에 대한 자료 분석을 바

탕으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부상을 감소하기 위한 부상 예방 대책을 

제시를 위한 접근법이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인 특성

을 지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해군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군인 개개인의 건강한 신체,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한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 강력한 전투력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군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는 목적은 2015-2016년도 해양의료원 정형외과 입원

환자의 부상 기록을 바탕으로 근골격계 부상의 급성 ·만성 여부, 부상

으로 인한 수술 여부, 부상종류, 부상의 원인(활동종류), 주요 부상관

절, 예방가능한 부상 종류의 자료를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

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부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및 검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4개월 동안의 해양의료원 정형

외과 환자 기록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검토대상은 입원환자로 제한하

였으며 총 검토 환자 인원은 741명이었다. 검토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은 Table 1에 기술하였다. 환자의 소속, 나이, 신체조성, 직위, 부상부

위, 부상 메커니즘(급성/만성), 부상종류, 부상코드, 수술 여부, 수술코

드, 부상 중 활동종류, 부상 원인, 병원 재원 일수, 의병전역여부, 예방 가

능 부상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환자 기록 검토 결과 위에 나열된 정보

가 불충분할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근골격계 부상은 신체의 근골

격계 및 근골격계와 관련된 신경계의 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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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상, 단순 열, 감염, 발작 등의 부상 환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위의 

기준으로 최종 분석환자의 인원은 616명으로 압축하여 진행하였다. 

부상 종류는 ICD-10버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Revision)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부상부위는 상체와 하체 두 부

분으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상체는 머리, 어깨, 상완, 팔꿈치, 전완, 

손목, 손, 손가락, 몸통, 허리를 포함하였으며, 하체는 골반, 엉덩, 다리, 

무릎, 하퇴, 발목, 발, 발가락을 포함하였다. 예방 가능 부상부위는 Abt 

et al. [10]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신경계(근력, 균형능

력, 고유수용성 감각능력 등) 및 생리학적 특징(심폐지구력, 체질량지

수 등)의 트레이닝을 통해 예방 가능한 부상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

어 하체의 예방 가능한 부상으로, 지속적인 달리기 및 훈련으로 인한 

피로골절, 비접촉성 무릎인대, 발목인대 부상 등이다. 예방 불가능한 

부상의 예로 접촉에 의한 골절, 작업 중 사고 및 교통사고 등이다.

 

2. 자료처리방법

입원 환자의 부상 부위, 부상 메커니즘, 부상종류, 수술 여부, 부상

활동종류, 예방 가능 부상 여부 등의 부상 빈도, 환자 수 및 각 항목의 

비율을 계산하여 기술통계 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부상 메커

니즘, 활동종류, 부상부위에 따른 수술 여부 연관성과 활동종류, 부상

부위를 계산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하여 RStudio 버전 v1.0.136 (RStu-

dio, Inc., Boston, MA, USA)과 Microsoft Excel 2016 (Microsoft, Seattle, 

WA, USA)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총 741명의 입원환자 중 최종적으로 616명의 환자 기록을 분석하였

다. 616명의 환자 중 413명(67.1%)은 급성손상, 203명(32.9%)은 만성손상

에 의해 입원하였다. 부상 당시 활동종류는 급성손상의 경우 체육활동

(191명, 31.0%)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만성손상의 경우 일반 작업(61명, 

9.9%)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는 체육활동(245명, 

39.8%), 일반 작업(172명, 27.9%), 훈련(130명 21.1%)의 순서로 부상의 빈도

가 높았다(Table 2).

전체 환자 616명 중 수술환자 수는 396명(64.3%)이었다. 부상 빈도가 

가장 많은 인대 부상의 경우 69.7% (138/198) 환자가 수술하였으며, 연

골 부상의 경우(반월상연골, 어깨와순 포함) 63.4% (90/142) 환자가 수

술을 하였다. 골절 등의 뼈 부상의 경우 59.1% (159/94)의 환자가 수술

을 경험하였다(Table 3). 396명의 수술환자 중 급성부상이 284명, 만성

부상이 112명으로 나타났으며, 220명의 비수술 환자 중 급성부상이 

129명, 만성부상이 91명이었다(Table 3). 급성손상 후 수술환자의 활동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s 

Age (yr) 26.0±7.3
Height (cm) 174.4±5.5
Mass (kg) 74.3±10.7
BMI (kg/m2) 24.4±3.1
Rank (frequency=n)

Recruit
Seaman apprentice
Seaman
Petty officer third class
Petty officer second class
Petty officer first class
Chief petty officer
Senior chief petty officer
Master chief petty officer
Warrant officer
Officer candidate
Ensign
Lieutenant junior grade
Lieutenant
Lieutenant commander
Commander
Captain
No value
Total 

  
10
77

152
110

54
47
45
54
16

9
8
9
5
4
8
2
1
5

616

Table 2. Frequency of surgery depending on type activity and mechanism of injury       

Mechanism of injury
Types of activity 

during injury
Surgery No-surgery Total

Frequency Percentage (%) Frequency Percentage (%) Frequency Percentage (%)

Acute (n=413) Work
Sports activity
Physical training
Unknown
Not specified

66
142

54
21

1

10.7
23.1

8.8
3.4
0.2

45
49
19
14

2

7.3
8.0
3.1
2.3
0.3

111
191

73
35

3

18.0
31.0
11.9

5.7
0.5

Chronic (n=203) Work
Sports activity
Physical training
Unknown
Not specified

42
33
21
16

0

6.8
5.4
3.4
2.6
0.0

19
21
36
13

2

3.1
3.4
5.8
2.1
0.3

61
54
57
29

2

9.9
8.8
9.3
4.7
0.3

Total 396 64.3 220 35.7 6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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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는 체육활동이 142명(2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성 손

상 후 수술환자의 활동종류는 일반 작업이 42명(6.8%)으로 가장 높았

다(Table 3).

상체 및 하체 세부 부상부위는 Table 4에 기술하였다. 상체의 경우 

손/손가락, 어깨관절의 부상이 많았으며, 하체의 경우 무릎 및 발목 관

절의 부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방 가능 부상은 전체 616명의 부상 중 299명(48.5%), 예방 불가능

한 부상은 317명(51.5%)으로 나타났다(Table 4). 트레이닝을 통해서 예

방 가능한 부상이 그렇지 않은 부상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

목(68.8%), 허리(68.4%), 무릎(66.1%) 부상의 경우 다른 부상에 비하여 

부상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수술과 손상 메커니즘, 부상부위, 예방 가능 부상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급성손상의 경우 수술을 실시한 경우가 더 많았다(χ2 =10.4, 

p=.001). 하체부상의 경우 상체부상보다 더 많은 수술 빈도를 나타내

었다(χ2 =5.13, p=.02). 그러나 예방 가능한 부상과 그렇지 않은 부상의 

수술 여부 관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χ2 =1.28, p=.26). 예방 가능 부

상과 부상위치, 활동종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하체부상의 경우 예

방 가능한 부상종류가 상체부상보다 더 많았으며(χ2 =76.14, p< .05), 체

육활동 외 부상은 체육활동 중의 부상보다 예방 불가능한 부상이 더 

많았다(χ2 =38.32, p< .05).

논 의

강인한 체력과 다양한 신체적 활동이 요구되는 군인들은 근골격계 

Table 4. Anatomical location of injury and preventable injury frequency and percentage

Injury anatomical location
Injury anatomical 

sub-location

Total injury Preventable injury Percentage (%) of 
preventable injury in each 

anotomical locationFrequency Percentage (%) Frequency Percentage (%) 

Upper extremity Head
Shoulder
Arm
Elbow
Forearm
Wrist
Hand/finger
Ribs
Back lower

1
68
11

6
3

24
73

1
19

0.2
11.0

1.8
1.0
0.5
3.9

11.9
0.2
3.1

0
25

0
2
1
6
8
0

13

0
8.4
0
0.7
0.3
2.0
2.7
0
3.0

0
36.8

0
33.3
33.3
25.0
11.0

0.0
68.4

Lower extremity Pelvic region
Hip
Leg upper
Knee
Leg lower
Ankle
Foot/toe
Not specified

9
3

12
183

22
157

23
1

1.5
0.5
1.9

29.7
3.6

25.5
3.7
0.2

2
2
4

121
7

108
4

0.7
0.7
1.3

40.5
2.3

36.1
1.3

22.2
66.7
33.3
66.1
31.8
68.8
17.4

Not applicable
Total 616 100 299 100 48.5

Table 3. Frequency and precentage of Injured tissue        

Injured tissue
All patients Patients with surgery Percentage (%) of surgery 

in each injured tissueFrequency Percentage (%) Frequency Percentage (%)

Bone 159 25.8 94 23.7 59.1
Bursa 2 0.3 Not applicable
Cartilage 124 20.1 76 19.2 61.3
Joint 40 6.5 23 5.8 57.5
Labrum 15 2.4 11 2.8 73.3
Ligament 198 32.1 138 34.8 69.7
Meniscus 3 0.5 3 0.8 100
Muscle/Tendon 72 11.7 49 12.4 68.1
Nerve 2 0.3 1 0.3 50
Unspecified 1 0.2 1 0.3 100
Total 616 100.0 396 100.0



http://www.ksep-es.org188 |  Eun-Wook Chang, et al.  •  Orthopedic Injury in Navy

Vol.27, No.3, August 2018: 184-190

부상에 쉽게 노출되어진다. 근골격계 부상 예방 및 재활을 위한 다각

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엘리트 운동선수

의 경기력 향상 또는 일반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에 국한되어

져 있다. 부상 원인규명 및 부상 종류 등에 대한 연구는 향후 부상 예

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중요한 기초자료로써 사용 가능

하기 때문에 부상 역학 조사는 보다 더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

구는 군에서 실시한 첫 번째 부상 역학 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그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 부상 중 67.1%는 급성손상이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는 반대로 급성손상보다는 만성손상(과도한 사용, 지속적인 사용)에 

의한 통증 및 염증발생이 많다고 보고되었다[15]. 본 연구와 선행연구

의 차이점으로써 본 연구는 입원 환자의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

을 하였으나, 선행연구들의 경우 입원환자 대상이 아닌 모든 군인의 의

료기록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의 특징의 차이를 보였다. 입원 

환자 이외 외래환자 및 병원에 방문하지 않으나 각 부대 및 훈련소에서

의 부상을 포함한다면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

된다. 급성손상의 경우 체육활동 및 훈련 중에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

되었으며 인대 및 근육의 염좌, 또는 뼈의 골절 등이 급성손상의 예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근골격계 부상은 체육활동

(축구 및 농구) 중에 대부분의 부상이 발생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

으나, 전체 부상의 39.6%만이 체육활동 중의 부상이었고, 나머지 60.1%

는 그 외의 활동이 부상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미군 3사의 2004-2005

년 부상 자료 약 550,000건을 분석한 결과 부상의 종류(골절, 염좌, 탈

구 등) 또는 부상 위치에 따른 부상률이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16]. 군인들은 체육활동보다 많은 훈련 및 작업 시간이 요구

된다. 부상 감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체육활동뿐 아니라 신체활동이 

요구되는 다양한 작업 및 훈련 동안 발생되는 부상에 대한 인지와 함

께 작업환경 개선, 부상 예방을 위한 체력훈련 등 다양한 부상 예방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예방 가능한 부상은 48.5%로 나타났다. 예방 가능 

부상은 근력, 근신경계 훈련 등 부상의 내적 요인들의 훈련을 통하여 예

방이 가능한 부상으로 정의하였다[10,12]. 체육활동 중에 빈번하게 발생

되는 인대 부상의 경우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 32.1% (198/616)를 

보였다. 인대 부상은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위험한 부상으로서 

현재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부상 예방을 위한 훈련법 등이 제시되

고 적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7-19]. 여러 선진국에서는 운동

선수가 아닌 군인 또는 군인 후보생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상 예방

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프로그램 적용 결과에 대해 분석하여 

건강하고 강한 군인들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

어오고 있다. 2016년 Carow et al. [20]의 연구에서 군인 후보생을 대상

으로 9개월 동안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부상률을 조사하였

다. 세 개의 그룹으로 무선 할당하여, 첫 번째 그룹은 개인 스스로 동

적 스트레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두 번째 그룹은 훈련조교가 부

상 예방 프로그램을 트레이닝받은 후 훈련생들에게 적용하였으며, 세 

번째 그룹은 부상 전문가가 직접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훈련병들에게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상 전문가의 직접적인 부상 예방 프로그램 

적용이 훈련조교의 트레이닝을 받은 훈련병보다 41% 적은 부상률(In-

cidence)을 보였다[20]. 또한 Bullock et al. [21]의 체계적 문헌고찰 자료

에 따르면,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경우 약 20-30%의 부상

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및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바탕

으로 대한민국 해군 및 육군, 공군의 근골격계 부상 예방 및 부상 감

소를 위하여 부상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상 예방 프로그램은 체육활동 중의 부상만을 예

방하고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및 실전에서 더욱 향상된 전투력과 

체력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급성손상으로 인한 수술환자는 284명으로 전체 급성손상의 약 69%

를 보였으며 만성손상으로 인한 수술환자는 112명으로 전체의 약 55%

를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투를 제외한 상황에서의 80% 이

상의 급성부상은 근골격계와 관련이 되어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급성손

상의 경우 만성손상보다 수술적 치료방법이 더 많이 요구되었다고 보

고하여[22,23]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카이제곱 분석 

결과 급성손상환자가 만성손상환자보다 더 많이 수술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χ2 =10.4, p=.001). 이 결과는 급성손상의 경우, 인대의 파열, 

다양한 골절 등 회복을 위하여 수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상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수술환자들의 부상과 예방 가능성이 

있는 부상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1.28, p=.26). 예방 

가능한 부상과 그렇지 않은 부상이 수술환자에게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방 가능한 부상과 상체 및 하체의 부상 부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76.14, p< .05). 하체 부상의 빈도수가 

상체 부상의 빈도수보다 약 2배 많았으며(411명 vs. 205명) 예방 가능한 

부상 부위는 하체 부상이 상체 부상보다 약 5배 많았다(251명 vs. 48명). 

많은 선행연구에서 근신경계, 근력, 고유수용성감각 및 균형감각 트레

이닝을 통하여 엘리트 선수의 부상률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18,24-26]. 본 연구의 결과 및 여러 선행연구의 제안은 

엘리트 선수보다 높은 수준의 체력 및 기술을 요구하는 군인들의 부상

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상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정 해양의료원의 자료만을 분석하였고, 해양의료원을 

방문한 환자에 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체 해군의 부상

을 대표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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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4개월 동안의 해양의료원 정형

외과 환자 기록을 수집 검토하여, 근골격계 부상으로 인한 수술, 부상

종류, 부상 중 활동종류, 부상에 따른 임무수행 제한(입원/치료)기간, 

주요 부상관절 등의 자료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통하여 향

후 발생 가능한 부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741명의 환자 중 616명의 기록을 검토하였다. 입원환자 중 급성손상

이 만성손상보다 많았으며, 입원환자 중 부상 시 활동은 체육활동 

39.8% 높게 나타났지만 체육활동 외 부상도 60.2%를 차지하여 훈련 및 

작업중 부상도 빈번함을 확인하였다. 하체부상이 상체부상보다 많았

으며 하체부상의 경우 예방 가능한 부상이 많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

로 엘리트선수의 부상 예방을 위해 적용되는 다양한 부상 예방 프로

그램을 실시한다면 근골격계 부상 감소 및 보다 더 건강하고 높은 수

준의 체력을 유지하는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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