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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

체조선수들의 종목별 운동 상해에 한 연구

박선

제주 학교 일반 학원 체육학 공

지도교수 남 사 웅

본 연구의 목 은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종목별 상해부 ,종류,계 별

상해,운동 시기별 상해,원인 등을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상으로는 한체조 회에 등록된 선수로 국12개시도(서울,경기,

인천, 구, ,울산,강원,경북,경남, 남, 북,제주)를 심으로 남자선수

161명,여자선수 179명을 상으로 총 340명을 선정하 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로 하 으며,설문지는 상해부 ,종류,계 별,시기,원인 등

총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수집된 자료 설문지법에 배되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설문지를 제외시키고 최종 340부만을 상으로 하여 SPSSWindows

12.0으로 처리하 고,질문 문항별 빈도분석은 백분율(%)로 산출하여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 ․고등학교 체조선수 종목별 신체부 상해

1)남자 체조선수 마루운동의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

는 발목(46.9%의),손목(10.7%),무릎(8.5%)순으로 나타났으며,남 부 선수는 발

목(54.9%),무릎(14,5%),손목(12.9%)순으로,남고부 선수는 발목(61.5%),허리

(15.4%),무릎(9.6%)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마루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발목(54.7%)이 가장 많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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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입었으며,다음으로 무릎(11.2%),손목(10.6%)순으로 나타났다.

2)안마 신체부 의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은 손목(61.7%),어

깨(4.3%),가슴(2.1%)순이며,남 부 선수는 손목(72.6%),팔꿈치(4.8%),어깨(3.2%)

순으로 상해를 나타내며,남고부 선수는 손목(78.8%),허리(5.8%),발목,팔꿈치

(1.9%)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안마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손목(71.4%)이 가장 많은 상

해를 입었으며,다음으로 팔꿈치(3.1%),어깨(2.5%)순으로 나타났다.

3)링운동의 신체부 의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이 어깨

(25.5%),허리(12.8%),가슴,손목(6.4%)순이며,남 부 선수들은 어깨(38.7%),허리

(16.1%),상완부(9.7%)순으로 상해가 나타나고 있으며,남고부 선수들은 어깨

(59.7%),허리(11.5%),상완부,팔꿈치(5.8%)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링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어깨(41.6%)에 가장 많은 상해

를 입었으며,다음은 허리(13.7%),상완부,팔꿈치(5.6%)순으로 남자선수들 모두

어깨에서의 상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4)도마의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발목(38.3%),무릎

(12.8%),머리,목(2.1%)순이며,남 부 선수는 발목(45.2%),무릎(21,0%),목,가슴

(3.2%)순으로,남고부 선수들은 발목(52.0%)이 가장 많았고,무릎(21.2%),배(7.7%)

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틀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발목(45.4%)이 가장 많은 상

해가 나타났다.

5)평행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손목(44.7%),어깨

(8.5%),머리(6.4%)순이며,남 부 선수는 손목(43.5%),어깨(21.0%),팔꿈치,가슴

(8.1%)순으로 상해를 입었으며,남고부 선수의 경우는 어깨(30.8%)가 가장 많았

고,손목(26.9%),팔꿈치(13.5%)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평행 의 신체부 상해는 손목(38.5%)이 가장 많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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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었으며,다음으로 어깨(20.5%),팔꿈치(8.1%)순으로 나타났다.

6)철 의 신체부 상해를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어깨(17.0%),손목(14.9%),

배(8.5%)순이며,남 부 선수들은 허리(29.0%),손목(9.7%),어깨,머리(8.1%)순으

로 상해를 입었으며,남고부 선수들은 어깨(25.0%),허리(23.0%),손목(15.4%)순으

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철 신체부 상해는 허리(19.8%)에 가장 많은 상해가 나

타났고,다음으로 어깨(16.1%)손목(13.0%)순으로 나타났다.

7)도마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는 손목(16.0%)부상이

많이 발생하 으며,다음으로 발목(12.0%),어깨,무릎(8.0%)순으로 상해를 나타냈

고,여 부 선수들은 발목,무릎(25.7%),손목(14.9%)순으로,여고부 선수들은 발

목(41.9%),무릎(16.4%),손목(14.5%)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도마 신체부 상해는 발목(26.9%),무릎(17.8%),손목

(15.0%)순으로 나타났다.

8)이단평행 신체부 상해를 학년 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는 손목(24.0%),

가슴,어깨(8.0%)순이며,여 부 선수는 허리(23.0%),어깨,팔꿈치(19.0%)순으로

상해를 입었으며,여고부 선수들은 팔꿈치(25.5%),어깨(23.6%),허리(9.1%)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이단평행 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어깨(17.3%)에 가장 많

은 상해를 입었으며,다음으로 팔꿈치(16.8%),허리(13.4%)순으로 나타났다.

9)평균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퇴(44,0%)에서 가장 많

은 상해를 입었으며,발목,배(12.0%).손목(8.0%)순으로 나타나고,여 부 선수들

은 발목(25.7%),무릎(17.6%),손목(12.2%)순으로 상해를 입은 반면,여고부 선수

들은 발목(18.2%),허리(14.5%),무릎(12.7%)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평균 신체부 상해는 퇴(20.1%),발목(19.6%),무릎

(12.9%)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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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마루운동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 발목(42.0%),무

릎(14.0%),손목(12.0%)순이며,여 부 선수는 발목(29.7%),무릎(16.2%),손목

(14.8%)순으로,여고부 선수는 발목(56.4%),무릎(18.2%),손목(12.8%)순으로 나타

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마루운동 신체부 상해는 발목(41.3%)이 가장 많은 상해

를 입었고,다음으로 무릎(16.2%),손목(13.4%)순으로 나타났다.

2. ․ ․고등학교 체조선수 종목별 신체조직 상해

1)마루운동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근육과 건

(46.8%), (17.0%), (12.8%)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는 근육과 건

(50.0%), (27.5%), (14.5%)순으로,남고부 선수는 근육과 건(50.0%),

(25.0%), (13.5%)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 마루운동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49.1%)의 상해가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18.6%), (18.6%)순으로 나타났다.

2)안마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이 근육과 건(42.6%),

(14.9%), (8.5%)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들은 (37.1%),근육

과 건(29.0%), (9.8%)순으로,남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38.5%), (23.1%),

(15.4%)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안마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36.0%), (23.6%),

(13.7%)순으로 나타났다.

3)링의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이 근육과 건(36.1%),

(8.5%),피부(6.4%)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43.5%),

(16.1%), (9.7%)순으로,남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57.7%), (19.2%),

(5.8%)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링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46.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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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순으로 나타났다.

4)도마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38.3%),

(10.6%), (4.2%)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38,7%),

(29.0%), (14.5%)순으로,고등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40.4%), (28,8%),

(13.5%)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도마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39.2%), (21.8%),

(13.0%)순으로 나타났다.

5)평행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근육과 건(25.5%),

, (17.0%),피부(15.0%)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는 (30.6%)의

상해가 가장 많았으며,근육과 건(19.4%), (17.7%)순으로,남고부 선수는 근육

과 건(38.5%)가 가장 많이 발생하 고, (28.8%), (11.6%)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평행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27.3%)의 상해로 다음

은 (21.1%), (20.5%)순으로 나타났다.

6)철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근육과 건(25.5%),

피부(19.1%), (6.4%)순으로 나타내고,남 부 선수들 근육과 건(40.3%),

(14.5%),피부(9.7%)순으로 나타내며,남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44.2%),

(17.3%),신경감각기 (7.7%)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철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37.3%), (12.4%),피

부(11.2%)순으로 나타났다.

7)도마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여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

(28.0%),피부(10.0%), (8.0%)순으로 상해를 입은 반면,여 부 선수들은 근육

과 건(47.3%), (16.2%),피부, (5.4%)순으로,여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

(50.9%), (12.7%), (10.9%)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도마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43.6%), (12.3%),

(7.3%)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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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단평행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들은 피부

(36.0%),근육과 건(16.0%), (8.0%)순으로 나타났고,여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52.7%),피부(16.2%), (9.5%)순으로,여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47.3%),

(12.7%),피부(10.9%)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이단평행 의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40.8%),피부

(20.1%), (8.9%)순으로 나타났다.

9)평균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들이 피부(54.0%),근

육과 건(20.0%), (12.0%)순으로,여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35.1%),피부

(25.7%), (14.9%)순으로 나타나며,여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38.2%),피부

(14.5%),신경 감각기 (9.1%)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평균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31.8%),피부(30.2%),

(10.6%)순으로 나타났다.

10)마루운동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는 근육과 건

(42.0%), (24.0%), (10.0%)상해를 입었고,여 부 선수는 근육과 건(58.1%),

(17.5%), (5.4%)순으로,여고부 선수는 근육과 건(63.6%), (21.8%),

(7.3%)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마루운동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55.3%), (16.2%),

(11.7%)순으로 나타났다.

3. ․ ․고등학교 체조선수 계 별 상해

1)계 별 운동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40.4%),남 부 겨울

(53.2%),남고부 겨울(44.2%)등 선수들이 겨울에 많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

다.남학생의 계 별 상해의 차이를 살펴보면 겨울철에 상해를 경험한 선수가

(44.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다음으로 (26.1%),가을(15.5%),여름(14.3%)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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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 별 운동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년별 상해계 은 여 부 겨울

(44.4%)여 부 겨울(37.8%),여고부 겨울(54.5%)등 선수들이 겨울에 많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그다음으로는 여름,가을, 순으로 상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남자선수와 여자 선수들 모두 겨울에 상해가 많이 발생함

을 알 수 있다.여학생의 계 별 상해의 차이를 살펴보면 겨울철에 상해를 경험

한 선수가(44.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여름(22.3%),가을(20.1%),

(12.9%)순으로 상해 계 을 알 수 있다.

4. ․ ․고등학교 체조선수 운동 시기별 상해

1)남학생의 운동시기별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87.2%),남 부

(85.5%),남고부(90.4%)로 훈련도 에 상해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상생활,평가 ,경기도 으로 나타났다.

2)여학생의 운동시기별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76.0%),여 부

(77.0%),여고부 (92.7%)로 훈련 도 에 운동 상해를 입은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일상생활과 평가 때 순으로 상해가 발생하 다.

5. ․ ․고등학교 체조선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

1)남학생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에 의한 상해는 과도한 연습(24.2%)로 가

장 많이 발생하 으며,체력부족(19.3%), 비운동,기량부족(13.7%)순으로 나타났

다.학년별 운동 상해 개인 요인으로는 남 부(23.4%),남 부(25.8%)의 체력부

족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남고부(21.2%)는 기량부족이 가장 빈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여학생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에 의한 상해는 기량부족(29.6%)로 가장

많이 발생하 으며,체력부족(16.8%),과도한 긴장(16.6%),과도한 연습(16.2%)순

으로 상해빈도가 나타났으며,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체력부족(24.0%),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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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량부족(29.7%),여고부 기량부족(25.5%)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 ․고등학교 체조선수 연습 난이도별 상해

1)남학생의 연습 난이도별 상해를 보면 C난이도가(32.3%)로 가장 많은 응답

을 보 으며,다음으로 D난이도가(31.1%),A난이도(14.3%),B난이도(13.0%),E난

이도(6.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A난이도,C

난이도(36.1%),에서 가장 많은 상해를 나타냈고,남 부 선수는 C난이도(38.7%),

D난이도(32.3%),B난이도(17.7%),A난이도,E난이도의 순으로 나타났다.고등부

선수는 D난이도(53.9%),C난이도(21.2%),E난이도(11.5%),A난이도,B난이도 순으

로 나타났다.

2)여학생의 연습 난이도별 상해를 보면 D난이도(38.0%),C난이도 (31.8%),

A난이도(13.4%),B난이도(10.6%),E난이도(2.8%),G난이도(2.8%)순으로 나타내고

있다.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A난이도(38.0%)에서 가장 많은 상해를 입었으

며,C난이도(24.0%),B난이도(22.0%),D난이도(8.0%)순으로 상해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여 부 D난이도(48.6%)가 가장 많이 발생하 고, C난이도(39.2%),

A난이도(5.3%),E난이도(2.7%),B난이도(1.4%)순으로 나타났다.여고부 D난이도

(51.0%),C난이도(29.1%),B난이도(12.7%),E난이도(5.4%),A난이도(1.8%)순으로

나타났다.

7. ․ ․고등학교 체조선수 시합 난이도별 상해

1)남학생의 시합 난이도별 상해를 보면 D난이도(31.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 고,다음으로 C난이도(21.8%),B난이도(12.4%),A난이도(8.1%),E난이도(4.3%)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C난이도(25.5%)가 가장 상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냈고 다음으로 A난이도(23.4%),B난이도(17.%),D난이도

(6.4%)순이며,남 부 D난이도(37.1%),C난이도(24.2%),B난이도(14.5%),E난이도,

A난이도 순으로,남고부 D난이도(48.1%),C난이도(15.4%),E난이도(9.6%),B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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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8%),A난이도(1.9%)순으로 나타났다.

2)여학생의 시합 난이도별 상해를 보면 D난이도(33.5%)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C난이도(28.5%),B난이도(5.6%),A난이도(5.0%),E난이도(2.2%),G난이도

(0.6%)순으로 나타났다.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C난이도(22.0%),A,B난이도

(10.0%),D난이도(4.0%)순으로 상해를 입은 반면,여 부 D난이도(37.8%),C난이

도(36.5%),B난이도(5.4%),A난이도(2.7%),E난이도(1.4%)의 순으로,여고부 D난이

도(54.5%),C난이도(23.6%),E난이도(5.5%),A난이도(3.6%),B난이도(1.8%)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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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체조경기는 기술이 매우 복잡하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채 규칙 등의 변화에

하여 정확하고 민감하게 처해야 하는 경기이다.특히 남자선수의 경우 6가지

종목과 여자선수의 경우 4가지 종목에서 모두 각기 다른 연기구성과 각 종목의

특별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요소들로 다른 선수들과는 차별화된 연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타 종목에 비해 많은 양의 훈련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한 시

의 흐름에 따라 체조경기에 사용되는 기구의 부신 발 으로 선수들은 더욱더

높은 난이도의 연기구성과 남보다 높은 수를 받기 해 C,D난이도의 연기를

넘어 E난이도의 연기에 까지 끊임없이 도 하고 있다.이로 인해 기술 난이도별

운동 상해 발생빈도에서 C,D,E난이도의 기술에서 가장 많은 상해를 나타내고

있다(정하나,2005).이는 다른 경기 종목의 선수들보다 더 많은 운동 상해의

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정 미,2008).

게다가 1972년 몬트리올 올림픽 회에서 코마네치 선수가 10 만 을 획득(국

제체조연맹,1998)하면서 체조는 10 의 연령층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

련하 다. 재 각종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회에서도 상 그룹이 10 의 선수들

로 연령화 시 가 도래 되었으며, 연령 에 활약하기 해서는 어린 나이

때부터 강한 트 이닝을 행하기 때문에 신체 ․체력 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함으로써 발육과정에 있는 나 에 상당한 부하를 래하

여 상해를 입을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임 순,2003).

한,선수들의 수 증가와 함께 운동경기의 직업화 사회화는 경기의 승패가

인 보상으로 직 연결되어 더욱 격렬해짐에 따라 운동선수의 상해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며(김선필,2005),엘리트 운동선수는 경쟁스포츠에 목 이 있으므

로 승리를 해서는 완 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합에 임하는 경우가 빈

번하며,이로 인해 신체 다른 부분에 스트 스,긴장 등을 래시켜 2차 인

상해증상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오성순,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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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선수들의 상해 요인들을 살펴보면,시설용구의 부족,과다한 연습량,기 기

술 습득 부족,기 체력 부족,기술에 한 방심,순간의 실수 등이 운동 상해 발

생요인으로 작용되며,이러한 운동 상해는 선수들에게는 치명 인 것으로서 운동

선수로서의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도 항상 뒤따른다.운

동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철 한 기술에 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안

한 보조시설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스포츠 과학연구원,1994).

특히 많은 체조 선수들을 불안 속에서 방황하게 하고 있으며,어린 선수들을 조

기에 낙오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한 선수들이 이나 국가가 정작 필요로

할 때에는 응하지 못하게 되고 설사 출 하게 되더라도 선수들 간의 갈등을 유

발시킬 수도 있으며 결국에는 워크가 와해되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결정

으로 과 개인은 경기력이 격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이기세,2007).

이와 같이 스포츠에서의 성공은 결국 선수들의 육성에 있어서 운동 상해

와 부상으로부터 선수를 어떻게 보호하고 리능력을 통한 훌륭한 지도자의 리

더십이나 과학 인 훈련방법이 우수 선수의 보유 못지않게 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운동 상해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유도선수의 운동 상해에 한 연구

(임혜란,2010)나 로배구 선수의 포지션별 운동 상해 실태(김상우,2010),축구

선수들의 생활 스트 스가 운동 상해에 미치는 재 효과(송상길,1998),고등학

교 배구선수의 심리 요인이 스포츠 상해 발생 빈도 정도에 미치는 향(김

일,1996),핸드볼 선수의 운동 상해와 방에 한 연구(김원겸,2010)등과 같

은 인․단체 종목의 선수들을 상으로 운동 상해 발생요인을 밝힌 연구가 주

류를 이루어 왔으며,엘리트 학 선수들의 스포츠 상해와 응 실태에 한 연

구(윤우 ,1994)와 학 태권도선수의 운동 상해와 처방안에 한 연구(김정

,2010), ․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의 운동 상해에 한 연구(정하나,2005)

등을 통해 스포츠 의학 인 측면에서 선수들의 상해 부 와 치료요법에 한 연

구가 진행 되고 있으나 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단일 종목이나 특정 종목에 치

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 까지 체조 선수들을 상으로 한 부분의 연구는 운동 상해 부 와 운동

상해 실태를 조사 분석한 연구(오성석,1995;정 미,1995;박 수,1997;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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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2008)와 운동 경력,입상경력에 따른 여자 체조선수들의 운동 상해 부 를 분

석한 연구(오성순,2002;임 순,2003)등이 있으나,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부분은

운동 상해가 어느 부 에 많이 발생하는지에 한 실태를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

는 것이 부분이다.

따라서 스포츠상해는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

식되어,경기력 향상과 연 하여 종목별 스포츠가 빚어내는 사고를 최소로 방지

해야 함은 단히 요한 일이며 선수나 지도자에게는 신 을 기울여야 하는 과

제로써 본 연구는 ․ ․고등학교 체조선수들을 상으로 종목별에 따른 상해

발생부 ,종류,시기,상해원인을 규명함으로써, ․ ․고등학교 체조선수들의

운동 상해에 한 방과 선수로서의 생명과 운동수행능력을 오랫동안 유지시키

며,경기력향상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연구의 목

본 연구는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목별 운동

상해의 신체부 조직, 시기,요인,난이도별 상해빈도를 악하여 선수보호

와 운동수행능력을 유지시키는데 목 이 있다.

3.연구의 문제

1. ․증․고등학교 체조선수 종목별 신체부 상해는 어떠한가.

1-1)남자 체조선수의 마루운동 신체부 상해

1-2)남자 체조선수의 안마 신체부 상해

1-3)남자 체조선수의 링 신체부 상해

1-4)남자 체조선수의 도마 신체부 상해

1-5)남자 체조선수의 평행 신체부 상해

1-6)남자 체조선수의 철 신체부 상해

1-7)여자 체조선수의 도마 신체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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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여자 체조선수의 이단평행 신체부 상해

1-9)여자 체조선수의 평균 신체부 상해

1-10)여자 체조선수의 마루운동 신체부 상해

2. ․ ․고등학교 체조선수 종목별 신체조직 상해는 어떠한가.

2-1)남자 체조선수의 마루운동 신체조직 상해

2-2)남자 체조선수의 안마 신체조직 상해

2-3)남자 체조선수의 링 신체조직의 상해

2-4)남자 체조선수의 도마 신체조직 상해

2-5)남자 체조선수의 평행 신체조직 상해

2-6)남자 체조선수의 철 신체조직 상해

2-7)여자 체조선수의 도마 신체조직 상해

2-8)여자 체조선수의 이단평행 신체조직 상해

2-9)여자 체조선수의 평균 신체조직 상해

2-10)여자 체조선수의 마루운동 신체조직 상해

3.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계 별 상해는 어떠한가.

3-1)남자 체조선수의 계 별 상해

3-2)여자 체조선수의 계 별 상해

4.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운동시기별 상해는 어떠한가.

4-1)남자 체조선수의 운동시기별 상해

4-2)여자 체조선수의 운동시기별 상해

5.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은 어떠한가.

5-1)남자 체조선수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

5-2)여자 체조선수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

6.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연습 난이도별 운동 상해는 어떠한가.

6-1)남자 체조선수의 연습 난이도별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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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여자 체조선수의 연습 난이도별 상해

7.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시합 난이도별 운동 상해는 어떠한가.

7-1)남자 체조선수의 시합 난이도별 상해

7-2)여자 체조선수의 시합 난이도별 상해

4.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 .고등학교 체조선수들의 운동 상해를 규명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갖는다.

1.설문지 응답자의 심리 ,환경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 다.

2. 국 으로 상을 정하 으나 실 으로 체조 선수로서의 활동 인원은 타

운동에 비해 다소 소수에 불과하 다.

3.훈련 경기 이외의 활동이나 일상생활 에 발생한 상해가 본 연구의 상

인 운동 상해로 이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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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기계체조의 정의

기계체조 운동은 과학 기 에 조직된 신체 운동으로써 심신의 조화 균

형 발달을 기하고 특히 신체상의 결함이나 이상의 교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건

강하고 이상 인 신체 발달을 목 으로 하여 고안된 운동이다.인간의 신체는

당히 활동시키면 활동하는 부분이 잘 발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이 원리

에 따라서 신체의 이상 인 발달을 유도하려고 계획 이며 조직 으로 운동을

하기 한 것으로,인생을 보내는 데 있어서 신체의 결함이나 불충분한 의 교

정 는 보충으로 훌륭한 신체를 육성하기 하여 특별히 행하는 운동을 기계체

조 운동이라고 한다.

기계 체조는 자기의 신체를 다른 상물과 계 지어서 힘,밸런스,시간,속도,

방향 등의 기본 움직임을 하게 결합시켜 해야 한다.이 운동은 신경의 지

배 능력과 근력,조정력,유연성 등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 인

표 능력 등을 기르는데 한 운동이다.

2.기계체조의 역사

체조는 어로 Gymnastics,독일어로는 Gymnastic이라고 하며 어원은 그리스

어의 나체(gymnos)에서 유래한다.

고분벽화나 문헌을 통해서 볼 때,체조는 기원 2500년경에 국,인도 등에서

건강을 한 의료 보건 체조로 발달하 으며,고 이집트에서는 오늘날의 체

조에 가까운 형태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의 원시 체조가 합리 인 체

계로 갖추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이며,17세기경 독일의 교육자 바제도

(J.B.Basedow)와 잘츠만(C.Salzmann),구츠무츠(J.GutsMut-hs)는 범애학교의 기

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자세교정을 가르쳐 근 인 체조는 체계화 되었고,이

것이 독일,스웨덴,덴마크 체조의 특유한 운동 형식을 갖추면서 속히 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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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19세기 스웨덴의 링(P.Ling)은 해부 생리학 지식을 기 로

하여 신체의 균형 발달과 자세 교정을 한 의료 체조를 고안하 다. 한 독

일의 얀이 철 ,안마,평행 등의 기계운동을 고안한 것이 기계체조의 효시가

되었고,1881년 국제체조연맹이 결성되고,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크게 발 하게 되었다.

한 고 그리스에서는 소년들이 나체(gymnos)로 달리기, 뛰기,던지기,권

투, 슬링 등을 했다고 해서 짐네스틱(gymnastics)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이

말은 오늘날의 체조 는 체육,스포츠라는 범 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체조가 들어온 것은 19세기 말엽인데 주로 스웨덴 체조의 향을

받아 건강을 목 으로 한 기 체육활동의 하나로 받아들 다.1895년 갑오경

장이후 우리나라는 고종의 ‘교육조서’발표 후 선진 문물을 도입하면서 맨손체조

를 학교의 정식 체육 교과목으로 추가하면서 발 되었다.그 후 체조는 학교를

심으로 발 하 고,특히 기독교 청년회(YMCA)는 체조 발 에 크게 이바지

하 다.

1945년 복과 더불어 체조 경기도 다른 종목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속한 발

을 이루게 되었으며,1946년 3월에는 체조 경기 연맹이 창립되었고,같은 해 4

월에는 제1회 기계체조 선수권 회가 열렸다.이어 1949년 10월에 열린 국체육

회에선 체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1959년에는 국제체조 연맹에 가입함

으로써 정식으로 국제 회 올림픽 경기 회부터 참가하기 시작하여 많은

발 을 거두고 있다.

3.기계체조의 특성

1)체조경기의 특성

체조경기는 올림픽 경기 에서도 인 인기가 높은 종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그러나 체조경기는 복수의 종목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종목에 따른 특유의

도입된 기술들을 실시해야 하는 운동특성을 갖고 있다. 한 체조경기에서 채

방식은 연기 연출의 최 수를 10.0 만 으로 채 을 해왔으나,2006년 새롭

게 개정된 채 규칙에서는 10.0 이라는 정해진 수제를 폐지하고 선수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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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에서 기술 요소,구성,기술의 완성도 숙련성 등을 합산하여 수를 주

는 채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었다.따라서 선수들에게 더 많은 부담감과 경쟁심

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남보다 높은 난이도의 도 과 그에 따른 많은 훈련으

로 인하여 집 력 하와 체력의 소모로 인해 운동 상해는 더욱더 빈번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정 미,2008).최근에는 기계․기구의 속한 발달에 따라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 난이도를 습득하기 해서는

장시간에 걸친 과도하고 힘든 훈련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임 순,2003).이러

한 과정은 어린 선수들에게 집 력 하와 체력 인 부담이 곧바로 상해로 이어

지며 많은 체조 선수들을 불안하게 하여 어린선수들을 조기에 낙오시키는 주원

인이 되기도 한다.

체조선수들의 상해원인으로는 고도의 기술에 의해서 무리하게 을 비틀거나

높은 기구에서 비행하여 착지할 때 체 의 부하로 발목 에 손상을 입는 경우

가 많다.특히 남자체조 종목은 마루운동,안마,링,도마,평행 ,철 등 6종목

을 모두 실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여자체조 종목은 도마,이단평행 ,

평균 ,마루운동 4종목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이들 남자 6종목

4종목은 상체운동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 상지에 부상이 많

이 발생하며,여자 4종목 3종목은 도약계통의 운동을 심으로 부분 하지에

부상이 많이 발생한다(임 순,2003).

2)남자체조 종목의 유형( 한체조 회,2009)

(가) 마루운동(FloolExercisc)

마루운동은 구획된 사방 12㎡의 탄성 마루 에서

공 돌기 동작과 힘,균형,유연성,물구나무서기

조화로운 리듬의 동작을 조합하여 모든 마루운동 공

간사용,최 70 의 시간동안 행하는 안무운동이다.

높은 수를 얻기 해서는 가치 이 높은 고난도

기술을 연속 으로 많이 시도해야 하며 실시에 있어

감 을 최소화해야한다.특히 라인감 에 있어서 한발 는 한 손이 마루 공간

밖에 닿을 경우 0.1감 ,양발 는 양손,신체일부가 마루 공간 밖에 닿을 경우



-9-

0.3감 ,마루 공간 밖에서 착지할 경우 0.5감 ,마루 공간 밖에서 연기를 시작

한 경우 난도 수가 없어 라인감 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안마(PommelHorse)

안마의 높이는 105㎝,길이 160㎝,폭35㎝의 말

의 2개의 손잡이가 얹어져 있으며 의 안마경기

는 말의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버티기 동작으로 다

리를 벌리거나 모아서 실행하는 여러 종류의 선회와

진자운동으로 특색을 이루고 있다.

모든 동작은 반드시 스윙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연기도 아주 경미한 멈춤이

나 힘의 사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즉,힘 기술과 버티기 기술을 해서는 안 된다.

높은 수를 얻기 해서는 가치 이 높은 고난도의 기술을 정확하게 많이 시

도해야하고,실시 면에 있어 진폭은 신체가 완 하게 펴진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

며 리듬성이 결여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링(Rings)

매트 에서 높이 550㎝로부터 2개의 링 과

에 연결된 지름 18㎝의 링이 달려 있으며 링운동

은 흔들기,힘 기 버티기 기술이 다양하게 구성

된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버티기 자세 는 물구나무서

기 자세로 연결되는 매달리기 자세로 실행되며,팔

을 직선으로 펴는 것이 필수 이 요건이다. 체조에서 링운동은 흔들기와 힘

기 동작간의 이로 정의할 수 있다.링 운동 ,링 이 흔들리거나 꼬여서는

안 된다.

높은 수를 얻기 해서는 가치 이 높은 고난도(D난도이상)힘 기에서 힘 기

로 상승되어지는 기술을 연속 으로 많이 시도해야 연결 수를 받을 수 있으며,

힘 기 버티기 시 정확한 각도와 2 이상의 정지시간을 엄수하여 감 을 최

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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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마(Vault)

단체경기는 1차시기결과로

평가 되며 결승경기 참가자는

1,2차 시기에서 뛰기 그룹이

상이한 연기를 실시하며 결승

경기 참가자는 1,2차 시기에서

뛰기 그룹이 상이한 연기를

해야 한다.

도마의 길이는 95～105cm, 비 95cm,높이 135cm로 되어 있는 말을 도움닫기

하여 두 다리를 모아 발 구름(발 구름 도움 짚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지 않

을 수 도 있음)한 후 한손 는 양손을 기구에 짚고 뛰어 넘는 경기이다.도마는

신체 두 축의 심을 1회 는 복합 인 비틀기 동작을 포함한다.도움닫기 거리

는 25m 이내로 제한되며 연기는 2.0～7.0 까지의 기술가치 이 정해져 있다.체

조선수는 2차시기의 결승경기와 결승진출을 한 선경기에서 상이한 뛰기 그

룹이나 상이한 비행국면 기술을 실행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고는 한 번의 도마

연기를 실시한다.

높은 수를 얻기 해서는 가치 이 높은 고난도 기술을 시도해야 하고,높은

비행국면과 착치매트에 구획된 폭 1.00m～1.50m의 선을 밟거나 이탈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착지가 수에 큰 향을 미친다.

(마)평행 (ParallelBar)

평행 의 높이는 180㎝,길이350

㎝,직경 5㎝의 계란모양의 평행한

두개의 으로 되어 있고, 의

평행 운동은 모든 가능한 연기요

소 그룹에서 선택된 스윙과 비행동

작으로 구성해야 한다.특히 기구의

모든 잠재성을 반 하여 다양한 매

달리기와 팔 걸쳐 버티기 자세를 연속 인 환형태로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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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를 얻기 해서는 가치 이 높은 고난도 기술을 시도해야 하며 낮은

비행,각도 이탈,물구나무서기에서 여분의 흔들기,손 움직임 등의 감 을 최소

화해야 한다.

(바)철 (HorizontalBar)

철 의 높이는 매트 에서 높이

260㎝,직경 2.8㎝의 을 사용하여

모든 연기는 정지함이 없이 흔들기

를 심으로 구성하고, 의 철

경기는 스윙,틀기 그리고 비행 동

작의 부드러운 연결로 구성된 역동

인 연기가 되어야 하며,이러한

동작들은 다양한 손잡기 동작으로

에서 가까이 는 멀리 떨어져 기

구의 가능한 모든 부분을 이용하여 변화를 주면서 연기를 실시해야 한다.

높은 수를 얻기 해서는 가치 이 높은 고난도 기술을 시도해야 하고 다양

한 손잡기 요소(onbar)에서 비행요소나 비행요소에서 비행요소로 직 연결되는

기술을 시도해야 연결 수를 받을 수 있으며,실시 면에 있어서 비행요소는 웅

하고 높은 비행국면과 스윙요소는 큰 진폭과 다이나믹하게 실시해야 한다. 는,

강력하고 스릴 넘치는 비행요소의 언속동작과 다양성 있는 연속 인 기술의 변

화는 가치 이 높게 평가된다.

3)여자체조 종목의 유형( 한체조 회,2009)

(가)도마(Vault)

도마의 높이는 125㎝로 구름 에 양발을 밟은 후 도마 에 양손을 짚고 튀겨

서 연기되어지는 종목으로써 구름 을 밟기 에 한 가지 요소 이상의 동작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마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달리 채 규칙에 시작 수가 나와 있는데 기술은

2.40～7.10까지의 가치 으로 되어 있다.그 에서 기술을 선택하여 뛰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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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번호를 주심에게 보이고

연기하는 종목으로써 단체 경

기 개인종합경기에서는 1번

뛰기로 득 이 결정되고 종목

별 결승경기에 진출하고자 하

는 선수는 단체경기 시,서로

방향이 다른 공 돌기를 포함

하여 2차시기까지 연기를 실시한다.종목별 결승 경기는 2번의 다른 뛰기에서 평

균 이 득 이 된다.

높은 수를 얻기 해서는 가치 이 높은 고난도 기술을 시도해야 하고, 체

인 기술의 동작은 다이나믹하고 정확한 돌기와 틀기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좋

은 수를 받을 수 있다. 선을 밟거나 이탈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착지가 수

에 큰 향을 미친다.

(나)이단평행 (UnevenBars)

높은 250㎝,낮은 170㎝의

평행 의 , 아래에서 물구

나무서기와 흔들기를 심으로 정

지함이 없이 매달리기,공 돌기,

스윙기 등으로 양 사이를 이동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이 게

구성되어진 동작들을 어려운 요소

들 간에 직 연결하면서 크고 정확하게 실시함으로써 좋은 수를 얻을 수 있

다.최근에는 리듬이나 연속 인 것을 요시하며 남자의 철 결기의 기술을 응

용하는 다양한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높은 수를 얻기 해서는 가치 이 높은 고난도 기술을 시도해야 하며,낮은

비행,각도이탈,물구나무서기에서의 여분의 흔들기,손 움직임 등의 감 을 최소

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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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평균 (BalanceBeam)

높이 125㎝,길이500㎝,폭 10㎝

의 에서 체의 연기가 90

를 넘어서는 안 되며 시간 과 시

0,1의 감 을 받는다.평균 앞,

,뒤를 하는 비행요소나 턴,

, 에 근 한 요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되어야 하며,특히 높은 가치 을

가진 요소들을 직 으로 연기함으로써 좋은 수를 받을 수 있다. 체 인 연

기의 리듬은 빠르고 느린 움직임들 사이에서 약동 인 변화를 갖고 동시에 다이

나믹한 흐름으로 실시해야 한다.

(라)마루운동(FloorExercise)

마루운동은 구획된 사방 12㎡의 탄성 마루

에서 90 를 과한지 않는 시간 안에 노래

가 없는 오 스트라나 피아노 는 다른 악기

를 사용하여 체조 인 요소와 스 인 요소

턴,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해야 한다.

특히 미 아름다움을 표 할 수 있는 종목으

로써 마루의 충분한 사용과 앞, ,뒤 방향의

변화를 음악특성에 맞추어 느리고 빠른 움직

임 사이의 다이나믹한 변화,음악과 동작의 조화로움 등이 어우러져 연기를 실시

해야 한다.

높은 수를 얻기 해서는 가치 이 높은 고난도 아크로바틱 기술을 연속 으

로 많이 시도해야 하며 실시에 있어 감 을 최소화해야 한다.특히 라인감 에

있어서 한발 는 한 손이 마루 공간 밖에 닿을 경우 0.1 감 ,양발 는 양

손이 마루 공간 밖에 닿을 경우 0.3 감 ,마루 공간 밖에서 착지할 겨우 0.5

감 ,마루 공간 밖에서 연기를 시작한 경우 난도 수가 없어 라인감 을 최소

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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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포츠상해의 개념

스포츠 상해란 운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든 ․만성 신체상해를 말하며,스포

츠 상해는 스포츠 외상과 스포츠 장애로 구분된다(김성익,1992).스포츠 외상은

스포츠 활동에서 지나친 훈련에 의한 골격계통 외상,부 한 훈련방법,유연성

부족에 의한 인 나 근육의 손상,근육운동에 있어서 근력의 불균형에 의한 외상

과 근본 인 체격상의 문제 들 즉,족부의 기형(편평족)과 슬 내의 내․외

반 편형,척추의 변형 등 비성상 인 체격조건들로 인한 외상을 말하며,이러한

외상들이 스포츠 상해의 모든 부분을 차지한다(하권익,1989).이러한 스포츠 상

해는 상 방과의 신체 는 기구․장비 등을 사용할 때 부주의에 의해 발

생되는 외 물리 요인에 의한 상해와 훈련의 과다,실수,피로 등에 의해 발

생되는 내 요인에 의한 상해로 나 수 있다(정재수,2008).

내 상해는 신체 내부의 힘에 발생시킨 상해를 의미한다. 를 들어 견열 골

같이 갑작스런 강력한 근 수축에 의한 근육피로로 야기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테니스 엘보를 로 들 수 있으며 훈련 방법에 오류가 있거나 컨디션 조 이 부

한 것이 근본 원인이 된다.따라서 내 상해는 한 컨디션 조 과 훈련

방법의 개선으로 부분 사 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반면 외 상해는

외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환경 결함이 주요 원인이 되며,근육의 단열,아킬

스건의 단열,골 ,염좌,탈구는 가장 빈도가 높은 외 상해의 이다(하권익,

1989).주로 몸싸움을 하게 되는 종목으로는 축구,농구, 는 각종 투기종목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되는 외상으로 생각해 버리는 잘못된 념이

있는데 이것 역시 내 외상에서와 같이 한 컨디션조 이나 훈련방법의 개

선, 보호 와 테이핑을 사용함으로써 그 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야한다.경기 발생되는 외상은 녹화 필름을 통하여 분석되어 험한 동작을

지시키는 경기규칙을 신설하기도 한다(정하나,2004).

더욱이 문 체력 기술 향상을 하여 특수한 신체 활동의 강도와 양을 요

구하는 운동선수들은 항상 상해를 입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임혜란,2010)

일반 으로 강한 스포츠 활동을 실시하면 생체는 체 는 부분 으로 생물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응이 운동을 하는데 는 생활을 하는데 당



-15-

한 정도로서 그칠 때는 순화되었다고 하며 운동의 효과도 있다고 한다(김사달,

1986).하지만 운동선수 부분은 이러한 정도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훈련으로 인하여 그 정도가 넘쳐 운동 진행이나 생활 진행에 지장을

래하는 신체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다(오성석,1995).

스포츠 장애는 각 종목 활동에 있어 계속 반복되어지는 신체운동에 의해 서서

히 진행되는 신체의 부정 인 기질 변화를 의미한다.즉,계속 으로 한곳에

집 되어지는 운동으로 인해서 의 약화와 잦은 부상으로 어느 특정 부

에 만성 특정 증상이 나타나거나 운동기능이 무기력하게 되어 운동수행

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래하는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임재 ,2005)

따라서 운동 상해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신체

상의 피해를 의미하며,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과 즐거움을 얻기 해서는 스

포츠 상해에 한 철 한 방책이 필요하다.

5.스포츠상해의 원인

스포츠 상해는 외력의 충격에 의해 발생되는 외 인 상해와 근 수축에 의한 계

속 인 반복 자극이 지나치거나 체내 힘의 불균형에 의해 생기는 내 인 상해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모두 사 방이 가능한 것이며(이기세,2007),스포츠 상해

가 발생하는 원인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나 어 질 수 있

다.

1) 비운동 부족

스포츠 활동에서 비운동은 활동기 의 생리 기능을 증가 시키는 역할을 하

며 근육온도의 상승,그 모세 의 확장 심폐기능의 증가뿐만 아니라 본 운

동에 긴요한 신경소통 작용,근육의 긴장도,근수축의 과부족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므로 비운동의 부족은 신체 운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여 상해가 발생

한다. 한 근육,인 등은 운동 후 휴식 에도 운동으로 인한 노폐물과 피로

로 인하여 신체부 가 경직됨으로 유연성 결핍 상태를 래하게 되고,이 유연성

결핍상태에서의 심한 운동은 상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하권익,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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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훈련이나 경기수행에 요구되는 기본이 체력수 에 미달되는 선수들은

과로나 사고로 인한 운동 상해에 쉽게 노출된다. 비운동의 주된 목 은 반

으로 체온을 상승시키고 심부근육의 온도를 상승시키며 최 의 유연성을 확보하

기 하여 교원조직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 운동으로 들어간다면 신체에 어떠한 형태로든 향이 미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정 미,2008).

2)과도한 긴장

흔히 경기를 앞두고 꼭 이겨야 한다는 책임감이나 기록을 내야겠다는 의무감에

사로잡 지나치게 긴장함으로써 그 향이 근육에 달되어 근육의 긴장을

래한다(김원겸,2010).정신 긴장이 고조되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정맥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간에서 당분의 방출이 증가되며,이로 인해 스포츠 활동을

한 인체의 비상태가 강화된다.단순한 기술과 힘,속도 등을 요하는 종목들,

를 들면 사이클,육상,등의 종목은 비교 높은 수 의 긴장을 요구하나 기계

체조,다이빙,탁구,축구등과 같이 기술의 난이도가 높고 인체조직 간의 보다 섬

세한 조정과 정신집 을 요하는 종목에서는 지나진 정신 긴장이 오히려 역기

능을 래하게 된다(정 미,2008).이 게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피로가 오거나

다른 생각이 교차하여 주의가 산만해지면,불의에 닥치는 외력을 피하지 못해 운

동 상해를 입게 된다(손 호,2011).

3)과도한 훈련

신체조건이나 신체상태의 한계를 넘은 필요이상의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발생

되는 상해원인과 운동을 수행하기 에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호흡 순

환계통 등 신체 제 기 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주 운동 수행을 용함에 있어

신체 조건을 유지하기 한 비운동 소홀과 격렬한 신체활동을 끝내고 안정

상태로의 회복을 한 생리 조 작용으로서의 정리운동 소홀에서 발생되는 상

해가 있다( 승두,1991).

한,근육 인 등은 운동 후 휴식 에도 운동으로 인한 노폐물과 피로로 인

하여 신체부 가 경직됨으로 유연성 결핍 상태를 래하게 되고 유연성 부족상



-17-

태에서의 심한 운동은 상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친 훈련으로 외상이 발행하 는데도 계속해서 더 많은 훈련을 함으

로써 스트 스를 가하게 되면 더 큰 외상으로 발 하게 되며 치료의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 치료 후의 기능감소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이러한 상태

를 과 훈련(overtraining) 는 사용증후군(overusesundrome)이라고 말한다

(임혜란,2010).

4)만성피로

강도가 높은 운동을 지속 으로 무리하게 실시함으로써 일시 인 피로상태가

아닌 만성 피로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 철이 되면 선수들은

그 동안 동계훈련을 통하여 쌓은 기 체력을 바탕으로 본격 인 시합시즌을

비하기 한 강도가 높은 문체력훈련과 기술훈련,그리고 술훈련을 하게 마

련이다.

이는 동기수 이 지나치게 높아서 코치가 주문하는 훈련 이외에 스스로 별도의

트 이닝에 열 하는 선수나 충분한 휴식기를 갖지 않고 주요 경기에 자주 참가

하는 선수들에게서 잘 일어난다.

한 심리 인 부담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시합에 한 정신 불안,실패에

한 공포,비 실 인 목표수 ,그리고 코치나 부모의 기 등이 견딜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만성 피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5)기술의 미숙

스포츠에서는 각각 그것이 지니는 독특한 리듬이 있고 경기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민첩한 동작과 순간 인 외계의 자극에 하여 반응을 일으키는 동작이

스포츠 기술로 표 되고 있다.스포츠의 기술이란 신체 인 동작의 변화를 식별

하고 단해서 그것에 응하고 자기 자신의 신체를 응시켜 행동지배를 하는

데 이 때 훈련이 부족하고 기술이 미숙할 때 상해를 가져오기 쉽다(손 호,

2011;김원겸,2010).이는 운동기구와 훈련장의 지속 인 발 으로 인해 고난이

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건에 맞는 체력과 훈련장이 갖추어 져야 함에

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하려는 경우와 훈련장의 미흡한 실정으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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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새로운 기술습득에 의해 선수의 불안감이 작용하여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6)근육의 불균형

한 을 움직이는데 두 가지 근육 근이 있다.굴곡 근이 있으면 신 근이 있

고,내 근이 있으면 외근이 있다.이 두 근육 사이에 근력차이가 클수록 약한

근육 근에 부상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한 좌우 근육간의 근력 차이가 클 때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근력강화 운동은 양측,즉 주동근과 길항근,좌․우측 모두

균등하게 발달시켜야 한다(하권익,1989).

7)훈련법상의 문제

잘못된 훈련방법은 첫째,운동량을 무 빨리 증가시키고 둘째,운동 강도를

격히 올리는 식의 훈련이 지 되는데 일주일에 10% 이상의 운동량 는 강도의

증가는 매우 조심스럽게 한다.셋째,새로운 훈련법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용시

킬 때는 서서히 시도하여야 함에도 무 갑자기 역용 하거나 갑작스러운 훈련법

의 변화는 스포츠 상해 발생의 큰 요인이 된다(박철희,2008).

이와 같이 지도자는 선수에게 조 하게 훈련의 성과를 요구하거나 승부에만 집

착하여 선수 개인의 능력에 맞지 않게 운동부하와 강도를 격히 상승시키는 등

새로운 훈련방법을 갑작스럽게 추가 도입하는 경우에 부상의 빈도는 증가한다

(노 태,2004).

8)주의집 결여 환경 요인

선수가 운동을 수행하는데 성공과 실패에 결정 으로 요한 향을 미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주의를 집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주의집 의 개념을

두 개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그 활동이 서로 간에 간섭 작용이 일어나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 과정을 통해서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 으며,그 활동이 간섭 한다면 과제 수행에 있어 “주의를 기울인다”혹은 “주

의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Schmidt,1982).

주의집 의 유형을 크게 주의의 폭(width)과 주의의 방향(direction)의 두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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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 있다(Niffer,1976).

주의의 폭은 선수가 한 순간에 다루려는 지각 장(field)의 넓이와 정보의 양을

의미하며, 의(narrow)와 의(broad)로 구분되며 주의의 방향은 내 과 외 으

로 구분하며,내 인 주의 형태는 수행 자신의 사고나 느낌 는 내 감각

단서들에 주의를 집 하는 것을 의미하고,외 인 주의 형태는 외부의 환경에

련된 사물이나 사상에 주의를 향하게 되는 것으로서, 를 들어 축구나 농구 같

은 단체 경기의 놀이에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상황에 주의를 집 해야 되므로

외 인 방향이면서도 의의 폭을 요하는 주의 형태인 반면,마라톤이나 사격,

양궁과 같이 개인경기의 운동은 장기간 하나의 목표물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되

므로 내 인 방향이면서도 의의 폭을 요하는 주의 형태의 특성을 나타낸다

(Niffer,1976).

일반 으로 운동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동시에 처리되도록 요구하기 때

문에 운동기능 수 이 높은 선수는 운동수행 한 주의 분배를 할 수 있지

만,운동기능 수 이 낮은 선수는 운동 상황에 한 주의집 의 요구에 따라 주

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주 분산이 발생하기 쉽다(Cratty,1989).

이와 같이 운동을 실시하는 본인들이 운동수행 시 주의를 집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일어나는 상해요인으로 지도자는 수련하기 에 운동내용 주의사항을

본 운동 에 운동 개요로서 충분히 설명하여 수련인의 집 력이 떨어지지 않도

록 노력해야한다. 한 환경 요인으로 특히 매트나 바닥의 상태를 항상 검하

여 운동 시 외 인 요인에 의해 상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해야한다(이용주,

2011).

이 듯 시설된 기구가 불충분 하고 불안 한 장소에서의 훈련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기계체조의 경우 기구의 결함에 의한 상해

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노 태,2004),기구는 그 기능이 우수하고 안정성

이 높아야 한다.기구는 사용하는 선수에게 합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아울러 주

의 환경 응 훈련도 병행하여야 한다.

6.스포츠상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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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장에 발생하는 상해는 신체 부 나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는데 일반 으로 크게 성상해와 만성상해로 구별할 수 있다.

성상해는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 과도한 부하가 주어지거나 과신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기치 않은 상해를 입는 것이다. 성상해에는 노출된 것과 노출

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노출된 상해에는 피부조직의 열,열상 등이

있고,노출되지 않은 부 의 상해로는 탈구,골 ,염좌,타박상,스트 인 등이

있다(김원겸,2010).

만성 상해는 타박상,염좌 등의 성 상해로 인하여 부분이 발생된 것으로

인체 부 에 따라서 근염,골막염,근막염,건염,등이 있다.

1) 와 의 상해

(가)탈구

이 외력에 의해 원 치에서 이탈함을 말한다.즉,탈구라는 것은 이

면의 정상 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데,탈구는 원인에 따라서 선천성,

외상성,습 성,병 으로 분류한다(정하나,2004).선천성 고 탈구나 선천성

소아마비 등으로 인해 근육과 인 의 긴장고가 약해서 발생하거나, 염이 있

어서 탈구되는 병 인 것 등은 연습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좀처럼 드물다(김상

우,2010).

(나)골

골 은 외상에 의해 골 조직의 생리 이 상이 부분 는 완 히 이탈된 상

태를 의미하며, 가 부러지거나 이 가서 손상을 입은 상태를 골 이라 말한

다.골 은 일으키는 원인은 골(Bone)에 과 한 외력작용 즉,충돌,추락, 도,

타박 등에 의해서 발생되고 골에 질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골 은 단순골 과 복합골 로 분류할 수 있다.

(다)염좌

염좌의 올바른 정의는 모세 열,조직 출 을 수반하는 격렬한 고통과 함께

근육,근막,인 ,건 등이 열하는 것이며(오성석,1995),염좌는 안정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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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찢어지거나 긴장되어 생기는 의 뒤틀림인데,선수들에게 스트 스 다

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발끝,발목,무릎,엉덩이,척추 부 에 많이 일어

난다.

그 원인은 을 지지해 주는 낭,활막건 등의 구조가 향을 받음으로써

생기는데,상해의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

첫째,결체조직의 가벼운 신 과 약단의 기능이 손상되며, 이 뒤틀릴 때 아

픔을 느끼는 정도이다.

둘째,첫 단계보다 좀 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며, 어도 2～3주일이 걸려야 회

복된다.

셋째,상해의 부 가 많이 붓고, 기능의 손실이 많으며 거의 탈구에 가깝

다.

2)근육의 상해

근육의 상해는 근육 내에 들어있는 신경 분포나 결체 조직 에서 흔

히 일어난다. 체로 근육 건의 상해 증상은 마비,허약증세,통증,소모증,경

련 경직 등이 있으며,근육의 타박은 외 으로 근육에 충격이 가해져 멍이 든

상태를 말한다.근육의 좌상은 근조직이 압축되어 생기는 외상으로 타박상과 거

의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고,근육 경직은 무리한 훈련과 근육이 긴장되어 수축함

으로써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증상을 말한다.근육 단열은 근막이 과도하게

신장되어 근섬유가 부분 으로 끊어지거나 찢어지는 상태를 말하며,근육이 피로

하거나 정상 인 수축 이완 작용이 되지 않을 때 무리한 하 이 해당 부 에 발

생되면 그 부 의 근육이 부분 ,혹은 체 으로 끊어지는 경우로 체조와 포환

던지기,원반던지기 선수는 상완 이두근의 단열을 보여 다.상완 이두근 단열에

서는 근 단열이 극 으로 보여 지는데 이두근의 긴 상단은 찢어지고 팔꿈치를

굴곡 시키면 떨어진 근육이 상박에 뭉쳐진다.근 단열이 오면 순간 으로 참기

어려운 통증이 오고 운동을 지속 으로 하기 어렵게 된다(정 미,2008).

3)건의 상해

건 부 의 상해는 건에 직 인 질병이 있거나 기능 인 마모로 인한 단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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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건염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

건 단열은 건이 과도하게 신장됨으로써,건이 부분 으로 는 완 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며 표 으로 아킬 스건은 매우 두꺼운 것이어서 쉽게 열되지는

않지만 추 와 함께 건의 노화라든가 건의 피로 등으로 인하여 자칫 열되는

수가 있는데 완 열과 불완 열의 2가지 증상이 있다(정하나,2004)

건염은 건의 과도한 스트 스나 감염에 의해 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4)피부의 상해

피부 부 의 상해는 찰과상과 창,수포 등의 상해로 나타난다.

찰과상은 피부가 옷이나 바닥에 서 출 이 일어나는 상해를 의미하며,감염

이 되지 않도록 방하는 것이 제일 요하다.

창이란 운동 발생하는 것으로 칼이나 면도칼에 의한 손상과 같이 조직의

이단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수포는 피부가 자극되어 피부 표층의 의 진피층 으로부터 분리되어 물집이

생긴 상태이며,수포 속에 삼출액이 차는 경우를 말한다(정 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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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1.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한체조 회에 등록된 선수로 국 12개시도(서울,경기,

인천, 구, ,울산,강원,경북,경남, 남, 북,제주)를 심으로 총 380부

를 배포하여 설문지에 응답한 자료362부를 회수한 후,무응답과 이 기입 등 신

뢰성이 떨어진다고 단되는 자료 22부를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 340부로

남자 체조선수 161명,여자 체조선수 179명을 상으로(남자 등학교 47명,남

자 학교 62명,남자고등학교 52명,여자 등학교 50명,여자 학교 74명,여

자 고등학교 55명)하 으며 조사 상자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조사 상자

성 별 구 분 사례수(n)
신장 체 경력

(cm) (kg) (yr)

남자

등부 47 137.9±5.7 31.0±5.2 36.0±16.0

등부 62 151.1±8.5 42.0±6.7 63.0±23.0

고등부 52 164.0±7.1 55.0±7.4 94.0±22.0

여자

등부 50 135.5±6.8 29.2±4.6 38.7±18.7

등부 74 149.4±6.7 39.7±5.0 68.6±16.7

고등부 55 156.7±4.9 48.6±5.0 93.9±15.7

2.조사 도구

본 연구는 . .고등학교 체조선수들의 종목별 운동 상해의 차이를 분석하기

하여 자료수집 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 다.연구 상자의 조사 설문지는 표

화된 모형이 없어 선행연구를 통한 임 연구자들(권 인,1989;박정호,1991;

박 수,1997;오성석,1996;오성순,2001)의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부합되는 설문지를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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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체 인 구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

인 특성에 한 설문지5문항,운동 상해에 한 설문지 15문항,총 20문항으로

구성하 다.

표 2.설문지의 구성 지표 구성내용

구 성 지 표 구 성 내 용 문 항 수

개인 특성 학년,성별,신장,체 ,선수경력 5

운동 상해

종목별 신체부 (12),종목별 신체조직(5),

상해계 ,상해시기(5),상해 시 개인 요인(8),

난이도에 따른 상해(2)

15

합 계 20

3.연구 기간

본 연구의 기간은 다음<표 3>과 같다.

표 3.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계획 문헌조사 2011.06.01～ 2011.06.30

설문지 작성 2011.07.01～ 2011.07.15

설문지 배부 회수 2011.07.16～ 2011.07.31

자료처리 분석 2011.08.01～ 2011.09.10

논문 작성 2011.09.11～ 2011.10.20

4.조사 방법

조사 차는 한체조 회에 등록된 선수들의 해당 지도자들에게 조를 받

은 다음 조사 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질문의



-25-

목 내용을 설명한 뒤 질문 내용에 하여 자기평가 기입법

(Self-Administration)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완성된 질문지를 회수하 다.

5.자료처리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총 380부를 배포하여 설문지에 응답한 자료

362부를 회수한 후,무응답과 이 기입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단되는 자료

22부를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 340부를 상으로 자료처리 하 다.

자료처리 방법은 SPSSWindows12.0 로그램을 이용한 질문 문항별 빈도분

석을 백분율(%)로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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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본 연구는 ․ ․고등학교 체조선수들의 종목별 상해요인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에 따라 운동 상해에 한 구체 인 요인으로 운동 상해부 ,운동 상해시기,

운동 상해원인,난이도별 운동 상해에 해 분석하 다.

1. ․ ․고등학교 체조선수 종목별 신체부 상해

표 4.남자 체조선수 마루운동 신체부 의 상해

학년
신 체 부

합계
머리 목 가슴 배 허리 발목 어깨 상완부 팔꿈치 손목 퇴 무릎 기타

남
1명 3명 1명 0명 1명 22명 1명 0명 0명 5명 0명 4명 9명 47명

2.1% 6.4% 2.1% 0.0% 2.1% 46.9% 2.1% 0.0% 0.0% 10.7% 0.0% 8.5% 19.1% 100%

남
0명 0명 0명 0명 4명 34명 1명 1명 2명 8명 1명 9명 2명 62명

0.0% 0.0% 0.0% 0.0% 6.5% 54.9% 1.6% 1.6% 3.2% 12.9% 1.6% 14.5% 3.2% 100%

남고
1명 0명 0명 0명 8명 32명 0명 0명 0명 4명 0명 5명 2명 52명

1.9% 0.0% 0.0% 0.0% 15.4% 61.5% 0.0% 0.0% 0.0% 7.7% 0.0% 9.6% 3.9% 100%

합계
2명 3명 1명 0명 13명 88명 2명 1명 2명 17명 1명 18명 13명 161명

1.2% 1.9% 0.6% 0.0% 8.1% 54.7% 1.2% 0.6% 1.2% 10.6% 0.6% 11.2% 8.1% 100%

마루운동의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발목(46.9%의),

손목(10.7%),무릎(8.5%)순으로 나타났으며,남 부 선수는 발목(54.9%),무릎

(14,5%),손목(12.9%)순으로,남고부 선수는 발목(61.5%),허리(15.4%),무릎

(9.6%)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마루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발목(54.7%)이 가장 많은 상

해를 입었으며,다음으로 무릎(11.2%),손목(10.6%)순으로 상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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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남자 체조선수 안마 신체부 의 상해

학년
신 체 부

합계
머리 목 가슴 배 허리 발목 어깨 상완부 팔꿈치 손목 퇴 무릎 기타

남
0명 0명 1명 0명 0명 0명 2명 0명 1명 29명 0명 1명 13명 47

0.0% 0.0% 2.1% 0.0% 0.0% 0.0% 4.3% 0.0% 2.1% 61.7% 0.0% 2.1% 27.7% 100%

남
0명 0명 1명 1명 0명 0명 2명 1명 3명 45명 0명 1명 9명 62

0.0% 0.0% 1.6% 1.6% 0.0% 0.0% 3.2% 0.0% 4.8% 72.6% 0.0% 1.6% 14.6% 100%

남고
0명 0명 0명 0명 3명 1명 0명 0명 1명 41명 0명 0명 6명 52

0.0% 0.0% 0.0% 0.0% 5.8% 1.9% 0.0% 0.0% 1.9% 78.8% 0.0% 0.0% 11.6% 100%

합계
0명 0명 2명 1명 3명 1명 4명 0명 5명 115명 0명 2명 28명 161

0.0% 0.0% 1.2% 0.6% 1.9% 0.6% 2.5% 0.0% 3.1% 71.4% 0.0% 1.2% 17.4% 100%

안마 신체부 의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은 손목(61.7%),어깨

(4.3%),가슴(2.1%)순이며,남 부 선수는 손목(72.6%),팔꿈치(4.8%),어깨(3.2%)

순으로 상해를 나타내며,남고부 선수는 손목(78.8%),허리(5.8%),발목,팔꿈치

(1.9%)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안마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손목(71.4%)이 가장 많은 상

해를 입었으며,다음으로 팔꿈치(3.1%),어깨(2.5%)순으로 나타났다.

표 6.남자 체조선수 링 신체부 의 상해

학년
신체부

합계
머리 목 가슴 배 허리 발목 어깨 상완부 팔꿈치 손목 퇴 무릎 기타

남
0명 2명 3명 0명 6명 0명 12명 0명 2명 3명 0명 0명 19명 47

0.0% 4.3% 6.4% 0.0% 12.8% 0.0% 25.5% 0.0% 4.3% 6.4% 0.0% 0.0% 40.3% 100%

남
0명 0명 0명 0명 10명 0명 24명 6명 4명 2명 0명 0명 16명 62

0.0% 0.0% 0.0% 0.0% 16.1% 0.0% 38.7% 9.7% 6.5% 3.2% 0.0% 0.0% 25.8% 100%

남고
0명 0명 0명 1명 6명 0명 31명 3명 3명 1명 0명 0.0% 7명 52

0.0% 0.0% 0.0% 1.9% 11.5% 0.0% 59.7% 5.8% 5.8% 5.8% 0.0% 0.0% 13.7% 100%

합계
0명 2명 3명 1명 22명 0명 67명 9명 9명 6명 0명 0.0% 42명 161

0.0% 1.2% 1.9% 0.6% 13.7% 0.0% 41.6% 5.6% 5.6% 3.7% 0.0% 0.0% 2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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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운동의 신체부 의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이 어깨(25.5%),

허리(12.8%), 가슴, 손목(6.4%)순이며, 남 부 선수들은 어깨(38.7%), 허리

(16.1%),상완부(9.7%)순으로 상해가 나타나고 있으며,남고부 선수들은 어깨

(59.7%),허리(11.5%),상완부,팔꿈치(5.8%)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링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어깨(41.6%)에 가장 많은 상해

를 입었으며,다음은 허리(13.7%),상완부,팔꿈치(5.6%)순으로 남자선수들 모두

어깨에서의 상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7.남자 체조선수 도마 신체부 의 상해

학년
신 체 부

합계
머리 목 가슴 배 허리 발목 어깨 상완부 팔꿈치 손목 퇴 무릎 기타

남
1명 1명 0명 0명 0명 18명 0명 0명 0명 0명 0명 6명 21명 47명

2.1% 2.1% 0.0% 0.0% 0.0% 38.3% 0.0% 0.0% 0.0% 0.0% 0.0% 12.8% 44.7% 100%

남
0명 2명 2명 1명 0명 28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3명 11명 62명

0.0% 3.2% 3.2% 1.6% 0.0% 45.2% 1.6% 1.6% 1.6% 1.6% 1.6% 21.0% 17.8% 100%

남고
0명 0명 0명 4명 0명 27명 0명 0명 1명 1명 0명 11명 8명 52명

0.0% 0.0% 0.0% 7.7% 0.0% 52.0% 0.0% 0.0% 1.9% 1.9% 0.0% 21.2% 15.3% 100%

합계
1명 3명 2명 5명 0명 73명 1명 1명 2명 2명 1명 30명 40명 161명

0.6% 1.9% 1.2% 3.1% 0.0% 45.4% 0.6% 0.6% 1.2% 1.2% 0.6% 18.7% 24.9% 100%

도마의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발목(38.3%),무릎

(12.8%),머리,목(2.1%)순이며,남 부 선수는 발목(45.2%),무릎(21,0%),목,가

슴(3.2%)순으로,남고부 선수들은 발목(52.0%)이 가장 많았고,무릎(21.2%),배

(7.7%)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틀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발목(45.4%)이 가장 많은 상

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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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남자 체조선수 평행 신체부 의 상해

학년
신 체 부

합계
머리 목 가슴 배 허리 발목 어깨 상완부 팔꿈치 손목 퇴 무릎 기타

남
3명 1명 2명 1명 2명 0명 4명 0명 1명 21명 0명 0명 12명 47명

6.4% 2.1% 4.3% 2.1% 4.3% 0.0% 8.5% 0.0% 2.1% 44.7% 0.0% 0.0% 25.5% 100%

남
3명 0명 5명 0명 1명 0명 13명 2명 5명 27명 0명 0명 6명 62명

4.8% 0.0% 8.1% 0.0% 1.6% 0.0% 21.0% 3.2% 8.1% 43.5% 0.0% 0.0% 9.7% 100%

남고
0명 0명 1명 0명 1명 1명 16명 1명 7명 14명 0명 0명 11명 52명

0.0% 0.0% 1.9% 0.0% 1.9% 1.9% 30.8% 1.9% 13.5% 26.9% 0.0% 0.0% 21.2% 100%

합계
6명 1명 8명 1명 4명 1명 33명 3명 13명 62명 0명 0명 29명 161명

3.7% 0.6% 5.0% 0.6% 2.5% 0.6% 20.5% 1.9% 8.1% 38.5% 0.0% 0.0% 18.0% 100%

평행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손목(44.7%),어깨

(8.5%),머리(6.4%)순이며,남 부 선수는 손목(43.5%),어깨(21.0%),팔꿈치,가

슴(8.1%)순으로 상해를 입었으며,남고부 선수의 경우는 어깨(30.8%)가 가장 많

았고,손목(26.9%),팔꿈치(13.5%)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평행 의 신체부 상해는 손목(38.5%)이 가장 많은 상해

를 입었으며,다음으로 어깨(20.5%),팔꿈치(8.1%)순으로 나타났다.

표 9.남자 체조선수 철 신체부 의 상해

학년
신 체 부

합계
머리 목 가슴 배 허리 발목 어깨 상완부 팔꿈치 손목 퇴 무릎 기타

남
1명 0명 2명 4명 2명 2명 8명 1명 0명 7명 0명 0명 20명 47

2.1% 0.0% 4.3% 8.5% 4.3% 4.3% 17.0% 2.1% 0.0% 14.9% 0.0% 0.0% 42.5% 100%

남
5명 0명 0명 0명 18명 2명 5명 3명 4명 6명 2명 0명 17명 62

8.1% 0.0% 0.0% 0.0% 29.0% 3.2% 8.1% 4.8% 6.5% 9.7% 3.2% 0.0% 27.4% 100%

남고
2명 0명 0명 0명 12명 2명 13명 5명 1명 8명 0명 0명 9명 52

3.9% 0.0% 0.0% 0.0% 23.0% 3.9% 25.0% 9.6% 1.9% 15.4% 0.0% 0.0% 17.3% 100%

합계
8명 0명 2명 4명 32명 6명 26명 9명 5명 21명 2명 0명 46명 161

4.9% 0.0% 1.2% 2.5% 19.8% 3.7% 16.1% 6.0% 3.1% 13.0% 1.2% 0.0% 28.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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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의 신체부 상해를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어깨(17.0%),손목(14.9%),배

(8.5%)순이며,남 부 선수들은 허리(29.0%),손목(9.7%),어깨,머리(8.1%)순으로

상해를 입었으며,남고부 선수들은 어깨(25.0%),허리(23.0%),손목(15.4%)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철 신체부 상해는 허리(19.8%)에 가장 많은 상해가

나타났고,다음으로 어깨(16.1%)손목(13.0%)순으로 나타났다.

표 10.여자 체조선수 도마 신체부 의 상해

학년
신 체 부

합계
머리 목 가슴 배 허리 발목 어깨 상완부 팔꿈치 손목 퇴 무릎 기타

여
1명 1명 0명 0명 1명 6명 4명 0명 0명 8명 0명 4명 25명 50명

2.0% 2.0% 0.0% 0.0% 2.0% 12.0% 8.0% 0.0% 0.0% 16.0% 0.0% 8.0% 50.0% 100%

여
1명 0명 0명 0명 2명 19명 0명 0명 2명 11명 2명 19명 18명 74명

1.3% 0.0% 0.0% 0.0% 2.7% 25.7% 0.0% 0.0% 2.7% 14.9% 2.7% 25.7% 24.3% 100%

여고
0명 0명 1명 1명 2명 23명 1명 0명 0명 8명 0명 9명 10명 55명

0.0% 0.0% 1.8% 1.8% 3.6% 41.9% 1.8% 0.0% 0.0% 14.5% 0.0% 16.4% 18.2% 100%

합계
2명 1명 1명 1명 5명 48명 5명 0명 2명 27명 2명 32명 53명 179명

1.1% 0.6% 0.6% 0.6% 2.8% 26.9% 2.7% 0.0% 1.1% 15.0% 1.1% 17.8% 29.7% 100%

도마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는 손목(16.0%)부상이

많이 발생하 으며,다음으로 발목(12.0%),어깨,무릎(8.0%)순으로 상해를 나타

냈고,여 부 선수들은 발목,무릎(25.7%),손목(14.9%)순으로,여고부 선수들은

발목(41.9%),무릎(16.4%),손목(14.5%)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도마 신체부 상해는 발목(26.9%),무릎(17.8%),손목

(15.0%)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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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여자 체조선수 이단평행 신체부 의 상해

학년
신 체 부

합계
머리 목 가슴 배 허리 발목 어깨 상완부 팔꿈치 손목 퇴 무릎 기타

여
0명 10명 4명 2명 2명 1명 4명 1명 2명 12명 3명 1명 18명 50명

0.0% 0.0% 8.0% 4.0% 4.0% 2.0% 8.0% 2.0% 4.0% 24.0% 6.0% 2.0% 36.0% 100%

여
3명 2명 3명 0명 17명 2명 14명 1명 14명 4명 1명 3명 10명 74명

4.1% 2.7% 4.0% 0.0% 23.0% 2.70% 19.0% 1.4% 19.0% 5.4% 1.4% 4.0% 13.4% 100%

여고
2명 0명 0명 4명 5명 1명 13명 1명 14명 3명 1명 1명 11명 55명

3.6% 0.0% 0.0% 7.3% 9.1% 1.8% 23.6% 0.0% 25.5% 5.5% 1.8% 1.8% 20.0% 100%

합계
5명 2명 7명 6명 24명 4명 31명 2명 30명 19명 5명 5명 39명 179명

2.8% 1.1% 3.9% 3.4% 13.4% 2.2% 17.3% 1.1% 16.8% 10.6% 2.8% 2.8% 21.8% 100%

이단평행 신체부 상해를 학년 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는 손목(24.0%),

가슴,어깨(8.0%)순이며,여 부 선수는 허리(23.0%),어깨,팔꿈치(19.0%)순으로

상해를 입었으며,여고부 선수들은 팔꿈치(25.5%),어깨(23.6%),허리(9.1%)순으

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이단평행 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어깨(17.3%)에 가장

많은 상해를 입었으며,다음으로 팔꿈치(16.8%),허리(13.4%)순으로 상해를 나타

났다.

표 12.여자 체조 평균 신체부 의 상해

학년

신 체 부

합계
머리 목 가슴 배 허리 발목 어깨 상완부

팔꿈

치
손목 퇴 무릎 기타

여
1명 0명 0명 6명 0명 6명 2명 0명 1명 4명 22명 2명 6명 50명

2.0% 0.0% 0.0% 12.0% 0.0% 12.0% 4.0% 0.0% 2.0% 8.0% 44.0% 4.0% 12.0% 100%

여
4명 1명 2명 1명 2명 19명 0명 2명 3명 9명 8명 13명 10명 74명

5.4% 1.3% 2.7% 1.3% 2.6% 25.7% 0.0% 2.7% 4.1% 12.2% 10.8% 17.6% 16.2% 100%

여고
0명 2명 0명 3명 8명 10명 2명 0명 2명 0명 6명 7명 15명 55명

0.0% 3.6% 0.0% 5.5% 14.5% 18.2% 3.6% 0.0% 3.6% 0.0% 10.9% 12.7% 27.4% 100%

합계
5명 3명 2명 10명 10명 35명 4명 2명 6명 13명 36명 22명 31명 179명

2.8% 1.7% 1.1% 5.6% 5.6% 19.6% 2.2% 1.1% 3.4% 7.3% 20.1% 12.9% 1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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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퇴(44,0%)에서 가장 많은

상해를 입었으며,발목,배(12.0%).손목(8.0%)순으로 나타나고,여 부 선수들은

발목(25.7%),무릎(17.6%),손목(12.2%)순으로 상해를 입은 반면,여고부 선수들

은 발목(18.2%),허리(14.5%),무릎(12.7%)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평균 신체부 상해는 퇴(20.1%),발목(19.6%),무릎

(12.9%)순으로 상해가 나타났다.

표 13.여자 체조선수 마루운동 신체부 의 상해

학년
신 체 부

합계
머리 목 가슴 배 허리 발목 어깨 상완부 팔꿈치 손목 퇴 무릎 기타

여
1명 0명 0명 0명 1명 21명 0명 0명 3명 6명 1명 7명 11명 50명

2.0% 0.0% 0.0% 0.0% 2.0% 42.0% 0.0% 0.0% 6.0% 12.0% 0.0% 14.0% 22.0% 100%

여
2명 5명 0명 0명 3명 22명 0명 0명 6명 11명 4명 12명 8명 74명

2.7% 6.8% 0.0% 1.4% 4.1% 29.7% 0.0% 0.0% 8.1% 14.8 5.4% 16.2% 10.8% 100%

여고
1명 1명 0명 0명 2명 31명 0명 0명 2명 7명 1명 10명 1명 55명

0.0% 1.8% 0.0% 0.0% 3.6% 56.4% 0.0명 0.0% 3.6% 12.8% 1.8% 18.2% 1.8% 100%

합계
3명 6명 0명 1명 6명 74명 0명 0명 11명 24명 5명 29명 20명 179명

1.7% 3.4% 0.0% 0.5 3.4% 41.3% 0.0% 0.0% 6.1% 13.4% 2.8% 16.2% 11.2% 100%

마루운동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 발목(42.0%),무릎

(14.0%),손목(12.0%)순이며,여 부 선수는 발목(29.7%),무릎(16.2%),손목

(14.8%)순으로,여고부 선수는 발목(56.4%),무릎(18.2%),손목(12.8%)순으로 나

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마루운동 신체부 상해는 발목(41.3%)이 가장 많은 상해

를 입었고,다음으로 무릎(16.2%),손목(13.4%)순으로 나타났다.

2.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종목별 신체조직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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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남자 체조선수 마루운동 신체조직의 상해

학년

신 체 조 직

합계
피 부 근육과 건

신경

감각기
기타

남
2명 8명 6명 22명 0명 9명 47명

4.3% 17.0% 12.8% 46.8% 0.0% 19.1% 100%

남
1명 9명 17명 31명 2명 2명 62명

1.6% 14.5% 27.5% 50.0% 3.2% 3.2% 100%

남고
1명 13명 7명 26명 3명 2명 52명

1.9% 25.0% 13.5% 50.0% 5.8% 3.8% 100%

합계
4명 30명 30명 79명 5명 13명 161

2.5% 18.6% 18.6% 49.1% 3.1% 8.1% 100%

마루운동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근육과 건(46.8%),

(17.0%), (12.8%)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는 근육과 건(50.0%),

(27.5%), (14.5%)순으로,남고부 선수는 근육과 건(50.0%), (25.0%),

(13.5%)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 마루운동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49.1%)의 상해가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18.6%), (18.6%)순으로 나타났다.

표 15.남자 체조선수 안마 신체조직의 상해

학년

신 체 조 직

합계
피 부 근육과 건

신경

감각기
기타

남
3명 4명 7명 20명 0명 13명 47명

6.4% 8.5% 14.9% 42.6% 0.0% 27.6% 100%

남
3명 6명 23명 18명 3명 9명 62명

4.8% 9.8% 37.1% 29.0% 4.8% 14.5% 100%

남고
3명 12명 8명 20명 3명 6명 52명

5.8% 23.1% 15.4% 38.5% 5.8% 11.4% 100%

합계
9명 22명 38명 58명 6명 28명 161

5.6% 13.7% 23.6% 36.0% 3.7% 1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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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이 근육과 건(42.6%),

(14.9%), (8.5%)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들은 (37.1%),근육

과 건(29.0%), (9.8%)순으로,남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38.5%), (23.1%),

(15.4%)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안마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36.0%), (23.6%),

(13.7%)순으로 나타났다.

표 16.남자 체조선수 링 신체조직의 상해

학년

신 체 조 직

합계
피 부 근육과 건

신경

감각기
기타

남
3명 2명 4명 17명 2명 19명 47명

6.4% 4.3% 8.5% 36.1% 4.4% 40.3% 100%

남
2명 10명 6명 27명 1명 16명 62명

3.2% 16.1% 9.7% 43.5% 1.6% 25.9% 100%

남고
0명 3명 10명 30명 2명 7명 52명

0.0% 5.8% 19.2% 57.7% 3.8% 13.5% 100%

합계
5명 15명 20명 74명 5명 42명 161

3.1% 9.3% 12.4% 46.0% 1.9% 27.3% 100%

링의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이 근육과 건(36.1%),

(8.5%),피부(6.4%)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

(43.5%), (16.1%), (9.7%)순으로,남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57.7%),

(19.2%), (5.8%)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링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46.0%), (12.4%),

(9.3%)순으로 상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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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남자 체조선수 도마 신체조직의 상해

학년

신 체 조 직

합계
피 부 근육과 건

신경

감각기
기타

남
1명 5명 2명 18명 0명 21명 47명

2.1% 10.6% 4.2% 38.3% 0.0% 44.8% 100%

남
0명 9명 18명 24명 0명 11명 62명

0.0% 14.5% 29.0% 38.7% 0.0% 17.7% 100%

남고
0명 7명 15명 21명 1명 8명 52명

0.0% 13.5% 28.8% 40.4% 1.9% 15.4% 100%

합계
1명 21명 35명 63명 1명 40명 161

0.6% 13.0% 21.8% 39.2% 0.6% 24.8% 100%

도마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38.3%),

(10.6%), (4.2%)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38,7%),

(29.0%), (14.5%)순으로,고등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40.4%), (28,8%),

(13.5%)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도마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39.2%), (21.8%),

(13.0%)순으로 나타났다.

표 18.남자 체조선수 평행 신체조직의 상해

학년

신 체 조 직

합계
피 부 근육과 건

신경

감각기
기타

남
7명 8명 8명 12명 0명 12명 47명

15.0% 17.0% 17.0% 25.5% 0.0% 25.5% 100%

남
10명 19명 11명 12명 4명 6명 62명

16.1% 30.6% 17.7% 19.4% 6.5% 9.7% 100%

남고
0명 6명 15명 20명 0명 11명 52명

0.0% 11.6% 28.8% 38.5% 0.0% 21.1% 100%

합계
17명 33명 34명 44명 4명 29명 161

10.6% 20.5% 21.1% 27.3% 2.5% 1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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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근육과 건(25.5%),

, (17.0%),피부(15.0%)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는 (30.6%)의

상해가 가장 많았으며,근육과 건(19.4%), (17.7%)순으로,남고부 선수는 근

육과 건(38.5%)가 가장 많이 발생하 고, (28.8%), (11.6%)순으로 나타났

다.

체 으로 남학생의 평행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27.3%)의 상해로 다음

은 (21.1%), (20.5%)순으로 나타났다.

표 19.남자 체조선수 철 신체조직의 상해

학년

신 체 조 직

합계
피 부 근육과 건

신경

감각기
기타

남
9명 3명 2명 12명 1명 20명 47명

19.1% 6.4% 4.3% 25.5% 2.1% 44.7% 100%

남
6명 4명 9명 25명 1명 17명 62명

9.7% 6.5% 14.5% 40.3% 1.6% 27.4% 100%

남고
3명 4명 9명 23명 4명 9명 52명

5.8% 7.7% 17.3% 44.2% 7.7% 17.3% 100%

합계
18명 10명 20명 60명 6명 48명 161

11.2% 6.2% 12.4% 37.3% 3.7% 29.8% 100%

철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근육과 건(25.5%),피

부(19.1%), (6.4%)순으로 나타내고,남 부 선수들 근육과 건(40.3%),

(14.5%),피부(9.7%)순으로 나타내며,남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44.2%),

(17.3%),신경감각기 (7.7%)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철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37.3%), (12.4%),피

부(11.2%)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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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여자 체조선수 도마 신체조직의 상해

학년

신 체 조 직

합계
피 부 근육과 건

신경

감각기
기타

여
5명 2명 4명 14명 0명 25명 50명

10.0% 4.0% 8.0% 28.0% 0.0% 50.0% 100%

여
4명 4명 12명 35명 1명 18명 74명

5.4% 5.4% 16.2% 47.3% 1.4% 24.3% 100%

여고
2명 7명 6명 28명 2명 10명 55명

3.6% 12.7% 10.9% 50.9% 3.6% 18.3% 100%

합계
11명 13명 22명 77명 3명 53명 179명

6.1% 7.3% 12.3% 43.0% 1.7% 29.6% 100%

도마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여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28.0%),

피부(10.0%), (8.0%)순으로 상해를 입은 반면,여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

(47.3%), (16.2%),피부, (5.4%)순으로,여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50.9%),

(12.7%), (10.9%)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도마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43.6%), (12.3%),

(7.3%)순으로 나타났다.

표 21.여자 체조선수 이단평행 신체조직의 상해

학년

신 체 조 직

합계
피 부 근육과 건

신경

감각기
기타

여
18명 2명 4명 8명 0명 18명 50명

36.0% 4.0% 8.0% 16.0% 0.0% 36.0% 100%

여
12명 7명 6명 39명 0명 10명 74명

16.2% 9.5% 8.1% 52.7% 0.0% 13.5% 100%

여고
6명 7명 2명 26명 3명 11명 55명

10.9% 12.7% 3.6% 47.3% 5.5% 20.0% 100%

합계
36명 16명 12명 73명 3명 39명 179명

20.1% 8.9% 6.7% 40.8% 1.7% 2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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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평행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들은 피부(36.0%),

근육과 건(16.0%), (8.0%)순으로 나타났고,여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

(52.7%),피부(16.2%), (9.5%)순으로,여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47.3%),

(12.7%),피부(10.9%)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이단평행 의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40.8%),피부

(20.1%), (8.9%)순으로 나타났다.

표 22.여자 체조선수 평균 신체조직의 상해

학년

신 체 조 직

합계
피 부 근육과 건

신경

감각기
기타

여
27명 1명 6명 10명 0명 6명 50명

54.0% 2.0% 12.0% 20.0% 0.0% 12.0% 100%

여
19명 3명 11명 26명 5명 10명 74명

25.7% 4.0% 14.9% 35.1% 6.8% 13.5% 100%

여고
8명 4명 2명 21명 5명 15명 55명

14.5% 7.3% 3.6% 38.2% 9.1% 27.3% 100%

합계
54명 8명 19명 57명 10명 31명 179명

30.2% 4.5% 10.6% 31.8% 5.6% 17.3% 100%

평균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들이 피부(54.0%),근육

과 건(20.0%), (12.0%)순으로,여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35.1%),피부

(25.7%), (14.9%)순으로 나타나며,여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38.2%),피부

(14.5%),신경 감각기 (9.1%)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평균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31.8%),피부(30.2%),

(10.6%)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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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여자 체조선수 마루운동 신체조직의 상해

학년

신 체 조 직

합계
피 부 근육과 건

신경

감각기
기타

여
1명 5명 12명 21명 0명 11명 50명

2.0% 10.0% 24.0% 42.0% 0.0% 22.0 100%

여
3명 4명 13명 43명 3명 8명 74명

4.1% 5.4% 17.5% 58.1% 4.1% 10.8% 100%

여고
1명 12명 4명 35명 2명 1명 55명

1.8% 21.8% 7.3% 63.6% 3.6% 1.8% 100%

합계
5명 21명 29명 99명 5명 20명 179명

2.8% 11.7% 16.2% 55.3% 2.8% 11.2% 100%

마루운동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는 근육과 건(42.0%),

(24.0%), (10.0%)상해를 입었고,여 부 선수는 근육과 건(58.1%),

(17.5%), (5.4%)순으로,여고부 선수는 근육과 건(63.6%), (21.8%),

(7.3%)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마루운동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55.3%), (16.2%),

(11.7%)순으로 나타났다.

3.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계 별 운동 상해

표 24.남자 체조선수 계 별 운동 상해시기에 한 분석

학 년
계 별

합계
(3-5월) 여 름(6-8월) 가 을(9-11월)겨 울(12-2월)

남 부
19명 6명 7명 15명 47명

40.4% 12.8% 14.9% 31.9% 100%

남 부
12명 9명 8명 33명 62명

19.4% 14.5% 12.9% 53.2% 100%

남고부
11명 8명 10명 23명 52명

21.2% 15.4% 19.2% 44.2% 100%

합 계
42명 23명 25명 71명 161명

26.1% 14.3% 15.5% 4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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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별 운동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40.4%),남 부 겨울(53.2%),

남고부 겨울(44.2%)등 선수들이 겨울에 많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남학

생의 계 별 상해의 차이를 살펴보면 겨울철에 상해를 경험한 선수가(44.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다음으로 (26.1%),가을(15.5%),여름(14.3%)순으로 나

타났다.

표 25.여자 체조선수 계 별 운동 상해시기에 한 분석

학 년
계 별

합계
(3-5월) 여 름(6-8월) 가 을(9-11월)겨 울(12-2월)

여 부
7명 12명 9명 22명 50명

14.0% 24.0% 18.0% 44.0% 100%

여 부
11명 18명 17명 28명 74명

14.9% 24.3% 23.0% 37.8% 100%

여고부
5명 10명 10명 30명 55명

9.1% 18.2% 18.2% 54.5% 100%

합 계
23명 40명 36명 80명 179명

12.9% 22.3% 20.1% 44.7% 100%

계 별 운동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년별 상해계 은 여 부 겨울

(44.4%)여 부 겨울(37.8%),여고부 겨울(54.5%)등 선수들이 겨울에 많은 부상

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그다음으로는 여름,가을, 순으로 상해를 많이 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남자선수와 여자 선수들 모두 겨울에 상해가 많이 발

생함을 알 수 있다.여학생의 계 별 상해의 차이를 살펴보면 겨울철에 상해를

경험한 선수가(44.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여름(22.3%),가을

(20.1%), (12.9%)순으로 상해 계 을 알 수 있다.

4.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운동시기별 운동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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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남자 체조선수 운동시기별 상해

학 년 훈련도 평가 때 경기도 일상생활 기타 합계

남 부
41명 2명 1명 1명 2명 47명

87.2% 4.3% 2.1% 2.1% 4.3% 100%

남 부
53명 1명 1명 5명 2명 62명

85.5% 1.6% 1.6% 8.1% 3.2% 100%

남고부
47명 2명 3명 0명 0명 52명

90.4% 3.8% 5.8% 0.0% 0.0% 100%

합 계
141명 5명 5명 6명 4명 161명

87.6% 3.1% 3.1% 3.7% 2.5% 100%

남학생의 운동시기별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87.2%),남 부(85.5%),

남고부(90.4%)로 훈련도 에 상해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다음으로

일상생활,평가 ,경기도 으로 나타났다.

표 27.여자 체조선수 운동시기별 상해

학 년 훈련도 평가 때 경기도 일상생활 기타 합계

여 부
38명 0명 1명 9명 2명 50명

76.0% 0.0% 2.0% 18.0% 4.0% 100%

여 부
57명 9명 0명 6명 2명 74명

77.0% 12.2% 0.0% 8.1% 2.7% 100%

여고부
51명 0명 1명 3명 0명 55명

92.7% 0.0% 1.8% 5.5% 0.0% 100%

합 계
146명 9명 2명 18명 4명 179명

81.6% 5.0% 1.1% 10.1% 2.2% 100%

여학생의 운동시기별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76.0%),여 부(77.0%),

여고부 (92.7%)로 훈련 도 에 운동 상해를 입은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다음으로 일상생활과 평가 때 순으로 상해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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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

표 28.남자 체조선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

학 년
체력

부족

지나친

승부욕

과도한

긴장

비운동

부족

과도한

연습

만성

피로

기량

부족
기타 합계

남 부
11명 3명 9명 1명 8명 0명 6명 9명 47명

23.4% 6.4% 19.1% 2.1% 17.0% 0.0% 12.9% 19.1% 100%

남 부
16명 3명 6명 9명 16명 2명 5명 5명 62명

25.8% 4.8% 9.7% 14.5% 25.8% 3.2% 8.1% 8.1% 100%

남고부
4명 1명 3명 12명 15명 5명 11명 1명 52명

7.7% 1.9% 5.8% 23.0% 28.8% 9.6% 21.2% 10.9% 100%

합 계
31명 7명 18명 22명 39명 7명 22명 15명 161명

19.3% 4.3% 11.2% 13.7% 24.2% 4.3% 13.7% 9.3% 100%

남학생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에 의한 상해는 과도한 연습(24.2%)로 가장

많이 발생하 으며,체력부족(19.3%), 비운동,기량부족(13.7%)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운동 상해 개인 요인으로는 남 부(23.4%),남 부(25.8%)의 체력부족

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남고부(21.2%)는 기량부족이 가장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여자 체조선수들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

학 년
체력

부족

지나친

승부욕

과도한

긴장

비운동

부족

과도한

연습

만성

피로

기량

부족
기타 합계

여 부
12명 0명 5명 6명 4명 3명 17명 3명 50명

24.0% 0.0% 10.0% 12.0% 8.0% 6.3% 3.4% 6.0% 100%

여 부
12명 0명 9명 5명 12명 6명 22명 8명 74명

16.2% 0.0% 12.2% 6.8% 16.2% 8.1% 29.7% 10.8% 100%

여고부
6명 1명 5명 4명 13명 6명 14명 6명 55명

10.9% 1.8% 9.1% 7.3% 23.6% 10.9% 25.5% 10.9% 100%

합 계
30명 1명 19명 15명 29명 15명 53명 17명 179명

16.8% 0.6% 10.6% 8.4% 16.2% 8.4% 29.6% 9.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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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에 의한 상해는 기량부족(29.6%)로 가장 많

이 발생하 으며,체력부족(16.8%),과도한 긴장(16.6%),과도한 연습(16.2%)순으

로 상해빈도가 나타났으며,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체력부족(24.0%),여 부

기량부족(29.7%),여고부 기량부족(25.5%)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 ․고등학교 체조선수들의 연습 난이도별 상해

표 30.남자 체조 선수들의 연습 난이도별 상해

학 년 A난이도 B난이도 C난이도 D난이도 E난이도 F난이도 G난이도 기타 합계

등부
17명 9명 17명 2명 0명 0명 0명 2명 47명

36.1% 19.2% 36.1% 4.3% 0.0% 0.0% 0.0% 4.3% 100%

등부
2명 11명 24명 20명 4명 0명 0명 1명 62명

3.2% 17.7% 38.7% 32.3% 6.5% 0.0% 0.0% 1.6% 100%

고등부
4명 1명 11명 28명 6명 0명 0명 2명 52명

7.7% 1.9% 21.2% 53.9% 11.5% 0.0% 0.0% 3.8% 100%

합계
23명 21명 52명 50명 10명 0명 0명 5명 161

14.3% 13.0% 32.3% 31.1% 6.2% 0.0% 0.0% 3.1% 100%

남학생의 연습 난이도별 상해를 보면 C난이도가(32.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 으며,다음으로 D난이도가(31.1%),A난이도(14.3%),B난이도(13.0%),E난이

도(6.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A난이도,C난

이도(36.1%),에서 가장 많은 상해를 나타냈고,남 부 선수는 C난이도(38.7%),D

난이도(32.3%),B난이도(17.7%),A난이도,E난이도의 순으로 나타났다.고등부

선수는 D난이도(53.9%),C난이도(21.2%),E난이도(11.5%),A난이도,B난이도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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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여자 체조 선수들의 연습 난이도별 상해

학 년 A난이도 B난이도 C난이도 D난이도 E난이도 F난이도 G난이도 기타 합계

등부
19명 11명 12명 4명 0명 0명 0명 4명 50명

38.0% 22.0% 24.0% 8.0% 0.0% 0.0% 0.0% 8.0% 100%

등부
4명 1명 29명 36명 2명 0명 1명 1명 74명

5.3% 1.4% 39.2% 48.6% 2.7% 0.0% 1.4% 1.4% 100%

고등부
1명 7명 16명 28명 3명 0명 0명 0명 55명

1.8% 12.7% 29.1% 51.0% 5.4% 0.0% 0.0% 0.0% 100%

합계
24명 19명 57명 68명 5명 0명 1명 5명 179명

13.4% 10.6% 31.8% 38.0% 2.8% 0.0% 0.6% 2.8% 100%

여학생의 연습 난이도별 상해를 보면 D난이도(38.0%),C난이도 (31.8%)로

고난도의 기술을 실시함 있어서 상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A난이도

(13.4%),B난이도(10.6%),E난이도(2.8%),G난이도(2.8%)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A난이도(38.0%)에서 가장 많은 상해를 입었으며,C

난이도(24.0%),B난이도(22.0%),D난이도(8.0%)순으로 상해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여 부 D난이도(48.6%)가 가장 많이 발생하 고,C난이도(39.2%),A난

이도(5.3%),E난이도(2.7%),B난이도(1.4%)순으로 나타났다.여고부 D난이도

(51.0%),C난이도(29.1%),B난이도(12.7%),E난이도(5.4%),A난이도(1.8%)순으로

나타났다.

7. ․ ․고등학교 체조선수들의 시합 난이도별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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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남자 체조 선수들의 시합 난이도별 상해

학 년 A난이도 B난이도 C난이도 D난이도 E난이도 F난이도 G난이도 기타 합계

등부
11명 8명 12명 3명 0명 0명 0명 13명 47명

23.4% 17.0% 25.5% 6.4% 0.0% 0.0% 0.0% 27.7% 100%

등부
1명 9명 15명 23명 2명 0명 1명 11명 62명

1.6% 14.5% 24.2% 37.1% 3.2% 0.0% 1.6% 17.8% 100%

고등부
1명 3명 8명 25명 5명 0명 0명 10명 52명

1.9% 5.8% 15.4% 48.1% 9.6% 0.0% 0.0% 19.2% 100%

합계
13명 20명 35명 51명 7명 0명 1명 34명 161명

8.1% 12.4% 21.8% 31.7% 4.3% 0.0% 0.6% 21.1% 100%

남학생의 시합 난이도별 상해를 보면 D난이도(31.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 고,다음으로 C난이도(21.8%),B난이도(12.4%),A난이도(8.1%),E난이도

(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C난이도(25.5%)가 가장

상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냈고 다음으로 A난이도(23.4%),B난이도(17.%),D

난이도(6.4%)순이며,남 부 D난이도(37.1%),C난이도(24.2%),B난이도(14.5%),

E난이도,A난이도 순으로,남고부 D난이도(48.1%),C난이도(15.4%),E난이도

(9.6%),B난이도(5.8%),A난이도(1.9%)순으로 나타났다.

표 33.여자 체조 선수들의 시합 난이도별 상해

학 년 A난이도 B난이도 C난이도 D난이도 E난이도 F난이도 G난이도 기타 합계

등부
5명 5명 11명 2명 0명 0명 0명 27명 50명

10.0% 10.0% 22.0% 4.0% 0.0% 0.0% 0.0% 54.0% 100%

등부
2명 4명 27명 28명 1명 0명 1명 11명 74명

2.7% 5.4% 36.5% 37.8% 1.4% 0.0% 1.4% 14.8% 100%

고등부
2명 1명 13명 30명 3명 0명 0명 6명 55명

3.6% 1.8% 23.6% 54.5% 5.5% 0.0% 0.0% 11.0% 100%

합계
9명 10명 51명 60명 4명 0명 1명 44명 179명

5.0% 5.6% 28.5% 33.5% 2.2% 0.0% 0.6% 2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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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시합 난이도별 상해를 보면 D난이도(33.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C난이도(28.5%),B난이도(5.6%),A난이도(5.0%),E난이도(2.2%),G난이도

(0.6%)순으로 나타났다.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C난이도(22.0%),A,B난이도

(10.0%),D난이도(4.0%)순으로 상해를 입은 반면,여 부 D난이도(37.8%),C난이

도(36.5%),B난이도(5.4%),A난이도(2.7%),E난이도(1.4%)의 순으로,여고부 D난

이도(54.5%),C난이도(23.6%),E난이도(5.5%),A난이도(3.6%),B난이도(1.8%)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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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 의

1.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종목별 신체부 상해

Bennell& Crossley(1996)의 연구에서는 여자 선수들은 발목과 발에 주로 상해

를 입으며 남자 선수들은 등,골반,무릎에 더 많은 상해를 입는 것으로 보고하

는데,여자 선수들은 발목의 건이 늘어나는 등의 운동 상해를 남자 선수들은

주로 허리 부상 다리 근육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이는

여자 선수들의 근력,운동역학 ,생리학 ,그리고 운동 방법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라고 하 으며,권 인(1989)에 의한 연구에서는 발목,무릎,허리 순으로 상

해빈도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이는 착지를 할 때 부분의 선수들이 착지 불

완 한 자세에 따라 상해를 입는 것으로 사료되고 하권익(1984)의 연구에서도 체

조 선수의 경우 기술 구사 시와 착지 시에 충격을 지탱하는 상,하지의 부

와 요추 부 에 가해지는 부력이 크기 때문에 상해가 많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체조종목의 특성상 순 의 결정 인 기술로 착지 동작이 매우 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연습보다 착지동작 연습에 더욱 비 을 두어 다리부 에 상해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도마종목은 도움닫기와,반동단계,공 자세,착지자세로 공 으로 튀어 올라 정

확한 동작에 의해 두 발로 완 한 착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특성( 한체조 회,

2009)으로 다리 부분의 사용이 체 인 사용이 되므로 발목과 무릎에서의 상해

빈도를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이러한 결과는 종목 특성상 순

간 으로 폭발 인 힘을 내야하는 발 구름 동작과 온몸을 공 에서 회 하여 착

지할 때의 충격으로 인하여 다리 부 에 상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유지윤(2003)은 ․고등학생 체조선수들의 상해에 한 연구에서 남자종목

의 안마,링,평행 과 철 에서와 같이 착지동작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동작

을 팔과 손목,상지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목 못지않게 많은 상해빈

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안마 종목에서는 팔과 복근의 힘으로 두 바를 잡고 신을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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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으로 손목의 상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링과 평행 종목에서는 두 손

과 팔을 이용하여 크게 흔들기를 하는 기본 인 동작으로부터 고난이도 기술의

정지기를 연결로 실시함에 있어서 추가 을 받을 수 있고,연습 시합에서의

순간 인 힘이 반복 으로 가해지므로 어깨에 부상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 권 인(1989)의 연구에서 철 종목은 기구에 매달려 자신의 체 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취하는 고난이도의 기술을 습득함에 있어서 주로 상

지의 움직임에 의해 손목의 상해빈도가 높다고 하 으며,상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하기 해서는 테이핑과 보조기구의 사용을 활용하는 것도 선수들에게 부담

을 덜어 것으로 사료된다.

여자체조 이단평행 의 상해로는 종목의 특성상 매달려 흔들기를 기 로 하며,

차 단계를 높여가는 종목으로 많은 힘이 들어가는 어깨와 남자 철 과 같이

부분 기술을 실시함으로 떨어짐의 자세와 종목의 특성에 의해서 어깨의 상해

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이정권(2009)은 1-4년,4년 이상의 경력으로 고등

학교 선수들의 운동 상해 부 를 조사한 결과 모두 허리와 어깨 상해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이는 종목의 특성상 상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서

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자 체조선수들의 평균 종목의 신체부 에서는 넓이10cm의 좁은 공간 에서

훈련을 하고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기술 훈련 시 다리가 빠지므로 인한 상해

가 많이 나타나므로 퇴부 의 상해가 많이 생긴다.여자 ․고등부는 어린 선

수시 을 경험하고 기술의 반복 인 훈련에 집 이 되어 등부와는 달리 발목

부 의 상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Murphy,Connolly& Beynnon(2003)는 하지

에 집 으로 운동 상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해부학 특성상 안정성이 부족

하며 신체를 지지해야 하는 족 이 과다한 활동으로 인해 손상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본 연구에서도 하지의 운동 상해는 종목 특성상 하

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평균 종목에서 선수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는 발족 의 발목의 손상을 의미한다.특히 후나 착지 시

좁은 공간에서의 발목에 집 되는 체 을 견뎌내지 못함으로써 운동 상해를 입

는 것이다(Woods,Hawkins,Hulse& Hidso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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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등학교 체조선수 종목별 신체조직 상해

박 수(1997)는 운동종목별 운동 상해의 종류에 한 분석에 근육의 상해가 가

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피부상해, 상해, 상해 순으로 나타냈으며,종목별

로 축구,육상,체조,태권도,종목에서 근육상해가 가장 많았고 하키 종목에서는

피부상해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박정호(1990)의 연구에서는 체조선수의 상해에

한 연구에서 타박상,근육통,염좌 순으로 나타냈으며,이는 선수들의 기술이

향상되어 상해조직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다.체조종목이 아닌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임혜란(2010)은 유도선수의 운동 상해에 한 연구에서 체 에 따른 신

체조직 발생빈도가 높은 상해는 찰과상,근과 건의 상해에서는 근육타박이 나타

내고 있다고 한다. 한 운동 상해의 발생 요인에 한 연구 최춘길(1992)에서

보면 태권도 선수가 경험한 상해의 부 에서는 슬 과 족 이 가장 많게

나타났고,유도 선수가 경험한 상해의 부 에서는 허리부 ,주 순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신체조직 상해에서 남․녀 체조선수 부

분이 모든 종목에서 근육과 건, , 의 순으로 나타나 이는 보조기구의 발

과 시설의 발 등으로 의 부상보다는 끊임없는 반복훈련으로 인한 근육과 건

의 부분에 상해를 많이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1차상해 후 2차상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도자의 세심한 찰과 선수들의 주의와 노력이 상해 방에 도움

이 될 것이다.

3. ․ ․고등학교 체조선수 계 별 상해

박철희(2008)는 운동선수의 상해 분석에서 체조종목의 특성상 겨울에는 기술훈

련을 이고 기본 인 체력훈련을 으로 실시하며, 이 되면 각종 회를

비하기 해 체력훈련보다 기술훈련을 주로 실시하는 이유로 사계 에

상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 다.본 연구의 결과로는 겨울철에 남․녀 체조

선수 모두 가장 많은 상해가 발생하여 겨울 동 기에 시합 시즌이 끝나고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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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 훈련을 함으로써 기 체력과 문체력을 많이 하고 온의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습하므로 근육의 경직상태로 인하여 상해의 원인으로 단된다.즉

추 로 인한 근 신경 조직의 기능 하,운동기능의 하를 래하는 낮은 기온으

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며(박 수,1997),실외온도와 인체의 온도 차가 많이 나

타나 근육의 수축 상에서 오는 경우와 몸을 보호하기 한 트 이닝복과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유니폼의 불착용으로 인한 악조건에서 오는 부상 그리고 동

계훈련으로 인한 기 트 이닝의 훈련을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겨울철 상해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강정식,1990).따라서 추 로 인해 얼어붙은 몸을 충분한

비운동으로 풀어주고 스트 칭으로 가동 범 를 넓 주며,운동 후에는 유연성과

근육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상해에 한 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 ․고등학교 체조선수 운동 시기별 상해

․ ․고등학교 남․녀 체조선수의 운동 상해 발생 시기는 훈련도 이 가장

많은 것으로,정 석(1004)은 체력의 피로에 과 일시에 완벽한 기술을 구사

하고자하는 욕구와 많은 양을 습득하는 연습과정은 정신 인 면에서 시합과 같

은 긴장감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강정식(1990)은 지도자의

불성실,체계 인 훈련방법 미 도입,훈련시간의 과다,정리운동의 부족 등을 원

인으로 지 하고 있다.박정호(1991)의 연구에서도 연습 시에 운동 상해 발생률

이 가장 높았는데 이를 방하기 해서는 본 훈련 에 생리 응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바른 비운동의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며,이는 1년에 6-7회 정도

있는 회 이외에는 거의 부분의 훈련이 각 학교 체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과 평상시의 훈련에서 비운동과 주의집 력의 부족 등도 그 원인으로 보

고 있다.

아울러 Kerr& Minden(1998)은 캐나다 소속의 우수 여자체조선수 41명을 상

으로 설문지를 통한 운동 상해와 심리 요인의 계에 따른 조사에서 상해가

발생하는 시기는 훈련과정 시합이 다가올 때 시합에 한 불안과 과거 상해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보다 큰 상해발생에 한 걱정으로 인하여 상해가 래되

는 경향이 가장 많다고 하 다.



-51-

한,체조는 훈련시간의 부분을 차지하는 종목 훈련으로 주로 기술 습득 주

로 이루어진다.타 종목에 비해 많은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험성도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 장시간 연습하다보니 계속해서 집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

다.이와 같이 연습 시간에는 많은 양의 훈련보다는 정수 의 각성과 질 으로

더욱 비 을 두고,능동 인 자세로 훈련에 임하는 것이 운동 상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5. ․ ․고등학교 체조선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

박정호(1995)의 연구에서는 1순 가 본인의 부주의라고 하 으며,다음으로는

본인의 연습부족,몸의 컨디션이 나쁠 때 , 비 정리운동 부주의,기술부족에

의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자선수들의 학년별로 체력부

족과 기량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등학교 선수들과 ․고

등학교 선수들의 훈련과정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등부는 기술을 습득하

기 해서는 체력이 보강이 되어야 하고,반면 ․고등학교 선수들은 신체조건

으로 기술을 습득하기 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해가 발생한다고 사료

된다.

서 호(2002),정하나(2005)의 연구 결과에서는 운동 상해를 방하기 해 정신

집 을 해야 하며, 비운동을 철 히 하고,체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로 나타났으

며,과거에 경험이 있는 선수일수록 앞으로 재발 가능성도 높다고 하 다(김민환,

1995).

한,유지윤(2003)의 연구에서는 상해발생 후 훈련 복귀기간까지 걸리는 시간

을 조사한 내용에서 많은 선수들이 상해와 피로에서 완 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에서 연습이나 경기에 복귀하기 때문에 2차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지도자들은 운동 상해를 입은 선수가 2차 상해로 이어지지 않도

록 선수들이 상해에서 완 히 회복된 이후에 훈련 는 경기에 복귀할 수 있도

록 극 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동 상해의 주원인이 신체 내․외 요인보다는 신체 ,정

신 ,심리 상태와 사회 환경 요소가 서로 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즉



-52-

운동선수의 기술수 ,훈련 상태 정도,신체조건의 향상,지도자의 문화,트

이닝장 시설,장비의 와 등에도 불구하고 운동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고 있

는 것은 상해의 발생이 신체 ,환경 요소의 향상 이외의 심리 인 요소 들을

고려하지 않은데 있다고 하 다(Kerr,1988).Maclntosh(1972)는 17년간 스포츠

상해에 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동선수의 경기력향상,훈련 방법의 과학과,

시설의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상해가 지 않는 데에 하여 이러한

추세는 운동 상해 발생과 심리 인 요소의 한 련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

주하 다.

한 Ryde(1965)는 운동 상해의 30%가 심리 요인에 의해 기인하여 발생한다

고 보고 심리 요소가 지도자나 의학 계자들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으면 상해

는 지속 으로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 다.

이에 해 지도자들은 ․ ․고등학생 남․녀 선수들의 발육발달 상태와 신

체의 변화,심리 변화에 해서도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6. ․ ․고등학교 체조선수 연습 난이도별 운동 상해

오성석(1995)의 연구에서 C난이도와 D난이도의 비교 고난이도의 어려운 기술

연기 시 가장 많은 상해를 입는다고 나타났으며,A난이도와 B난이도에서 비교

상해가 게 나타나 이는 난이도의 수 차와 기계체조에서는 여러 기구와 함께

하는 종목이다 보니 항상 험이 따르고 있으므로 기술의 높고 낮은 난이도와는

상 없이 항상 긴장하고 집 을 해야 상해를 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이

는 남보다 높은 난이도의 연기를 실시할수록 높은 수를 받게 되는 기계체조

종목특성상 운동수행능력이 높은 선수들일수록 더욱더 험하고 높은 난이도의

기술에 도 하려 하며 그로 인해 더 많은 훈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상해

에 노출되는 상황 한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강신일,1976).

이와 같이 많은 선수들의 높은 난이도에 속하는 기술을 습득하려고 한다.그러

나 높은 난이도의 기술 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하는 자세 한 요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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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고등학교 체조선수 시합 난이도별 상해

박진우(1998)와 배기완(1998)의 연구에서 심 들은 고난이도의 기술을 보다 정

확하고 깨끗한 자세로 연기를 실시하는 선수에게 보다 높은 보 스 수를 주게

된다고 하 으며,정인근 승권(2005)은 최근 체조경기에서 고난이도의 기술

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거의 부분의 체조선수들이 고난이도의 기술을 습득

하기 하여 부상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 인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 다.

특히 오성석(1995)의 연구결과에서 C와D난이도의 기술에서 체상해의 80%이

상 차지한다고 밝혔다.이와 같이 여타 기록경기나 득 제 경기종목과는 달리 다

르게 선수의 연기 난이도에 따라 채 을 하게 되는 기계체조선수들은 과거에도

그래 왔듯이 재,미래에도 운동 상해로부터 완 히 자유로워 질 수는 없을 것

으로 생각된다.그러나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하여 여러 선행연구를 통

해 스포츠 장에의 운동 상해의 원인과 방 책에 해 문제 을 지 하고 개

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스포츠 장에서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라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운동 상해의 원인과 방 책에 해 숙지하고,선수들

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힘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요하지만 그보다 먼

선수들이 운동 상해 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깊은 심과 배려가 무엇보

다 요하다고 할 것이다(정 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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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의 상은 한체조 회에 등록된 선수를 상으로 남자 등부 47명,여

자 등부 50명,남자 등부 62명,여자 등부 74명,남자 고등부 52명,여자

고등부 55명 등 총 340명을 연구 상으로 종목별 운동 상해를 조사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종목별 신체부 상해

가.남자 체조선수 마루운동의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

수는 발목(46.9%의),손목(10.7%),무릎(8.5%)순으로 나타났으며,남 부 선수는

발목(54.9%),무릎(14,5%),손목(12.9%)순으로,남고부 선수는 발목(61.5%),허리

(15.4%),무릎(9.6%)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마루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발목(54.7%)이 가장 많은 상

해를 입었으며,다음으로 무릎(11.2%),손목(10.6%)순으로 상해가 나타났다.

나.안마 신체부 의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은 손목(61.7%),

어깨(4.3%),가슴(2.1%)순이며,남 부 선수는 손목(72.6%),팔꿈치(4.8%),어깨

(3.2%)순으로 상해를 나타내며,남고부 선수는 손목(78.8%),허리(5.8%),발목,팔

꿈치(1.9%)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안마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손목(71.4%)이 가장 많은 상

해를 입었으며,다음으로 팔꿈치(3.1%),어깨(2.5%)순으로 상해가 나타났다.

다.링운동의 신체부 의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이 어깨

(25.5%),허리(12.8%),가슴,손목(6.4%)순이며,남 부 선수들은 어깨(38.7%),허

리(16.1%),상완부(9.7%)순으로 상해가 나타나고 있으며,남고부 선수들은 어깨

(59.7%),허리(11.5%),상완부,팔꿈치(5.8%)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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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남학생의 링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어깨(41.6%)에 가장 많은 상해

를 입었으며,다음은 허리(13.7%),상완부,팔꿈치(5.6%)순으로 남자선수들 모두

어깨에서의 상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라.도마의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발목(38.3%),

무릎(12.8%),머리,목(2.1%)순이며,남 부 선수는 발목(45.2%),무릎(21,0%),목,

가슴(3.2%)순으로,남고부 선수들은 발목(52.0%)이 가장 많았고,무릎(21.2%),배

(7.7%)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틀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발목(45.4%)이 가장 많은 상

해가 나타났다.

마.평행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손목(44.7%),

어깨(8.5%),머리(6.4%)순이며,남 부 선수는 손목(43.5%),어깨(21.0%),팔꿈치,

가슴(8.1%)순으로 상해를 입었으며,남고부 선수의 경우는 어깨(30.8%)가 가장

많았고,손목(26.9%),팔꿈치(13.5%)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평행 의 신체부 상해는 손목(38.5%)이 가장 많은 상해

를 입었으며,다음으로 어깨(20.5%),팔꿈치(8.1%)순으로 나타났다.

마.철 의 신체부 상해를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어깨(17.0%),손목

(14.9%),배(8.5%)순이며,남 부 선수들은 허리(29.0%),손목(9.7%),어깨,머리

(8.1%)순으로 상해를 입었으며,남고부 선수들은 어깨(25.0%),허리(23.0%),손목

(15.4%)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철 신체부 상해는 허리(19.8%)에 가장 많은 상해가

나타났고,다음으로 어깨(16.1%)손목(13.0%)순으로 나타났다.

사.도마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는 손목(16.0%)부상

이 많이 발생하 으며,다음으로 발목(12.0%),어깨,무릎(8.0%)순으로 상해를 나

타냈고,여 부 선수들은 발목,무릎(25.7%),손목(14.9%)순으로,여고부 선수들은

발목(41.9%),무릎(16.4%),손목(14.5%)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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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여학생의 도마 신체부 상해는 발목(26.9%),무릎(17.8%),손목

(15.0%)순으로 상해가 나타났다.

아.이단평행 신체부 상해를 학년 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는 손목

(24.0%),가슴,어깨(8.0%)순이며,여 부 선수는 허리(23.0%),어깨,팔꿈치

(19.0%)순으로 상해를 입었으며,여고부 선수들은 팔꿈치(25.5%),어깨(23.6%),

허리(9.1%)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이단평행 운동의 신체부 상해는 어깨(17.3%)에 가장

많은 상해를 입었으며,다음으로 팔꿈치(16.8%),허리(13.4%)순으로 상해가 나타

났다.

자.평균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퇴(44,0%)에서 가장

많은 상해를 입었으며,발목,배(12.0%).손목(8.0%)순으로 나타나고,여 부 선수

들은 발목(25.7%),무릎(17.6%),손목(12.2%)순으로 상해를 입은 반면,여고부 선

수들은 발목(18.2%),허리(14.5%),무릎(12.7%)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평균 신체부 상해는 퇴(20.1%),발목(19.6%),무릎

(12.9%)순으로 상해가 나타났다.

차.마루운동 신체부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 발목(42.0%),무

릎(14.0%),손목(12.0%)순이며,여 부 선수는 발목(29.7%),무릎(16.2%),손목

(14.8%)순으로,여고부 선수는 발목(56.4%),무릎(18.2%),손목(12.8%)순으로 나

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마루운동 신체부 상해는 발목(41.3%)이 가장 많은 상해

를 입었고,다음으로 무릎(16.2%),손목(13.4%)순으로 상해가 나타났다.

2)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종목별 신체조직 상해

가.마루운동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근육과 건

(46.8%), (17.0%), (12.8%)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는 근육과 건

(50.0%), (27.5%), (14.5%)순으로,남고부 선수는 근육과 건(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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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13.5%)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 마루운동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49.1%)의 상해가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18.6%), (18.6%)순으로 나타냈다.

나.안마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이 근육과 건

(42.6%), (14.9%), (8.5%)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들은

(37.1%),근육과 건(29.0%), (9.8%)순으로,남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38.5%),

(23.1%), (15.4%)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안마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36.0%), (23.6%),

(13.7%)순으로 나타났다.

다.링의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이 근육과 건

(36.1%), (8.5%),피부(6.4%)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43.5%), (16.1%), (9.7%)순으로,남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57.7%),

(19.2%), (5.8%)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링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46.0%), (12.4%),

(9.3%)순으로 상해가 나타났다.

라.도마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

(38.3%), (10.6%), (4.2%)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38,7%), (29.0%), (14.5%)순으로,고등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40.4%),

(28,8%), (13.5%)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도마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39.2%), (21.8%),

(13.0%)순으로 나타났다.

마.평행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근육과 건

(25.5%), , (17.0%),피부(15.0%)순으로 상해를 입었고,남 부 선수는

(30.6%)의 상해가 가장 많았으며,근육과 건(19.4%), (17.7%)순으로,남고부

선수는 근육과 건(38.5%)가 가장 많이 발생하 고, (28.8%), (11.6%)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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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평행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27.3%)의 상해로 다음

은 (21.1%), (20.5%)순으로 나타났다.

바.철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근육과 건

(25.5%),피부(19.1%), (6.4%)순으로 나타내고,남 부 선수들 근육과 건

(40.3%), (14.5%),피부(9.7%)순으로 나타내며,남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

(44.2%), (17.3%),신경감각기 (7.7%)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남학생의 철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37.3%), (12.4%),피

부(11.2%)순으로 나타났다.

사.도마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여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

(28.0%),피부(10.0%), (8.0%)순으로 상해를 입은 반면,여 부 선수들은 근

육과 건(47.3%), (16.2%),피부, (5.4%)순으로,여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

(50.9%), (12.7%), (10.9%)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도마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43.6%), (12.3%),

(7.3%)순으로 나타났다.

아.이단평행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들은 피부

(36.0%),근육과 건(16.0%), (8.0%)순으로 나타났고,여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52.7%),피부(16.2%), (9.5%)순으로,여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47.3%),

(12.7%),피부(10.9%)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이단평행 의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40.8%),피부

(20.1%), (8.9%)순으로 나타났다.

자.평균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들이 피부(54.0%),

근육과 건(20.0%), (12.0%)순으로,여 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35.1%),피부

(25.7%), (14.9%)순으로 나타나며,여고부 선수들은 근육과 건(38.2%),피부

(14.5%),신경 감각기 (9.1%)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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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여학생의 평균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31.8%),피부(30.2%),

(10.6%)순으로 나타났다.

차.마루운동 신체조직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선수는 근육과 건

(42.0%), (24.0%), (10.0%)상해를 입었고,여 부 선수는 근육과 건(58.1%),

(17.5%), (5.4%)순으로,여고부 선수는 근육과 건(63.6%), (21.8%),

(7.3%)순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여학생의 마루운동 신체조직 상해는 근육과 건(55.3%), (16.2%),

(11.7%)순으로 나타났다.

3)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계 별 상해

가.계 별 운동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40.4%),남 부 겨울

(53.2%),남고부 겨울(44.2%)등 선수들이 겨울에 많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

났다.남학생의 계 별 상해의 차이를 살펴보면 겨울철에 상해를 경험한 선수가

(44.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다음으로 (26.1%),가을(15.5%),여름(14.3%)

순으로 나타났다.

나.계 별 운동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년별 상해계 은 여 부 겨울

(44.4%)여 부 겨울(37.8%),여고부 겨울(54.5%)등 선수들이 겨울에 많은 부상

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그다음으로는 여름,가을, 순으로 상해를 많이 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남자선수와 여자 선수들 모두 겨울에 상해가 많이 발

생함을 알 수 있다.여학생의 계 별 상해의 차이를 살펴보면 겨울철에 상해를

경험한 선수가(44.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여름(22.3%),가을

(20.1%), (12.9%)순으로 상해 계 을 알 수 있다.

4)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운동 시기별 상해

가.남학생의 운동시기별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87.2%),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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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남고부(90.4%)로 훈련도 에 상해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상생활,평가 ,경기도 으로 나타났다.

나.여학생의 운동시기별 상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76.0%),여 부

(77.0%),여고부 (92.7%)로 훈련 도 에 운동 상해를 입은 경험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일상생활과 평가 때 순으로 상해가 발생하 다.

5)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

가.남학생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에 의한 상해는 과도한 연습(24.2%)로

가장 많이 발생하 으며,체력부족(19.3%), 비운동,기량부족(13.7%)순으로 나

타났다.학년별 운동 상해 개인 요인으로는 남 부(23.4%),남 부(25.8%)의 체

력부족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남고부(21.2%)는 기량부족이 가

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여학생의 운동 상해 시 개인 요인에 의한 상해는 기량부족(29.6%)로 가

장 많이 발생하 으며,체력부족(16.8%),과도한 긴장(16.6%),과도한 연습

(16.2%)순으로 상해빈도가 나타났으며,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체력부족

(24.0%),여 부 기량부족(29.7%),여고부 기량부족(25.5%)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연습 난이도별 상해

가.남학생의 연습 난이도별 상해를 보면 C난이도가(32.3%)로 가장 많은 응

답을 보 으며,다음으로 D난이도가(31.1%),A난이도(14.3%),B난이도(13.0%),E

난이도(6.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선수는 A난이도,

C난이도(36.1%),에서 가장 많은 상해를 나타냈고,남 부 선수는 C난이도

(38.7%),D난이도(32.3%),B난이도(17.7%),A난이도,E난이도의 순으로 나타났

다.고등부 선수는 D난이도(53.9%),C난이도(21.2%),E난이도(11.5%),A난이도,

B난이도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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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여학생의 연습 난이도별 상해를 보면 D난이도(38.0%),C난이도 (31.8%)

로 고난도의 기술을 실시함 있어서 상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A난이

도(13.4%),B난이도(10.6%),E난이도(2.8%),G난이도(2.8%)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A난이도(38.0%)에서 가장 많은 상해를 입었으며,C

난이도(24.0%),B난이도(22.0%),D난이도(8.0%)순으로 상해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여 부 D난이도(48.6%)가 가장 많이 발생하 고,C난이도(39.2%),A난

이도(5.3%),E난이도(2.7%),B난이도(1.4%)순으로 나타났다.여고부 D난이도

(51.0%),C난이도(29.1%),B난이도(12.7%),E난이도(5.4%),A난이도(1.8%)순으로

나타났다.

7) ․ ․고등학교 체조선수의 시합 난이도별 상해

가.남학생의 시합 난이도별 상해를 보면 D난이도(31.7%)로 가장 많은 응

답을 보 고,다음으로 C난이도(21.8%),B난이도(12.4%),A난이도(8.1%),E난이

도(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학년별로 살펴보면 남 부 C난이도(25.5%)가 가

장 상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냈고 다음으로 A난이도(23.4%),B난이도(17.%),

D난이도(6.4%)순이며,남 부 D난이도(37.1%),C난이도(24.2%),B난이도(14.5%),

E난이도,A난이도 순으로,남고부 D난이도(48.1%),C난이도(15.4%),E난이도

(9.6%),B난이도(5.8%),A난이도(1.9%)순으로 나타났다.

나.여학생의 시합 난이도별 상해를 보면 D난이도(33.5%)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C난이도(28.5%),B난이도(5.6%),A난이도(5.0%),E난이도(2.2%),G난이

도(0.6%)순으로 나타났다.학년별로 살펴보면 여 부 C난이도(22.0%),A,B난이

도(10.0%),D난이도(4.0%)순으로 상해를 입은 반면,여 부 D난이도(37.8%),C난

이도(36.5%),B난이도(5.4%),A난이도(2.7%),E난이도(1.4%)의 순으로,여고부 D

난이도(54.5%),C난이도(23.6%),E난이도(5.5%),A난이도(3.6%),B난이도(1.8%)

순으로 나타났다.

2.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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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연구에서는 ․ ․고등학교 체조선수들의 종목별 운동 상해의 차이를

규명하기 해 연구를 수행하 다.그러나 ․ ․고등학교 체조선수들의 운동

상해에 해 을 두고 다각 인 분석은 실시되었으나 응 처치 치료에

한 세부 인 분석은 하지 못하 다.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상해에 한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응 처리 치료에 한 보다 심층 이고 다각 인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선수들의 시합에서의 측면보다는 일상 이 훈련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했

던 운동 상해에 을 두어 분석함으로써,시합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해

서는 분석이 미비하 다.따라서 훈련과정과 시합 상황에서의 상해에 한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조사도구의 보완 개발을 통해 ․ ․고등부에서 학․일반부에 이르기

까지 상자를 확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실제 분석 결과 종목별 상해에서는 발목,무릎,손목의 상해가 많았고,상해

발생시기는 훈련도 과 겨울철에 많은 상해가 발생하 으며,상해부 는 부

가 많았다.이는 보조기구의 발 과 시설의 발 등으로 의 부상보다는 끊임

없는 반복 훈련으로 인한 근육과 인 부분에 상해를 많이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종목별 운동 상해 요인으로 신체12부 별 항목 외에 기타 항목들에 해서는

이마,얼굴부 ,손가락,고 ,발가락 등 세분화하지 못하 고,신체조직 5가지

외 기타 항목에서는 타박상,탈골,염좌,찰과상, 염 등으로 세분화하지 못한

부분들에 해 추후 논문에서는 보완하여 다각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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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inGymnasts’SportsInjurybyGymnasticsEvents

Park,SunYoung

DepartmentofPhysicalEducation,GraduateSchoolof

JejuNational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Nam,Sa-Woong

Thepurposeofthisstudyistoinvestigatetheelementary,middle,andhigh
schoolgymnasts’injurybody-partandinjurytypesbygymnasticsevents,

injurybyseasons,injurybyexerciseperiod,andthecausesofinjury.

Thegroupoftotal340gymnasts,male161andfemale179,wereselectedin
thisstudy.ThisgroupofgymnastsareallregisteredinKoreaGymnastics
Associationandselectedfrom alloverthecountry,5Cities(Seoul,Incheon,
Daeju,Daejeon,Ulsan)and 6Provinces(Gyeonggi,Gangwon,Gyeongbuk,
Gyeongnam,Jeonnam,Jeonbuk,Jeju).

This research was done by questionnaire,which was composed of20
questionsaboutinjurybody-part,types,period,andcauses.Somecollected
questionnaire,whichwereagainsttothequestionnairelaw orimpossibleto
classify,wereexcludedinthisresearchandthefinalof340questionnaires
were utilized by the method of SPSS Windows 12.0.Each question’s
frequencyanalysiswascalculatedasapercentage(%)andtheconclusion
obtainedfrom thisresearchdescribesasfollowing;

1.Elementary,Middle,andHighschoolgymnasts’body-partinjuryby
gymnasticsevents

1)Malegymnasts’body-partinjuryinFloorExercisebytheirschoolgrade
showsthefollowingpercentage.Elementaryschoolmalegymnastshavethe
mostinjuryinankle(46.9%),followedbywrist(10.7%),andknee(8.5%).
Middleschool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ankle(54.9%),followed
byknee(14.5%),andwrist(12.9%).Highschoolmalegymnastshavethe
mostinjuryinankle(61.5%),followedbywaist(15.4%),andknee(9.6%).

Asawhole,malegymnasts’body-partinjuryinFloorExerciseshow the
highestpercentagein ankle(54.7%),followed by knee(11.2%),andwrist
(10.6%).



-68-

2)Malegymnasts’body-partinjury in PommelHorse by theirschool
gradeshowsthefollowingpercentage.Elementaryschoolmalegymnastshave
themostinjury in wrist(61.7%),followedby shoulder(4.3%),and chest
(2.1%).Middleschool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wrist(72.6%),
followedbyelbow (4.8%),andshoulder(3.2%).Highschoolmalegymnasts
havethemostinjuryinwrist(78.8%),followedbywaist(5.8%),andankle&
knee(1.9%).

Asawhole,malegymnasts’body-partinjuryinPommelHorseshow the
highestpercentageinwrist(71.4%),followedbyelbow (3.1%),andshoulder

(2.5%).

3)Malegymnasts’body-partinjuryinRingsbytheirschoolgradeshows
thefollowingpercentage.Elementaryschoolmalegymnastshavethemost
injury inshoulder(25.5%),followedby waist(12.8%),andchest& wrist
(6.4%).Middle schoolmale gymnasts have the mostinjury in shoulder
(16.1%),followedbywaist(12.8%),andupperpart-body(9.7%).Highschool
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shoulder(59.7%),followedbywaist
(11.5%),andupperpart-body& elbow (5.8%).

Asawhole,malegymnasts’body-partinjuryinRingsshow thehighest
percentage in shoulder (41.6%),followed by waist (13.7%),and upper
part-body& elbow (5.6%).

4)Malegymnasts’body-partinjuryinVaultbytheirschoolgradeshows
thefollowingpercentage.Elementaryschoolmalegymnastshavethemost
injuryinankle(38.3%),followedbyknee(12.8%),andhead& neck(2.1%).
Middleschool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ankle(45.2%),followed
byknee(21.0%),andneck& chest(3.2%).Highschoolmalegymnastshave
themostinjuryinankle(52.0%),followedbyknee(21.2%),andbelly(7.7%).

Asawhole,malegymnasts’body-partinjuryinVaultshowsthehighest
percentageinankle(45.4%).

5)Malegymnasts’body-partinjuryinParallelBarsbytheirschoolgrade
showsthefollowingpercentage.Elementaryschoolmalegymnastshavethe
mostinjuryinwrist(44.7%),followedbyshoulder(8.5%),andhead(6.4%).
Middleschool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wrist(43.5%),followed
byshoulder(21.0%),andelbow & chest(8.1%).Highschoolmalegymnasts
havethemostinjuryinshoulder(30.8%),followedbywrist(26.9%),and
elbow (13.5%).

Asawhole,malegymnasts’body-partinjuryinParallelBarsshow the
highestpercentageinwrist(38.5%),followedbyshoulder(20.5%),andelbow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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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alegymnasts’body-partinjuryinHorizontalBarbytheirschoolgrade
showsthefollowingpercentage.Elementaryschoolmalegymnastshavethe
mostinjuryinshoulder(17.0%),followedbywrist(14.9%),andbelly(8.5%).
Middleschool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waist(29.0%),followed
bywrist(9.7%),andshoulder& head(8.1%).Highschoolmalegymnasts
havethemostinjuryinshoulder(25.0%),followedbywaist(23.0%),and

wrist(15.4%).

Asawhole,malegymnasts’body-partinjuryinHorizontalBarshow the
highestpercentageinwaist(19.8%),followedbyshoulder(16.1%),andwrist
(13.0%).

7)Femalegymnasts’body-partinjuryinVaultbytheirschoolgradeshows
thefollowingpercentage.Elementaryschoolfemalegymnastshavethemost
injury in wrist(16.0%),followed by ankle(12.0%),and shoulder& knee
(8.0%).Middleschoolfe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ankle& knee
(25.7%),followedbywrist(14.9%).Highschoolfemalegymnastshavethe

mostinjuryinankle(41.9%),followedbyknee(16.4%),andwrist(14.5%).

Asawhole,femalegymnasts’body-partinjuryinVaultshow thehighest
percentageinankle(26.9%),followedbyknee(26.9%),andwrist(15.0%).

8)Femalegymnasts’body-partinjury in Uneven Barsby theirschool
gradeshowsthefollowing percentage.Elementaryschoolfemalegymnasts
havethemostinjuryinwrist(24.0%),followedbychest& shoulder(8.0%).
Middle schoolfemale gymnasts have the mostinjury in waist(23.0%),
followedbyshoulder& elbow (19.0%).Highschoolfemalegymnastshavethe

mostinjuryinelbow (25.5%),followedbyshoulder(23.6%),andwaist(9.1%).

Asawhole,femalegymnasts’body-partinjuryinUnevenBarsshow the
highestpercentageinshoulder(17.3%),followedbyelbow (16.8%),andwaist
(13.4%).

9)Femalegymnasts’body-partinjuryinBalanceBeam bytheirschool
gradeshowsthefollowing percentage.Elementaryschoolfemalegymnasts
havethemostinjuryinthigh(44.0%),followedbyankle& belly(12.0%),
wrist(8.0%).Middleschoolfe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ankle
(25.7%),followedby knee(17.6%),andwrist(12.2%).Highschoolfemale
gymnastshavethemostinjuryinankle(18.2%),followedbywaist(14.5%),

andknee(12.7%).

Asawhole,femalegymnasts’body-partinjuryinBalanceBeam show the
highestpercentagein thigh (20.1%),followedby ankle(19.6%),and knee



-70-

(12.9%).

10)Femalegymnasts’body-partinjuryinFloorExercisebytheirschool
gradeshowsthefollowing percentage.Elementaryschoolfemalegymnasts
havethemostinjuryinankle(42.0%),followedbyknee(14.0%),andwrist
(12.0%).Middle schoolfemale gymnasts have the mostinjury in ankle
(29.7%),followedby knee(16.2%),andwrist(14.8%).Highschoolfemale
gymnastshavethemostinjuryinankle(54.6%),followedbyknee(18.2%),
andwrist(12.8%).

Asawhole,femalegymnasts’body-partinjuryinFloorExerciseshow
thehighestpercentageinankle(41.3%),followedbyknee(16.2%),andwrist
(13.4%).

2.Elementary,Middle,andHighschoolgymnasts’bodilytissueinjury
bygymnasticsevents

1)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FloorExercisebytheirschool
gradeshowsthefollowingpercentage.Elementaryschoolmalegymnastshave
themostinjuryinmuscle& tendon(46.8%),followedbybone(17.0%),and
joint(12.8%).Middleschool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muscle
& tendon(50.0%),followedbyjoint(27.5%),andbone(14.5%).Highschool
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muscle& tendon(50.0%),followed

bybone(25.0%),andjoint(13.5%).

Asawhole,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FloorExerciseshow
thehighestpercentageinmuscle& tendon(49.1%),followedbybone(18.6%),
andjoint(18.6%).

2)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PommelHorsebytheirschool
gradeshowsthefollowingpercentage.Elementaryschoolmalegymnastshave
themostinjuryinmuscle& tendon(42.6%),followedbyjoint(14.9%),and
bone(8.5%).Middleschoolmalegymnastshavethemostinjury in joint
(37.1%),followedbymuscle& tendon(29.0%),andbone(9.8%).Highschool
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muscle& tendon(38.5%),followed

bybone(23.1%),andjoint(15.3%).

Asawhole,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PommelHorseshow
thehighestpercentageinmuscle& tendon(36.0%),followedbyjoint(23.6%),
andbone(13.7%).

3)Malegymnasts’bodily tissueinjury in Rings by theirschoolgrade
showsthefollowingpercentage.Elementaryschoolmalegymnastshav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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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injuryinmuscle& tendon(36.1%),followedbyjoint(8.5%),andskin
(6.4%).Middleschoolmalegymnastshavethemostinjury in muscle&
tendon(43.5%),followedbybone(16.1%),andjoint(9.7%).Highschoolmale
gymnastshavethemostinjuryinmuscle& tendon(57.7%),followedbyjoint
(19.2%),andbone(5.8%).

Asawhole,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Ringsshow thehighest
percentageinmuscle& tendon(46.0%),followedbyjoint(12.4%),andbone

(9.3%).

4)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Vaultbytheirschoolgradeshows
thefollowingpercentage.Elementaryschoolmalegymnastshavethemost
injury in muscle& tendon (38.3%),followed by bone(10.6%),and joint
(4.2%).Middleschoolmalegymnastshavethemostinjury in muscle&
tendon (38.7%),followedby joint(29.0%),and bone(14.5%).High school
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muscle& tendon(40.4%),followed
byjoint(28.8%),andbone(13.5%).

Asawhole,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Vaultshow thehighest
percentageinmuscle& tendon(39.2%),followedbyjoint(21.8%),andbone

(13.0%).

5)Malegymnasts’bodily tissueinjury in ParallelBarsby theirschool
gradeshowsthefollowingpercentage.Elementaryschoolmalegymnastshave
themostinjury in muscle& tendon (25.5%),followed by joint& bone
(17.0%),andskin(15.0%).Middleschoolmalegymnastshavethemostinjury
inbone(30.6%),followedbymuscle& tendon(19.4%),andjoint(17.7%).
High schoolmale gymnasts have the mostinjury in muscle & tendon
(38.5%),followedbyjoint(28.8%),andbone(11.6%).

Asawhole,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ParallelBarsshow the
highestpercentageinmuscle& tendon(27.3%),followedbyjoint(21.1%),

andbone(20.5%).

6)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HorizontalBarbytheirschool
gradeshowsthefollowingpercentage.Elementaryschoolmalegymnastshave
themostinjuryinmuscle& tendon(25.5%),followedbyskin(19.1%),and
bone(6.4%).Middleschool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muscle&
tendon(40.3%),followedbyjoint(14.5%),andskin(9.7%).Highschoolmale
gymnastshavethemostin muscle& tendon (44.2%),followed by joint
(17.3%),andneuralsenseorgan(7.7%).

Asawhole,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HorizontalBarshow
thehighestpercentageinmuscle& tendon(37.3%),followedbyjoint(12.4%),

andskin(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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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e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Vaultbytheirschoolgrade
showsthefollowingpercentage.Elementaryschoolfemalegymnastshavethe
mostinjuryinmuscle& tendon(28.0%),followedbyskim (10.0%),andjoint
(8.0%).Middleschoolfe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muscle&
tendon (47.3%),followedby joint(16.2%),andskin & bone(5.4%).High
schoolfe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muscle& tendon(50.9%),

followedbybone(12.7%),andjoint(10.9%).

As a whole,female gymnasts’bodily tissue injury in Vaultshow the
highestpercentageinmuscle& tendon(43.6%),followedbyjoint(12.3%),
andbone(7.3%).

8)Fe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UnevenBarsbytheirschool
gradeshowsthefollowing percentage.Elementaryschoolfemalegymnasts
havethemostinjuryinskin(36.0%),followedbymuscle& tendon(16.0%),
andjoint(8.0%).Middleschoolfemalegymnastshavethemostinjury in
muscle& tendon(52.7%),followedbyskin(16.2%),andbone(9.5%).High
schoolfe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muscle& tendon(47.3%),

followedbybone(12.7%),andskin(10.9%).

Asawhole,fe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UnevenBarsshow
thehighestpercentageinmuscle& tendon(40.8%),followedbyskin(20.1%),
andbone(8.9%).

9)Fe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BalanceBeam bytheirschool
gradeshowsthefollowing percentage.Elementaryschoolfemalegymnasts
havethemostinjuryinskin(54.0%),followedbymuscle& tendon(20.0%),
andjoint(12.0%).Middleschoolfe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
muscle& tendon(35.1%),followedbyskin(25.7%),andjoint(14.9%).High
schoolfe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muscle& tendon(38.2%),

followedbyskin(14.5%),andneuralsenseorgan(9.1%).

Asawhole,fe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BalanceBeam show
thehighestpercentageinmuscle& tendon(31.8%),followedbyskin(30.2%),
andjoint(10.6%).

10)Fe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FloorExercisebytheirschool
gradeshowsthefollowing percentage.Elementaryschoolfemalegymnasts
havethemostinjuryinmuscle& tendon(42.0%),followedbyjoint(24.0%),
andbone(10.0%).Middleschoolfemalegymnastshavethemostinjuryin
muscle& tendon(58.1%),followedbyjoint(17.5%),andbone(5.4%).High
schoolfemalegymnastshavethemostinmuscle& tendon(63.6%),followed

bybone(21.8%),andjoint(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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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whole,femalegymnasts’bodilytissueinjuryinFloorExerciseshow
thehighestpercentageinmuscle& tendon(55.3%),followedbyjoint(16.2%),
andbone(11.7%).

3.Elementary,Middle,andHighschoolgymnasts’injurybyseason

1)Malegymnasts'sportsinjurybyseasonshowsthefollowingpercentage
in each schoolgrade.Elementary schoolmalegymnastsinjuredin spring
season (40.4%),middleschoolmalegymnasts,winterseason (53.2%),and
high schoolmale gymnasts,winter season (44.2%).This indicates that
gymnastsareinjuredinwinterseasonmorethaninotherseasons.Inregard
tomalegymnasts'injuryineachseason,theyexperiencedinjurywiththe
highestpercentageinwinterseason(44.1%),followedbyspring(26.1%),fall

(15.5%),andsummer(14.3%)

2) Female gymnasts' sports injury by season shows the following
percentageineachschoolgrade.Elementaryschoolfemalegymnastsinjured
in winterseason (44.4%),middle schoolfemale gymnasts,winterseason
(37.8%),and high schoolfemale gymnasts,winterseason (54.5%).This
indicatesthatgymnastsareinjured in winterseason morethan in other
seasons.In regard to female gymnasts' injury in each season,they
experienced injury with thehighestpercentagein winterseason (44.7%),
followedbysummer(22.3%),fall(20.1%),andspring(12.9%).Thisshows
bothmaleandfemalegymnastsareinjuredinwinterseasonmorethanin
otherseasons.

4.Elementary,Middle,andHighschoolgymnasts’injurybyexercise
period

1) Male gymnasts' injury by exercise period shows the following
percentageineachschoolgrade.Elementaryschoolmalegymnasts(87.2%),
middle schoolmale gymnasts (85.5%),and high schoolmale gymnasts
(90.4%)experiencedinjurymostlyduringthetrainingsession,followedbythe

timeofcommonlife,preliminarycompetition,andformalcompetition.

2) Female gymnasts' injury by exercise period shows the following
percentageineachschoolgrade.Elementaryschoolfemalegymnasts(76.0%),
middleschoolfemalegymnasts(77.0%),andhighschoolfemalegymnasts
(92.7%)experiencedinjurymostlyduringthetrainingsession,followedbythe
timeofcommonlife,andpreliminarycompetition.

5.Elementary,Middle,and High schoolgymnasts’injury cau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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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reasons

1)Malegymnasts'sportsinjury causedby personalreasonsshowsthe
followingpercentageineachreason.Theyaremostlyinjuredbyexcessive
training (24.2%), followed by lack of physical strength (19.3%), and
preliminaryexercise& lackofability(13.7%).Inregardtopersonalreasons
ofsports injury in each schoolgrade,elementary schoolmale gymnasts
(23.4%),middleschoolmalegymnasts(25.8%)show thehighestfrequency
injurybylackofphysicalstrengthwhilehighschoolmalegymnasts(21.2%)
show thehighestfrequencyinjurybylackofability.

2)Femalegymnasts'sportsinjurycausedbypersonalreasonsshowsthe
following percentagein each reason.They aremostly injuredby lack of
ability (29.6%),followed by lack ofphysicalstrength (16.8%),excessive
tension(16.6%),andexcessivetraining(16.2).Inregardtoreasonsineach
schoolgrade,elementaryschoolfemalegymnastsshow thehighestfrequency
injurybylackofphysicalstrength(24.0%),middleschoolfemalegymnasts,
lack ofability (29.7%),and high schoolfemalegymnasts,lack ofability
(25.5%)

6.Elementary,Middle,andHighschoolgymnasts’injurybythedegree
ofdifficultyduringthetraining

1)Malegymnasts'injurybythedegreeofdifficultyduringthetraining
shows the highest percentage in C Degree (32.3%), followed by D
Degree(31.1%),A Degree(14.3%),BDegree(13.0%),andEDegree(6.2%).In
regardtoinjuryineachschoolgrade,elementaryschoolmalegymnastsshow
thehighestfrequencyinjuryinA & C Degree(36.1%).Middleschoolmale
gymnastsshow theresultsinorderofC Degree(38.7%),followedby D
Degree(32.3%),B Degree(17.7%),A Degree,andE Degree.Highschool
malegymnastsshow theresultsinorderofD Degree(53.9%),C Degree
(21.2%),EDegree(11.5%),ADegree,andBDegree.

2)Femalegymnasts'injurybythedegreeofdifficultyduringthetraining
shows the highest percentage in D Degree (38.0%), followed by C
Degree(31.8%),A Degree(13.4%),BDegree(10.6%),andEDegree(2.8%).In
regardtoinjuryineachschoolgrade,elementaryschoolfemalegymnasts
show the highestfrequency injury in A Degree(38.0%),followed by C
Degree (24.0%),B Degree (22.0%),and D Degree (8.0%).Middle school
femalegymnastsshow thehighestfrequency injury in D Degree(48.6%),
followedbyC Degree(39.2%),A Degree(5.3%),E Degree(2.7%),andB
Degree(1.4%).Highschoolfemalegymnastsshow theresultsinorderofD
Degree(51.0%),CDegree(29.1%),B Degree(12.7%),EDegree(5.4%),and



-75-

ADegree(1.8%).

7.Elementary,Middle,and High schoolgymnasts’injury by the
degreeofdifficultyduringtheformalcompetition

1)Malegymnasts'injury by thedegreeofdifficulty during theformal
competitionshowsthehighestpercentageinDDegree(31.7%),followedbyC
Degree(21.8%),BDegree(12.4%),A Degree(8.1%),andEDegree(4.3%).In
regardtoinjuryineachschoolgrade,elementaryschoolmalegymnastsshow
thehighestfrequency injury in C Degree(25.5%),followedby A Degree
(23.4%),B Degree (17.0%),and D Degree (6.4%).Middle schoolmale
gymnastsshow theresultsinorderofD Degree(37.1%),CDegree(24.2%),
B Degree(14.5%),E Degree,andA Degree.High schoolmalegymnasts
show theresultsinorderofD Degree(48.1%),CDegree(15.4%),EDegree

(9.6%),BDegree(5.8%),andADegree(1.9%).

2)Femalegymnasts'injurybythedegreeofdifficultyduringtheformal
competitionshowsthehighestpercentageinDDegree(33.5%),followedbyC
Degree(28.5%),B Degree(5.6%),A Degree(5.0%),E Degree(2.2%),andG
Degree(0.6%).Inregardtoinjuryineachschoolgrade,elementaryschool
femalegymnastsshow theresultsinorderofC Degree(22.0%),A & B
Degree(10.0%),andD Degree(4.0%).Middleschoolfemalegymnastsshow
theresultsinorderofDDegree(37.8%),CDegree(36.5%),BDegree(5.4%),
A Degree(2.7%),andEDegree(1.4%).Highschoolfemalegymnastsshow
theresultsinorderofDDegree(54.5%),CDegree(23.6%),EDegree(5.5%),
ADegree(3.6%),andBDegre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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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 ?

  본 문지에 해주  단  감사합니다. 본 문지는 체조 수들  종 별 

상해  생 빈도에 해 알아보  한 것 니다. 

  본 연  적  상해  생빈도   하여 상해 에 도움   수 

는 료  마 하는  습니다. 

  본 문지는 연  귀 한 료가 므  각 문항들에 하여  는 답변

 해 주시  랍니다. 또한 수집  료는  처리 , 결과는 연

적 에는 절  사 하지 않  것  약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학  학원

체조 수들  종 별 운동 상해에 한 연

 

* 개 적 특 에  문항 니다.

1.  :          

2. 학년 : 등학 (   ),   학 (   ),   고등학 (   )

3. 별 : (   ),   여(   )

4. 신  :         cm

5. 체  :         kg

6. 수경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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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⑴ 리  ⑵   ⑶ 가슴  ⑷   ⑸ 허리  ⑹   

⑺ 어   ⑻ 상   ⑼ 꿈치  ⑽   ⑾ 퇴   ⑿ 무

신체조직

① 피   ② 뼈  ③ 절  ④ 근 과 건  ⑤ 신경감각

* 종 별 운동상해에  문항 니다.

  가  많  상해   신체  신체조직  각각 하 씩 체크해 주 .

 

   ( 수  경우)

☞ 마루운동  상해

   신체 (          ), 신체조직(         )  

☞ 평행 운동  상해

   신체 (          ), 신체조직(         )

☞ 뜀틀운동  상해

   신체 (          ), 신체조직(         )

☞ 링운동  상해

   신체 (          ), 신체조직(         )  

☞ 안마운동  상해

   신체 (          ), 신체조직(         )

☞ 철 운동  상해

   신체 (          ), 신체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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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5월)    ② 여 (6-8월)    ③ 가 (9-11월)    ④ 겨울(12-2월)

신체

⑴ 리  ⑵   ⑶ 가슴  ⑷   ⑸ 허리  ⑹   

⑺ 어   ⑻ 상   ⑼ 꿈치  ⑽   ⑾ 퇴   ⑿ 무

신체조직

① 피   ② 뼈  ③ 절  ④ 근 과 건  ⑤ 신경감각

 가  많  상해   신체  신체조직  각각 하 씩 체크해 주 .

   (여 수  경우)

☞ 마루운동  상해

   신체 (          ), 신체조직(         ) 

☞ 평균 운동  상해

   신체 (          ), 신체조직(         ) 

☞ 뜀틀운동  상해

   신체 (          ), 신체조직(         )

☞ 단평행 운동  상해

   신체 (          ), 신체조직(         )

* 운동상해 생시 에  문항 니다.

1. 상해  가  많   계절  체크해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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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훈 도     ② 평가전     ③ 경 도     ④ 상생     ⑤ 타

① 체 족    ② 지 친 승     ③ 과도한     ④ 비운동 족

⑤ 과도한 연습    ⑥ 만 피     ⑦ 량 족    ⑧ 타

① A 도    ② B 도    ③ C 도    ④ D 도  

⑤ E 도    ⑥ F 도    ⑦ G 도

① A 도    ② B 도    ③ C 도    ④ D 도  

⑤ E 도    ⑥ F 도    ⑦ G 도

2. 상해  가  많   시  체크해 주 .

(     )

* 운동상해시 개 적 에  문항 니다.

  상해  가  많    체크해 주 .

(     )

* 도에 한 문항 니다. 

1. 연습  어  도에  상해  가  많  었는지 체크해 주 . (     )

2. 시합  어  도에  상해  가  많  었는지 체크해 주 . (     )

마지막 지 답해 주  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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