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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포괄 범위

본 간행물은 스포츠 안전재단이 발주하고 닐슨컴퍼니코리아 유 서울대( )-◉  

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수행한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용역 수『 』 

행 결과물 중 일부로써 총 개 종목에 대한 결과 중 농구 에 해당하는  , 23 「 」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관여도 ◉  

변인별 활동빈도 회당 활동시간 능숙도 경력 부상 상황 및 정도 변인( , 1 , , ), 

별 지도 숙련자 관여도 안전장비 착용 환경위험 사전확인 준비운동 실( / , , , 

시 부상 가료기간 기본 인구통계 변인별 음주행태 흡연여부 성별 연, ), ( , , , 

령별 분석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

단 문항 내용과 각 변인 간 연관성을 짓기 어려운 경우 설문 논리에 의해 , , ◉  

전체 응답자가 아닌 일부 응답자가 응답한 결과 중 해당 사례수가 표본 100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분석을 간소화하거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모집단 및 수집자료 근거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는 총 가지 조사를 통해 수집 되었으며 필요할 3◉  

경우에 한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년 의 학교안전사고 통계분석 (2014 ) ‘

및 예방정책 수립 방안 연구 의 통계자료를 병기하였습니다’ .

생활 스포츠 기초조사 우리나라 일반국민 명 대상 조사: 3,031◎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년 기준 스포츠 활동인구이며 부상을 : 2015◎ 

경험한 인구 명 대상 조사711

전문체육지도자 조사 전문 체육을 지도하는 지도자 명 대상 조사: 11◎ 

이용자를 위하여



신체 부위 범례

본 보고서의 내용 중 부상 부위별 통계에 사용된 신체 부위는  개 부위로 37◉  

세분화하여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개로 재분류, 15

한 범례를 사용하였습니다 재분류 기준은 유사 신체 부위에 따랐으며 세. 

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 분류용

신체부위
재분류 기준 포함하는 세부 신체 부위( )

머리 안면부 포함( ) 두피 눈 코 입 치아 귀 이마 턱 광대 뺨 그 외 머리 부위, , , , , , , , ( ), 

목

상반신 가슴 배 등 허리, , , 

어깨

위팔 어깨 아래 팔꿈치 위∼ 

팔꿈치

아래팔 팔꿈치 아래 손목 위∼ 

손목

손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톱, , , 

고관절

하체 상부 엉덩이 허벅지 사타구니, , 

무릎

하체 하부 정강이 종아리 아킬레스 건, , 

발목

발 발바닥 발등 발가락 발톱, , , 

신체부위 구분은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 의 신체구분 기준을 토대로 설문 ※ 「 」

참여자가 알기 쉽도록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조정 분류한 기준을 활용 하였습니다· .



부상 종류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부상의 종류는 가지이며 세부적인 부상 종류 및 12◉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상 당시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추후에 알게 된 경우 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습니, 

다.

부상 종류 설명 상세설명

염좌 삠
관절부위의 인대 혹은 근육이 일부 늘어나거나 찢어져 통증, 

부어오름으로 인해 관절의 움직임이 불편한 부상

골절 -
뼈가 완전히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 추후에 알게 된 경(

우도 포함)

탈구 빠짐
관절을 구성하는 골 연골 인대 등이 정상적 위치에서 이탈, , 

하는 부상 흔히 뼈가 빠졌다고 일컫는 부상. 

열상 찢어짐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

절단 -
신체의 일부가 잘리는 부상 손발톱 머리카락 등의 절단까지 . , 

포함

찰과상 긁힘 마찰에 의해 피부의 표면에 입는 상처

출혈 어떤 충격에 의해 혈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부상

좌상 타박상
내부의 근육 장기 등이 충격을 받는 부상 멍 통증 부어오, . , , 

름 등의 증상이 수반됨

자상 찔림 베임, 
외부의 어떤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해 피부가 찔리거나 베여

서 생긴 상처

통증 -
물리적인 충격이나 근육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불쾌하고 아픈 감각

염증 곪음
신체 조직이 손상을 입어 나타나는 체내의 반응 부어오르거. 

나 고름이 나타남

파열 터짐
외부의 힘 또는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인대나 근육이 끊어

지는 경우

부상종류 구분은 자료 통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 

전사고 통계분석 및 예방정책 수립 방안 연구 의 분류기준을 따랐습니다, 2014) .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추후에 알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 

에 부상 당시의 조치 부위 등과 부상 종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유사 통계와의 수치비교 해석 유의사항·

본 보고서에서 작성한 통계의 집계 기준 조작적 정의 등의 상이함에 따라 , ◉  

유사 통계와 비교 시 수치상의 경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 분석 ·

시 주의를 요합니다 해석상 주의를 요하는 주요 집계기준 및 정의는 아래. 

와 같습니다.

구분 본 조사의 기준 정의·
유사 통계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

와 비교 시 주의점

체육활동 참여

연 회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 1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비정기적 참여 이벤트성 참여 - , 

피서철 해수욕 수영 를 모두 ( - )

포함함

규칙적 참여 주 회 이상 기준- ( 1 ) 

부상

포괄적 의미의 부상- 

심각한 수준 병원진료 입원 수술 - ( , , 

등이 수반되는 수준 부터 아주 )

경미한 수준 부상 후 바로 (

스포츠활동 참여가 가능한 수준, 

별도 조치 없이 자연 치유되는 

수준 까지 모두 포함) 

병원치료경험 기준- 

부상 횟수

심각한 수준부터 아주 경미한 - 

수준을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의 

부상 발생 횟수

병원 진료 의약처방 및 투여 여부 - , 

등과 관계 없음

병원치료횟수 기준- 



수치해석 유의사항

제시된 각 통계 수치는 소수점 자리 또는 자리에서 반올림 되었으므로 1 2◉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계의 형태는 단수응답 여러 개의 보기 중 개 선택 이며 이 경( 1 )◉  

우 각 항목별 응답비율의 합은 입니다 다만 위에 안내 드린 이유100.0% . , 

로 인해 의 합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99.8% 100.2% .∼

각 항목별 응답비율의 합이 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 복수응답 여100.0% , (◉  

러개의 보기 중 해당되는 모든 것 선택 으로 수집된 결과이며 이 경우 통계) , 

수치를 제시할 때 복수응답 으로 수집된 결과임을 명시 하였습니다‘ ’ .

결과 해석의 기본적인 방법은 단수응답과 복수응답 등 자료수집 형태에 관◉  

계없이 전체 응답자 중 응답 비율 가 항목 내용 로 응답하였“ 00%( ) ( )□□

다 로 동일합니다” .

세부 응답자특성별 결과 확인 시 사례수 표본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20◉  

의미를 가질 수 없는 표본 크기이므로 응답 경향치 분석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독자의 결과 해석 시에도 주의를 요합니다, .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응답자특성별 분석 시 유의할만한 내용이 없는 일부 항목은 별도의 특성별 ◉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전체 결과만을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각 특성별 분석 중 부상 종류별 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 응답 한 가' ' ( ) '◉  

장 심각한 부상 종류 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즉 복합적인 부상 예 개방' . , ( : 

골절로 인해 골절과 찢어짐이 동시 발생 을 당한 응답자의 경우 응답자가 )

스스로 판단하기에 여러 부상 중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가지를 기준으1

로 하였으므로 타 특성별 분석과 달리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

다 해석상 주의를 요하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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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주기적 스포츠 참여자 및 안전사고에 대한 개념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전사고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종합적인 맞춤형 안전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 

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그림 -1Ⅰ❙ ❙ 조사 목적

조사 개요.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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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종목별 생활 스포츠 인구 및 
부상 경험자 비율 파악을 위한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이‘ (

하 기초조사 와 부상 경험자의 세부 특성 파악을 위한 스포츠 )’ ‘

안전사고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 등 단계로 실시되었음( )’ 2 .

또한 조사로 수집한 자료 외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
사고 통계분석 및 예방정책 수립 방안에 수록된 부상 관련 통계

자료를 병기하여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아우르는 사고실태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상의 조사체계 및 조사의 전반적 구성도

는 그림 그림 과 같음< 1-2>, < 1-3> .

그림 조사 체계-2Ⅰ❙ ❙

그림 조사의 전반적 구성-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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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명을 목표로 진행 되었으며 목표 표본 수 및 예상 설3,000

문 시간을 고려하여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한 웹 조사

방법으로 진행됨(On-line Panel Web Survey) .

실태조사 중 생활 스포츠인 조사 는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며 부‘ ’
상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총 개 종목23 , 

명을 목표로 종목 진행 장소에 대한 방문을 통해 개10,000 1:1 

별면접 형태로 진행함 또한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는 전문 . , ‘ ’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총 개 종목 명을 목10 , 100

표로 역시 개별 면접 형태로 진행함1:1 . 

◦ 최종 완료된 실태조사 생활 체육인 조사 총 표본 수는 명 이 ‘ ’ 10,366 , 

중 농구를 하며 부상을 경험한 응답자는 명임711 .

◦ 최종 완료된 실태조사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총 표본 수는 명‘ ’ 119 , 

이 중 농구 종목 응답자는 명임‘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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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농구 인구의 비율 농구에, 
서의 부상 발생률 등 농구 전반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접근은 

기초조사 결과를 농구 부상 경험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 파악은 , 

실태조사 결과 중 농구에 해당하는 결과 명 를 활용하여 (n=711 )

작성됨.

표 조사 개요-1Ⅰ❙ ❙
구   분 내 용

전   체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생활 스포츠인 조사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표본 규모 표본3,031 표본711 표본11

표본 오차
±1.78%p

신뢰수준 ( 95%)
±3.68%p

신뢰수준 ( 95%)
-

표본 할당
성 연령 지역별 제곱근 · ·

비례할당
종목별 임의할당

표본 추출 할당 표본추출법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법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 기반 웹 조사
개별면접 조사1:1 

방식(CAPI )
개별면접 조사1:1 

멀티( )

조사 기간 2015.12.23~2016.4.16

조사 지역 전국(Nationwide)

조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의 경우 표본크기를 고려하여 별도의 표본오차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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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 설계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문항 설계1) 

기초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농구 참여 인구 기본 참여 , 
행태 및 부상 경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중심으로 설계

됨.

표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문항 구조-2Ⅰ❙ ❙
구 분 항목

Part . Ⅰ
최근 년 간 스포츠활동 1
참여 경험

최근 년 간 스포츠활동 참여 경험· 1

최근 년 간 스포츠활동 미참여 이유· 1

최근 년 간 스포츠활동 참여 경험 종목· 1

Part . Ⅱ
스포츠활동 참여 실태

스포츠활동 참여 빈도· 

스포츠활동 회 평균 소요 시간· 1

스포츠활동 주 참여 시간대· 

스포츠활동 주요 참여 장소· 

스포츠활동 참여 시설 운영 주체· 

Part . Ⅲ
스포츠활동 시 
부상 경험

스포츠활동 중 부상 경험 유무· 

스포츠활동 중 부상 경험 종목· 

종목별 부상 경험 부위· 

종목별 부상 종류· 

종목별 부상 치료 기간· 

부상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 

부상 심각성이 큰 종목· 

Part . Ⅳ
스포츠 안전의식

스포츠활동 종목 안전수칙 인지 여부· 

스포츠 안전의식의 중요성· 

스포츠 안전의식이 중요한 이유· 

사고 대처법 부상예방 교육 이수경험· /

스포츠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요령 인지 여부·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공제 가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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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문항 설계2) 

실태조사 생활 스포츠인 조사 는 농구 활동 인구의 기본적인 생( )
활 스포츠 참여 실태는 물론 부상 종류 및 유형 세부적인 부, , 

상 전후 및 당시 상황 부상 경험자의 스포츠 안전 의식을 파악, 

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 됨 한편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 , ‘ ’

경우 생활 스포츠인 조사 과 비슷한 문항 구조로 진행됨, ‘ ’ .

표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문항 구조-3Ⅰ❙ ❙
구 분 항목

Part . Ⅰ
스포츠활동 참여 실태

스포츠 참여 빈도· 

종목 비정기 활동자의 연간 참여빈도· 

회당 참여 시간· 1

주 참여 시간대· 

종목 능숙도· 

종목 경력· 

Part . Ⅱ
부상 종류 및 유형

부상 정도· 

연간 부상 횟수· 

부상 부위· 

부상 종류· 

가장 심각한 부상 유형· 

심각한 부상유형 반복발생 빈도· 

Part . Ⅲ
부상 발생 환경

부상 발생 시간· 

부상 시기· 

부상 장소· 

부상 장소 운영 주체· 

부상 장소 내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현황· 

비치된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확인 현황·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 

부상 당시 동반자 여부· 

부상 당시 지도 숙련자 동반 여부· /

지도 숙련자 교육 실시현황 및 성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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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문항 구조 계속-3 ( )Ⅰ❙ ❙
구 분 항목

Part . Ⅳ
부상 원인 대처 및 경과, 

부상 직접적 원인· 

부상 응급대처· 

부상 응급대처 도움 인원 수· 

부상 응급대처 도움 인원 유형· 

부상 치료 방법· 

병원치료 방법· 

부상 치료비용 처리 유형· 

부상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부상 가료기간·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발생 여부· 

부상 후유증 유형· 

발생 후유증 심각도· 

Part . Ⅴ
부상 발생 전후 상황

사고예방활동 현황· 

부상 시 착용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상태·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정도·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 종합· 

부상 전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부상방지 도움 정도· 

부상 전 신체상태· 

부상 발생 후 스포츠활동 변화· 

부상 발생에 따른 스포츠활동 감소율· 

부상 발생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 

Part . Ⅵ
스포츠 안전의식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 

안전수칙 준수 인식· 

안전한 스포츠활동 위한 개선사항·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법 인지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법 인지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종합·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 

스포츠 활동 습관 종합 평균· (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 위험시설 미확인 보호장구 착용 이유· / · , 

보호장구 구매비 지출의향·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 /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기관·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 이유·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가입 필요성 인식·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가입비용 지출의향 및 현황·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경험율·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참석 이유·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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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진행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조사 진행1) 

기초조사 진행은 온라인 패널을 기반으로 하는 패널 웹 조사
로 진행 되었으므로 별도의 종이 (On-line Panel Web Survey)

설문지나 면접원에 의한 진행 없이 기 구축된 웹 설문(Web 

으로 진행되었음Questionnaire) .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진행2) 

실태조사 진행은 경기나 시합이 진행 되는 학교의 운동장 근린, 
공원 내 농구장에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 태블릿 등을 활용, PC 

한 형태로 진행되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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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조사완료 결과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최종 조사완료 결과1) 

표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최종 조사완료 결과-4Ⅰ❙ ❙
단위( :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   체 3,031 100.0

성별 남성 1,514 50.0

여성 1,517 50.0

연령 대20 557 18.4

대30 559 18.4

대40 608 20.1

대50 637 21.0

세60~64 287 9.5

세 이상65 383 12.6

지역 수도권 862 28.4

충청권 535 17.7

영남권 893 29.5

호남권 482 15.9

강원권 168 5.5

제주권 91 3.0

학력별 중졸 이하 462 15.2

고졸 784 25.9

대재 이상 1,785 58.9

직업별 농 임 어업/ / 77 2.5

자영업 329 10.9

화이트칼라 796 26.3

블루칼라 650 21.4

전업주부 591 19.5

학생 217 7.2

무직 기타/ 369 12.2

모름 무응답/ 2 0.1

기초조사 전체 응답자, n=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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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최종 조사완료 결과2) 

표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최종 조사완료 결과 농구-5 -Ⅰ❙ ❙
단위( : %)

구   분 사례수 비율 구   분 사례수 비율

전   체 711 100.0

활동빈도 주 회 이상1 333 46.8 부상종류 염좌 318 44.7

월 회 이상1 261 36.7 골절 89 12.5

개월 당 회2-6 1 59 8.3 탈구 22 3.1

비정기 58 8.2 열상 33 4.6

회당1
활동시간

분 이하30 164 23.1 절단 3 0.4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49.1 찰과상 31 4.4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23.8 출혈 23 3.2

시간 초과 2 29 4.1 좌상 48 6.8

능숙도 초급 403 56.7 자상 3 0.4

중급 226 31.8 통증 100 14.1

상급 82 11.5 염증 4 0.6

경력 년 미만 2 59 8.3 파열 18 2.5

년 이상 년 미만2 -5 76 10.7 기타 19 2.7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14.6 전문/
숙련자
관여도

전문 숙련자 교육실시/ 67 9.4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29.3 전문 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24.9

년 이상20 264 37.1 전문 숙련자 미배석/ 467 65.7

부상부위 머리 안면부 포함 목 ( )/ 100 14.1 안전장비 착용 60 8.4

상반신 52 7.3 미착용 651 91.6

팔 309 43.5 환경
위험확인

확인 121 17.0

하반신 상부 골반 무릎( ) 74 10.4 미확인 590 83.0

하반신 하부 무릎 아래( ) 174 24.5 준비운동 실시 378 53.2

기타 2 0.3 미실시 333 46.8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13.6 음주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18.7

주 미만 가료1 176 24.8 저위험 음주군 393 55.3

주 가료1-2 217 30.5 비음주군 185 26.0

주 가료3-4 133 18.7 흡연여부 비흡연 326 45.9

주 가료5-8 57 8.0 흡연 385 54.1

주 이상 가료9 31 4.4 연령별 대20 118 16.6

성별 남성 623 87.6 대30 360 50.6

여성 88 12.4 대40 183 25.7

대50 45 6.3

세 이상60 5 0.7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결과는 사례수 과소로 별도 완료결과를 제시하지 않음(n=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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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농구 활동인구 비율 8.4% 가 최소 월 회 이상 활동59.8% ‘ 1 ’ 

◦ 최근 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농구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임1 8.4% .

◦ 전체적으로 명 중 약 명가량 주 회 이상 월 회 이상 은 10 6 (59.8%: 1 26.2%+ 1 33.6%)

최소 월 회 이상 농구를 즐기고 있으며 회 평균 활동시간은 분임1 , 1 70.49 .

◦ 전반적으로 오후 시 이전 시간대와 저녁 시 이전‘ ’(15-18 , 26.6%) ‘ ’(18-21 , 37.5%) 

시간대에 주로 즐기고 있음.

◦ 농구 인구 명 중 명 이상 은 운동장 에서 농구를 즐기고 있음10 4 (44.1%) ‘ ’ .

주요 결과 요약.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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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상 발생 현황

농구 활동 인구 중 명 중 10

명 이상 부상 경험6 ‘ ’

연 평균 회 가량 부상경험2.3

주요 부상 부위는 손 머리 안면부 포함 발‘ ’(49.8%), ‘ ( )’(35.7%), ‘

목 순 주요 부상 종류는 염좌 와 통증’(35.3%) , ‘ ’(87.6%) ‘ ’(34.6%), 

명 중 명은 사람과 충돌 또는 공에 맞아 부상10 7 ‘ ’(37.0%) ‘ ’(35.0%) 

을 당함

◦ 농구 활동 인구 전체의 절반이 넘는 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64.5%

지 당한 경험이 있음.

◦ 농구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 주 회 이상 월 회 이상 하는 사람들일( 1 46.8%, 1 36.7%)

수록 회 참여 시 약 분가량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1 66 .

◦ 종목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이상 은 본인의 농구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10 5 (56.7%) ‘ ’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됨.

◦ 농구를 통해 발생되는 부상은 주로 손 과 머리 안면부 포함 발‘ ’(49.8%) ‘ ( )’(35.7%), ‘

목 부위에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염좌 통’(35.3%) ‘ ’(87.6%), ‘

증 좌상 등의 순임’(34.6%), ‘ ’(20.0%) .

◦ 농구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 

손가락 염좌 와 발목 염좌 임‘ ’(15.8%)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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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 지도자 조사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 분석 결과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 

선수 학교 운동부 포함 들의 경우 손가락도 높은 순위이긴 하나 주로 발목에 집중되는 ( )

경향을 보여 일반 생활스포츠인과 차이를 보이나 주된 부상 종류는 비슷한 경향 염좌 , (

위 을 보임1 ) .

◦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사람과 충돌 이 공에 맞음 이 로 높게 나‘ ’ 37.0%, ‘ ’ 35.0%

타나 농구를 통해 부상을 입는 사람 명 중 명은 시합이나 훈련 중 다른 플레이어와3 2

의 충돌 혹은 공에 맞아서 부상을 입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 평균 약 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2.25 .

◦ 농구의 부상 발생 시각은 주 활동 시간대인 오후 시 이전 와 저녁 시 ‘ ’(15-18 ) ‘ ’(18-21

이전 시간대에 수렴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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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상 발생 환경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미흡

부상경험자의 는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34.3%

실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준비운동 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 ’(53.2%) 20% 

미만의 실시율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 과  ‘ ’(34.0%)

충분치 않은 안전시설‘ ’(29.7%)

부상발생 이전 상황 예방활동 측면: ◎ 

◦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가장 높았던 준비운동 을 제외하면 ‘ ’(53.2%)

모두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20% 

동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전문 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확 - / ‘ ’, ‘

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 ‘ ’ 

젊은 층과 남성의 사고예방활동이 저조함.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명 중 명 이상 은 부상 당시 발목 보호대 와 무릎  - , 10 5 (5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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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 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목 보호대 는 로 조사된 가운데’ ‘ ’ 36.7% , 

착용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보통 수준 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71.7%)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만이 성실히 확인 할 뿐 나머지는 불성실하거나 형식 - 24.8% ‘ ’

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 근력 심폐지구력 등 다양한  - ‘ ’(46.8%), ‘ ’(40.7%), ‘ ’(39.4%) 

준비운동을 실시 점 척도 중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 하고 있으며 (5 [4] , [5] )

전문 숙련자가 배석할수록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수록 심폐지구력 운동을 충실히 수/ , 

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 고 평가됨 - ‘ ’(32.1%) .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 했다는 응답이 로 비양호 했다는 응답에 비‘ ’ 36.3% , ‘ ’(9.7%)

해 배 이상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명 중 명가량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3 10 3

에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부상 당시 상황 환경적 요인 측면: ◎ 

◦ 야외 코트 우레탄 바닥 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나 ‘ ( )’ 40.5% 10

건 중 약 건의 부상은 야외 우레탄 코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 시설이 민간 시설이 임‘ ’ 52.0%, ‘ ’ 23.9% .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 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다· , ‘ ’

는 응답은 이며 비치된 경우 가 이를 확인 한 것으로 나타남11.5% 65.0% ‘ ’ .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 이라는 평가가 , ‘ ’ 34.0%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 에 대한 부정적 평가 시설, ‘ ’ (29.7%), ‘

물 관리상태 양호 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의 순으로 조사됨 점 척도 중 ’ (16.6%) (5 [1]

매우 부정적 부정적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 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 [2] . , ‘ ’

는 부정평가와 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Bottom2 [4] [5] ).

 - 실내코트 나무 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웠음 이라는 의견 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 (41.6%) .

◦ 부상 경험자 명 중 약 명 이상 정도는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10 3 ‘

자 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 가 배석 중이었고 이 중 지도자가 ’(5.3%) ‘ ’(32.8%) , 

배석한 경우 대부분 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반면 숙련(91.2%)

자는 배석한 명 중 명 정도 만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10 2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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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발생된 부상 절반가량 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53.4%) ‘ ’

명 중 명 이상 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10 7 (74.6%) ‘ ’

개인 부담금액 기준 인 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원, 1 1 56,625

부상 경험자 명 중 10

약 명 이상 이 2 (23.3%)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명 중 명 정도는 부상 이후 10 7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4.6%) 

중지 함(17.2%)

염좌의 경우 냉찜질 을 골절의 경우 압박 을 열상과 찰과상 좌상의 경우 소독 을 ‘ ’ , ‘ ’ , , ‘ ’◦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한 비율이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 ’ 53.4% ‘

사 진료 및 치료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 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35.0%), ‘ ’(11.5%) , 

명 중 명 이상 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10 7 (74.6%) ‘ ’ , 

금액은 평균 원임56,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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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출혈 등의 부상 종류에서 치료비용 개인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상 가료기 - , 

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주 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 미만 으‘1-2 ’(30.5%) ‘1 ’(24.8%)

로 조사됨.

◦ 부상 경험자 명 중 약 명가량 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10 2 (23.3%) .

골절 탈구 파열 열상 출혈 등의 부상에서 후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 ’, ‘ ’, ‘ ’, ‘ ’, ‘ ’ 

됨.

◦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이상 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10 5 (54.6%) , 

이의 주된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 때문이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 ’(53.7%) ‘ ’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 의 순임(32.0%), ‘ ’(10.8%) .

5 스포츠 안전의식

스포츠 안전수칙 인지 

30.7%

과반수 가(55.1%)

안전수칙 준수를 우선

세부 안전수칙 중 준비운동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며 다음으로 위험지역 

확인 → 보호장구 착용 → 시설물 안전확인 및 안전시설 확인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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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식◎ 

농구 안전수칙을 인지 하고 있다는 응답은 매우 잘 알고 있음 대체로 ‘ ’ 30.7%( 3.2%+◦ 

아는 편 이며 명 중 명 이상 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 으로부터 안전 27.4%) 10 4 (42.7%) ‘ ’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전문 체육지도자의 는 안전수칙을 인지 매우 잘 알고 있음 대체로 아는  - 81.8% ( 36.4%+

편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명 중 명 은 교육 을 통해 안전수칙45.5%) 11 10 (90.9%) ‘ ’

을 인지함.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이상 안전 최우선 어느 정도 안전 우선 10 5 (55.1%: 14.5%+◦ 

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 를 우선시 함40.6%) ‘ ’ .

세부적으로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 는 응답이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전‘ ’ 53.9% , ‘◦ 

에 시설물 안전여부를 확인 사전에 안전시설 확인 등의 순으로 ’(34.9%), ‘ ’(34.9%) 

조사됨 점 척도 중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합산비율 기준(5 [4] , [5]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모두 확인하기 귀, , ‘◦ 

찮아서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세부 순위에는 소폭 차이가 있으나 전반’

적으로는 확인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 와 확인 방법을 몰라서 의 이유로 인해 확인‘ ’ ‘ ’

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만이 지출의2.0%◦ 

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 또는 현재 지출금액 은 약 만원 1 ( ) 30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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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중 명 정도만이 안전사고 관련 대처 및 예방법 인지0 2

명 중 명가량 은 10 4 (42.2%)

스포츠 안전사고 교육 경험 

명 중 명 이상 은 일반10 4 (47.8%)  

상해보험 가입 미가입도 , 31.5% 

대처 및 예방◎ 

농구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법 ◦ 

매우 잘 앎 대체로 아는 편 예방법 매우 잘 앎 21.1%( 1.4%+ 19.7%), 21.5%( 1.1%+

대체로 아는 편 임20.4%) .

부상 경험자의 전혀 모름 잘 모르는 편 가 농구를 하던 중 안전사 - 29.8%( 2.7%+ 27.1%)

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방법 역시 미인지‘ ’ ‘ ’ 

비율이 전혀 모름 잘 모르는 편 에 달함28.6%( 2.5%+ 26.0%)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심폐 소생술 을 알고 있는 경우가 로 가장 높고 다음‘ ’ 42.1% , ◦ 

으로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 요령 근육 경련 발생 시 대처 요령 과 저체‘ ’(34.3%), ‘ ’ ‘

온증 발생 시 대처 요령 각 등의 순임 점 척도 중 어느 정도 알고 있음’( 29.3%) (5 [4] , 

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비율 기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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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하나 절대적인 인지율은 생활스포츠 - 

인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차이를 보임.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 이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포‘ ’ 40.1% ‘◦ 

츠 전문지도자 숙련자 응급처치 전문기관 등의 / ’(23.8%), ‘TV’(23.5%), ‘ ’(23.2%) 

순임.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 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로 조사되‘ ’ 42.2%◦ 

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 대학, ‘ ’(41.7%), ‘

교의 정규 강좌 동호회 팀 등의 순임’(32.7%), ‘ / ’(26.0%)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어느 기관‘◦ 

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35.5%), ‘

몰라서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의 순임’(35.3%), ‘ ’(29.0%)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 필64.0%( 17.0%+◦ 

요 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전혀 불필요 불필요 에 비해 47.0%) 6.6%( 1.7%+ 4.9%)

현저히 높음.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 ’ 47.8%, ‘ ’ ◦ 

에 불과하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도 에 달함7.3% ‘ ’ 31.5% .

전문 체육지도자 조사 결과 응답한 지도자 명 팀 단체 중 명은 학교안전공제중앙 - 11 ( , ) 10

회의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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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스포츠 활동 인구 규모

최근 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농구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1
로 나타남8.4% .

그림 참여율-1Ⅲ❙ ❙
단위( : %)

기초조사 전체 응답자, n=3,031※ 

본 조사는 부상의 원인 및 실태 를 조사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본 조사에서의 스포츠 ' '※ 

참여율은 포괄 범위를 넓혀 연 회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비정기 포함 참여한 경험이 , ' 1 ( ) 

있는 경우 를 기준으로 하였음'

조사 결과.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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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성 젊은 연령대일수록 활동 비율이 높게 조사됨, .

◦ 대학재학 이상 화이트칼라 및 학생층의 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음.

표 응답자 특성별 참여율-1Ⅲ❙ ❙
단위( : %)

구   분 사례수 참여 미참여 계

전   체 3,031 8.4 91.6 100.0

성별
남성 1,514 14.3 85.7 100.0

여성 1,517 2.6 97.4 100.0

연령

대20 557 17.1 82.9 100.0

대30 559 15.0 85.0 100.0

대40 608 8.1 91.9 100.0

대50 637 4.2 95.8 100.0

세60~64 287 0.3 99.7 100.0

세 이상65 383 0.0 100.0 100.0

학력별

중졸 이하 462 0.2 99.8 100.0 

고졸 784 3.4 96.6 100.0 

대재 이상 1785 12.8 87.2 100.0 

직업별

농 임 어업/ / 77 0.0 100.0 100.0 

자영업 329 4.9 95.1 100.0 

화이트칼라 796 12.9 87.1 100.0 

블루칼라 650 8.3 91.7 100.0 

전업주부 591 1.5 98.5 100.0 

학생 217 22.6 77.4 100.0 

무직 기타/ 369 6.8 93.2 100.0 

모름 무응답/ 2 0.0 100.0 100.0 

기초조사 전체 응답자, n=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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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빈도 및 회당 평균 활동시간1

농구 활동 인구의 활동빈도1) 

월 회 정도 즐긴다는 응답자가 로 가장 높고 다음으‘ 2-3 ’ 18.4%
로 월 회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명 중 ‘ 1 ’(15.2%) 10

약 명 이상6 (59.8%: 0.4%+3.9%+9.4%+12.5%+18.4%+15.2%)

은 최소 월 회 이상 농구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 .

그림 농구 활동 인구의 활동빈도-2Ⅲ❙ ❙
단위( : %)

기초조사 농구 경험자, n=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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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 주 회 활동 비율 및 주 회 활동 비율20 2-3 (12.6%) 4-5 (6.3%)

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아 젊은 연령층의 활동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응답자 특성별 농구 활동빈도-2Ⅲ❙ ❙
단위( : %)

구   분 사례수 매일
주

회4-5
주

회2-3
주 회1

월
회2-3

월 회1
2-3
개월

회1

4-5
개월

회1

개월6
회1

년1
회1

전   체 256 0.4 3.9 9.4 12.5 18.4 15.2 13.7 5.5 9.8 11.3

성별
남성 216 0.5 3.7 10.2 13.0 19.9 16.7 13.9 5.6 8.3 8.3

여성 40 0.0 5.0 5.0 10.0 10.0 7.5 12.5 5.0 17.5 27.5

연령

대20 95 0.0 6.3 12.6 8.4 15.8 10.5 15.8 6.3 11.6 12.6

대30 84 1.2 2.4 8.3 15.5 17.9 20.2 9.5 4.8 10.7 9.5

대40 49 0.0 0.0 6.1 18.4 18.4 20.4 18.4 8.2 4.1 6.1

대50 27 0.0 7.4 7.4 7.4 29.6 3.7 11.1 0.0 11.1 22.2

세60~64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세 이상65 - - - - - - - - - - -

기초조사 농구 경험자, n=256※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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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활동 인구의 회 평균 활동시간2) 1

농구 활동 인구의 회 평균 활동시간은 분으로 조사됨1 70.49 .
구간별로 살펴보면 농구 활동 인구 명 중 명 이상 은 , 10 4 (42.2%)
회 활동 시 시간 시간 미만 정도의 활동 시간을 가지고 있1 1 -2

으며 다음으로 분 시간 미만 시간 시간 미만30 -1 (28.9%), 2 -3

등의 순으로 나타남(17.2%) .

그림 농구 회 평균 활동시간-3 1Ⅲ❙ ❙
단위( : %)

기초조사 농구 경험자, n=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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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평균 분 의 회 평균 활동 시간이 여성 평균 분 에 ( 74.50 ) 1 ( 48.80 )

비해 높게 조사됨.

◦ 연령대별 대 평균 분 의 활동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남, 30 ( 80.05 ) .

표 응답자 특성별 농구 회 평균 활동시간-3 1Ⅲ❙ ❙
단위 분( : %, )

구   분 사례수 분 미만30
분 30 -

분 미만60

시간 1 -
시간 2
미만

시간 2 -
시간 3
미만

시간3
초과 

평균

전   체 256 10.9 28.9 42.2 17.2 0.8 70.49

성별
남성 216 6.5 29.2 45.4 18.1 0.9 74.50

여성 40 35.0 27.5 25.0 12.5 0.0 48.80

연령

대20 95 9.5 28.4 44.2 16.8 1.1 74.17

대30 84 10.7 22.6 39.3 26.2 1.2 80.05

대40 49 14.3 40.8 36.7 8.2 0.0 54.39

대50 27 11.1 29.6 51.9 7.4 0.0 57.41

세60~64 1 0.0 0.0 100.0 0.0 0.0 60.00

세 이상65 - - - - - - -

기초조사 농구 경험자, n=256※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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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활동 시간대 및 장소

농구 활동 인구의 주 활동 시간대1) 

전반적으로 정오 이후부터 야간에 걸쳐 주로 즐기고 있으며 저, ‘
녁 시 이전 시간대의 활동 비율이 로 가장 높음’(18-21 ) 37.5% .

그림 농구 주 활동 시간대-4Ⅲ❙ ❙
단위( : %)

기초조사 농구 경험자, n=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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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고연령대일수록 오전 시 이전 시간대에 활동하‘ ’(09-12 ) 

는 인구 비율이 높게 조사됨.

표 응답자 특성별 농구 주 활동 시간대-4Ⅲ❙ ❙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새벽
(05-07)

아침
(07-09)

오전
(09-12)

점심
(12-15)

오후
(15-18)

저녁
(18-21)

야간
(21-24)

그 외
(24-05)

전   체 256 0.8 2.7 7.0 15.6 26.6 37.5 10.5 0.4

성별
남성 216 0.5 2.3 6.9 16.7 26.4 36.6 11.6 0.5

여성 40 2.5 5.0 7.5 10.0 27.5 42.5 5.0 0.0

연령

대20 95 0.0 3.2 3.2 20.0 25.3 36.8 11.6 0.0

대30 84 0.0 2.4 6.0 8.3 29.8 41.7 14.3 1.2

대40 49 2.0 0.0 12.2 18.4 30.6 32.7 4.1 0.0

대50 27 3.7 7.4 14.8 18.5 11.1 37.0 7.4 0.0

세60~64 1 0.0 0.0 0.0 0.0 100.0 0.0 0.0 0.0

세 이상65 - - - - - - - - -

기초조사 농구 경험자, n=256※ 

시간대 구분은 해당 시의 정각 해당 시의 시 분 기준임 ( )-( -1 59 ) ※ 

예 시 분 시 분( : 05-07: 05 00 -06 59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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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활동 인구의 주 활동 장소2) 

농구 인구 명 중 명 이상 은 운동장 에서 농구를 즐10 4 (44.1%) ‘ ’
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농구 주 활동 장소-5Ⅲ❙ ❙
단위 복수응답( : %, )

기초조사 농구 경험자, n=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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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인구통계 특성에서 큰 차이 없이 대부분 운동장 과 체육‘ ’ ‘

관 에서 농구를 즐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대별 대와 ’ 30

대의 경우 체육관 에서 즐긴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50 ‘ ’ .

표 응답자 특성별 농구 주 활동 장소-5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   분 사례수 운동장 체육관
전용 경기 

시설
전용시설 
외 장소

기타
구내시설/
부대시설

전   체 256 44.1 32.4 12.1 10.9 2.0 0.4

성별
남성 216 45.4 32.4 13.4 8.3 2.3 0.5

여성 40 37.5 32.5 5.0 25.0 0.0 0.0

연령

대20 95 53.7 25.3 10.5 10.5 3.2 0.0

대30 84 38.1 39.3 11.9 9.5 2.4 1.2

대40 49 42.9 28.6 16.3 12.2 0.0 0.0

대50 27 33.3 40.7 11.1 14.8 0.0 0.0

세60~64 1 0.0 100.0 0.0 0.0 0.0 0.0

세 이상65 - - - - - - -

기초조사 농구 경험자, n=256※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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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상 발생률 및 부상 경험자 특성 요약

부상 발생률1) 

스포츠 활동 중 부상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의 절반이 넘는 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64.5%

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그림 부상 발생률-6Ⅲ❙ ❙
단위( : %)

기초조사 농구 경험자, n=256※ 

부상의 기준 심각한 수준 병원진료 입원 수술 등이 수반되는 수준 부터 아주 경미한 : ( , , )※ 

수준 부상 후 바로 스포츠활동 참여가 가능한 수준 별도 조치 없이 자연치유되는 수준( , ) 

까지 모두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부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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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부상발생률 이 여성 에 비해 높게 나타남(70.8%) (30.0%) .

표 응답자 특성별 부상 발생률-6Ⅲ❙ ❙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부상 경험 부상 미경험

전   체 256 64.5 35.5

성별
남성 216 70.8 29.2

여성 40 30.0 70.0

연령

대20 95 68.4 31.6

대30 84 72.6 27.4

대40 49 59.2 40.8

대50 27 37.0 63.0

세60~64 1 0.0 100.0

세 이상65 - - -

기초조사 농구 경험자, n=256※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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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부상 경험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 

 생활스포츠인 조사 의 경우 부상 경험 이 인 반면 전문 ‘ ’ , ‘ ’ 64.5% , ‘◦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는 응답자 중 가 부상 경험 즉 본’ 90.9% , 

인이 지도하는 학생이 부상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단위( : %)

기초조사 생활스포츠 참여자, n=256※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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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경험자 주요 특성2) 

농구 부상 경험은 자주 활동 주 회 이상 월 회 이상 ( 1 46.8%, 1
하는 사람들일수록 회 참여 시 약 분가량 즐기는 사36.7%) , 1 66

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

종목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이상 은 본인의 농구 능10 5 (56.7%)
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 ’ .

종목 경력이 오래될수록 부상 경험자 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경
향을 보여 전반적으로 부상 경험은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 

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부상 경험자 주요 특성-7Ⅲ❙ ❙
단위 분(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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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경험자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1) 

부상 경험자 중 본인의 종목 능숙도를 높게 인식하는 집단일수
록 참여 빈도가 잦고 회 평균 참여시간이 긴 특성을 보임, 1 .

종목 경력 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 그 이상 경력자 집단에 비해 5
회 평균 참여시간이 짧게 나타남1 .

표 종목 관여도별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7Ⅲ❙ ❙
단위 분( : %, )

구분 사례수

참여 빈도
회 평균1

참여시간주 회1
이상

월 회1
이상

분기
회1

이상

반기
회1

이상
비정기

전   체 711 46.8 36.7 5.6 2.7 8.2 65.82

종목 
능숙도

초급 403 41.2 36.2 6.5 4.2 11.9 59.20

중급 226 51.3 39.8 4.9 0.0 4.0 68.74

상급 82 62.2 30.5 3.7 2.4 1.2 90.37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50.8 27.1 8.5 3.4 10.2 61.61

년 이상 년 미만2 -5 76 50.0 40.8 3.9 2.6 2.6 55.91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57.7 34.6 1.9 2.9 2.9 66.00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51.9 32.2 6.3 1.9 7.7 69.22

년 이상20 264 36.7 42.0 6.4 3.0 11.7 66.88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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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2) 

부상 가료기간이 길어질수록 회 평균 참여시간이 길어지는 특1
성을 보임.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8Ⅲ❙ ❙
단위 분( : %, )

구분 사례수

참여 빈도
회 평균1

참여시간주 회1
이상

월 회1
이상

분기
회1

이상

반기
회1

이상
비정기

전   체 711 46.8 36.7 5.6 2.7 8.2 65.82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80.6 14.9 1.5 0.0 3.0 73.76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43.5 42.4 6.8 2.3 5.1 71.15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43.3 37.7 5.8 3.2 10.1 62.67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78.3 20.0 0.0 0.0 1.7 70.92

미착용 651 43.9 38.2 6.1 2.9 8.8 65.35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62.0 26.4 3.3 2.5 5.8 65.60

미확인 590 43.7 38.8 6.1 2.7 8.6 65.87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49.7 38.1 4.8 1.3 6.1 70.60

미실시 333 43.5 35.1 6.6 4.2 10.5 60.4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35.1 40.2 4.1 3.1 17.5 51.07

주 미만 가료1 176 44.9 40.3 6.3 3.4 5.1 62.51

주 가료1-2 217 49.8 34.1 6.0 2.3 7.8 64.28

주 가료3-4 133 48.1 39.8 6.0 1.5 4.5 75.69

주 가료5-8 57 50.9 31.6 7.0 3.5 7.0 81.84

주 이상 가료9 31 61.3 19.4 0.0 3.2 16.1 69.84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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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스포츠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3) 

남성의 회 평균 참여시간이 여성에 비해 길게 나타남1 .

표 기본 특성별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9Ⅲ❙ ❙
단위 분( : %, )

구분 사례수

참여 빈도
회 평균1

참여시간주 회1
이상

월 회1
이상

분기
회1

이상

반기
회1

이상
비정기

전   체 711 46.8 36.7 5.6 2.7 8.2 65.82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42.9 39.8 7.5 0.8 9.0 64.53

저위험 음주군 393 49.6 37.9 4.8 2.3 5.3 66.05

비음주군 185 43.8 31.9 5.9 4.9 13.5 66.27

흡연 
여부

비흡연 326 49.4 31.3 4.3 4.0 11.0 65.80

흡연 385 44.7 41.3 6.8 1.6 5.7 65.85

성별
남성 623 46.2 37.9 5.6 2.6 7.7 66.93

여성 88 51.1 28.4 5.7 3.4 11.4 58.00

연령

대20 118 50.8 32.2 3.4 3.4 10.2 63.59

대30 360 46.9 36.9 7.2 3.1 5.8 67.89

대40 183 47.0 36.1 3.8 2.2 10.9 61.75

대50 45 35.6 48.9 4.4 0.0 11.1 68.33

세 이상60 5 40.0 40.0 20.0 0.0 0.0 96.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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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경험자 관여도별 능숙도 및 경력(4) 

부상자들의 종목 활동 빈도가 잦을수록 회당 활동 시간이 길, 1
수록 종목 활동 경력이 오래 되었을수록 본인의 종목 능숙도를 ,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표 종목 관여도별 능숙도 및 경력-10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능숙도 종목 활동 경력

초급 중급 고급
년2

미만

년2
이상-

년5
미만

년5
이상-

년10
미만

년10
이상-

년20
미만

년20
이상

전   체 711 56.7 31.8 11.5 8.3 10.7 14.6 29.3 37.1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49.8 34.8 15.3 9.0 11.4 18.0 32.4 29.1

월 회 이상1 261 55.9 34.5 9.6 6.1 11.9 13.8 25.7 42.5

개월 당 회2-6 1 59 72.9 18.6 8.5 11.9 8.5 8.5 28.8 42.4

비정기 58 82.8 15.5 1.7 10.3 3.4 5.2 27.6 53.4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71.3 24.4 4.3 10.4 14.6 12.8 25.0 37.2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56.4 34.1 9.5 8.3 10.9 16.3 29.5 35.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46.7 33.1 20.1 5.9 7.1 12.4 31.4 43.2

시간 초과 2 29 34.5 37.9 27.6 10.3 6.9 17.2 37.9 27.6

종목 
능숙도

초급 403 100.0 0.0 0.0 12.4 13.9 17.4 25.1 31.3

중급 226 0.0 100.0 0.0 4.0 8.4 11.5 35.8 40.3

상급 82 0.0 0.0 100.0 0.0 1.2 9.8 31.7 57.3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84.7 15.3 0.0 100.0 0.0 0.0 0.0 0.0

년 이상 년 미만2 -5 76 73.7 25.0 1.3 0.0 100.0 0.0 0.0 0.0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67.3 25.0 7.7 0.0 0.0 100.0 0.0 0.0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48.6 38.9 12.5 0.0 0.0 0.0 100.0 0.0

년 이상20 264 47.7 34.5 17.8 0.0 0.0 0.0 0.0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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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능숙도 및 경력(5) 

종목 능숙도가 높아질수록 부상 가료기간이 길어지는 특성을 보
임.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능숙도 및 경력-11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능숙도 종목 활동 경력

초급 중급 고급
년2

미만

년2
이상-

년5
미만

년5
이상-

년10
미만

년10
이상-

년20
미만

년20
이상

전   체 711 56.7 31.8 11.5 8.3 10.7 14.6 29.3 37.1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49.3 38.8 11.9 16.4 17.9 20.9 23.9 20.9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46.3 36.2 17.5 6.2 9.0 16.9 31.6 36.2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61.7 29.1 9.2 7.9 10.3 12.8 29.1 39.8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41.7 40.0 18.3 3.3 15.0 23.3 30.0 28.3

미착용 651 58.1 31.0 10.9 8.8 10.3 13.8 29.2 37.9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48.8 39.7 11.6 9.9 15.7 15.7 24.0 34.7

미확인 590 58.3 30.2 11.5 8.0 9.7 14.4 30.3 37.6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50.0 37.0 13.0 7.4 13.2 14.6 28.8 36.0

미실시 333 64.3 25.8 9.9 9.3 7.8 14.7 29.7 38.4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66.0 28.9 5.2 10.3 10.3 17.5 30.9 30.9

주 미만 가료1 176 60.2 31.3 8.5 10.8 12.5 16.5 27.8 32.4

주 가료1-2 217 59.4 31.8 8.8 9.2 12.0 10.6 28.6 39.6

주 가료3-4 133 45.9 34.6 19.5 4.5 7.5 21.1 32.3 34.6

주 가료5-8 57 47.4 36.8 15.8 3.5 10.5 8.8 26.3 50.9

주 이상 가료9 31 51.6 22.6 25.8 6.5 6.5 6.5 29.0 51.6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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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능숙도 및 경력(6) 

전반적으로 남성의 종목 능숙도가 여성 대비 높고 종목 활동 경
력 또한 더 오래 된 것으로 조사됨.

표 기본 특성별 능숙도 및 경력-12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능숙도 종목 활동 경력

초급 중급 고급
년2

미만

년2
이상-

년5
미만

년5
이상-

년10
미만

년10
이상-

년20
미만

년20
이상

전   체 711 56.7 31.8 11.5 8.3 10.7 14.6 29.3 37.1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50.4 37.6 12.0 6.0 5.3 14.3 30.8 43.6

저위험 음주군 393 55.0 33.8 11.2 6.6 13.2 15.0 31.0 34.1

비음주군 185 64.9 23.2 11.9 13.5 9.2 14.1 24.3 38.9

흡연 
여부

비흡연 326 60.1 29.8 10.1 11.7 12.0 13.8 31.0 31.6

흡연 385 53.8 33.5 12.7 5.5 9.6 15.3 27.8 41.8

성별
남성 623 54.7 32.7 12.5 5.9 9.5 14.1 29.2 41.3

여성 88 70.5 25.0 4.5 25.0 19.3 18.2 29.5 8.0

연령

대20 118 63.6 24.6 11.9 13.6 20.3 20.3 45.8 0.0

대30 360 51.7 35.8 12.5 8.9 8.9 12.5 35.0 34.7

대40 183 60.1 29.5 10.4 6.0 8.2 16.4 12.0 57.4

대50 45 60.0 31.1 8.9 0.0 11.1 8.9 11.1 68.9

세 이상60 5 100.0 0.0 0.0 0.0 0.0 20.0 20.0 6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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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부상 횟수

농구 부상 경험자들은 부상 부위와 종류 정도를 막론하고 연 , 
평균 약 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2.25 .

구간 별로 살펴보면 회 가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회 ‘1 ’ 48.2% ‘3
이상 회 의 순으로 조사됨’(26.6%), ‘2 ’(25.2%) .

그림 연간 부상 횟수-8Ⅲ❙ ❙
단위 회(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부상 횟수 집계 기준 심각한 수준부터 아주 경미한 수준을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의 부: ※ 

상 발생 횟수 병원 진료 의약처방 및 투여 여부 등과 관계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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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연간 부상 횟수1) 

종목 활동 빈도가 잦을수록 회당 활동시간이 길수록 종목 능, 1 , 
숙도가 높을수록 부상 횟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종목 관여도별 연간 부상 횟수-13Ⅲ❙ ❙
단위 회( : %, )

구분 사례수 회1 회2 회 이상3
연평균 
횟수

전   체 711 48.2 25.2 26.6 2.25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34.8 31.2 33.9 2.63

월 회 이상1 261 52.5 23.8 23.8 2.13

개월 당 회2-6 1 59 74.6 10.2 15.3 1.47

비정기 58 79.3 12.1 8.6 1.4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64.6 16.5 18.9 1.84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48.4 27.8 23.8 2.13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36.1 26.0 37.9 2.63

시간 초과 2 29 24.1 37.9 37.9 3.83

종목 
능숙도

초급 403 51.6 25.1 23.3 2.03

중급 226 47.8 25.7 26.5 2.42

상급 82 32.9 24.4 42.7 2.82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74.6 16.9 8.5 1.53

년 이상 년 미만2 -5 76 44.7 31.6 23.7 2.43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42.3 27.9 29.8 2.26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44.7 26.0 29.3 2.22

년 이상20 264 48.5 23.5 28.0 2.38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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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연간 부상 횟수2) 

부상 상황 및 정도에 따른 연간 부상횟수에는 유의할만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연간 부상 횟수-14Ⅲ❙ ❙
단위 회( : %, )

구분 사례수 회1 회2 회 이상3
연평균 
횟수

전   체 711 48.2 25.2 26.6 2.25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35.8 38.8 25.4 2.69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43.5 26.0 30.5 2.33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51.8 22.9 25.3 2.16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28.3 36.7 35.0 2.53

미착용 651 50.1 24.1 25.8 2.22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40.5 23.1 36.4 2.60

미확인 590 49.8 25.6 24.6 2.18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39.9 28.8 31.2 2.54

미실시 333 57.7 21.0 21.3 1.92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83.5 9.3 7.2 1.47

주 미만 가료1 176 51.1 23.9 25.0 2.03

주 가료1-2 217 43.8 32.7 23.5 2.16

주 가료3-4 133 28.6 31.6 39.8 2.76

주 가료5-8 57 35.1 17.5 47.4 3.72

주 이상 가료9 31 61.3 16.1 22.6 1.68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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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연간 부상 횟수3) 

기본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연간 부상횟수에는 유의할만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음.

표 기본 특성별 연간 부상 횟수-15Ⅲ❙ ❙
단위 회( : %, )

구분 사례수 회1 회2 회 이상3
연평균 
횟수

전   체 711 48.2 25.2 26.6 2.25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48.1 27.1 24.8 2.14

저위험 음주군 393 46.3 26.5 27.2 2.26

비음주군 185 52.4 21.1 26.5 2.30

흡연 
여부

비흡연 326 51.8 22.4 25.8 2.21

흡연 385 45.2 27.5 27.3 2.29

성별
남성 623 47.5 25.4 27.1 2.23

여성 88 53.4 23.9 22.7 2.41

연령

대20 118 45.8 26.3 28.0 2.12

대30 360 50.6 24.4 25.0 2.22

대40 183 50.8 24.6 24.6 2.23

대50 45 31.1 31.1 37.8 2.76

세 이상60 5 0.0 20.0 80.0 3.6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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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선수 명 기준 년간 부상사고 발생횟수1 , 1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생활 스포츠‘ ’ , ‘◉ 

인 조사 의 경우 회 응답이 로 가장 높았으나 전’ ‘1 ’ 48.2% , ‘

문 체육 지도자 조사의 경우 회 가 로 가장 높음’ ‘2 ’ 45.5%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에서 평균 부상 횟수는 회로‘ ’ 1.82 , ◦ 

생활 스포츠인 조사 의 평균 회 보다 비슷하나 낮게 나타‘ ’ (2.25 )

남.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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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상 정도 주관적 인식 기준( )

부상 경험자 명 중 약 명 이상 은 본인 스스로 판단10 6 (65.0%)
한 주관적 부상 정도를 경증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통 정‘ ’ ‘ ’ 

도의 부상은 중증 부상 비율은 로 조사됨28.7%, ‘ ’ 9.6% .

그림 부상 정도 주관적 인식 기준-9 ( )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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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정도1) 

종목 활동 빈도가 잦을수록 회당 활동시간이 길수록 종목 능, 1 , 
숙도가 높을수록 중증 부상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정도 주관적 인식 기준-16 (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중증 부상 보통 부상 경증 부상

전   체 711 9.6 28.7 65.0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12.3 29.1 61.6

월 회 이상1 261 8.0 27.2 67.8

개월 당 회2-6 1 59 3.4 37.3 64.4

비정기 58 6.9 24.1 72.4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6.7 22.0 75.6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7.2 29.2 66.2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14.2 33.7 56.2

시간 초과 2 29 27.6 31.0 41.4

종목 
능숙도

초급 403 4.5 25.1 72.2

중급 226 11.5 33.6 60.2

상급 82 29.3 32.9 42.7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13.6 20.3 72.9

년 이상 년 미만2 -5 76 3.9 34.2 64.5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7.7 26.9 68.3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8.7 29.8 65.9

년 이상20 264 11.7 28.8 61.4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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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정도2) 

안전장비 착용자 준비운동 실시자의 중증 부상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게 조사됨.

부상 정도가 중해질수록 부상 가료기간 역시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정도 주관적 인식 기준-17 (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중증 부상 보통 부상 경증 부상

전   체 711 9.6 28.7 65.0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16.4 25.4 59.7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14.1 27.7 63.3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6.9 29.6 66.4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21.7 31.7 55.0

미착용 651 8.4 28.4 65.9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8.3 28.9 66.1

미확인 590 9.8 28.6 64.7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11.1 27.8 64.6

미실시 333 7.8 29.7 65.5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3.1 18.6 80.4

주 미만 가료1 176 2.3 25.0 74.4

주 가료1-2 217 9.2 29.0 65.9

주 가료3-4 133 12.0 37.6 56.4

주 가료5-8 57 19.3 29.8 50.9

주 이상 가료9 31 45.2 38.7 19.4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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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부상 정도3) 

기본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부상 정도에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기본 특성별 부상 정도 주관적 인식 기준-18 (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중증 부상 보통 부상 경증 부상

전   체 711 9.6 28.7 65.0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9.8 27.1 65.4

저위험 음주군 393 8.1 28.2 66.9

비음주군 185 12.4 30.8 60.5

흡연 
여부

비흡연 326 9.8 30.1 62.9

흡연 385 9.4 27.5 66.8

성별
남성 623 9.8 29.2 64.4

여성 88 8.0 25.0 69.3

연령

대20 118 12.7 27.1 64.4

대30 360 11.1 33.1 59.4

대40 183 5.5 21.9 75.4

대50 45 6.7 24.4 68.9

세 이상60 5 .0 40.0 6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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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부상 부위

농구를 통해 발생되는 부상은 주로 손 과 머리 안면부 ‘ ’(49.8%) ‘ (
포함 발목 부위에 발생되고 있음’(35.7%), ‘ ’(35.3%) .

그림 부상 부위-10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머리 안면부 포함 두피 눈 코 입 치아 귀 이마 턱 광대 뺨 등 ( ) : , , , , , , , , ( ) ※ 

안면부를 포함 이하 머리 로 언급된 모든 부분 동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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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부위1)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 부위 부상의 경우 많이 뛸, 
수록 경력이 오래 되었을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머리 안면부 포함 부상과 발목 부상은 자주 많이 뛸수록 당할 ( ) ,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부위-19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
례
수

머리
안(

면부 
포함

)

목
상
반
신

어
깨

위
팔

팔
꿈
치

아
래
팔

손
목

손
고
관
절

하
체
상
부

무
릎

하
체
하
부

발
목

발

전   체 711 35.7 3.0 17.2 9.3 1.8 6.8 2.7 19.3 49.8 0.6 5.3 14.8 6.6 35.3 8.0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51.4 4.8 23.7 9.6 3.0 7.8 2.1 20.4 51.4 0.9 6.6 17.7 8.4 33.6 11.4

월 회 이상1 261 28.0 1.1 13.8 10.0 0.8 6.9 3.4 20.3 47.1 0.4 4.2 13.4 6.1 39.8 6.1

개월 당 회2-6 1 59 8.5 0.0 6.8 1.7 1.7 5.1 3.4 13.6 59.3 0.0 3.4 10.2 1.7 28.8 3.4

비정기 58 8.6 3.4 5.2 12.1 0.0 1.7 1.7 13.8 43.1 0.0 5.2 8.6 3.4 31.0 1.7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32.9 3.0 12.2 7.3 1.2 3.7 1.8 17.1 40.2 0.0 5.5 9.8 3.7 28.7 4.3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33.2 2.3 17.2 10.0 2.0 6.9 3.2 18.3 49.3 0.3 4.9 14.9 6.0 35.0 5.7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39.6 4.1 20.7 9.5 1.2 8.3 3.0 25.4 61.5 1.2 5.9 18.3 8.9 41.4 14.2

시간 초과 2 29 58.6 3.4 24.1 10.3 6.9 13.8 0.0 6.9 41.4 3.4 6.9 20.7 17.2 41.4 20.7

종목 
능숙도

초급 403 30.5 2.0 15.6 9.4 1.5 6.7 2.0 18.9 52.6 0.7 4.2 13.2 4.0 32.3 7.2

중급 226 42.0 4.0 17.7 9.3 2.7 7.1 2.2 21.2 39.4 0.0 7.1 13.7 11.9 32.7 8.4

상급 82 43.9 4.9 23.2 8.5 1.2 6.1 7.3 15.9 64.6 1.2 6.1 25.6 4.9 57.3 11.0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15.3 0.0 6.8 5.1 0.0 10.2 3.4 13.6 37.3 3.4 1.7 6.8 1.7 40.7 3.4

년 이상 년 미만2 -5 76 40.8 2.6 19.7 10.5 5.3 3.9 2.6 11.8 35.5 0.0 3.9 21.1 7.9 27.6 10.5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53.8 2.9 16.3 13.5 3.8 7.7 1.9 17.3 47.1 0.0 6.7 12.5 7.7 25.0 9.6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32.7 5.8 18.3 8.7 1.0 8.7 0.5 26.4 51.4 0.5 5.3 12.5 10.1 33.2 6.3

년 이상20 264 34.1 1.5 18.2 8.7 1.1 4.9 4.5 17.8 56.4 0.4 6.1 17.4 4.2 42.0 9.1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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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부위2) 

농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손 머리 안면부 포함 발목부상 모두 , ( ), 
타 부위 대비 보다 많은 가료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당했

을 시 심한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부위-20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
례
수

머리
안(

면부
포함

)

목
상
반
신

어
깨

위
팔

팔
꿈
치

아
래
팔

손
목

손
고
관
절

하
체
상
부

무
릎

하
체
하
부

발
목

발

전   체 71135.7 3.0 17.2 9.3 1.8 6.8 2.7 19.349.8 0.6 5.3 14.8 6.6 35.3 8.0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83.6 6.0 29.9 6.0 4.5 9.0 4.5 7.5 22.4 1.5 7.5 19.4 6.0 20.9 9.0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32.8 2.8 18.6 9.6 1.7 7.3 1.1 22.655.4 1.1 6.8 16.4 6.2 42.4 7.9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30.0 2.6 14.8 9.6 1.5 6.2 3.0 19.751.6 0.2 4.5 13.5 6.9 34.7 7.9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81.710.040.0 8.3 3.3 3.3 1.7 16.736.7 1.7 3.3 20.010.0 8.3 6.7

미착용 65131.5 2.3 15.1 9.4 1.7 7.1 2.8 19.551.0 0.5 5.5 14.3 6.3 37.8 8.1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62.8 5.8 27.3 8.3 3.3 5.0 5.0 19.839.7 0.0 6.6 17.4 6.6 28.1 7.4

미확인 59030.2 2.4 15.1 9.5 1.5 7.1 2.2 19.251.9 0.7 5.1 14.2 6.6 36.8 8.1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36.8 4.0 22.0 9.8 1.9 6.6 2.4 19.852.1 0.5 5.0 17.5 8.5 39.411.4

미실시 33334.5 1.8 11.7 8.7 1.8 6.9 3.0 18.647.1 0.6 5.7 11.7 4.5 30.6 4.2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20.6 2.1 9.3 7.2 1.0 7.2 2.1 17.532.0 0.0 5.2 10.3 3.1 16.5 3.1

주 미만 가료1 17639.8 2.3 18.810.8 2.3 6.8 4.5 23.340.9 0.0 4.5 10.2 5.1 29.5 4.0

주 가료1-2 21735.9 2.8 18.4 6.9 1.4 6.5 0.9 18.947.0 0.9 4.1 13.4 5.1 37.3 6.0

주 가료3-4 13344.4 3.8 20.310.5 0.8 8.3 5.3 18.859.4 0.8 8.3 22.612.045.115.8

주 가료5-8 57 40.4 7.0 21.1 8.8 7.0 7.0 0.0 17.594.7 1.8 8.8 19.312.350.921.1

주 이상 가료9 31 12.9 0.0 3.2 19.4 0.0 0.0 0.0 9.7 51.6 0.0 0.0 22.6 3.2 41.9 3.2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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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 주요 부상 부위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 ’ ‘ ’ ◉ 

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생활스포츠인 조사 의 경우 손 머리 안면부 포‘ ’ ‘ ’(49.8%), ‘ (◦ 

함 발목 등의 순이며 전문 체육 지도자 )’(35.7%), ‘ ’(35.7%) , ‘

조사 의 경우에는 발목 손 등의 순으로 전’ ‘ ’(100.0%), ‘ ’(54.5%) 

체적인 경향은 비슷하나 비율의 차이를 보임 한편 학교안전, . , ‘

공제중앙회 의 자료에서는 발 무릎 머리’ ‘ ’(34.2%), ‘ ’(19.2%), ‘

안면부 포함 등의 순으로 나타남( )’(16.7%) . 

세 자료를 모두 살펴본 결과 손 머리 안면부 포함 무릎 , ‘ ’, ‘ ( )’, ‘ ’ ◦ 
등의 부위 부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단위( : %) 

부상부위 는 생활 스포츠인 조사의 리코드 재분류 원칙을 따랐으며‘ ’ ‘ ’ ( ) , ※ 

그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음 제시되지 않은 부위는 단일 부위임. ( )

머리 안면 포함 두피 눈 코 입 치아 귀 이마 턱 광대 뺨- ( ) : , , , , , , , , /

상반신 가슴 배 등 허리- : , , , 

손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톱- : , , , 

하체 상부 엉덩이 허벅지 사타구니 하부 정강이 종아리 아킬레스 건- : , , / : , , 

발 발바닥 발등 발가락 발톱- :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부상 학생수, n=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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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부상 종류

농구를 통해 발생되는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염좌 로 ‘ ’(87.6%)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통증 좌상 등의 순으, ‘ ’(34.6%), ‘ ’(20.0%) 

로 나타남.

그림 부상 종류-11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이상 응답된 부상 종류만 제시함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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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종류1) 

염좌와 통증 등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부상 종류의 경우, 
자주 많이 할수록 능숙도가 높을수록 활동 경력이 오래 되었, , , 

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종류-21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염좌
삠( )

통증
좌상

타박상( )
찰과상
긁힘( )

골절
열상

찢어짐( )
출혈

탈구
빠짐( )

전   체 711 87.6 34.6 20.0 18.6 18.4 10.4 8.0 6.0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87.1 42.6 24.3 21.6 24.6 13.8 12.3 7.8

월 회 이상1 261 94.3 29.5 16.5 17.6 16.1 10.0 5.4 6.1

개월 당 회2-6 1 59 78.0 23.7 10.2 15.3 10.2 0.0 1.7 0.0

비정기 58 70.7 22.4 20.7 8.6 1.7 3.4 1.7 1.7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70.1 29.9 14.6 14.0 14.0 9.1 5.5 4.3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88.3 31.2 19.8 17.2 18.1 10.6 8.3 4.6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104.1 39.1 24.9 27.2 23.7 11.8 8.3 10.7

시간 초과 2 29 82.8 75.9 24.1 10.3 17.2 6.9 17.2 6.9

종목 
능숙도

초급 403 82.6 36.0 17.9 17.9 15.1 6.9 6.9 5.0

중급 226 84.1 31.0 21.2 18.6 21.2 15.5 11.1 6.2

상급 82 92.0 37.8 26.8 22.0 26.8 13.4 4.9 11.0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67.8 30.5 8.5 11.9 8.5 5.1 3.4 6.8

년 이상 년 미만2 -5 76 50.0 38.2 18.4 21.1 25.0 13.2 6.6 9.2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78.8 42.3 26.9 16.3 20.2 20.2 8.7 3.8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93.3 38.5 18.8 14.9 21.6 8.7 9.1 7.2

년 이상20 264 95.9 28.4 21.2 23.1 15.5 8.3 8.3 4.9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이상 응답된 부상 종류만 제시함5% ※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농구-

56 |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종류2) 

부상 당시의 상황에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부상 종류가 나타
나고 있음.

◦ 부상 당시 지도자 숙련자의 관여도 안전장비 착용여부와 환경위험 / , 

사전 확인 여부 준비운동 실시여부 등의 부상 상황별에 따른 부상 종, 

류에 유의할 만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가료기간 역시 동일한 부상 종류 내에서도 다양한 가료 기간이 , 
나타나고 있어 같은 종류의 부상이라 하더라도 부상의 경중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종류-22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염좌
삠( )

통증
좌상
타박상( )

찰과상
긁힘( )

골절
열상
찢어짐( )

출혈
탈구
빠짐( )

전   체 711 87.6 34.6 20.0 18.6 18.4 10.4 8.0 6.0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47.8 46.3 20.9 20.9 17.9 19.4 16.4 13.4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94.0 24.9 25.4 21.5 19.8 13.6 5.1 7.9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87.2 36.6 17.8 17.1 18.0 7.9 7.9 4.3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65.0 43.3 31.7 23.3 18.3 13.3 20.0 11.7

미착용 651 89.7 33.8 18.9 18.1 18.4 10.1 6.9 5.5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71.9 30.6 33.1 17.4 24.8 16.5 17.4 13.2

미확인 590 90.8 35.4 17.3 18.8 17.1 9.2 6.1 4.6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99.2 34.1 22.8 19.3 20.9 11.6 7.7 6.9

미실시 333 74.5 35.1 16.8 17.7 15.6 9.0 8.4 5.1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55.7 24.7 17.5 18.6 4.1 2.1 6.2 1.0

주 미만 가료1 176 85.8 32.4 18.8 23.9 9.7 8.0 7.4 5.7

주 가료1-2 217 90.3 33.6 18.4 13.4 13.4 11.1 10.6 6.0

주 가료3-4 133 94.5 49.6 22.6 21.1 28.6 16.5 9.0 10.5

주 가료5-8 57 98.0 35.1 31.6 24.6 52.6 15.8 5.3 7.0

주 이상 가료9 31 58.1 19.4 12.9 3.2 41.9 9.7 0.0 3.2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이상 응답된 부상 종류만 제시함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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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 주요 부상 종류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 ’ ‘ ’ ◉ 

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자료는 모두 이상만 ( 5% 

제시함). 

 생활스포츠인 조사 의 경우 염좌 통증 좌‘ ’ ‘ ’(87.6%), ‘ ’(34.6%), ‘◦ 

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역시 ’(20.0%) , ‘ ’ 

염좌 통증 등의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100.0%), ‘ ’(45.5%) . 

한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를 살펴보면 골절, ‘ ’ , ‘ ’(22.8%), 

염좌 파열 의 순임‘ ’(12.5%), ‘ ’(13.5%)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에서‘ ’ ‘ ’ 

는 기타 비율이 이상으로 높은데 이는 실제 기타‘ ’ 40~50% , ‘ ’ 

응답자와 응답 미기재 응답자 가 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임‘ ’ .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부상 학생수, n=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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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장 심각한 부상부위 및 종류 유형

농구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하여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한 결과 손가락 염좌, ‘ ’

와 발목 염좌 가 각 로 높게 조사됨‘ ’ 15.8%, 15.6% .

◦ 다음으로 손목 염좌 손가락 골절 발목 골절 및 발‘ ’(5.8%), ‘ ’(5.5%), ‘ ’ ‘

목 통증 각 등의 순으로 조사됨’( 2.0%) .

그림 가장 심각한 부상 부위 및 종류-12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이상 응답된 부상 종류만 제시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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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전체적
으로 연간 회 가량 반복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1.35 .

많이 발생하는 부상 유형 기준으로 특히 손목 염좌 회 이상 비(3
율 평균 회 와 손가락 골절 회 이상 비율 7.3%, 1.44 ) (3 10.3%, 

평균 회 등은 높은 반복 발생 빈도를 보이는 등 많이 발생1.31 ) 

하면서도 같은 유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당하는 부상으로 판

단할 수 있음.

표 가장 심각한 부상유형의 반복발생 빈도-23Ⅲ❙ ❙
단위 회( : %, )

구   분 사례수 회1 회2 회 이상3 평균 횟수

전   체 711 77.1 16.5 6.5 1.35

손가락 염좌 삠( ) 112 81.3 16.1 2.7 1.21

발목 염좌 삠( ) 111 76.6 18.9 4.5 1.29

손목 염좌 삠( ) 41 68.3 24.4 7.3 1.44

손가락 골절 39 84.6 5.1 10.3 1.31

발목 골절 14 78.6 14.3 7.1 1.29

발목 통증 14 85.7 7.1 7.1 1.21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이상 응답된 부상 종류만 제시함2%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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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주요 부위별 부상 종류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 ’ ◉ 

같음 생활스포츠인 조사 는 이상 전문 체육 지도자 (‘ ’ 2% / ‘

조사 는 만 제시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경우 ’ top10 . ‘ ’

사례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생활 스포츠인 조사 에서는 손가락 골절 이 가장 높게 나타났‘ ’ ‘ ’◦ 

으나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는 발목 염좌 가 가장 높게 , ‘ ’ ‘ ’

나타남 그러나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손가락 염좌 와 발목 . , ‘ ’ ‘

염좌 는 모두 높게 나타남’ .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전문체육지도자조사 복수응답으로만 질문함 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생활스포츠인 ( )※ 

조사 역시 복수응답 결과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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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상의 직접적 원인1)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사람과 충돌 이 공에 맞음‘ ’ 37.0%, ‘ ’
이 로 높게 나타나 농구를 통해 부상을 입는 사람 명 중 35.0% 3

명은 시합이나 훈련 중 다른 플레이어와의 충돌 혹은 공에 맞1

아서 부상을 입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는 점프 후 착지를 잘못함 미끄러져 넘어, ‘ ’(21.9%), ‘

짐 주변 시설과 충돌 등의 순으로 조사됨’(19.1%), ‘ ’(11.0%) .

그림 부상 원인-13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1) 본 장부터 절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이유 까지는 절 가장 심각 “4 -8. ” “2 -6. 
한 부상 종류 유형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응답된 결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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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원인1)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 관여도 변인에서 사람과 충돌 로 인‘ ’
한 부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람과 충돌 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는 비율은 활동 주기가 잦을‘ ’
수록 회당 활동시간이 길수록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높아지, 1 , 

는 경향을 보임.

공에 맞음 은 초급 능숙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원인-24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사람과
충돌  

공에
맞음 

점프 
후

착지를
잘못함 

미끄
러져
넘어짐 

주변
시설과
충돌 

무리한
동작 

운동 
장비에
충돌 
또는
맞음 

떨어짐 
물체에
걸려
넘어짐 

자동차/
자전거
등과 
충돌 

전   체 711 37.0 35.0 21.9 19.1 11.0 9.1 8.3 3.5 3.4 2.5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41.7 33.0 21.6 22.2 18.0 8.7 12.3 5.4 4.8 4.8

월 회 이상1 261 33.7 34.9 23.8 18.8 6.5 8.0 5.0 2.7 1.9 0.8

개월 당 회2-6 1 59 35.6 42.4 16.9 15.3 1.7 6.8 3.4 0.0 3.4 0.0

비정기 58 25.9 39.7 20.7 6.9 0.0 19.0 5.2 0.0 1.7 0.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29.9 42.1 15.9 13.4 7.9 13.4 9.1 1.8 3.0 3.0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36.1 32.7 23.8 21.5 10.6 6.3 7.7 5.2 3.4 2.6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44.4 35.5 23.1 20.7 13.0 10.7 8.3 2.4 4.1 1.8

시간 초과 2 29 44.8 20.7 27.6 13.8 20.7 10.3 10.3 0.0 0.0 3.4

종목 
능숙도

초급 403 32.5 37.5 19.1 19.6 9.7 8.4 9.4 2.7 3.0 1.7

중급 226 41.2 32.3 21.7 19.5 12.8 7.1 7.1 4.4 4.4 4.4

상급 82 47.6 30.5 36.6 15.9 12.2 18.3 6.1 4.9 2.4 1.2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32.2 16.9 20.3 22.0 10.2 6.8 3.4 3.4 5.1 3.4

년 이상 년 미만2 -5 76 28.9 38.2 22.4 27.6 17.1 7.9 13.2 9.2 7.9 5.3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38.5 36.5 16.3 19.2 11.5 7.7 13.5 3.8 3.8 3.8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42.3 36.5 21.6 18.3 10.1 9.1 7.7 3.4 1.4 1.9

년 이상20 264 35.6 36.4 24.6 16.7 9.8 10.6 6.4 1.9 3.0 1.5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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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원인2) 

농구에서의 부상은 부상 당시의 상황 즉 부상 대비를 보다 철, 
저히 했다고 해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여러 부상 상황별로 다양한 원인들이 일정한 패턴 없이 높고 낮은 특

성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부상이라 하더라도 부상의 경중은 다
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원인-25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사람과
충돌  

공에
맞음 

점프 
후

착지를
잘못함 

미끄
러져
넘어짐 

주변
시설과
충돌 

무리한
동작 

운동 
장비에
충돌 
또는
맞음 

떨어짐 
물체에
걸려
넘어짐 

자동차/
자전거
등과 
충돌 

전   체 711 37.0 35.0 21.9 19.1 11.0 9.1 8.3 3.5 3.4 2.5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29.9 34.3 20.9 28.4 25.4 10.4 28.4 10.4 9.0 11.9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45.2 33.3 22.0 22.6 7.9 9.0 6.8 3.4 3.4 1.1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34.9 35.8 22.1 16.5 10.1 9.0 6.0 2.6 2.6 1.7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51.7 35.0 11.7 23.3 31.7 10.0 30.0 13.3 5.0 8.3

미착용 651 35.6 35.0 22.9 18.7 9.1 9.1 6.3 2.6 3.2 2.0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37.2 33.9 19.0 24.0 28.1 9.1 20.7 5.0 7.4 9.1

미확인 590 36.9 35.3 22.5 18.1 7.5 9.2 5.8 3.2 2.5 1.2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40.2 36.5 26.5 20.1 10.8 9.3 9.3 4.0 5.8 3.7

미실시 333 33.3 33.3 16.8 18.0 11.1 9.0 7.2 3.0 0.6 1.2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30.9 32.0 10.3 11.3 6.2 12.4 10.3 0.0 1.0 1.0

주 미만 가료1 176 38.1 35.2 18.8 19.9 9.1 6.8 6.8 6.3 2.8 1.7

주 가료1-2 217 34.6 39.2 25.8 23.0 15.7 7.8 9.2 4.1 4.1 4.1

주 가료3-4 133 45.1 36.1 25.6 18.0 12.0 11.3 12.0 3.0 4.5 3.0

주 가료5-8 57 36.8 28.1 33.3 17.5 8.8 3.5 1.8 1.8 3.5 1.8

주 이상 가료9 31 32.3 22.6 12.9 19.4 3.2 22.6 0.0 0.0 3.2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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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부상 원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 

 생활스포츠인 조사 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결과 모두 사람과 ‘ ’ ‘ ’ ‘◦ 

충돌 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생활 스포츠인 조사 의 경’ . ‘ ’

우 공에 맞음 점프 후 착지를 잘못함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 ’, ‘ ’ 

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결과에서는 주변 시설과 충돌 물체, ‘ ’ ‘ ’, ‘

에 걸려 넘어짐 미끄러져 넘어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 

단위(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의 경우 이미 소분류가 되어 있는 로‘ ’ , data , ※ 

최대한 생활 스포츠인 조사와 비교가능하게 리코드 재분류 함‘ ’ ( ) . 

그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음. 

미끄러져 넘어짐 미끄러져 넘어짐 아스팔트 자갈 빙판 등의 분류 - : _ , , 

물체에 걸려 넘어짐 넘어짐 아스팔트 자갈 빙판 등의 분류 - : _ , , 

떨어짐 떨어짐 아스팔트 자갈 빙판 등의 분류 - : _ , , 

충돌 접촉 물체와의 충돌 등 - : , 

기타 질식 정신적 장애 전류 방사선 노출 등 - :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부상 학생수, n=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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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상 수준

농구를 통해 부상을 당하는 경우 명 중 약 명 정도는 개인, 10 6
의 주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증 부상 을 당하고 있는 것으‘ ’

로 조사되었으며 연 평균 약 회가량의 부상을 당하고 있음2.3 .

부상을 당한 이후 치료를 위한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원56,625
이고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주 가 가장 많고 다음으‘1-2 ’(30.5%)

로 주 미만 이며 주 도 로 비교적 높음‘1 ’(24.8%) ‘3-4 ’ 18.7% .

그림 부상 수준-14Ⅲ❙ ❙
단위 회 원( :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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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수준1) 

자주 할수록 회 당 활동 시간이 길수록 부상 수준이 높게 나, 1
타나고 있음.

◦ 종목 활동 빈도가 잦을수록 회당 활동 시간이 길수록 보통 이상 부, 1

상 발생률 연간 부상횟수 치료비 개인부담액 주 이상 가료비율 모, , , 3

두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본인의 종목 능숙도를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부상의 심각
도 역시 높게 나타나 본인의 능숙도를 스스로 과대평가했을 가

능성과 높은 능숙도를 보일수록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 될 소지

가 높은 고난이도 동작을 자주 행할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고 있

음.

◦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부상 수준 측정 지표 모두가 높게 나타남.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수준-26Ⅲ❙ ❙
구분 사례수

부상 정도
보통 이상( )

연간 부상 
횟수

치료비
개인부담액

주 이상3
가료비율

% 회 원 %

전   체 711 38.3 2.25 56,625 31.1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41.4 2.63 75,266 33.6

월 회 이상1 261 35.2 2.13 40,260 29.5

개월 당 회2-6 1 59 40.7 1.47 30,116 28.8

비정기 58 31.0 1.40 35,953 25.9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28.7 1.84 42,047 22.6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36.4 2.13 53,350 28.4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47.9 2.63 67,237 40.2

시간 초과 2 29 58.6 3.83 107,356 58.6

종목 
능숙도

초급 403 29.5 2.03 47,794 25.8

중급 226 45.1 2.42 59,535 32.7

상급 82 62.2 2.82 88,236 52.4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33.9 1.53 61,200 16.9

년 이상 년 미만2 -5 76 38.2 2.43 51,279 23.7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34.6 2.26 61,106 33.7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38.5 2.22 54,778 32.2

년 이상20 264 40.5 2.38 56,963 34.5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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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별 부상 수준2) 

전반적인 부상 당시의 상황에 따른 부상의 수준은 큰 차이 없이 
고르게 나타남.

표 부상 상황별 부상 수준-27Ⅲ❙ ❙
구분 사례수

부상 정도
보통 이상( )

연간 부상 
횟수

치료비
개인부담액

주 이상3
가료비율

% 회 원 %

전   체 711 38.3 2.25 56,625 31.1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41.8 2.69 71,787 23.9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41.8 2.33 57,020 39.5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36.4 2.16 53,932 28.9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53.3 2.53 61,820 25.0

미착용 651 36.9 2.22 56,082 31.6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37.2 2.60 63,541 24.8

미확인 590 38.5 2.18 55,135 32.4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38.9 2.54 60,248 35.4

미실시 333 37.5 1.92 51,829 26.1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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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신체 부위별 훈련 강도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 각 신체부위별 훈련강도를 질‘ ’

문한 결과 허벅지 와 종아리 부분에 대한 강, ‘ ’(4.45) ‘ ’(4.36) 

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목 가슴 부위의 강도가 약한 것으로 ‘ ’(2.18), ‘ ’(2.55) ◦ 

나타남.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만 질문한 문항이며 ‘ ’ , ◦ 

각 신체부위별로 임n=11 .

단위 점( :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상단 네모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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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가장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훈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 가장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 ’◉ 

훈련을 질문한 결과 근력 훈련 이 유산소 훈련 이 , ‘ ’ 27.3%, ‘ ’

로 가장 높게 나타남27.3% .

 이어 유연성 훈련 근지구력 훈련 등의 순임‘ ’(18.2%), ‘ ’(9.1%) .◦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 ’ .◦ 

단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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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같은 동작 반복 충돌로 인한 부상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 긴 시간동안 같은 부위를 많‘ ’◉ 

이 사용하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상의 

비율과 동작의 실수 훈련 경기 중 충돌 등에 의해 갑자기 ‘ , /

발생하는 부상 의 비율의 합을 로 두고 각의 비율을 ’ 100% , 

질문한 결과 갑자기 발생 부상 비율이 로 더 높게 , ‘ ’ 60.0%

나타남.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 ’ .◦ 

단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구분 반복동작 부상 빈도 갑자기 발생 부상 빈도
전체 50.9 49.1
농구 34.6 65.4

사이클 37.7 62.3
스키 51.4 48.6

태권도 33.1 66.9
보디빌딩 64.6 35.4

농구 39.5 60.5
육상 55.8 44.2
수영 61.7 38.3
야구 73.2 26.8

테니스 63.6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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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 현황

부상 당시의 운동 시작 전 사고예방을 위해 행했던 활동으로 가
장 높은 행동은 준비운동 실시 인 것으로 나타남‘ ’(53.2%) .

◦ 다음으로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 ’(17.0%), ‘

착용 안전 매뉴얼 확인 의 순으로 조사되어 준비운동’(8.4%), ‘ ’(3.9%) ‘ ’

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예방활동의 실시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행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로 나타, 34.3%

나 농구 부상경험자 명 중 명가량은 보기로 제시된 여러 활동중 10 3

어떠한 예방활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15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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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1)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활동 빈도가 낮거
나 비정기인 집단에서 회당 활동 시간이 짧을수록 능숙도가 , 1 , 

낮거나 경력이 짧을수록 높아짐.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 실시비율에서 종목 활동 빈도가 잦을수
록 회당 활동 시간이 길수록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높아지, 1 , 

는 경향을 보이나 편차가 크지 않을뿐더러 준비운동을 제외하면 

비교적 높은 응답자특성도 미만 정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40% 

는 준비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

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28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준비운동 

실시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안전 
매뉴얼 
확인

사고예방
활동 

미실시

전   체 711 53.2 17.0 8.4 3.9 34.3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56.5 22.5 14.1 6.3 26.7

월 회 이상1 261 55.2 12.3 4.6 1.9 35.6

개월 당 회2-6 1 59 39.0 11.9 0.0 0.0 54.2

비정기 58 39.7 12.1 1.7 3.4 51.7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50.6 15.2 6.1 6.7 39.0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49.6 17.5 8.0 2.6 35.2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58.0 17.8 11.8 4.7 31.4

시간 초과 2 29 82.8 17.2 6.9 0.0 13.8

종목 
능숙도

초급 403 46.9 14.6 6.2 4.0 40.4

중급 226 61.9 21.2 10.6 3.1 24.8

상급 82 59.8 17.1 13.4 6.1 30.5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47.5 20.3 3.4 1.7 32.2

년 이상 년 미만2 -5 76 65.8 25.0 11.8 6.6 18.4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52.9 18.3 13.5 7.7 30.8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52.4 13.9 8.7 3.4 35.6

년 이상20 264 51.5 15.9 6.4 2.7 39.8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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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2) 

전문 숙련자가 배석함에 따라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 ‘ ’, ‘
경적 위험요소 확인 준비운동 실시 안전매뉴얼 확인 등 사’, ‘ ’, ‘ ’ 

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부상 가료기간별 사고예방활동 여부에는 큰 차이가 없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29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준비운동 

실시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안전 
매뉴얼 
확인

사고예방
활동 

미실시

전   체 711 53.2 17.0 8.4 3.9 34.3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68.7 40.3 31.3 14.9 3.0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63.8 18.6 9.0 1.7 26.0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46.9 13.1 4.9 3.2 42.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37.1 13.4 7.2 5.2 47.4

주 미만 가료1 176 52.3 17.0 5.7 4.5 34.1

주 가료1-2 217 53.5 22.1 12.9 3.2 29.5

주 가료3-4 133 66.2 17.3 9.0 5.3 27.1

주 가료5-8 57 61.4 8.8 3.5 1.8 33.3

주 이상 가료9 31 35.5 6.5 3.2 0.0 61.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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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3) 

성별 남성 연령별 대의 각종 사고예방활동 실시 비율이 낮은 , 20
반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

으로 남성 젊은 층의 사고예방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

음주행태 흡연여부별 사고예방활동 비율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 
음.

표 기본 특성별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30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준비운동 

실시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안전 
매뉴얼 
확인

사고예방활
동 미실시

전   체 711 53.2 17.0 8.4 3.9 34.3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54.9 12.0 5.3 1.5 37.6

저위험 음주군 393 56.5 20.6 10.7 4.8 27.7

비음주군 185 44.9 13.0 5.9 3.8 45.9

흡연 
여부

비흡연 326 52.5 16.6 8.6 4.6 34.7

흡연 385 53.8 17.4 8.3 3.4 34.0

성별
남성 623 53.3 16.5 7.4 3.9 35.5

여성 88 52.3 20.5 15.9 4.5 26.1

연령

대20 118 53.4 13.6 4.2 2.5 38.1

대30 360 52.8 16.7 10.0 4.4 33.3

대40 183 53.6 20.2 8.7 3.8 31.7

대50 45 60.0 15.6 4.4 4.4 37.8

세 이상60 5 0.0 20.0 20.0 0.0 8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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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지도 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 지도 전 선수 대상 안전사고 ‘ ’ , ◉ 

예방 교육 실시 여부를 질문한 결과 실시한다 는 응답이 , ‘ ’

항상 실시 대체로 실시 로 나타났으72.7%( 54.5%+ 18.2%)

며 실시하지 않는다 는 응답은 없음, ‘ ’ . 

 전문체육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다소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 ◦ 

응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 ’ .◦ 

단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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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지도 전 보호장구 착용 확인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 지도 전 선수의 보호장구 착‘ ’ , ◉ 

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확인한다 는 응답이 항상 , ‘ ’ 81.8%(

확인 대체로 확인 로 대부분임45.5%+ 36.4%) . 

 응답자의 대부분이 선수 보호 차원 에서 확인한다 고 응답함‘ ’ ‘ ’ .◦ 

 전문체육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다소 모범적이고 도덕적, ◦ 

인 응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 ’ .◦ 

단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확인하는 이유 항상확인 대체로확인 보통 복수응답( + + , n=10, ) (%)
선수 보호 차원에서 90.0

스포츠안전 관련 교육에서 중요성을 강조 10.0
개인 또는 팀 전력 유지를 위하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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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지도 전 위험 물품 착용 확인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 지도 전 선수의 위험 물품 ‘ ’ , ◉ 

착용 확인 여부를 질문한 결과 확인한다 는 응답이 , ‘ ’

항상 확인 대체로 확인 로 전원이 100.0%( 54.5%+ 45.5%)

확인한다 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이 선수 보호 차원 에서 ‘ ’ , ‘ ’

확인한다 고 응답함‘ ’ . 

 전문체육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다소 모범적이고 도덕적, ◦ 

인 응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 ’ .◦ 

단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 

확인하는 이유 항상확인 대체로확인 보통 복수응답( + + , n=11, ) (%)
선수 보호 차원에서 81.8

스포츠안전 관련 교육에서 중요성을 강조 9.1
개인 또는 팀 전력 유지를 위하여 27.3

경기 규칙상 위험물 소지여부 확인이 의무라서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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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및 상태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실태1) 

농구 부상 경험자 중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명 중 명 이상, 10 5
은 부상 당시 발목 보호대 와 무릎 보호대 를 착용 중(55.0%) ‘ ’ ‘ ’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목 보호대 는 로 조사됨‘ ’ 36.7% .

그림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실태 -16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자, n=60※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자의 총 사례수 를 고(n=60)
려하여 각종 응답자 특성 변인별 세부 분석은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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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시 착용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의 상태2) 

착용했던 보호장구의 상태는 양호 하다는 응답이 불량‘ ’ 13.3%, ‘ ’
했다는 응답이 전혀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15.0%( 5.0%+

로 나타난 가운데 보통 이 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10.0%) ‘ ’ 71.7%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임.

그림 부상 시 착용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의 상태-17Ⅲ❙ ❙
단위( : %)

실태조사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자, n=210※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자의 총 사례수 를 고(n=60)
려하여 각종 응답자 특성 변인별 세부 분석은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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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를 확인 했는지에 대한 현황은 성실 히 ’
확인 했다는 응답 매우 그렇다 그런 편 과 (23.1: 0.8%+ 24.0%)

불성실 하게 확인 했다는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 ’ (24.8%: 

그렇지 않은 편 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5.0%+ 18.2%) .

그림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18Ⅲ❙ ❙
단위( : %)

실태조사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 n=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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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1) 

보다 자주 활동하여 익숙한 집단일수록 환경에 대한 위험요소 
확인을 불성실하게 확인 하는 경향을 보임.

◦ 종목 활동 빈도가 잦을수록 환경적 위험요소를 성실히 확인했다는 비

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31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럼

불성실
확인

성실히 
확인

전   체 121 5.0 18.2 52.1 24.0 0.8 23.1 24.8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75 5.3 22.7 54.7 16.0 1.3 28.0 17.3

월 회 이상1 32 3.1 12.5 53.1 31.3 0.0 15.6 31.3

개월 당 회2-6 1 7 14.3 14.3 14.3 57.1 0.0 28.6 57.1

비정기 7 0.0 0.0 57.1 42.9 0.0 0.0 42.9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25 8.0 12.0 56.0 24.0 0.0 20.0 24.0

분 초과 분 이하30 -60 61 3.3 24.6 49.2 23.0 0.0 27.9 23.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0 3.3 10.0 53.3 30.0 3.3 13.3 33.3

시간 초과 2 5 20.0 20.0 60.0 0.0 0.0 40.0 0.0

종목 
능숙도

초급 59 6.8 15.3 55.9 22.0 0.0 22.0 22.0

중급 48 4.2 18.8 52.1 22.9 2.1 22.9 25.0

상급 14 0.0 28.6 35.7 35.7 0.0 28.6 35.7

종목 
경력

년 미만 2 12 25.0 25.0 41.7 8.3 0.0 50.0 8.3

년 이상 년 미만2 -5 19 10.5 31.6 36.8 21.1 0.0 42.1 21.1

년 이상 년 미만 5 -10 19 0.0 15.8 57.9 26.3 0.0 15.8 26.3

년 이상 년 미만10 -20 29 3.4 20.7 58.6 13.8 3.4 24.1 17.2

년 이상20 42 0.0 9.5 54.8 35.7 0.0 9.5 35.7

실태조사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 n=12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농구-

82 |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2) 

전문 숙련자가 배석하고 교육을 실시했던 집단에서 오히려 환경/
적 위험요소를 불성실 하게 확인하는 경향이 나타남‘ ’ .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집단 준비운동을 실시하지 않았던 , 
집단의 경우 환경적 위험요소 역시 불성실하게 확인하는 경향을 

보임.

부상 가료기간에 따른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정도 차이는 발견
되지 않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32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럼

불성실
확인

성실히 
확인

전   체 121 5.0 18.2 52.1 24.0 0.8 23.1 24.8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27 11.1 37.0 44.4 7.4 0.0 48.1 7.4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3 0.0 9.1 51.5 36.4 3.0 9.1 39.4

지도숙련자 미배석/ 61 4.9 14.8 55.7 24.6 0.0 19.7 24.6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22 4.5 9.1 72.7 13.6 0.0 13.6 13.6

미착용 99 5.1 20.2 47.5 26.3 1.0 25.3 27.3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63 3.2 14.3 50.8 31.7 0.0 17.5 31.7

미실시 58 6.9 22.4 53.4 15.5 1.7 29.3 17.2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13 0.0 15.4 53.8 30.8 0.0 15.4 30.8

주 미만 가료1 30 6.7 36.7 40.0 16.7 0.0 43.3 16.7

주 가료1-2 48 6.3 16.7 54.2 22.9 0.0 22.9 22.9

주 가료3-4 23 4.3 4.3 65.2 21.7 4.3 8.7 26.1

주 가료5-8 5 0.0 0.0 40.0 60.0 0.0 0.0 60.0

주 이상 가료9 2 0.0 0.0 50.0 50.0 0.0 0.0 50.0

실태조사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 n=12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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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3)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행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표 기본 특성별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33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럼

불성실
확인

성실히 
확인

전   체 121 5.0 18.2 52.1 24.0 0.8 23.1 24.8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0.0 18.8 43.8 37.5 0.0 18.8 37.5

저위험 음주군 81 4.9 18.5 54.3 21.0 1.2 23.5 22.2

비음주군 24 8.3 16.7 50.0 25.0 0.0 25.0 25.0

흡연 
여부

비흡연 54 5.6 20.4 53.7 18.5 1.9 25.9 20.4

흡연 67 4.5 16.4 50.7 28.4 0.0 20.9 28.4

성별
남성 103 3.9 15.5 54.4 25.2 1.0 19.4 26.2

여성 18 11.1 33.3 38.9 16.7 0.0 44.4 16.7

연령

대20 16 6.3 43.8 18.8 31.3 0.0 50.0 31.3

대30 60 8.3 16.7 55.0 18.3 1.7 25.0 20.0

대40 37 0.0 13.5 56.8 29.7 0.0 13.5 29.7

대50 7 0.0 0.0 71.4 28.6 0.0 0.0 28.6

세 이상60 1 0.0 0.0 100.0 0.0 0.0 0.0 0.0

실태조사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 n=12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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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

부상을 당했던 당시 행했던 준비운동으로는 유연성 준비운동 이 ‘ ’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근력 준비운동 심폐지46.8% , ‘ ’(40.7%), ‘

구력 준비운동 의 순으로 조사됨’(39.4%) .

그림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 매우긍정 긍정 비율-19 (Top2: + )Ⅲ❙ ❙
단위( : %)

실태조사 부상 전 준비운동 실시자, n=378※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조사 결과. Ⅲ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85

종목 관여도별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1) 

전반적으로 종목 활동빈도가 잦을수록 중간 정도의 종목 능숙, 
도일수록 준비운동 실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회당 활동 시간별 종목 경력별 준비운동 현황에는 큰 차이가 1 , 
없음.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 매우긍정 긍정 비율-34 (Top2: +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유연성 준비운동 근력 준비운동
심폐지구력 
준비운동

전   체 378 46.8 40.7 39.4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188 53.7 47.9 46.8

월 회 이상1 144 40.3 36.1 31.3

개월 당 회2-6 1 23 43.5 17.4 34.8

비정기 23 34.8 34.8 34.8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83 31.3 30.1 27.7

분 초과 분 이하30 -60 173 50.9 44.5 42.8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98 55.1 41.8 39.8

시간 초과 2 24 37.5 45.8 54.2

종목 
능숙도

초급 189 39.7 36.5 33.3

중급 140 55.0 46.4 48.6

상급 49 51.0 40.8 36.7

종목 
경력

년 미만 2 28 42.9 32.1 46.4

년 이상 년 미만2 -5 50 44.0 40.0 38.0

년 이상 년 미만 5 -10 55 47.3 56.4 45.5

년 이상 년 미만10 -20 109 43.1 35.8 40.4

년 이상20 136 51.5 40.4 35.3

실태조사 부상 전 준비운동 실시자, n=378※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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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2) 

전문 숙련자가 배석할수록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수록 심폐지구/ , 
력 운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안전장비 착용 집단 환경위험 사전확인 집단의 경우 준비운동 , , 
실시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운동 전 준비를 성실히 하는 

사람은 준비운동은 물론 장비착용 환경위험 확인까지 병행하는 ,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 매우긍정 긍정 비율-35 (Top2: +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유연성 준비운동 근력 준비운동
심폐지구력 
준비운동

전   체 378 46.8 40.7 39.4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46 45.7 43.5 69.6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13 53.1 38.9 39.8

지도숙련자 미배석/ 219 43.8 41.1 32.9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26 46.2 50.0 53.8

미착용 352 46.9 40.1 38.4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63 55.6 46.0 46.0

미확인 315 45.1 39.7 38.1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36 36.1 33.3 36.1

주 미만 가료1 92 50.0 41.3 37.0

주 가료1-2 116 46.6 39.7 41.4

주 가료3-4 88 46.6 45.5 39.8

주 가료5-8 35 48.6 37.1 42.9

주 이상 가료9 11 54.5 45.5 36.4

실태조사 부상 전 준비운동 실시자, n=378※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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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3) 

유연성 운동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파
악됨.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준비 운동을 더 충실히 수행하
고 있음.

그 외 음주행태 흡연여부별 준비운동 현황에는 유의할 만한 차, 
이가 없음.

표 기본 특성별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 매우긍정 긍정 비율-36 (Top2: +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유연성 준비운동 근력 준비운동
심폐지구력 
준비운동

전   체 378 46.8 40.7 39.4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73 54.8 41.1 30.1

저위험 음주군 222 42.3 37.8 40.1

비음주군 83 51.8 48.2 45.8

흡연 
여부

비흡연 171 49.7 40.4 42.1

흡연 207 44.4 41.1 37.2

성별
남성 332 46.7 40.1 39.2

여성 46 47.8 45.7 41.3

연령

대20 63 46.0 49.2 36.5

대30 190 44.7 39.5 42.6

대40 98 50.0 38.8 35.7

대50 27 51.9 37.0 37.0

세 이상60 - - - -

실태조사 부상 전 준비운동 실시자, n=378※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농구-

88 |

5 부상 전 확인한 안전매뉴얼 부상 방지 도움 정도

부상 전 확인했던 안전 매뉴얼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 는 ‘ ’
응답이 매우 그렇다 그런 편 로 도움이 되32.1%( 7.1%+ 25.0%) ‘

지 않았다 는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남’ (17.9%) .

그림 안전매뉴얼 부상 방지 도움 정도-20Ⅲ❙ ❙
단위( : %)

실태조사 부상 전 안전매뉴얼 확인자, n=28※ 

부상 전 안전매뉴얼 확인자의 총 사례수 를 고려하여 각종 (n=28)
응답자 특성 변인별 세부 분석은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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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상 전 신체상태

부상 전 본인의 신체 상태에 대해 양호 했다는 응답이 ‘ ’ 36.3%
매우 좋았다 좋은 편이었다 로 비양호 했다는 응( 3.7%+ 32.6%) ‘ ’

답 전혀 좋지 않았다 좋지 않은 편 대비 높(9.7%: 1.5%+ 8.2%) 

게 조사됨.

그림 부상 전 신체상태-21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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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전 신체상태1) 

종목 능숙도가 높고 경력이 오래 되었을수록 양호 한 신체 상태‘ ’
로 활동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전 신체상태-37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좋지 

않았음

좋지 
않은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았음
비양호 양호

전   체 711 1.5 8.2 54.0 32.6 3.7 9.7 36.3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2.4 11.1 52.6 30.3 3.6 13.5 33.9

월 회 이상1 261 0.8 4.6 55.2 35.6 3.8 5.4 39.5

개월 당 회2-6 1 59 0.0 10.2 44.1 42.4 3.4 10.2 45.8

비정기 58 1.7 5.2 67.2 22.4 3.4 6.9 25.9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2.4 9.1 59.1 25.0 4.3 11.6 29.3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1.7 8.0 49.9 37.5 2.9 9.7 40.4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0.6 6.5 56.2 32.0 4.7 7.1 36.7

시간 초과 2 29 0.0 13.8 62.1 20.7 3.4 13.8 24.1

종목 
능숙도

초급 403 2.0 7.7 59.1 29.3 2.0 9.7 31.3

중급 226 0.9 8.4 50.0 36.7 4.0 9.3 40.7

상급 82 1.2 9.8 40.2 37.8 11.0 11.0 48.8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1.7 15.3 57.6 20.3 5.1 16.9 25.4

년 이상 년 미만2 -5 76 3.9 15.8 48.7 27.6 3.9 19.7 31.6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3.8 5.8 55.8 33.7 1.0 9.6 34.6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0.5 8.2 52.9 33.7 4.8 8.7 38.5

년 이상20 264 0.8 5.3 54.9 35.6 3.4 6.1 39.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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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부위 및 정도별 부상 전 신체상태2) 

머리 안면부 포함 목 상반신 등 상체 부위의 부상 발생은 주로 ( )/ , 
활동 전 신체 상태가 비양호 했던 집단에서 높게 조사됨‘ ’ .

부상 가료기간과 부상 전 신체상태 간에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부상 부위 및 정도별 부상 전 신체상태-38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좋지 

않았음

좋지 
않은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았음

비양호 양호

전   체 711 1.5 8.2 54.0 32.6 3.7 9.7 36.3

부상 부위

머리 안면부 포함 목 ( )/ 100 5.0 13.0 56.0 21.0 5.0 18.0 26.0

상반신 52 0.0 17.3 42.3 36.5 3.8 17.3 40.4

팔 309 0.6 6.5 54.4 35.0 3.6 7.1 38.5

하반신 상부 골반 무릎( ) 74 2.7 8.1 51.4 35.1 2.7 10.8 37.8

하반신 하부 무릎 아래( ) 174 1.1 5.7 57.5 32.8 2.9 6.9 35.6

기타 2 0.0 0.0 0.0 50.0 50.0 0.0 100.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3.1 6.2 51.5 34.0 5.2 9.3 39.2

주 미만 가료1 176 2.8 8.5 51.1 32.4 5.1 11.4 37.5

주 가료1-2 217 0.5 9.2 56.2 33.2 0.9 9.7 34.1

주 가료3-4 133 0.8 7.5 59.4 28.6 3.8 8.3 32.3

주 가료5-8 57 0.0 8.8 50.9 35.1 5.3 8.8 40.4

주 이상 가료9 31 3.2 6.5 45.2 38.7 6.5 9.7 45.2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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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부상 전 신체상태3) 

남성의 양호 한 신체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 ’
높게 조사됨.

표 기본 특성별 부상 전 신체상태-39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좋지 

않았음

좋지 
않은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았음
비양호 양호

전   체 711 1.5 8.2 54.0 32.6 3.7 9.7 36.3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0.8 7.5 48.1 39.8 3.8 8.3 43.6

저위험 음주군 393 2.0 9.7 54.5 31.6 2.3 11.7 33.8

비음주군 185 1.1 5.4 57.3 29.7 6.5 6.5 36.2

흡연 
여부

비흡연 326 1.8 8.0 54.9 30.4 4.9 9.8 35.3

흡연 385 1.3 8.3 53.2 34.5 2.6 9.6 37.1

성별
남성 623 1.3 6.7 54.7 33.5 3.7 8.0 37.2

여성 88 3.4 18.2 48.9 26.1 3.4 21.6 29.5

연령

대20 118 2.5 11.0 46.6 34.7 5.1 13.6 39.8

대30 360 1.9 8.6 51.9 33.3 4.2 10.6 37.5

대40 183 0.5 5.5 62.3 30.6 1.1 6.0 31.7

대50 45 0.0 8.9 51.1 33.3 6.7 8.9 40.0

세 이상60 5 0.0 0.0 100.0 0.0 0.0 0.0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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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지도 전 선수 컨디션 확인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 지도 전 선수의 건강 컨디션‘ ’ ( ) ◉ 

확인 여부를 질문한 결과 확인한다 는 응답이 항, ‘ ’ 100.0%(

상 확인 대체로 확인 로 모든 지도자가 확54.5%+ 45.5%) ‘

인한다 고 응답함’ . 

 전문체육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다소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 ◦ 

응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 ’ . ◦ 

단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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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상 발생 주요 시각

농구의 주 활동 시간대는 오후 시 이전 와 저녁‘ ’(15-18 ) ‘ ’(18-21
시 이전 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남) .

부상 발생 시각 역시 주 활동 시간대에 수렴하고 있음.

그림 부상 발생 주요 시각-22Ⅲ❙ ❙
단위( : %)

주요 운동 시간대 기초조사 농구 경험자: , n=256※ 

부상 발생 시간대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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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상 시기

부상을 입었던 시기는 봄철 월 과 여름철 월‘ ’(3~5 , 30.0%) ‘ ’(6 8 , ∼
이 상대적으로 높고 겨울철 월 이 가장 낮32.8%) ‘ ’(12~2 , 12.7%)

게 조사된 바 이는 농구의 주 활동 시기와 일치하는 경향으로 , 

파악됨.

월별로 살펴볼 경우 봄철 월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전‘5 ’
반적으로는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임.

그림 계절별 부상 시기-23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표 월별 부상 시기-40Ⅲ❙ ❙
단위( : %)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부상 비율 계절 부상 비율 계절 부상 비율 계절 부상 비율

전체 30.0 전체 32.8 전체 24.6 전체 12.7

월3 9.7 월6 10.3 월9 10.0 월12 3.5

월4 6.9 월7 11.3 월10 10.5 월1 3.4

월5 13.4 월8 11.3 월11 4.1 월2 5.8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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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상 장소 및 장소 운영 주체

부상 장소1) 

야외 코트 우레탄 바닥 에서 부상을 당한 응답자가 로 ‘ ( )’ 40.5%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야외 코트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 ’( / , 25.2%), 

실내 코트 나무 바닥 운동장 공원 흙 바닥‘ ’( , 21.0%), ‘ / ’( , 13.4%)

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부상 장소-24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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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장소별 부상 내용과 정도에 서로 상이한 특징이 발견됨.
◦ 실내코트 나무바닥 의 경우 부상 부위별 상반신 부상 종류‘ ( )’ (34.6%), 

별 출혈 통증 의 발생비율이 다소 높음(30.4%), (27.0%) .

◦ 야외코트 우레탄바닥 의 경우 부상 부위별 팔 부상 종류별 ‘ ( )’ (43.0%), 

염좌 의 발생 비율이 다소 높음(48.1%) .

◦ 야외코트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 의 경우 부상 부위별 머리 안면부 ‘ ( / )’ (

포함 목 부상 종류별 탈구 열상 찰과상)/ (35.0%), (36.4%), (45.5%), 

의 발생 비율이 다소 높음(35.5%) .

표 부상 부위 및 정도별 부상 장소-41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실내코트
나무바닥( )

야외코트 
우레탄바닥( )

야외 코트 
콘크리트( /

시멘트바닥)

운동장 공원 /
흙( )

전   체 711 21.0 40.5 25.2 13.4

부상 부위

머리 안면부 포함 목( )/ 100 20.0 34.0 35.0 11.0

상반신 52 34.6 34.6 23.1 7.7

팔 309 19.1 43.0 25.6 12.3

하반신 상부 골반 무릎( ) 74 25.7 40.5 21.6 12.2

하반신 하부 무릎 아래( ) 174 18.4 41.4 21.3 19.0

부상 종류

염좌 318 16.7 48.1 22.3 12.9

골절 89 27.0 36.0 25.8 11.2

탈구 22 18.2 36.4 36.4 9.1

열상 33 15.2 30.3 45.5 9.1

절단 3 0.0 33.3 33.3 33.3

찰과상 31 6.5 35.5 35.5 22.6

출혈 23 30.4 30.4 21.7 17.4

좌상 48 18.8 39.6 16.7 25.0

자상 3 0.0 66.7 33.3 0.0

통증 100 27.0 36.0 26.0 11.0

염증 4 50.0 50.0 0.0 0.0

파열 18 44.4 5.6 44.4 5.6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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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학교 운동부 선수 부상 장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의 자료와 분류 기준이 달라 직접적인 ‘ ’ , ◉ 

비교는 불가능하나 참고를 위해 제시함,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를 살펴보면 강당 체육관 이 , ‘ ( ) 78.6%

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운동 경기장 이 이어짐‘ ’(15.6%) . ◦ 

 단 부상 장소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장소는 안전에 취약한 장, ◦ 

소가 아니라 해당 장소에서의 활동이 많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 

어 해석상의 주의를 요함.

단위(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부상 학생수 이상만 제시, n=47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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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지도 훈련시설 상태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 훈련시설의 상태를 질문한 결‘ ’◉ 

과 좋다 는 응답이 매우 좋음 대체로 좋은 , ‘ ’ 81.8%( 18.2%+

편 로 좋지 않음 대체로 좋지 않음 보다 높63.6%) , ‘ ( 9.1%)’

게 나타남.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 ’ . ◦ 

단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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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지도 전 위험지역 유무 확인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 지도 전 위험지역 유무 확인‘ ’ , ◉ 

에 대해 질문한 결과 확인한다 는 응답이 항상 확, ‘ ’ 90.9%(

인 대체로 확인 로 거의 대부분임36.4%+ 54.5%) . 

 전문체육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다소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 ◦ 

응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 ’ .◦ 

단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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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지도 전 안전시설 상태 확인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 지도 전 안전시설 상태 확인 ‘ ’ , ◉ 

여부를 질문한 결과 확인한다 는 응답이 항상 확인 , ‘ ’ 90.9%(

대체로 확인 로 거의 대부분임36.4%+ 54.5%) . 

 한편 대체로 확인하지 않는다 는 응답은 로 나타남, ‘ ’ 9.1% . ◦ 

 전문체육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다소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 ◦ 

응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 ’ .◦ 

단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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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장소 운영 주체2) 

부상을 당했던 장소의 운영 주체는 공공 시설이 로 가장 ‘ ’ 52.0%
높고 다음으로 민간 순으로 조사됨‘ ’(23.9%) .

그림 부상 장소 운영 주체-25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표 부상 장소별 운영 주체-42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공공 민간 잘 모름 해당 없음

전   체 711 52.0 23.9 22.1 2.0

부상 
장소

실내 코트 나무바닥( ) 149 53.7 31.5 12.8 2.0

야외 코트 우레탄바닥( ) 288 52.1 23.3 24.0 0.7

야외 코트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 / ) 179 49.2 22.9 24.6 3.4

운동장 공원 흙/ ( ) 95 54.7 15.8 26.3 3.2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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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상 장소 안전 안내문구 책자 비치 및 확인 현황·

부상을 당했던 장소에 안전과 관련된 안내문구나 책자가 비치 
되었던 경우는 로 조사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 에 11.5% (72.2%)

비해 낮음.

안전 안내문구나 책자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명 중 명 이상10 6
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됨(65.0%) .

그림 부상 장소 안전 안내문구 책자 비치 및 확인 현황-26 ·Ⅲ❙ ❙
단위( : %)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현황 실태조사 부상장소 관리 운영주체 있는 경우: · , n=976※ 

안내문구 및 책자 확인 현황 실태조사 부상장소 안내문구 책자 비치 응답자: · , n=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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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장소의 운영주체별 안전 안내문구 책자 비치현황에는 유의·
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안전 안내문구나 책자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의 확인 여부 역시 
부상 장소 운영주체별로 큰 차이는 없음.

표 부상 장소 운영주체별 안전 안내문구 책자 비치 및 확인 현황-43 ·Ⅲ❙ ❙
단위( : %)

구분
안전 안내문구 책자 비치 현황· 비치된 자료 확인 현황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잘 모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   체 697 11.5 72.2 16.4 80 65.0 35.0

부상장소
운영주체

공공 370 12.2 71.6 16.2 45 64.4 35.6

민간 170 16.5 73.5 10.0 28 64.3 35.7

잘 모름 157 4.5 72.0 23.6 7 71.4 28.6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현황 실태조사 부상장소 관리 운영주체 있는 경우: · , n=697※ 

안내문구 및 책자 확인 현황 실태조사 부상장소 안내문구 책자 비치 응답자: · , n=8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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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 이, ‘ ’
라는 평가가 로 가장 높음34.0% .

다음으로 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 에 대한 부정적 평가‘ ’ (29.7%), 
시설물 관리상태 양호 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의 순으‘ ’ (16.6%) 

로 조사됨.

그림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 매우부정평가 부정평가 비율-27 (Bottom2: + )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매우 부정평가와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Bottom2: [1] [2]※ 

미끄러운 바닥 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는 부정평가와 매우 부정평가의 합‘ ’ Bottom2 [4] [5]※ 

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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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장소별 환경적 요인1) 

실내코트 나무 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웠음 이라는 의견( ) ‘ ’ (41.6%)
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부상 장소별 환경적 요인 매우부정평가 부정평가 비율-44 (Bottom2: +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바닥이
미끄

러웠음

안전
시설의
충분한
설치

시설물
관리
상태
양호

바닥이
적절히
평평

하였음

기온이
적절

하였음

활동
하기에
적절한
사람수

밝기가
적절

하였음

활동
하기에
충분한
공간

전   체 711 34.0 29.7 16.6 14.1 13.5 12.8 11.4 11.3

부상
장소

실내 코트 나무( ) 149 41.6 13.4 4.7 8.7 8.7 10.7 6.7 10.7

야외 코트 우레탄( ) 288 34.7 24.0 14.2 6.9 11.8 11.1 12.5 9.4

야외 코트콘크리트시멘트( / ) 179 27.9 44.7 26.3 22.9 19.0 15.6 13.4 15.6

운동장 공원 흙/ ( ) 95 31.6 44.2 24.2 27.4 15.8 15.8 11.6 9.5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매우 부정평가와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Bottom2: [1] [2]※ 

미끄러운 바닥 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는 부정평가와 매우 부정평가의 합‘ ’ Bottom2 [4] [5]※ 

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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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부위 및 정도별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2) 

부상 부위 및 정도에 따른 환경적 요인의 유의할만한 차이는 발
견되지 않음.

표 부상 부위 및 정도별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45Ⅲ❙ ❙ 매우부정평가 부정평가 비율(Bottom2: + )

단위( : %)

구분 사례수
바닥이
미끄

러웠음

안전
시설의
충분한
설치

시설물
관리
상태
양호

바닥이
적절히
평평

하였음

기온이
적절

하였음

활동
하기에
적절한
사람수

밝기가
적절

하였음

활동
하기에
충분한
공간

전   체 711 34.0 29.7 16.6 14.1 13.5 12.8 11.4 11.3

부상 부위

머리 안면부 포함 목 ( )/ 100 42.0 37.0 22.0 23.0 16.0 20.0 16.0 27.0

상반신 52 40.4 28.8 25.0 11.5 17.3 23.1 13.5 13.5

팔 309 33.0 29.1 13.3 11.7 13.9 11.7 11.0 8.4

하반신 상부 골반 무릎( ) 74 35.1 28.4 18.9 17.6 12.2 12.2 10.8 9.5

하반신 하부 무릎 아래( ) 174 29.3 27.0 16.1 12.6 10.9 8.0 9.2 7.5

기타 2 0.0 50.0 0.0 0.0 0.0 0.0 0.0 0.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24.7 26.8 19.6 19.6 12.4 14.4 12.4 9.3

주 미만 가료1 176 33.0 26.7 18.2 11.9 8.5 13.6 10.8 11.4

주 가료1-2 217 37.8 27.2 12.9 11.5 15.2 12.0 11.1 11.5

주 가료3-4 133 37.6 30.8 18.0 15.8 15.0 9.8 12.0 12.8

주 가료5-8 57 29.8 50.9 22.8 19.3 19.3 19.3 14.0 14.0

주 이상 가료9 31 35.5 29.0 6.5 9.7 16.1 9.7 6.5 3.2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매우 부정평가와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Bottom2: [1] [2]※ 

미끄러운 바닥 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는 부정평가와 매우 부정평가의 합‘ ’ Bottom2 [4] [5]※ 

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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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상 당시 지도 숙련자 배석여부 및 역할/

부상 당시 동반자 배석여부1) 

종목의 특성 상 농구 부상 경험자 대부분 명 중 명 이상, (10 9 , 
은 부상 당시 동반자가 배석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남90.2%) .

그림 부상 당시 동반자 배석 여부-28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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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숙련자 배석여부 및 역할2) /

부상 경험자 명 중 약 명 이상 정도는 부상 당시 지도자 자10 3 ‘
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 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5.3%) ‘

자 가 배석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남’(32.8%) .

지도자가 배석한 경우 대부분 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91.2%)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반면 숙련자는 배석한 명 중 명 정도10 2

만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됨(17.1%) .

그림 지도 숙련자 배석여부 및 역할-29 /Ⅲ❙ ❙
단위( : %)

지도 숙련자 배석 여부 실태조사 부상 시 동반자 있음 응답자/ : ‘ ’ , n=641※ 

지도 숙련자 교육 여부 실태조사 부상 시 지도자 및 숙련자 배석 응답자/ : ‘ ’ , n=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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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예방활동의 사고 감소 효과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 스포츠안전사고 예방활동을 ‘ ’◉ 

실시한 결과 스포츠안전사고 감소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

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효과 있, ‘ ’ ‘ (

다 는 응답이 이상으로 나타남 그 가운데 보호장구 )’ 60% . ‘

착용 확인 의 줄었다 는 응답이 로 가장 높게 나타’ ‘ ’ 80.0%

남.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만 질문한 문항이며 ‘ ’ , ◦ 

각 항목에 대해 각 질문 함(n=11) .

단위 점( :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상단 네모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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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상 후 응급대처 현황

부상 직후 가장 많이 행했던 응급 대처는 냉찜질 이었‘ ’(36.8%)
으며 다음으로 압박 부목으로 고정 등의 순으‘ ’(23.6%), ‘ ’(11.5%)

로 나타남.

아무런 응급대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임26.2% .

그림 부상 후 응급대처 현황-30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응답률 이상만 제시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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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종류 및 정도별 부상 후 응급대처 현황1) 

염좌의 경우 냉찜질 을 골절의 경우 압박 을 열상과 찰과상‘ ’ , ‘ ’ , , 
좌상의 경우 소독 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 ’

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부상 종류 및 정도별 부상 후 응급대처 현황-46Ⅲ❙ ❙
단위( : % 복수응답, )

구분 사례수 냉찜질 

온찜질 
또는 
보온 
실시 

압박 
부목
으로 
고정 

부상 
부위 
소독 

지혈 
구급대 
연락 

조치
하지 
않음 

전   체 711 36.8 23.6 11.5 10.4 10.0 7.6 4.1 26.2

부상 종류

염좌 318 43.4 23.6 7.2 10.7 4.7 2.5 2.2 30.5

골절 89 30.3 29.2 27.0 6.7 6.7 6.7 10.1 21.3

탈구 22 18.2 22.7 31.8 13.6 22.7 13.6 9.1 4.5

열상 33 18.2 18.2 18.2 12.1 39.4 27.3 9.1 9.1

절단 3 0.0 66.7 66.7 66.7 0.0 0.0 0.0 0.0

찰과상 31 22.6 9.7 3.2 0.0 25.8 12.9 0.0 35.5

출혈 23 21.7 21.7 21.7 8.7 4.3 52.2 4.3 8.7

좌상 48 35.4 27.1 8.3 12.5 22.9 8.3 2.1 25.0

자상 3 33.3 33.3 33.3 0.0 33.3 66.7 0.0 0.0

통증 100 41.0 21.0 7.0 12.0 6.0 3.0 2.0 28.0

염증 4 0.0 0.0 25.0 25.0 0.0 0.0 50.0 0.0

파열 18 66.7 50.0 5.6 5.6 11.1 16.7 11.1 16.7

기타 19 21.1 10.5 0.0 15.8 15.8 0.0 0.0 52.6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26.8 10.3 3.1 3.1 6.2 7.2 0.0 47.4

주 미만 가료1 176 31.8 26.1 6.3 9.7 8.5 9.1 1.1 31.8

주 가료1-2 217 46.1 26.3 16.1 12.9 16.6 8.3 1.4 15.2

주 가료3-4 133 37.6 27.8 18.0 15.0 9.8 9.0 8.3 18.0

주 가료5-8 57 33.3 19.3 10.5 7.0 1.8 0.0 14.0 28.1

주 이상 가료9 31 35.5 22.6 9.7 6.5 0.0 3.2 16.1 35.5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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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종류별 응급대처 도움 인원2) 

응급대처 시 도움을 준 인원은 명 이 로 가장 높게 ‘1-2 ’ 57.0%
조사 되었으며 별도의 도움인원 없이 혼자 처치한 경우는 

임30.4% .

도움 인원 유형은 친구 나 동호회 회원 등이 ‘ ’(28.0%) ‘ ’(56.8%)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상 당시 함께 농구를 즐기

던 사람이 응급처치에 도움을 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그 , 

외 부상 종류에 따른 도움 인원에는 특이할만한 점이 없음.

표 부상 종류별 응급대처 도움 인원-47Ⅲ❙ ❙
단위( : %)

구분
응급대처 도움인원 수 도움 인원 유형

사례수 없음 명1-2 명3-4
명5

이상
사례수 친구

동호회 
회원

주변인 가족
안전
요원

구119 
급대

전체 711 30.4 57.0 10.1 2.5 495 52.7 27.5 9.5 5.3 3.2 1.4

염좌 318 37.1 54.1 6.9 1.9 200 57.0 22.0 13.5 5.5 1.0 0.5

골절 89 23.6 58.4 14.6 3.4 68 51.5 36.8 2.9 4.4 2.9 1.5

탈구 22 13.6 59.1 22.7 4.5 19 42.1 26.3 10.5 5.3 15.8 0.0

열상 33 12.1 66.7 21.2 0.0 29 37.9 44.8 0.0 6.9 3.4 6.9

절단 3 0.0 33.3 66.7 0.0 3 33.3 0.0 0.0 0.0 33.3 33.3

찰과상 31 25.8 67.7 6.5 0.0 23 60.9 21.7 4.3 0.0 13.0 0.0

출혈 23 30.4 56.5 13.0 0.0 16 43.8 37.5 6.3 6.3 6.3 0.0

좌상 48 29.2 54.2 14.6 2.1 34 52.9 29.4 11.8 5.9 0.0 0.0

자상 3 33.3 66.7 0.0 0.0 2 50.0 50.0 0.0 0.0 0.0 0.0

통증 100 32.0 61.0 4.0 3.0 68 52.9 29.4 4.4 5.9 4.4 1.5

염증 4 0.0 100.0 0.0 0.0 4 50.0 25.0 0.0 25.0 0.0 0.0

파열 18 11.1 55.6 22.2 11.1 16 43.8 12.5 31.3 6.3 0.0 6.3

기타 19 31.6 42.1 15.8 10.5 13 53.8 30.8 15.4 0.0 0.0 0.0

응급대처 도움 인원 수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 n=711※ 

응급대처 도움 인원 유형 도움인원 명 이상 응답자 없음 제외: 1 ( ), n=495※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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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 부상의 치료 방법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한 비율이 로 가‘ ’ 53.4%
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 약사 상담 후 ‘ ’(35.0%), ‘

자가치료 의 순으로 조사됨’(11.5%) .

그림 발생 부상의 치료 방법-31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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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탈구 열상 등의 부상 종류는 상대적으로 의사 진료 및 치, , 
료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부상 종류는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 시 물리적 조치 를 동반하는 것으로 조사됨‘ ’ .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의사 진료 및 치료 비율이 높게 나타났
으며 병원 치료 시 물리적 조치 또는 수술 비율 또한 높게 ‘ ’ ‘ ’ 

조사됨.

표 부상 종류 및 정도별 발생 부상의 치료 방법-48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주관적
판단후
자가
치료

약사
상담후
자가
치료

의사
진료 
및

치료

병원 의사 치료 방법( ) 

사례수 처방
물리적
조치

수술 
후

통원

수술
후

입원

전   체 711 53.4 11.5 35.0 249 29.3 59.0 8.8 2.8

부상 
종류별

염좌 318 60.4 7.5 32.1 102 36.3 60.8 2.9 0.0

골절 89 24.7 9.0 66.3 59 6.8 74.6 13.6 5.1

탈구 22 27.3 27.3 45.5 10 0.0 90.0 10.0 0.0

열상 33 21.2 33.3 45.5 15 33.3 40.0 26.7 0.0

절단 3 0.0 66.7 33.3 1 0.0 0.0 100.0 0.0

찰과상 31 71.0 22.6 6.5 2 50.0 50.0 0.0 0.0

출혈 23 56.5 13.0 30.4 7 42.9 42.9 14.3 0.0

좌상 48 64.6 18.8 16.7 8 37.5 62.5 0.0 0.0

자상 3 33.3 0.0 66.7 2 0.0 50.0 50.0 0.0

통증 100 65.0 9.0 26.0 26 65.4 30.8 3.8 0.0

염증 4 25.0 25.0 50.0 2 50.0 50.0 0.0 0.0

파열 18 38.9 11.1 50.0 9 0.0 44.4 22.2 33.3

기타 19 68.4 0.0 31.6 6 33.3 50.0 0.0 16.7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92.8 2.1 5.2 5 60.0 40.0 0.0 0.0

주 미만 가료1 176 71.0 12.5 16.5 29 58.6 41.4 0.0 0.0

주 가료1-2 217 50.7 18.4 30.9 67 34.3 58.2 7.5 0.0

주 가료3-4 133 30.1 12.8 57.1 76 25.0 65.8 5.3 3.9

주 가료5-8 57 22.8 1.8 75.4 43 11.6 69.8 16.3 2.3

주 이상 가료9 31 6.5 0.0 93.5 29 20.7 48.3 20.7 10.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실태조사 부상 후 의사 진료 및 치료 경험자, n=249※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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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상 치료비용 처리 방법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이상 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10 7 (74.6%) ‘
처리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다음으로 일반 상해보험 및 공’ ‘

제 처리 스포츠 안전사고 보험 및 공제 처리 의 ’(23.0%), ‘ ’(2.4%)

순으로 조사됨.

그림 부상 치료비용 처리 방법-32Ⅲ❙ ❙
단위( : %)

실태조사 부상 후 약사 또는 의사 치료 경험자, n=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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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치료비용 처리 방법1) 

종목 활동 빈도가 잦을수록 회당 활동 시간이 길수록 종목 능, 1 , 
숙도가 높아질수록 치료비용을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처리 했‘ ’

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치료비용 처리 방법-49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자부담 처리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처리

스포츠 안전사고 
보험 및 공제 

처리

전   체 331 74.6 23.0 2.4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183 72.1 24.6 3.3

월 회 이상1 110 76.4 22.7 0.9

개월 당 회2-6 1 20 80.0 20.0 0.0

비정기 18 83.3 11.1 5.6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65 73.8 23.1 3.1

분 초과 분 이하30 -60 161 76.4 21.7 1.9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88 75.0 22.7 2.3

시간 초과 2 17 58.8 35.3 5.9

종목 
능숙도

초급 163 76.7 22.1 1.2

중급 119 72.3 23.5 4.2

상급 49 73.5 24.5 2.0

종목 
경력

년 미만 2 19 57.9 42.1 0.0

년 이상 년 미만2 -5 38 55.3 42.1 2.6

년 이상 년 미만 5 -10 56 83.9 14.3 1.8

년 이상 년 미만10 -20 99 76.8 18.2 5.1

년 이상20 119 77.3 21.8 0.8

실태조사 부상 후 약사 또는 의사 치료 경험자, n=33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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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종류 및 정도별 부상 치료비용 처리 방법2) 

골절 열상 등의 부상 종류에서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처리 를 , ‘ ’
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가료기간에 따른 부상 치료비용 처리방법 유형에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부상 종류 및 정도별 부상 치료비용 처리 방법-50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자부담 처리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처리

스포츠 안전사고 
보험 및 공제 

처리

전   체 331 74.6 23.0 2.4

부상 종류

염좌 126 84.9 14.3 0.8

골절 67 70.1 26.9 3.0

탈구 16 68.8 31.3 0.0

열상 26 61.5 34.6 3.8

절단 3 33.3 33.3 33.3

찰과상 9 44.4 44.4 11.1

출혈 10 70.0 30.0 0.0

좌상 17 70.6 23.5 5.9

자상 2 100.0 0.0 0.0

통증 35 74.3 22.9 2.9

염증 3 100.0 0.0 0.0

파열 11 63.6 36.4 0.0

기타 6 66.7 33.3 0.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7 57.1 28.6 14.3

주 미만 가료1 51 82.4 17.6 0.0

주 가료1-2 107 74.8 21.5 3.7

주 가료3-4 93 69.9 26.9 3.2

주 가료5-8 44 79.5 20.5 0.0

주 이상 가료9 29 72.4 27.6 0.0

실태조사 부상 후 약사 또는 의사 치료 경험자, n=33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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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부상 치료비용 처리 방법3)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상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 하는 비율이 ‘ ’
높게 조사됨.

표 기본 특성별 부상 치료비용 처리 방법-51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자부담 처리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처리

스포츠 안전사고 
보험 및 공제 처리

전   체 331 74.6 23.0 2.4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60 81.7 18.3 0.0

저위험 음주군 198 69.2 27.3 3.5

비음주군 73 83.6 15.1 1.4

흡연 
여부

비흡연 142 73.2 25.4 1.4

흡연 189 75.7 21.2 3.2

성별
남성 289 76.1 21.5 2.4

여성 42 64.3 33.3 2.4

연령

대20 50 72.0 28.0 0.0

대30 165 71.5 25.5 3.0

대40 88 81.8 17.0 1.1

대50 25 72.0 20.0 8.0

세 이상60 3 100.0 0.0 0.0

실태조사 부상 후 약사 또는 의사 치료 경험자, n=33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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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상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발생된 부상의 치료비용 중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원으로 56,625
나타남.

구간별로는 만원 이하 가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만‘1 ’ 30.9% , ‘1
원 초과 만원 이하 개인부담액 없음 등의 -3 ’(20.3%), ‘ ’(16.5%) 

순으로 조사됨.

그림 부상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33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모름 무응답 제외/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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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출혈 등의 부상 종류에서 치료비용 개인부담금액이 상대, 
적으로 높게 조사됨.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
는 경향을 보임.

표 부상 종류 및 정도별 부상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52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개인

부담액 
없음

만원 1
이하

만원 1
초과-
만원 3
이하

만원 3
초과-
만원 5
이하

만원 5
초과-

만원 10
이하

만원 10
초과-

만원 20
이하

만원 20
초과

평균
원( )

전   체 711 16.5 30.9 20.3 10.5 10.0 5.3 4.6 56,625

부상
종류

염좌 318 20.4 35.5 22.6 9.1 6.6 4.4 0.6 32,980

골절 89 4.5 10.1 11.2 15.7 23.6 11.2 16.9 122,456

탈구 22 0.0 13.6 22.7 13.6 22.7 4.5 9.1 87,579

열상 33 0.0 21.2 21.2 24.2 15.2 12.1 6.1 80,636

절단 3 0.0 0.0 0.0 66.7 0.0 0.0 33.3 166,667

찰과상 31 16.1 54.8 19.4 3.2 6.5 0.0 0.0 16,692

출혈 23 13.0 34.8 4.3 17.4 8.7 13.0 8.7 102,178

좌상 48 10.4 45.8 22.9 8.3 10.4 0.0 2.1 28,314

자상 3 0.0 0.0 33.3 33.3 0.0 33.3 0.0 71,667

통증 100 27.0 28.0 26.0 8.0 4.0 2.0 4.0 42,097

염증 4 0.0 0.0 25.0 0.0 50.0 25.0 0.0 97,000

파열 18 11.1 27.8 16.7 5.6 16.7 5.6 11.1 102,733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49.5 36.1 8.2 4.1 0.0 1.0 0.0 13,271

주 미만 가료1 176 20.5 44.9 17.6 10.2 4.5 1.1 1.1 27,553

주 가료1-2 217 10.6 31.8 25.8 13.4 10.6 4.1 2.8 46,383

주 가료3-4 133 3.8 20.3 33.1 9.8 13.5 8.3 6.0 70,057

주 가료5-8 57 8.8 12.3 7.0 10.5 26.3 15.8 15.8 129,020

주 이상 가료9 31 0.0 9.7 3.2 16.1 22.6 19.4 25.8 152,38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모름 무응답 제외/ 1.8%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농구-

122 |

5 가료 기간

부상 경험자들의 가료기간은 주 정도 가 로 가장 높‘1-2 ’ 30.5%
고 다음으로 주 미만 주 정도 등의 순‘1 ’(24.8%), ‘3-4 ’(18.7%) 

으로 조사됨.

전체적으로 명 중 명 이상 이 10 6 (68.9%: 13.6%+24.8%+30.5%)
주 정도 또는 그 이하의 가료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1-2

타남.

그림 부상 후 가료기간-34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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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종류에 따른 주 정도 또는 그 이하 바로 참여가능 주 1-2 ( , 1
미만 포함 의 가료기간을 가지는 비율은 찰과상 출혈) (96.8%), 

좌상 등의 순이며 주 이상의 가료기간을 (91.3%), (77.1%) 3-4

가지는 비율은 골절 탈구 등의 순으로 조사됨(67.4%), (54.5%) .

표 부상 종류별 부상 후 가료기간-53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바로 참
여

가능할
정도로
경미함

주 미1
만

주1-2
정도

주3-4
정도

주5-8
정도

주 이9
상

주1-2
또는

그 이하

주3-4
이상

전   체 711 13.6 24.8 30.5 18.7 8.0 4.4 68.9 31.1

부상 
종류

염좌 318 10.7 29.2 35.5 17.0 5.0 2.5 75.5 24.5

골절 89 4.5 9.0 19.1 27.0 28.1 12.4 32.6 67.4

탈구 22 0.0 9.1 36.4 50.0 4.5 0.0 45.5 54.5

열상 33 6.1 18.2 45.5 27.3 0.0 3.0 69.7 30.3

절단 3 0.0 0.0 33.3 66.7 0.0 0.0 33.3 66.7

찰과상 31 45.2 29.0 22.6 3.2 0.0 0.0 96.8 3.2

출혈 23 26.1 30.4 34.8 8.7 0.0 0.0 91.3 8.7

좌상 48 14.6 35.4 27.1 16.7 4.2 2.1 77.1 22.9

자상 3 0.0 33.3 66.7 0.0 0.0 0.0 100.0 0.0

통증 100 24.0 24.0 28.0 16.0 3.0 5.0 76.0 24.0

염증 4 0.0 25.0 0.0 50.0 25.0 0.0 25.0 75.0

파열 18 5.6 16.7 22.2 11.1 16.7 27.8 44.4 55.6

기타 19 26.3 26.3 5.3 10.5 31.6 0.0 57.9 42.1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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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상으로 인한 후유 발생 현황

농구 부상 경험자 명 중 약 명가량 이 부상으로 인해 10 2 (23.3%)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발생된 후유증의 심각도의 경우 심각도가 낮다 는 응답이 , ‘ ’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30.1%( 7.2%+ 22.9%)

로 심각도가 높다 매우 심각 다소 심각 ‘ ’(23.5%: 1.2%+ 22.3%)

는 응답 대비 높게 조사됨.

그림 부상으로 인한 후유 발생률 및 심각도-35Ⅲ❙ ❙
단위( : %)

부상 후유발생 여부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 n=711※ 

발생 후유증 심각도 실태조사 후유 발생자: , 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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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별 부상 후유 발생률 및 심각도1) 

골절 탈구 열상 출혈 등의 부상에서 후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 , , 
높게 조사됨.

가료기간이 길수록 후유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으로 인한 후유 발생률 및 심각도-54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후유

미발생
후유
발생

발생 후유증의 심각도

사례수

전혀
심각
하지
않음

심각
하지
않은
편

보통
다소
심각

매우
심각

낮은
심각도

높은
심각도

전   체 711 76.7 23.3 166 7.2 22.9 46.4 22.3 1.2 30.1 23.5

부상 종류

염좌 318 82.1 17.9 57 8.8 28.1 42.1 17.5 3.5 36.8 21.1

골절 89 66.3 33.7 30 6.7 23.3 53.3 16.7 0.0 30.0 16.7

탈구 22 63.6 36.4 8 12.5 12.5 37.5 37.5 0.0 25.0 37.5

열상 33 66.7 33.3 11 9.1 27.3 45.5 18.2 0.0 36.4 18.2

절단 3 100.0 0.0 - - - - - - - -

찰과상 31 96.8 3.2 1 0.0 100.0 0.0 0.0 0.0 100.0 0.0

출혈 23 60.9 39.1 9 0.0 22.2 66.7 11.1 0.0 22.2 11.1

좌상 48 77.1 22.9 11 0.0 45.5 54.5 0.0 0.0 45.5 0.0

자상 3 66.7 33.3 1 0.0 0.0 0.0 100.0 0.0 0.0 100.0

통증 100 76.0 24.0 24 4.2 8.3 45.8 41.7 0.0 12.5 41.7

염증 4 25.0 75.0 3 33.3 0.0 66.7 0.0 0.0 33.3 0.0

파열 18 61.1 38.9 7 14.3 14.3 42.9 28.6 0.0 28.6 28.6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95.9 4.1 4 75.0 0.0 25.0 0.0 0.0 75.0 0.0

주 미만 가료1 176 84.1 15.9 28 25.0 25.0 46.4 3.6 0.0 50.0 3.6

주 가료1-2 217 79.3 20.7 45 2.2 33.3 53.3 11.1 0.0 35.6 11.1

주 가료3-4 133 68.4 31.6 42 0.0 26.2 40.5 33.3 0.0 26.2 33.3

주 가료5-8 57 50.9 49.1 28 3.6 14.3 39.3 39.3 3.6 17.9 42.9

주 이상 가료9 31 38.7 61.3 19 0.0 5.3 57.9 31.6 5.3 5.3 36.8

부상 후유발생 여부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 n=711※ 

발생 후유증 심각도 실태조사 후유 발생자: , n=166※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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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발생 부상후유 유형2) 

부상 후 후유증이 발생한 응답자 명 중 명 이상 은 10 5 (50.6%)
부상 후유증의 유형으로 부상 부위의 지속 주기적인 통증 을 ‘ / ’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뻐근 불편감 관절에서의 소리 등 신, / , ‘

체적 불편함 오십견 디스크 관절염 등 만성질환 등’(18.1%), , , ‘ ’(9.6%) 

의 순으로 조사됨.

표 주 발생 부상후유 유형-55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   분 사례수 응답비율

전   체 166

부상부위의 지속 주기적인 통증/ 84 50.6

신체적 불편함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뻐근 불편감 관절소리 등( , / , ) 30 18.1

만성질환 오십견 디스크 관절염 등( , , ) 16 9.6

부상부위 사용시 통증 10 6.0

부상부위의 비주기적 통증 9 5.4

부상당한부위의 변형 손가락 휘어짐 손발톱변형 부상부위 변 탈색 등( , , / ) 7 4.2

심리적 불편함 동일부상발생 및 재발에 대한 두려움 악몽 스트레스 등( , , ) 4 2.4

운동능력 및 기량 감소 근력 유연성 민첩성 약화 및 기량감퇴 등( / / ) 3 1.8

다른부위의 변형 반대편 손 발 무리 및 두부충격 후 시력문제 등( / ) 2 1.2

신체적 장애 굴신장애 난청 미 후각 장애 등( , , / ) 2 1.2

기타 2 1.2

없음 모름 무응답/ / 10 6.0

실태조사 후유발생자, n=166※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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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이상 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10 5 (54.6%)
횟수가 감소 했다고 응답함‘ ’ .

◦ 다음으로 변화없음 증가 활동 중지 의 순으로 조사‘ / ’(28.3%), ‘ ’(17.2%)

됨.

부상 후 활동주기 및 횟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자 들은 부(n=388)
상 전의 활동주기 및 횟수를 로 상정했을 시 정도100% 57.0% 

로 줄어든 것으로 응답함.

그림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36Ⅲ❙ ❙
단위( : %)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도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 n=711※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율 실태조사 활동 감소자: , n=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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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부위별 상반신과 하반신 상부 골반 무릎 에서 감소 했다는 ( ) ‘ ’
응답이 높게 나타남.

부상종류별 골절 열상 좌상에서 감소 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 , ‘ ’
남.

부상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평균 감소율에는 큰 차이가 없음.
표 부상 종류 및 정도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56Ⅲ❙ ❙

단위( : %)

구분
사례
수

활동
중지

변화
없음

/
증가

감소
감소 인구의 감소율

사례
수

20%
이하

21-
40%

41-
60%

61-
80%

81-
99%

감소
평균

전   체 711 17.2 28.3 54.6 388 10.3 10.6 37.9 34.5 6.7 57.0

부상 부위

머리 안면부 포함 목 ( )/ 100 19.0 28.0 53.0 53 15.1 11.3 37.7 30.2 5.7 53.3

상반신 52 19.2 17.3 63.5 33 9.1 18.2 48.5 24.2 0.0 51.7

팔 309 15.2 30.4 54.4 168 10.1 10.7 36.9 33.9 8.3 57.5

하반신 상부 골반 무릎( ) 74 17.6 23.0 59.5 44 13.6 11.4 31.8 38.6 4.5 55.5

하반신 하부 무릎 아래( ) 174 18.4 30.5 51.1 89 6.7 6.7 38.2 40.4 7.9 61.1

부상 종류

염좌 318 15.1 32.1 52.8 168 9.5 6.5 39.3 37.5 7.1 59.4

골절 89 20.2 11.2 68.5 61 11.5 14.8 42.6 27.9 3.3 52.6

탈구 22 22.7 22.7 54.5 12 25.0 8.3 41.7 25.0 0.0 47.9

열상 33 18.2 12.1 69.7 23 17.4 17.4 21.7 39.1 4.3 52.5

절단 3 33.3 33.3 33.3 1 0.0 0.0 100.0 0.0 0.0 50.0

찰과상 31 0.0 74.2 25.8 8 12.5 0.0 12.5 50.0 25.0 72.5

출혈 23 26.1 34.8 39.1 9 0.0 0.0 66.7 33.3 0.0 58.9

좌상 48 22.9 20.8 56.3 27 7.4 18.5 29.6 33.3 11.1 57.3

자상 3 66.7 0.0 33.3 1 0.0 100.0 0.0 0.0 0.0 40.0

통증 100 17.0 28.0 55.0 55 7.3 10.9 38.2 34.5 9.1 58.7

염증 4 25.0 25.0 50.0 2 0.0 50.0 0.0 50.0 0.0 50.0

파열 18 22.2 11.1 66.7 12 25.0 16.7 16.7 33.3 8.3 49.2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12.4 55.7 32.0 31 19.4 3.2 22.6 41.9 12.9 58.5

주 미만 가료1 176 17.0 35.2 47.7 84 10.7 13.1 36.9 34.5 4.8 55.8

주 가료1-2 217 14.3 23.5 62.2 135 7.4 8.9 36.3 37.8 9.6 60.3

주 가료3-4 133 15.8 18.8 65.4 87 8.0 9.2 43.7 34.5 4.6 57.5

주 가료5-8 57 26.3 15.8 57.9 33 15.2 12.1 45.5 24.2 3.0 50.8

주 이상 가료9 31 41.9 0.0 58.1 18 16.7 27.8 38.9 16.7 0.0 45.0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도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 n=711※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율 실태조사 활동 감소자: , n=388※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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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

부상 후 스포츠활동을 감소 및 중단한 주된 이유로는 신체적 ‘
불편함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심리적 두려움’(53.7%) ‘ ’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 의 순으로 조사됨(32.0%), ‘ ’(10.8%) .

그림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37Ⅲ❙ ❙
단위( : %)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또는 중단자, n=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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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1) 

종목 능숙도가 낮을수록 심리적 두려움 으로 인해 스포츠 활동‘ ’
을 감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 

신체적 불편함에 의해 스포츠 활동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57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심리적 
두려움

신체적 
불편함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

기타

전   체 510 32.0 53.7 10.8 3.5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61 34.5 54.4 8.0 3.1

월 회 이상1 170 32.4 52.9 11.8 2.9

개월 당 회2-6 1 37 21.6 51.4 21.6 5.4

비정기 42 23.8 54.8 14.3 7.1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18 36.4 50.8 10.2 2.5

분 초과 분 이하30 -60 250 30.4 54.4 10.4 4.8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19 31.1 54.6 11.8 2.5

시간 초과 2 23 30.4 56.5 13.0 0.0

종목 
능숙도

초급 293 34.5 50.9 10.6 4.1

중급 158 28.5 60.1 8.9 2.5

상급 59 28.8 50.8 16.9 3.4

종목 
경력

년 미만 2 47 42.6 48.9 8.5 0.0

년 이상 년 미만2 -5 55 34.5 50.9 12.7 1.8

년 이상 년 미만 5 -10 76 30.3 48.7 11.8 9.2

년 이상 년 미만10 -20 145 40.7 46.9 10.3 2.1

년 이상20 187 22.5 63.1 10.7 3.7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또는 중단자, n=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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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2) 

부상 상황에 따른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이유에는 유
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부상 상황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58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심리적 
두려움

신체적 
불편함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

기타

전   체 510 32.0 53.7 10.8 3.5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0 23.3 63.3 10.0 3.3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32 32.6 51.5 12.1 3.8

지도숙련자 미배석/ 318 33.3 52.8 10.4 3.5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47 29.8 57.4 12.8 0.0

미착용 463 32.2 53.3 10.6 3.9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98 25.5 60.2 13.3 1.0

미확인 412 33.5 52.2 10.2 4.1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276 32.2 53.3 12.0 2.5

미실시 234 31.6 54.3 9.4 4.7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또는 중단자, n=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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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내용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3) 

머리 안면부 포함 목 하반신 상부 부위 부상은 심리적 두려( )/ , ‘
움 상반신 부상은 신체적 불편함 으로 인해 스포츠 활동을 감’, ‘ ’

소하거나 중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골절 열상 좌상의 경우 심리적 두려움 통증의 경우 신체적 , , ‘ ’, ‘
불편함 으로 인한 응답 비율이 높게 조사됨’ .

표 부상 종류 및 정도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59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심리적 
두려움

신체적 
불편함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

기타

전   체 510 32.0 53.7 10.8 3.5

부상 부위

머리 안면부 포함 목 ( )/ 72 38.9 43.1 16.7 1.4

상반신 43 16.3 67.4 16.3 0.0

팔 215 30.7 54.4 8.8 6.0

하반신 상부 골반 무릎( ) 57 45.6 42.1 10.5 1.8

하반신 하부 무릎 아래( ) 121 28.9 59.5 9.1 2.5

부상 종류

염좌 216 30.1 56.0 7.4 6.5

골절 79 38.0 48.1 11.4 2.5

탈구 17 17.6 52.9 23.5 5.9

열상 29 51.7 41.4 6.9 0.0

절단 2 0.0 50.0 50.0 0.0

찰과상 8 50.0 37.5 12.5 0.0

출혈 15 53.3 26.7 20.0 0.0

좌상 38 36.8 42.1 21.1 0.0

자상 3 0.0 66.7 33.3 0.0

통증 72 22.2 66.7 9.7 1.4

염증 3 33.3 66.7 0.0 0.0

파열 16 25.0 68.8 6.3 0.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43 30.2 51.2 9.3 9.3

주 미만 가료1 114 34.2 53.5 9.6 2.6

주 가료1-2 166 30.1 54.2 11.4 4.2

주 가료3-4 108 33.3 52.8 10.2 3.7

주 가료5-8 48 25.0 54.2 20.8 0.0

주 이상 가료9 31 41.9 58.1 0.0 0.0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또는 중단자, n=51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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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

농구 종목의 안전수칙을 인지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매우 ‘ ’ 30.7%(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아는 편 미인지 가 3.2%+ 27.4%), ‘ ’ 27.4%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 로 비슷한 수준을 보( 4.5%+ 22.9%)

임.

그림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38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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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1) 

종목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종목의 안전 수칙을 인지 하고 ‘ ’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종목 활동빈도가 잦을수록 회당 활동시간이 길수록 종목 능숙도 상, 1 , 

급자 종목 경력이 오래 되었을수록 종목 안전수칙에 대해 인지 하고 , ‘ ’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종목 관여도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60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미인지 인지

전   체 711 4.5 22.9 41.9 27.4 3.2 27.4 30.7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4.2 22.5 39.6 29.7 3.9 26.7 33.6

월 회 이상1 261 5.0 20.7 44.4 27.6 2.3 25.7 29.9

개월 당 회2-6 1 59 3.4 22.0 44.1 25.4 5.1 25.4 30.5

비정기 58 5.2 36.2 41.4 15.5 1.7 41.4 17.2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4.3 27.4 49.4 16.5 2.4 31.7 18.9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5.2 23.5 39.8 28.1 3.4 28.7 31.5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4.1 17.2 40.8 34.3 3.6 21.3 37.9

시간 초과 2 29 0.0 24.1 31.0 41.4 3.4 24.1 44.8

종목 
능숙도

초급 403 5.7 30.5 45.7 17.4 0.7 36.2 18.1

중급 226 3.5 13.7 43.8 35.8 3.1 17.3 38.9

상급 82 1.2 11.0 18.3 53.7 15.9 12.2 69.5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10.2 32.2 42.4 13.6 1.7 42.4 15.3

년 이상 년 미만2 -5 76 2.6 28.9 46.1 22.4 0.0 31.6 22.4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1.9 26.0 48.1 22.1 1.9 27.9 24.0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5.3 19.7 41.3 28.4 5.3 25.0 33.7

년 이상20 264 4.2 20.5 38.6 33.3 3.4 24.6 36.7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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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2) 

교육 실시와 관계 없이 전문 숙련자를 동반하는 경우 종목 안전 /
수칙에 대해 인지 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조사됨‘ ’ .

안전장비를 착용한 집단 준비운동을 실시하는 집단에서 종목의 , 
안전수칙을 인지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61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미인지 인지

전   체 711 4.5 22.9 41.9 27.4 3.2 27.4 30.7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1.5 26.9 43.3 25.4 3.0 28.4 28.4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1.7 18.1 41.8 33.9 4.5 19.8 38.4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6.0 24.2 41.8 25.3 2.8 30.2 28.1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5.0 16.7 38.3 31.7 8.3 21.7 40.0

미착용 651 4.5 23.5 42.2 27.0 2.8 28.0 29.8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5.0 23.1 47.9 20.7 3.3 28.1 24.0

미확인 590 4.4 22.9 40.7 28.8 3.2 27.3 32.0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1.3 20.4 42.9 32.3 3.2 21.7 35.4

미실시 333 8.1 25.8 40.8 21.9 3.3 33.9 25.2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9.3 15.5 52.6 18.6 4.1 24.7 22.7

주 미만 가료1 176 5.7 22.2 41.5 26.7 4.0 27.8 30.7

주 가료1-2 217 2.8 24.0 44.2 28.1 0.9 26.7 29.0

주 가료3-4 133 2.3 26.3 37.6 30.1 3.8 28.6 33.8

주 가료5-8 57 7.0 29.8 26.3 35.1 1.8 36.8 36.8

주 이상 가료9 31 0.0 16.1 41.9 29.0 12.9 16.1 41.9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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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3) 

남성의 종목 안전수칙 인지 도가 여성에 비해 높음‘ ’ .
그 외 음주행태 흡연여부 연령별 안전수칙 인지 도에는 유의할, , ‘ ’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기본 특성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62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미인지 인지

전   체 711 4.5 22.9 41.9 27.4 3.2 27.4 30.7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4.5 25.6 38.3 27.8 3.8 30.1 31.6

저위험 음주군 393 3.6 21.9 43.5 28.5 2.5 25.4 31.0

비음주군 185 6.5 23.2 41.1 24.9 4.3 29.7 29.2

흡연 
여부

비흡연 326 4.9 21.8 44.2 24.8 4.3 26.7 29.1

흡연 385 4.2 23.9 40.0 29.6 2.3 28.1 31.9

성별
남성 623 4.7 21.5 41.9 28.7 3.2 26.2 31.9

여성 88 3.4 33.0 42.0 18.2 3.4 36.4 21.6

연령

대20 118 7.6 30.5 34.7 22.9 4.2 38.1 27.1

대30 360 5.0 18.6 42.2 30.6 3.6 23.6 34.2

대40 183 2.2 27.3 44.3 24.6 1.6 29.5 26.2

대50 45 2.2 20.0 48.9 24.4 4.4 22.2 28.9

세 이상60 5 0.0 20.0 40.0 40.0 0.0 20.0 4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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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

응답자 명 중 명 이상 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 으로부10 4 (42.7%) ‘ ’
터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교‘

육 인터넷 등의 순으로 조사됨’(22.9%), ‘ ’(20.2%) .

그림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39Ⅲ❙ ❙
단위( : %)

실태조사 종목 안전수칙 인지 대체로 아는 편 매우 잘 알고 있음 응답자( + ) , n=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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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1) 

대부분의 종목 관여도별 변인에서 전체 결과에 수렴하는 인지경
로 비율을 보이고 있음.

종목 능숙도 상급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을 
접한 비율이 높게 조사됨.

표 종목 관여도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63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같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들음

교육 인터넷 방송 책자 기타 계

전   체 218 42.7 22.9 20.2 10.1 2.8 1.4 100.0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112 39.3 19.6 24.1 11.6 4.5 0.9 100.0

월 회 이상1 78 46.2 24.4 17.9 9.0 0.0 2.6 100.0

개월 당 회2-6 1 18 50.0 27.8 11.1 5.6 5.6 0.0 100.0

비정기 10 40.0 40.0 10.0 10.0 0.0 0.0 100.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1 32.3 29.0 22.6 16.1 0.0 0.0 100.0

분 초과 분 이하30 -60 110 44.5 20.0 23.6 10.0 0.9 0.9 100.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64 46.9 20.3 15.6 9.4 6.3 1.6 100.0

시간 초과 2 13 30.8 46.2 7.7 0.0 7.7 7.7 100.0

종목 
능숙도

초급 73 35.6 16.4 30.1 15.1 2.7 0.0 100.0

중급 88 50.0 22.7 13.6 8.0 4.5 1.1 100.0

상급 57 40.4 31.6 17.5 7.0 0.0 3.5 100.0

종목 
경력

년 미만 2 9 33.3 11.1 0.0 55.6 0.0 0.0 100.0

년 이상 년 미만2 -5 17 58.8 0.0 35.3 0.0 5.9 0.0 100.0

년 이상 년 미만 5 -10 25 36.0 20.0 40.0 4.0 0.0 0.0 100.0

년 이상 년 미만10 -20 70 40.0 20.0 22.9 12.9 4.3 0.0 100.0

년 이상20 97 44.3 30.9 12.4 7.2 2.1 3.1 100.0

실태조사 종목 안전수칙 인지 대체로 아는 편 매우 잘 알고 있음 응답자( + ) , n=218※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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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2) 

대부분의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변인에서 전체 결과에 수렴하는 
인지경로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64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같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들음

교육 인터넷 방송 책자 기타 계

전   체 218 42.7 22.9 20.2 10.1 2.8 1.4 100.0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19 36.8 31.6 21.1 5.3 5.3 0.0 100.0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68 50.0 25.0 17.6 2.9 1.5 2.9 100.0

지도숙련자 미배석/ 131 39.7 20.6 21.4 14.5 3.1 0.8 100.0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24 33.3 20.8 33.3 4.2 8.3 0.0 100.0

미착용 194 43.8 23.2 18.6 10.8 2.1 1.5 100.0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29 34.5 24.1 24.1 10.3 6.9 0.0 100.0

미확인 189 43.9 22.8 19.6 10.1 2.1 1.6 100.0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134 40.3 26.9 22.4 6.7 2.2 1.5 100.0

미실시 84 46.4 16.7 16.7 15.5 3.6 1.2 100.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2 36.4 22.7 18.2 13.6 9.1 0.0 100.0

주 미만 가료1 54 35.2 18.5 33.3 11.1 0.0 1.9 100.0

주 가료1-2 63 49.2 19.0 19.0 9.5 3.2 0.0 100.0

주 가료3-4 45 48.9 17.8 20.0 8.9 2.2 2.2 100.0

주 가료5-8 21 42.9 42.9 0.0 4.8 4.8 4.8 100.0

주 이상 가료9 13 30.8 46.2 7.7 15.4 0.0 0.0 100.0

실태조사 종목 안전수칙 인지 대체로 아는 편 매우 잘 알고 있음 응답자( + ) , n=218※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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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3) 

대부분의 기본 인구특성별 변인에서 전체 결과에 수렴하는 인지
경로 비율을 보이고 있음.

남성 젊은 연령대의 경우 여성 및 타 연령층 대비 같이 운동하, ‘
는 사람 을 통해 안전수칙을 인지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조사’

됨.

표 기본 특성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65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같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들음

교육 인터넷 방송 책자 기타 계

전   체 218 42.7 22.9 20.2 10.1 2.8 1.4 100.0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42 57.1 19.0 11.9 9.5 2.4 0.0 100.0

저위험 음주군 122 40.2 20.5 26.2 9.8 2.5 0.8 100.0

비음주군 54 37.0 31.5 13.0 11.1 3.7 3.7 100.0

흡연 
여부

비흡연 95 44.2 23.2 20.0 9.5 2.1 1.1 100.0

흡연 123 41.5 22.8 20.3 10.6 3.3 1.6 100.0

성별
남성 199 44.7 22.1 19.6 10.1 2.0 1.5 100.0

여성 19 21.1 31.6 26.3 10.5 10.5 0.0 100.0

연령

대20 32 53.1 12.5 18.8 12.5 3.1 0.0 100.0

대30 123 44.7 22.0 18.7 10.6 2.4 1.6 100.0

대40 48 31.3 27.1 27.1 10.4 2.1 2.1 100.0

대50 13 38.5 38.5 15.4 0.0 7.7 0.0 100.0

세 이상60 2 50.0 50.0 0.0 0.0 0.0 0.0 100.0

실태조사 종목 안전수칙 인지 대체로 아는 편 매우 잘 알고 있음 응답자( + ) , n=218※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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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안전의식 인지 인지경로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지도자들의 경‘ ’ , ◉ 

우 인지 비율이 로 대부분이며 특히 교육 을 통한 ‘ ’ 81.8% , ‘ ’

인지 경로가 로 생활 스포츠인 과 차이를 보임90.9% ‘ ’ .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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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시급 개선 사항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 ’◉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오픈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다양한 교육 강화 확대 에 대한 응답이 가장 , ‘ / ’

많음. 

다양한 교육 강화 확대 에는 지도자 대상 교육 시설 교육 ‘ / ’ ‘ ’, ‘ ’, ◦ 

보호장구 착용 교육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 ’ . 

다음으로 장비확보 및 장비 착용 의무화 시설확보 확충 등의  ‘ ’, ‘ / ’ ◦ 

순으로 나타남. 

시급 개선 사항 오픈문항( , n=11) (%)
다양한 교육 강화 확대/ 72.7

장비확보 의무화 / 45.5
시설확보 확충/ 18.2

안전을위한정책 제도 관리강화/ / 9.1
안전에대한의식개선 9.1

수준에맞는운동 9.1
전문가 확보 양성/ 9.1

기타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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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수칙 준수현황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이상 안전 최우선 어10 5 (55.1%: 14.5%+
느 정도 안전 우선 은 농구를 할 때 안전 수칙 준수 를 40.6%) ‘ ’

우선 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하더라도 재미를 우선 시 한‘ ’

다는 비율 재미 최우선 어느 정도 재미 우선 (8.9%: 1.5%+

보다 높게 조사됨7.3%) .

그림 안전수칙 준수현황-40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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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안전수칙 준수현황1) 

대부분의 종목 관여도별 특성에서 안전수칙 준수 를 우선으로 ‘ ’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목 능숙도가 중급 또는 

상급인 경우 종목 경력 년 미만 집단에서 이러한 응답 비율이 , 2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표 종목 관여도별 안전수칙 준수현황-66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재미 

최우선
어느정도
재미우선 

보통 
어느정도
안전우선 

안전 
최우선

재미 
우선

안전수칙
준수우선

전   체 711 1.5 7.3 36.0 40.6 14.5 8.9 55.1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1.8 6.3 35.4 42.3 14.1 8.1 56.5

월 회 이상1 261 1.5 7.7 37.9 40.2 12.6 9.2 52.9

개월 당 회2-6 1 59 0.0 8.5 28.8 45.8 16.9 8.5 62.7

비정기 58 1.7 10.3 37.9 27.6 22.4 12.1 50.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1.8 9.8 45.1 29.3 14.0 11.6 43.3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1.7 7.2 33.0 43.3 14.9 8.9 58.2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1.2 5.3 34.9 47.3 11.2 6.5 58.6

시간 초과 2 29 0.0 6.9 27.6 34.5 31.0 6.9 65.5

종목 
능숙도

초급 403 2.2 8.2 37.2 39.2 13.2 10.4 52.4

중급 226 0.9 4.9 35.8 42.9 15.5 5.8 58.4

상급 82 0.0 9.8 30.5 41.5 18.3 9.8 59.8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1.7 5.1 28.8 42.4 22.0 6.8 64.4

년 이상 년 미만2 -5 76 1.3 6.6 38.2 43.4 10.5 7.9 53.9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1.0 6.7 34.6 41.3 16.3 7.7 57.7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1.4 7.2 40.9 36.5 13.9 8.7 50.5

년 이상20 264 1.9 8.3 33.7 42.4 13.6 10.2 56.1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조사 결과. Ⅲ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145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안전수칙 준수현황2) 

전문 숙련자가 배석했던 집단 준비운동을 실시했던 집단의 경/ , 
우 타 집단 대비 안전수칙 준수 를 우선으로 한다는 응답이 높‘ ’

게 나타남.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안전수칙 준수현황-67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재미 

최우선
어느정도
재미우선 

보통 
어느정도
안전우선 

안전 
최우선

재미 
우선

안전수칙
준수우선

전   체 711 1.5 7.3 36.0 40.6 14.5 8.9 55.1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0.0 7.5 35.8 41.8 14.9 7.5 56.7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1.7 3.4 29.4 45.2 20.3 5.1 65.5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1.7 8.8 38.5 38.8 12.2 10.5 51.0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3.3 8.3 33.3 48.3 6.7 11.7 55.0

미착용 651 1.4 7.2 36.3 39.9 15.2 8.6 55.1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3.3 8.3 30.6 48.8 9.1 11.6 57.9

미확인 590 1.2 7.1 37.1 39.0 15.6 8.3 54.6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0.5 5.3 32.8 45.2 16.1 5.8 61.4

미실시 333 2.7 9.6 39.6 35.4 12.6 12.3 48.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2.1 7.2 39.2 40.2 11.3 9.3 51.5

주 미만 가료1 176 1.7 10.2 39.2 36.9 11.9 11.9 48.9

주 가료1-2 217 2.8 5.5 35.5 44.2 12.0 8.3 56.2

주 가료3-4 133 0.0 4.5 33.8 45.1 16.5 4.5 61.7

주 가료5-8 57 0.0 14.0 29.8 31.6 24.6 14.0 56.1

주 이상 가료9 31 0.0 3.2 32.3 35.5 29.0 3.2 64.5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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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안전수칙 준수현황3) 

대부분의 기본 응답자 특성별 특성에서 안전수칙 준수 를 우선‘ ’
으로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서, 

대 이후 연령대에서 이러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20

사됨.

표 기본 특성별 안전수칙 준수현황-68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재미 

최우선
어느정도
재미우선 

보통 
어느정도
안전우선 

안전 
최우선

재미 
우선

안전수칙
준수우선

전   체 711 1.5 7.3 36.0 40.6 14.5 8.9 55.1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1.5 16.5 34.6 34.6 12.8 18.0 47.4

저위험 음주군 393 2.0 4.6 35.4 44.3 13.7 6.6 58.0

비음주군 185 0.5 6.5 38.4 37.3 17.3 7.0 54.6

흡연 
여부

비흡연 326 1.2 5.8 37.1 41.4 14.4 7.1 55.8

흡연 385 1.8 8.6 35.1 40.0 14.5 10.4 54.5

성별
남성 623 1.8 7.5 37.1 40.0 13.6 9.3 53.6

여성 88 0.0 5.7 28.4 45.5 20.5 5.7 65.9

연령

대20 118 1.7 9.3 39.8 35.6 13.6 11.0 49.2

대30 360 1.4 6.1 36.1 41.7 14.7 7.5 56.4

대40 183 1.6 6.6 35.0 43.2 13.7 8.2 56.8

대50 45 2.2 13.3 28.9 37.8 17.8 15.6 55.6

세 이상60 5 0.0 20.0 40.0 20.0 20.0 20.0 4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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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

부상 경험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정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 는 응답이 로 가장 높고 다‘ ’ 53.9% , 

음으로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를 확인 사전에 안전‘ ’(34.9%), ‘

시설 확인 등의 순으로 조사됨’(34.9%) .

그림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41Ⅲ❙ ❙
단위 점(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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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1) 

종목 관여도 변인 중 회당 활동시간 종목 능숙도에 따른 세부 1 , 
안전수칙 준수 행태에 차이가 발견됨.

◦ 회당 활동시간이 길수록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세부 안전수칙 준1 , 

수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종목 관여도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 매우긍정 긍정비율-69 (Top2: + )Ⅲ❙ ❙
단위 점( : , %)

구   분
사례
수

준비운동
실시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 
확인

사전에 
안전시설

확인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 

활동 시
보호장구

착용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711 3.50 53.9 3.12 34.9 3.14 34.9 3.27 40.9 3.21 37.7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3.50 52.9 3.29 41.1 3.30 41.7 3.40 46.2 3.32 42.9

월 회 이상1 261 3.49 55.2 2.96 29.5 3.01 29.9 3.15 36.4 3.10 33.7

개월 당 회2-6 1 59 3.61 57.6 3.03 30.5 3.12 32.2 3.29 42.4 3.20 32.2

비정기 58 3.43 50.0 2.98 27.6 2.91 20.7 3.05 29.3 3.02 31.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3.38 47.6 3.01 29.3 3.05 31.7 3.27 43.3 3.21 37.2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3.49 53.0 3.17 35.2 3.17 34.4 3.22 37.0 3.15 35.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3.59 59.2 3.13 37.9 3.14 36.7 3.36 45.6 3.28 42.0

시간 초과 2 29 3.79 69.0 3.21 44.8 3.34 48.3 3.38 48.3 3.52 48.3

종목 
능숙도

초급 403 3.43 48.4 3.04 29.3 3.06 30.0 3.16 35.2 3.11 33.3

중급 226 3.56 60.2 3.23 42.0 3.23 38.5 3.35 44.2 3.28 41.6

상급 82 3.67 63.4 3.24 42.7 3.34 48.8 3.61 59.8 3.48 48.8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3.63 57.6 3.34 45.8 3.27 39.0 3.36 45.8 3.34 49.2

년 이상 년 미만2 -5 76 3.51 50.0 3.25 35.5 3.28 36.8 3.42 44.7 3.36 46.1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3.46 53.8 3.22 40.4 3.36 44.2 3.37 45.2 3.38 47.1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3.53 53.8 3.00 29.3 3.01 26.9 3.13 31.7 3.15 32.2

년 이상20 264 3.45 54.2 3.09 34.5 3.10 36.0 3.28 44.3 3.11 33.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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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2)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변인 중 지도자 숙련자 관여 준비운동 실/ , 
시여부에 따른 세부 안전수칙 준수 행태에 차이가 발견됨.

◦ 전문 숙련자 교육 실시 집단에서 각종 세부 안전수칙 준수율이 높게 /

조사되어 교육 실시가 참여자 행동 양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준비운동 실시자의 세부 안전수칙 준수율이 높게 조사되어 세부 안전

수칙 준수는 평소 습관과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 매우긍정 긍정비율-70 (Top2: + )Ⅲ❙ ❙
단위 점( : , %)

구   분
사례
수

준비운동
실시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 
확인

사전에 
안전시설

확인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 

활동 시
보호장구

착용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711 3.50 53.9 3.12 34.9 3.14 34.9 3.27 40.9 3.21 37.7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3.40 50.7 3.52 55.2 3.76 64.2 3.69 61.2 3.70 61.2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3.61 61.0 3.13 34.5 3.14 33.9 3.34 39.5 3.30 40.1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3.47 51.6 3.06 32.1 3.06 31.0 3.18 38.5 3.10 33.4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3.38 51.7 3.42 41.7 3.48 45.0 3.38 36.7 3.67 58.3

미착용 651 3.51 54.1 3.10 34.3 3.11 33.9 3.26 41.3 3.16 35.8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3.43 52.9 3.50 52.1 3.50 45.5 3.60 56.2 3.40 47.1

미확인 590 3.51 54.1 3.05 31.4 3.07 32.7 3.20 37.8 3.17 35.8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3.70 64.3 3.25 39.4 3.30 41.3 3.43 46.6 3.35 42.3

미실시 333 3.27 42.0 2.98 29.7 2.96 27.6 3.09 34.5 3.04 32.4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3.45 51.5 3.13 41.2 3.10 36.1 3.22 39.2 3.21 35.1

주 미만 가료1 176 3.48 53.4 3.04 31.8 3.11 35.2 3.30 40.3 3.23 39.2

주 가료1-2 217 3.46 52.5 3.19 36.9 3.23 36.4 3.29 42.4 3.26 39.6

주 가료3-4 133 3.62 57.9 3.06 30.8 3.12 33.1 3.29 41.4 3.19 35.3

주 가료5-8 57 3.49 54.4 3.16 33.3 3.05 33.3 3.12 38.6 3.00 36.8

주 이상 가료9 31 3.55 54.8 3.26 38.7 3.16 29.0 3.32 41.9 3.16 35.5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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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3) 

성별에 따른 세부 안전수칙 준수 행태에 차이가 발견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세부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음.

표 기본 특성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 매우긍정 긍정비율-71 (Top2: + )Ⅲ❙ ❙
단위 점( : , %)

구   분
사례
수

준비운동
실시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 
확인

사전에 
안전시설

확인 

사전에
위험지역

확인 

활동 시
보호장구

착용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711 3.50 53.9 3.12 34.9 3.14 34.9 3.27 40.9 3.21 37.7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3.58 60.9 3.02 30.8 2.99 33.1 3.14 40.6 3.11 32.3

저위험 음주군 393 3.50 52.9 3.18 36.6 3.18 34.9 3.30 40.7 3.28 41.0

비음주군 185 3.44 50.8 3.09 34.1 3.18 36.2 3.29 41.6 3.12 34.6

흡연 
여부

비흡연 326 3.50 53.4 3.15 36.5 3.17 37.1 3.29 42.3 3.22 37.7

흡연 385 3.50 54.3 3.10 33.5 3.12 33.0 3.25 39.7 3.20 37.7

성별
남성 623 3.49 53.3 3.09 33.2 3.10 33.1 3.24 39.3 3.17 36.4

여성 88 3.59 58.0 3.39 46.6 3.45 47.7 3.49 52.3 3.48 46.6

연령

대20 118 3.48 50.0 3.10 37.3 3.14 37.3 3.21 44.1 3.14 34.7

대30 360 3.49 52.8 3.11 33.9 3.13 35.6 3.25 39.2 3.20 37.2

대40 183 3.54 57.4 3.16 35.0 3.15 30.1 3.34 41.0 3.23 37.2

대50 45 3.47 57.8 3.11 37.8 3.27 44.4 3.33 46.7 3.36 48.9

세 이상60 5 3.60 60.0 3.00 20.0 2.80 20.0 3.00 40.0 3.20 6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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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안전수칙 미준수 준수 이유( ) 

시설물 안전시설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1) , ,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안전시설 미확인 위험지역 미확인 이, , 
유 모두 확인하기 귀찮아서 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다음으로 세부 순위에는 소폭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확‘
인이 중요하지 않은 스포츠 와 확인 방법을 몰라서 의 이유로 ’ ‘ ’

인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표 시설물 안전시설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72 , , Ⅲ❙ ❙
단위( : %)

구   분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이유

안전시설
미확인
이유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사 례 수 463 463 420

확인할 사항이 없음 시설물 안전시설 위험지역 없음( , , ) 5.8 8.6 21.2

확인이 중요하지 않음 시설물 안전시설 위험지역 확인 미중요( , , ) 21.2 20.7 17.4

확인하기 귀찮음 44.7 39.3 35.7

확인 방법을 모름 22.9 25.1 22.4

확인하기 불가능함 4.8 5.4 3.3

기타 0.6 0.9 0.0

각 항목별 미확인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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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착용이유 및 보호장구 구매 지출 의향2)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응답자 명 중 명 이상 은 신체10 6 (64.2%) ‘
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 

며 다음으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 ’(32.4%), ‘

일한 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의 순으로 나타남’(28.5%) .

그림 보호장구 착용이유-42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보호장구 착용자, n=562※ 



조사 결과. Ⅲ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153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는 단
지 만이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연간 만원2.0% , ‘ 5-10 ’ 

연간 만원 이하 순으로 지출의향이 있다고 (30.4%), ‘ 5 ’(25.9%) 

응답함.

응답자 인 당 평균 보호장구 구매비 지출 의향은 약 만원 1 29.73
가량임.

그림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43Ⅲ❙ ❙
단위 만원(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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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1) 

종목 활동빈도 회당 활동시간 종목 능숙도에 따른 보호장구 , 1 , 
구매 지출의향 차이가 발견됨.

◦ 종목 활동빈도가 잦을수록 회당 활동시간이 길수록 종목 능숙도가 , 1 , 

높을수록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종목 관여도별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73Ⅲ❙ ❙
단위 만원( : %, )

구분 사례수
지출
의향
없음

연 만원5
이하

연 만원5
초과-

만원10
이하

연 만원10
초과
만원20

이하

연 만원20
초과
만원50

이하

연 만원50
초과

평균
금액
만원( )

전   체 711 2.0 25.9 30.4 16.0 15.0 9.6 29.73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1.8 23.4 26.4 16.8 16.8 13.8 40.32

월 회 이상1 261 0.4 26.1 32.6 16.9 15.3 7.3 21.83

개월 당 회2-6 1 59 1.7 40.7 37.3 11.9 5.1 1.7 11.66

비정기 58 10.3 24.1 36.2 12.1 13.8 3.4 22.57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4.9 27.4 34.1 14.6 10.4 7.3 25.43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1.7 24.4 30.9 14.3 17.8 9.7 29.85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0.0 27.8 27.2 17.8 15.4 11.2 34.45

시간 초과 2 29 0.0 24.1 20.7 34.5 6.9 10.3 24.79

종목 
능숙도

초급 403 3.0 26.8 33.3 13.4 14.6 7.2 26.51

중급 226 0.9 25.7 26.1 18.6 15.9 12.4 34.56

상급 82 0.0 22.0 28.0 22.0 14.6 13.4 32.05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0.0 32.2 37.3 13.6 10.2 5.1 25.12

년 이상 년 미만2 -5 76 2.6 26.3 28.9 18.4 10.5 10.5 27.72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2.9 22.1 24.0 18.3 16.3 15.4 39.01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2.4 30.3 27.4 14.9 14.9 8.7 24.80

년 이상20 264 1.5 22.3 34.1 15.9 17.0 8.7 31.52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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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2)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변인 중 지도자 숙련자 관여 안전장비 착/ , 
용 환경위험 사전확인 준비운동 실시여부에 따른 세부 안전수, , 

칙 준수 행태에 차이가 발견됨.

◦ 전문 숙련자 교육 실시 집단 및 배석집단 안전장비 착용자 환경위험 / , , 

사전확인자 준비운동 실시자의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 금액이 높음, .

부상 가료기간에 따른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 금액에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74Ⅲ❙ ❙
단위 만원( : %, )

구분 사례수
지출
의향
없음

연 만원5
이하

연 만원5
초과-

만원10
이하

연 만10
원

초과
만원20

이하

연 만20
원

초과
만원50

이하

연 만50
원

초과

평균
금액
만원( )

전   체 711 2.0 25.9 30.4 16.0 15.0 9.6 29.73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0.0 25.4 17.9 19.4 17.9 16.4 51.60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0.6 23.7 31.6 19.8 13.6 10.7 31.16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2.8 26.8 31.7 14.1 15.2 8.1 26.10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0.0 20.0 16.7 13.3 23.3 25.0 73.12

미착용 651 2.2 26.4 31.6 16.3 14.3 8.1 25.76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0.0 24.0 22.3 21.5 16.5 13.2 40.22

미확인 590 2.4 26.3 32.0 14.9 14.7 8.8 27.62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0.3 23.3 29.4 20.4 14.8 11.4 32.68

미실시 333 3.9 28.8 31.5 11.1 15.3 7.5 26.35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5.2 40.2 28.9 4.1 11.3 7.2 26.22

주 미만 가료1 176 1.7 27.3 29.5 15.9 13.6 11.4 30.43

주 가료1-2 217 0.0 24.9 30.0 18.4 15.7 9.7 33.81

주 가료3-4 133 3.0 20.3 31.6 15.0 18.0 11.3 30.39

주 가료5-8 57 1.8 19.3 31.6 24.6 19.3 3.5 19.46

주 이상 가료9 31 3.2 16.1 35.5 25.8 9.7 9.7 24.35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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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3) 

성별에 따른 세부 안전수칙 준수 행태에 차이가 발견됨.
◦ 여성의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 금액이 남성에 비해 높음.

표 기본 특성별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75Ⅲ❙ ❙
단위 만원( : %, )

구분 사례수
지출
의향
없음

연 만원5
이하

연 만원5
초과-

만원10
이하

연 만원10
초과
만원20

이하

연 만원20
초과
만원50

이하

연 만원50
초과

평균
금액
만원( )

전   체 711 2.0 25.9 30.4 16.0 15.0 9.6 29.73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1.5 23.3 33.1 15.8 12.8 11.3 28.62

저위험 음주군 393 1.5 25.7 27.7 16.8 17.0 10.4 34.76

비음주군 185 3.2 28.1 34.1 14.6 12.4 6.5 19.81

흡연 
여부

비흡연 326 3.1 27.9 31.9 15.3 12.9 8.0 24.00

흡연 385 1.0 24.2 29.1 16.6 16.9 10.9 34.60

성별
남성 623 1.9 26.2 30.8 16.4 15.1 8.7 27.04

여성 88 2.3 23.9 27.3 13.6 14.8 15.9 49.07

연령

대20 118 5.9 33.1 28.8 13.6 11.0 5.9 17.97

대30 360 1.7 27.5 31.1 14.2 15.6 9.2 32.54

대40 183 0.0 20.8 31.1 20.8 16.9 9.3 24.78

대50 45 2.2 13.3 26.7 20.0 15.6 20.0 49.93

세 이상60 5 0.0 40.0 20.0 0.0 0.0 40.0 103.2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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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사고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

부상 경험자의 전혀 모름 잘 모르는 편 가 29.8%( 2.7%+ 27.1%)
농구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미인지 하‘ ’

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지 하고 있다는 응답 매우 잘 알‘ ’ (21.1%: 

고 있음 대체로 아는 편 에 비해 높게 조사됨1.4%+ 19.7%) .

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법 인지도-44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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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안전사고 예방법 역시 전체 부상 경험자의 28.6%
전혀 모름 잘 모르는 편 가 미인지 하고 있다고 ( 2.5%+ 26.0%) ‘ ’

응답하여 인지 하고 있다는 응답 매우 잘 알고 있음 ‘ ’ (21.5%: 

대체로 아는 편 에 비해 높게 조사됨1.1%+ 20.4%) .

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법 인지도-45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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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1) 

종목 관여도 변인 중 종목 활동빈도 능숙도에 따른 안전사고 , 
대처법 및 예방법 인지에 차이가 발견됨.

◦ 종목 활동빈도가 잦을수록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스포츠 안전사고 , 

대처법 및 예방법 인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76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대처법 예방법

미인지 보통 인지 미인지 보통 인지

전   체 711 29.8 49.1 21.1 28.6 49.9 21.5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24.9 48.9 26.1 23.1 49.2 27.6

월 회 이상1 261 33.3 48.3 18.4 33.0 49.8 17.2

개월 당 회2-6 1 59 32.2 54.2 13.6 35.6 49.2 15.3

비정기 58 39.7 48.3 12.1 32.8 55.2 12.1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34.8 46.3 18.9 32.3 49.4 18.3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29.2 50.7 20.1 27.5 50.7 21.8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27.2 49.1 23.7 28.4 48.5 23.1

시간 초과 2 29 24.1 44.8 31.0 20.7 51.7 27.6

종목 
능숙도

초급 403 35.7 48.9 15.4 34.2 50.9 14.9

중급 226 25.2 50.9 23.9 22.6 49.1 28.3

상급 82 13.4 45.1 41.5 17.1 47.6 35.4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33.9 50.8 15.3 37.3 44.1 18.6

년 이상 년 미만2 -5 76 34.2 42.1 23.7 38.2 39.5 22.4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25.0 50.0 25.0 26.0 52.9 21.2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28.4 49.5 22.1 25.0 51.0 24.0

년 이상20 264 30.7 50.0 19.3 27.7 52.3 20.1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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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2)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변인 중 지도자 숙련자 관여 안전장비 착/ , 
용 환경위험 사전확인에 따른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 

인지도에 차이가 발견됨.

◦ 전문 숙련자 교육 실시 집단에서 각종 세부 안전수칙 준수율이 높게 /

조사되어 교육 실시가 참여자의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

지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안전장비 착용자 환경위험 사전확인자의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 

예방법 인지도가 높게 조사되어 이들의 행동은 평소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77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대처법 예방법

미인지 보통 인지 미인지 보통 인지

전   체 711 29.8 49.1 21.1 28.6 49.9 21.5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17.9 44.8 37.3 19.4 47.8 32.8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22.6 51.4 26.0 22.6 50.3 27.1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34.3 48.8 16.9 32.1 50.1 17.8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15.0 53.3 31.7 13.3 53.3 33.3

미착용 651 31.2 48.7 20.1 30.0 49.6 20.4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19.8 52.1 28.1 24.0 47.9 28.1

미확인 590 31.9 48.5 19.7 29.5 50.3 20.2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24.1 48.9 27.0 23.0 50.3 26.7

미실시 333 36.3 49.2 14.4 34.8 49.5 15.6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37.1 52.6 10.3 27.8 59.8 12.4

주 미만 가료1 176 27.8 49.4 22.7 26.1 52.3 21.6

주 가료1-2 217 26.7 50.2 23.0 28.1 48.4 23.5

주 가료3-4 133 27.1 49.6 23.3 27.1 48.1 24.8

주 가료5-8 57 42.1 36.8 21.1 43.9 35.1 21.1

주 이상 가료9 31 29.0 48.4 22.6 25.8 51.6 22.6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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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3) 

기본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에
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78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대처법 예방법

미인지 보통 인지 미인지 보통 인지

전   체 711 29.8 49.1 21.1 28.6 49.9 21.5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33.8 51.1 15.0 33.1 48.1 18.8

저위험 음주군 393 27.0 48.6 24.4 25.4 50.6 23.9

비음주군 185 33.0 48.6 18.4 31.9 49.7 18.4

흡연 
여부

비흡연 326 27.9 53.1 19.0 26.7 53.4 19.9

흡연 385 31.4 45.7 22.9 30.1 47.0 22.9

성별
남성 623 29.2 49.9 20.9 28.3 50.6 21.2

여성 88 34.1 43.2 22.7 30.7 45.5 23.9

연령

대20 118 38.1 40.7 21.2 36.4 38.1 25.4

대30 360 27.5 51.4 21.1 26.9 53.3 19.7

대40 183 30.6 50.8 18.6 27.3 52.5 20.2

대50 45 24.4 48.9 26.7 26.7 46.7 26.7

세 이상60 5 20.0 20.0 60.0 20.0 20.0 6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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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안전사고 대처 방법 인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지도자들의 경‘ ’ , ◉ 

우 인지 비율이 로 생활 스포츠인 대비 배가량 ‘ ’ 72.7% ‘ ’ 3

높으며 미인지 응답은 없음, ‘ ’ .

한편 미인지 응답도 로 나타남, ‘ ’ 9.1% .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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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농구 부상 경험자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인지
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심폐 소생술 을 알고 있는 경우가 ‘ ’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 요42.1% , ‘

령 근육 경련 발생 시 대처 요령 과 저체온증 발생 ’(34.3%), ‘ ’ ‘

시 대처 요령 각 등의 순으로 조사됨’( 29.3%) .

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46Ⅲ❙ ❙ 매우긍정 긍정 비율(Top2: + )

단위 점(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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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47Ⅲ❙ ❙ 매우긍정 긍정 비율(Top2: + ) 계속( )

단위 점(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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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1) 

종목 관여도 변인 중 회당 활동시간 능숙도에 따른 안전사고 1 , 
대처법 및 예방법 인지에 차이가 발견됨.

◦ 회당 활동시간이 길수록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스포츠 안전사고 1 ,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매우긍정 긍정비율-79 (Top2: + )Ⅲ❙ ❙
단위 점( : , %)

구   분
사례
수

심폐소생술
(CPR)

실시요령 

자동
제세동기
(AED)

사용요령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

뇌진탕 
발생 시 
대처요령

회전근개
파열 

발생 시 
대처요령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711 3.25 42.1 2.86 29.0 3.13 34.3 2.60 18.7 2.55 17.2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3.25 40.8 2.96 32.4 3.26 41.4 2.79 25.8 2.72 21.9

월 회 이상1 261 3.25 43.3 2.79 26.1 3.05 29.9 2.48 13.4 2.44 13.4

개월 당 회2-6 1 59 3.31 47.5 2.81 30.5 3.02 27.1 2.25 11.9 2.34 15.3

비정기 58 3.14 37.9 2.71 20.7 2.90 20.7 2.36 8.6 2.29 8.6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3.07 34.8 2.77 24.4 2.98 28.0 2.57 17.7 2.59 18.3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3.28 44.7 2.87 30.1 3.12 33.2 2.54 17.5 2.49 14.3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3.37 45.0 2.94 31.4 3.25 41.4 2.72 21.3 2.66 21.3

시간 초과 2 29 3.10 34.5 2.86 27.6 3.38 41.4 2.72 24.1 2.45 20.7

종목 
능숙도

초급 403 3.13 38.2 2.75 25.3 2.98 25.6 2.51 14.1 2.48 15.1

중급 226 3.35 44.2 2.96 31.9 3.27 41.6 2.68 25.2 2.62 17.7

상급 82 3.55 54.9 3.18 39.0 3.52 57.3 2.80 23.2 2.70 25.6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3.00 33.9 2.64 18.6 2.97 30.5 2.68 18.6 2.59 18.6

년 이상 년 미만2 -5 76 3.25 40.8 2.79 22.4 3.11 31.6 2.74 23.7 2.57 21.1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3.02 32.7 2.74 23.1 3.15 32.7 2.68 22.1 2.69 18.3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3.41 45.2 2.95 33.7 3.18 38.0 2.65 22.1 2.59 17.3

년 이상20 264 3.26 45.5 2.92 31.8 3.13 33.7 2.46 13.3 2.45 15.2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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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매우긍정 긍정비율 계속-79 (Top2: + )( )Ⅲ❙ ❙
단위 점( : , %)

구   분
사례
수

허리 목/
디스크탈출 

발생 시 
대처요령

근육경련
발생시

대처요령 

관절손상
탈구( )

발생시
대처요령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

열사병 
발생 시 
대처요령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711 2.67 20.4 2.93 29.3 2.70 21.5 2.93 29.3 2.91 25.9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2.87 27.3 3.06 33.9 2.85 25.5 3.04 32.7 2.97 27.9

월 회 이상1 261 2.48 13.8 2.84 25.3 2.61 16.9 2.84 26.8 2.87 24.9

개월 당 회2-6 1 59 2.56 22.0 2.81 28.8 2.49 23.7 2.76 25.4 2.81 23.7

비정기 58 2.45 8.6 2.64 20.7 2.48 17.2 2.83 24.1 2.83 20.7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2.64 18.3 2.77 22.6 2.63 20.1 2.80 28.7 2.78 18.3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2.63 18.3 2.89 28.7 2.69 20.9 2.91 26.9 2.91 25.5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2.78 27.8 3.09 35.5 2.79 24.3 3.06 33.1 3.00 33.1

시간 초과 2 29 2.69 13.8 3.21 37.9 2.72 20.7 3.00 37.9 2.97 31.0

종목 
능숙도

초급 403 2.55 16.6 2.79 24.1 2.59 18.4 2.84 24.8 2.86 22.1

중급 226 2.80 23.5 3.02 32.3 2.82 23.5 3.01 33.6 2.93 29.6

상급 82 2.89 30.5 3.33 46.3 2.90 31.7 3.15 39.0 3.07 34.1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2.68 16.9 2.88 28.8 2.73 20.3 2.80 25.4 2.86 22.0

년 이상 년 미만2 -5 76 2.63 18.4 2.86 26.3 2.70 17.1 2.92 34.2 2.91 22.4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2.74 24.0 2.98 26.9 2.86 28.8 3.02 34.6 2.99 30.8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2.72 22.6 2.94 30.3 2.67 20.7 2.95 28.8 2.89 24.5

년 이상20 264 2.61 18.6 2.92 30.3 2.66 20.8 2.91 26.9 2.89 26.9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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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2)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변인 중 지도자 숙련자 관여 안전장비 착/ , 
용 환경위험 사전확인 준비운동 실시여부에 따른 스포츠 안전, , 

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에 차이가 발견됨.

◦ 전문 숙련자 교육 실시 집단에서 각종 세부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가 /

높게 조사되어 교육 실시가 참여자의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

법 인지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안전장비 착용자 환경위험 사전확인자 준비운동 실시자의 스포츠 안, , 

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가 높게 조사되어 이들의 행동은 평소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매우긍정 긍정비율-80 (Top2: + )Ⅲ❙ ❙
단위 점( : , %)

구   분
사례
수

심폐소생술
(CPR)

실시요령 

자동
제세동기
(AED)

사용요령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

뇌진탕 
발생 시 
대처요령

회전근개
파열 

발생 시 
대처요령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711 3.25 42.1 2.86 29.0 3.13 34.3 2.60 18.7 2.55 17.2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3.22 38.8 3.18 32.8 3.57 53.7 3.25 40.3 3.28 37.3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3.35 46.9 2.91 28.8 3.24 41.2 2.58 19.2 2.52 16.9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3.21 40.7 2.80 28.5 3.03 28.9 2.51 15.4 2.46 14.3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3.25 40.0 3.00 28.3 3.45 48.3 3.22 38.3 3.20 33.3

미착용 651 3.25 42.2 2.85 29.0 3.10 33.0 2.54 16.9 2.49 15.7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3.33 44.6 3.07 34.7 3.26 38.0 2.82 25.6 2.82 26.4

미확인 590 3.23 41.5 2.82 27.8 3.11 33.6 2.55 17.3 2.50 15.3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3.34 44.2 2.98 31.2 3.26 39.9 2.75 22.8 2.66 17.5

미실시 333 3.14 39.6 2.73 26.4 2.99 27.9 2.42 14.1 2.43 16.8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3.22 38.1 2.84 28.9 2.94 21.6 2.56 15.5 2.60 17.5

주 미만 가료1 176 3.18 38.1 2.85 27.3 3.14 36.9 2.68 21.0 2.63 21.6

주 가료1-2 217 3.24 42.4 2.89 28.1 3.22 36.9 2.65 20.3 2.59 16.1

주 가료3-4 133 3.35 45.1 2.91 29.3 3.13 34.6 2.62 20.3 2.53 17.3

주 가료5-8 57 3.23 45.6 2.74 31.6 3.18 40.4 2.30 10.5 2.28 8.8

주 이상 가료9 31 3.32 54.8 2.90 38.7 3.03 29.0 2.32 12.9 2.32 12.9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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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매우긍정 긍정비율 계속-80 (Top2: + )( )Ⅲ❙ ❙
단위 점( : , %)

구   분
사례
수

허리 목/
디스크탈출 

발생 시 
대처요령

근육경련
발생시

대처요령 

관절손상
탈구( )

발생시
대처요령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

열사병 
발생 시 
대처요령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711 2.67 20.4 2.93 29.3 2.70 21.5 2.93 29.3 2.91 25.9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3.40 44.8 3.49 53.7 3.22 34.3 3.40 52.2 3.36 41.8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2.64 19.2 2.95 29.4 2.68 23.7 2.95 28.2 2.91 26.6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2.57 17.3 2.83 25.7 2.63 18.8 2.85 26.3 2.84 23.3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3.23 40.0 3.28 41.7 3.10 31.7 3.22 35.0 3.23 33.3

미착용 651 2.62 18.6 2.89 28.1 2.66 20.6 2.90 28.7 2.88 25.2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2.92 23.1 3.09 34.7 3.00 27.3 3.12 38.0 3.02 23.1

미확인 590 2.62 19.8 2.89 28.1 2.64 20.3 2.89 27.5 2.88 26.4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2.80 24.9 3.09 35.4 2.84 24.9 3.06 33.6 3.01 29.4

미실시 333 2.51 15.3 2.74 22.2 2.54 17.7 2.78 24.3 2.79 21.9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2.57 12.4 2.67 14.4 2.57 17.5 2.77 21.6 2.86 17.5

주 미만 가료1 176 2.71 23.3 3.04 35.2 2.86 28.4 3.06 36.4 3.01 31.8

주 가료1-2 217 2.79 23.0 2.93 28.1 2.72 18.0 2.98 30.0 2.94 26.3

주 가료3-4 133 2.69 23.3 2.95 30.1 2.61 19.5 2.88 26.3 2.86 25.6

주 가료5-8 57 2.33 10.5 2.93 38.6 2.61 26.3 2.79 26.3 2.68 21.1

주 이상 가료9 31 2.42 16.1 2.90 29.0 2.61 19.4 2.77 25.8 2.77 25.8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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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3)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골절 및 염좌 시 근육경련시 대처법, , , 
은 남성이 여성이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나머, 

지 응급처치 요령은 큰 차이가 없음.

표 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매우긍정 긍정비율-81 (Top2: + )Ⅲ❙ ❙
단위 점( : , %)

구   분
사례
수

심폐소생술
(CPR)

실시요령 

자동
제세동기
(AED)

사용요령

골절 및 염좌 
발생 시 
대처요령

뇌진탕 
발생 시 
대처요령

회전근개
파열 

발생 시 
대처요령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711 3.25 42.1 2.86 29.0 3.13 34.3 2.60 18.7 2.55 17.2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3.14 39.8 2.61 20.3 3.01 31.6 2.44 12.0 2.40 13.5

저위험 음주군 393 3.30 43.8 2.99 32.8 3.22 38.2 2.70 21.9 2.66 18.8

비음주군 185 3.21 40.0 2.78 27.0 3.04 28.1 2.50 16.8 2.43 16.2

흡연 
여부

비흡연 326 3.25 40.8 2.89 30.4 3.12 33.4 2.61 19.3 2.56 18.4

흡연 385 3.25 43.1 2.84 27.8 3.14 35.1 2.58 18.2 2.54 16.1

성별
남성 623 3.28 43.5 2.88 29.9 3.15 34.8 2.58 17.8 2.52 16.1

여성 88 3.02 31.8 2.73 22.7 3.03 30.7 2.73 25.0 2.75 25.0

연령

대20 118 3.24 44.9 2.89 29.7 3.04 33.1 2.61 24.6 2.48 18.6

대30 360 3.34 45.0 2.93 31.4 3.16 35.0 2.58 16.9 2.56 17.8

대40 183 3.11 35.0 2.72 24.0 3.10 30.6 2.61 16.4 2.51 14.2

대50 45 3.07 40.0 2.84 28.9 3.18 40.0 2.64 24.4 2.73 17.8

세 이상60 5 3.40 40.0 2.80 20.0 4.00 100.0 3.00 40.0 3.20 4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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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매우긍정 긍정비율 계속-81 (Top2: + )( )Ⅲ❙ ❙
단위 점( : , %)

구   분
사례
수

허리 목/
디스크탈출 

발생 시 
대처요령

근육경련
발생시

대처요령 

관절손상
탈구( )

발생시
대처요령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

열사병 발생 
시 대처요령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711 2.67 20.4 2.93 29.3 2.70 21.5 2.93 29.3 2.91 25.9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2.47 15.8 2.77 23.3 2.56 16.5 2.74 24.1 2.68 21.1

저위험 음주군 393 2.77 22.9 3.01 32.8 2.81 24.7 3.00 32.6 2.99 28.2

비음주군 185 2.59 18.4 2.85 25.9 2.57 18.4 2.91 25.9 2.88 24.3

흡연 
여부

비흡연 326 2.68 20.2 2.90 28.8 2.68 20.9 2.91 26.4 2.89 24.2

흡연 385 2.65 20.5 2.95 29.6 2.72 22.1 2.94 31.7 2.92 27.3

성별
남성 623 2.65 20.2 2.95 30.2 2.70 21.5 2.93 28.9 2.90 25.7

여성 88 2.81 21.6 2.78 22.7 2.73 21.6 2.93 31.8 2.95 27.3

연령

대20 118 2.56 22.0 2.88 29.7 2.69 24.6 2.83 28.0 2.84 25.4

대30 360 2.72 20.8 2.97 31.4 2.73 21.9 2.92 28.6 2.88 24.7

대40 183 2.62 16.4 2.89 26.2 2.60 15.8 2.97 29.0 2.97 25.7

대50 45 2.76 26.7 2.80 22.2 2.91 28.9 3.04 37.8 3.07 35.6

세 이상60 5 2.80 40.0 3.20 40.0 3.20 60.0 3.20 40.0 3.00 4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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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 ’ , ◉ 
전문 체육 지도자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심폐소생‘ ’ . ‘
술 의 경우 로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반’ 90.9%
면 상대적으로 회전근개 파열 디스크 탈출 등에 대한 , ‘ ’, ‘ ’ 
인지도는 낮은 편임.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n=11※ 

긍정과 매우 긍정의 합산 비율Top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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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인터넷 이 로 가장  ‘ ’ 40.1%

높고 다음으로 스포츠 전문지도자 숙련자‘ / ’(23.8%), ‘TV’(23.5%), 

응급처치 전문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남‘ ’(23.2%) .

그림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47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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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1) 

전반적으로 전체 경향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종목 관여도 변인에
서 인터넷 을 통한 습득 비율이 높게 조사됨‘ ’ .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스포츠 전문 지도자 숙련자 와 응급처‘ / ’ '
치 전문기관 을 통한 습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표 종목 관여도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82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인터넷

스포츠 
전문 

지도자/
숙련자

TV

응급
처치
전문
기관

의료인 책자 기타

전   체 711 40.1 23.8 23.5 23.2 20.0 15.9 5.5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40.5 26.1 17.4 23.4 23.1 17.7 5.1

월 회 이상1 261 39.5 23.4 29.9 21.8 17.2 14.2 4.2

개월 당 회2-6 1 59 39.0 20.3 27.1 30.5 28.8 11.9 8.5

비정기 58 41.4 15.5 25.9 20.7 5.2 17.2 10.3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42.1 22.0 26.2 21.3 20.7 21.3 4.9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40.1 24.9 24.1 22.6 18.9 15.2 4.6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41.4 19.5 19.5 27.8 21.9 12.4 7.1

시간 초과 2 29 20.7 44.8 24.1 13.8 17.2 13.8 10.3

종목 
능숙도

초급 403 39.7 19.9 25.3 21.3 16.9 15.9 4.7

중급 226 41.2 27.4 22.6 23.0 22.6 17.3 6.6

상급 82 39.0 32.9 17.1 32.9 28.0 12.2 6.1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28.8 18.6 18.6 16.9 22.0 15.3 1.7

년 이상 년 미만2 -5 76 32.9 31.6 22.4 17.1 28.9 26.3 5.3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49.0 23.1 28.8 20.2 22.1 15.4 1.9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43.8 25.0 22.6 20.7 19.2 12.5 8.7

년 이상20 264 38.3 22.0 23.5 29.5 16.7 15.9 5.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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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2) 

전문 숙련자에 의해 교육이 실시 되었을수록 안전장비 착용자/ , , 
환경위험 사전확인자 준비운동 실시자의 경우 스포츠 전문 지, ‘

도자 숙련자 와 응급처치 전문기관 을 통한 응급처치 요령 습득 / ’ ‘ ’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83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인터넷

스포츠 
전문 

지도자/
숙련자

TV

응급
처치
전문
기관

의료인 책자 기타

전   체 711 40.1 23.8 23.5 23.2 20.0 15.9 5.5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25.4 37.3 7.5 35.8 40.3 19.4 1.5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42.9 22.6 24.3 22.0 19.8 18.6 6.2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41.1 22.3 25.5 21.8 17.1 14.3 5.8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36.7 33.3 15.0 36.7 36.7 20.0 .0

미착용 651 40.4 22.9 24.3 22.0 18.4 15.5 6.0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37.2 33.9 15.7 23.1 32.2 22.3 5.0

미확인 590 40.7 21.7 25.1 23.2 17.5 14.6 5.6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41.5 26.5 22.5 27.0 23.0 16.9 5.8

미실시 333 38.4 20.7 24.6 18.9 16.5 14.7 5.1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41.2 15.5 22.7 28.9 16.5 17.5 5.2

주 미만 가료1 176 40.3 23.3 23.3 19.3 18.8 18.8 6.3

주 가료1-2 217 41.0 24.4 25.3 24.4 24.0 16.1 4.6

주 가료3-4 133 42.1 27.8 24.1 21.8 23.3 12.8 3.0

주 가료5-8 57 35.1 21.1 17.5 21.1 10.5 14.0 12.3

주 이상 가료9 31 29.0 35.5 22.6 29.0 12.9 9.7 6.5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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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3) 

남성은 비교적 인터넷 과 를 통한 습득 비율이 높은 반면 ‘ ’ ‘TV’
여성은 스포츠 전문 지도자 숙련자 및 응급처치 전문기관 을 ‘ / ’ ‘ ’

통한 습득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기본 특성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84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인터넷

스포츠 
전문 

지도자/
숙련자

TV

응급
처치
전문
기관

의료인 책자 기타

전   체 711 40.1 23.8 23.5 23.2 20.0 15.9 5.5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48.9 25.6 28.6 20.3 16.5 9.8 5.3

저위험 음주군 393 38.7 26.2 22.1 24.4 24.4 18.1 5.1

비음주군 185 36.8 17.3 22.7 22.7 13.0 15.7 6.5

흡연 
여부

비흡연 326 37.4 21.5 20.2 27.6 17.2 16.3 5.8

흡연 385 42.3 25.7 26.2 19.5 22.3 15.6 5.2

성별
남성 623 40.9 23.6 24.1 23.1 20.1 16.2 5.8

여성 88 34.1 25.0 19.3 23.9 19.3 13.6 3.4

연령

대20 118 42.4 22.0 22.9 21.2 23.7 15.3 7.6

대30 360 38.9 26.1 19.7 25.0 20.0 15.0 6.7

대40 183 39.9 19.7 32.2 20.8 18.0 17.5 2.2

대50 45 44.4 24.4 20.0 24.4 20.0 17.8 4.4

세 이상60 5 40.0 40.0 20.0 20.0 .0 20.0 .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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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 ’ 
가 로 교육을 경험 한 비율 대비 높게 나타남57.8% ‘ ’ (42.2%) .

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48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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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1) 

종목 활동 빈도가 잦을수록 회당 활동시간이 길수록 종목에 , 1 , 
대한 능숙도가 높을수록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을 이수한 경

험률이 높게 조사됨.

표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85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711 42.2 57.8 100.0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45.3 54.7 100.0

월 회 이상1 261 42.9 57.1 100.0

개월 당 회2-6 1 59 39.0 61.0 100.0

비정기 58 24.1 75.9 100.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35.4 64.6 100.0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41.8 58.2 100.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46.2 53.8 100.0

시간 초과 2 29 62.1 37.9 100.0

종목 
능숙도

초급 403 38.0 62.0 100.0

중급 226 43.4 56.6 100.0

상급 82 59.8 40.2 100.0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44.1 55.9 100.0

년 이상 년 미만2 -5 76 39.5 60.5 100.0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41.3 58.7 100.0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42.3 57.7 100.0

년 이상20 264 42.8 57.2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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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2) 

지도자 숙련자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었던 집단 안전장비 착용/ , 
자 환경위험 확인자 준비운동 실시자의 교육 이수율이 높게 , , 

조사됨.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86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711 42.2 57.8 100.0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77.6 22.4 100.0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48.6 51.4 100.0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34.7 65.3 100.0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45.0 55.0 100.0

미착용 651 41.9 58.1 100.0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55.4 44.6 100.0

미확인 590 39.5 60.5 100.0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47.4 52.6 100.0

미실시 333 36.3 63.7 100.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34.0 66.0 100.0

주 미만 가료1 176 45.5 54.5 100.0

주 가료1-2 217 40.1 59.9 100.0

주 가료3-4 133 41.4 58.6 100.0

주 가료5-8 57 52.6 47.4 100.0

주 이상 가료9 31 48.4 51.6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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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3) 

여성의 교육 이수율이 남성 대비 높게 조사됨.

표 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87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711 42.2 57.8 100.0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36.8 63.2 100.0

저위험 음주군 393 43.8 56.2 100.0

비음주군 185 42.7 57.3 100.0

흡연 
여부

비흡연 326 44.2 55.8 100.0

흡연 385 40.5 59.5 100.0

성별
남성 623 41.4 58.6 100.0

여성 88 47.7 52.3 100.0

연령

대20 118 49.2 50.8 100.0

대30 360 40.3 59.7 100.0

대40 183 38.8 61.2 100.0

대50 45 51.1 48.9 100.0

세 이상60 5 60.0 40.0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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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
관 대학교의 정규 강좌 동호회 팀’(41.7%), ‘ ’(32.7%), ‘ / ’(2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49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자, n=300※ 

기타 제외함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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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1) 

종목 관여도 변인에 따른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
에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88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국가/
공공
기관

대학 
정규 
강좌

동호회/
팀

지역/
종목별 
협회·
단체

지자체
대학 
부설 

교육원

민간
기업

대회/
시합 
주최
기관

전   체 300 41.7 32.7 26.0 21.3 16.7 13.3 8.3 4.7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151 43.7 31.8 24.5 25.2 19.9 15.2 9.3 4.6

월 회 이상1 112 40.2 33.9 31.3 19.6 14.3 10.7 5.4 6.3

개월 당 회2-6 1 23 34.8 39.1 8.7 13.0 13.0 13.0 17.4 0.0

비정기 14 42.9 21.4 28.6 7.1 7.1 14.3 7.1 0.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58 44.8 37.9 20.7 15.5 19.0 12.1 12.1 5.2

분 초과 분 이하30 -60 146 41.1 30.1 21.2 24.0 18.5 14.4 9.6 2.7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78 42.3 33.3 34.6 23.1 11.5 15.4 3.8 6.4

시간 초과 2 18 33.3 33.3 44.4 11.1 16.7 0.0 5.6 11.1

종목 
능숙도

초급 153 44.4 33.3 24.2 17.6 15.7 12.4 8.5 3.3

중급 98 31.6 29.6 20.4 26.5 20.4 14.3 9.2 3.1

상급 49 53.1 36.7 42.9 22.4 12.2 14.3 6.1 12.2

종목 
경력

년 미만 2 26 34.6 34.6 15.4 7.7 11.5 15.4 3.8 0.0

년 이상 년 미만2 -5 30 36.7 43.3 23.3 23.3 26.7 16.7 6.7 3.3

년 이상 년 미만 5 -10 43 44.2 37.2 20.9 23.3 16.3 25.6 9.3 4.7

년 이상 년 미만10 -20 88 38.6 35.2 29.5 22.7 15.9 9.1 6.8 5.7

년 이상20 113 46.0 25.7 28.3 22.1 15.9 10.6 10.6 5.3

실태조사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자, n=300※ 

기타 제외함1.3%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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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2) 

동호회 팀 으로부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을 받은 비율은 ‘ / ’
지도 숙련자가 배석했으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서 대/ , ‘

학 정규강좌 지역 종목별 협회 및 단체 및 지자체 로부터 교’, ‘ / ’ ‘ ’

육을 받은 비율은 지도 숙련자에 의해 교육이 실시된 집단에서 /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89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국가/
공공
기관

대학 
정규 
강좌

동호회
팀/

지역/
종목별 
협회·
단체

지자체
대학 
부설 

교육원

민간
기업

대회/
시합 
주최
기관

전   체 300 41.7 32.7 26.0 21.3 16.7 13.3 8.3 4.7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52 36.5 44.2 23.1 34.6 25.0 19.2 5.8 3.8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86 37.2 36.0 32.6 22.1 16.3 15.1 11.6 8.1

지도숙련자 미배석/ 162 45.7 27.2 23.5 16.7 14.2 10.5 7.4 3.1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27 44.4 44.4 25.9 44.4 22.2 11.1 7.4 11.1

미착용 273 41.4 31.5 26.0 19.0 16.1 13.6 8.4 4.0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67 47.8 35.8 19.4 34.3 28.4 10.4 7.5 4.5

미확인 233 39.9 31.8 27.9 17.6 13.3 14.2 8.6 4.7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179 42.5 34.6 28.5 22.9 16.2 14.0 8.4 6.1

미실시 121 40.5 29.8 22.3 19.0 17.4 12.4 8.3 2.5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33 33.3 42.4 21.2 18.2 9.1 15.2 12.1 3.0

주 미만 가료1 80 37.5 37.5 28.8 20.0 16.3 12.5 7.5 3.8

주 가료1-2 87 50.6 28.7 18.4 27.6 18.4 9.2 9.2 3.4

주 가료3-4 55 36.4 36.4 34.5 18.2 20.0 21.8 5.5 7.3

주 가료5-8 30 36.7 20.0 30.0 16.7 16.7 10.0 6.7 6.7

주 이상 가료9 15 60.0 20.0 26.7 20.0 13.3 13.3 13.3 6.7

실태조사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자, n=300※ 

기타 제외함1.3%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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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3) 

남성의 경우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으로부터 스포츠 안전사‘ / ’ ‘ ’
고 대비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대학 정규강좌 를 ‘ ’

통해 교육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90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국가/
공공
기관

대학 정
규 강좌

동호회/
팀

지역/
종목별 
협회·
단체

지자체
대학 부
설 교육

원

민간
기업

대회/
시합 주

최
기관

전   체 300 41.7 32.7 26.0 21.3 16.7 13.3 8.3 4.7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49 42.9 30.6 28.6 14.3 12.2 12.2 6.1 6.1

저위험 음주군 172 40.7 33.7 24.4 26.7 19.8 14.5 6.4 5.2

비음주군 79 43.0 31.6 27.8 13.9 12.7 11.4 13.9 2.5

흡연 
여부

비흡연 144 45.8 38.2 22.9 20.8 10.4 14.6 6.9 2.1

흡연 156 37.8 27.6 28.8 21.8 22.4 12.2 9.6 7.1

성별
남성 258 43.4 31.0 26.0 20.5 18.6 12.8 8.5 4.7

여성 42 31.0 42.9 26.2 26.2 4.8 16.7 7.1 4.8

연령

대20 58 44.8 41.4 15.5 12.1 10.3 10.3 3.4 1.7

대30 145 41.4 34.5 24.8 22.1 18.6 16.6 11.7 5.5

대40 71 45.1 26.8 25.4 21.1 18.3 12.7 4.2 4.2

대50 23 30.4 21.7 52.2 39.1 17.4 4.3 13.0 8.7

세 이상60 3 0.0 0.0 100.0 33.3 0.0 0.0 0.0 0.0

실태조사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자, n=300※ 

기타 제외함1.3%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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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교육을 받고 ‘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 스포츠활’(35.5%), ‘

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 교육’(35.3%), ‘

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29.0%) .

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50Ⅲ❙ ❙
단위( : %)

실태조사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자, n=411※ 

기타 제외함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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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1) 

종목 활동빈도가 낮을수록 회당 활동 시간이 짧을수록 종목 , 1 , 
능숙도가 높을수록 교육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교육을 받지 않

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표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91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어디서 교육하는

지 모름
안전교육이 있는

지 몰랐음
교육 필요 
못 느낌

전   체 411 35.5 35.3 29.0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182 37.9 34.6 27.5

월 회 이상1 149 35.6 34.2 30.2

개월 당 회2-6 1 36 27.8 33.3 36.1

비정기 44 31.8 43.2 25.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06 36.8 28.3 34.9

분 초과 분 이하30 -60 203 36.5 36.9 26.1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91 31.9 38.5 29.7

시간 초과 2 11 36.4 45.5 18.2

종목 
능숙도

초급 250 36.4 36.4 26.8

중급 128 35.2 34.4 30.5

상급 33 30.3 30.3 39.4

종목 
경력

년 미만 2 33 39.4 33.3 27.3

년 이상 년 미만2 -5 46 54.3 26.1 19.6

년 이상 년 미만 5 -10 61 37.7 36.1 26.2

년 이상 년 미만10 -20 120 31.7 35.8 31.7

년 이상20 151 31.1 37.7 31.1

실태조사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자, n=411※ 

기타 제외함0.2%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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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2) 

지도 숙련자가 배석하지 않은 저관여 집단의 경우 교육 필요를 /
느끼지 못해 받지 않았다는 응답과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92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어디서 교육하는

지 모름
안전교육이 있는

지 몰랐음
교육 필요 
못 느낌

전   체 411 35.5 35.3 29.0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15 53.3 26.7 20.0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91 41.8 36.3 22.0

지도숙련자 미배석/ 305 32.8 35.4 31.5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33 54.5 18.2 27.3

미착용 378 33.9 36.8 29.1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54 51.9 25.9 22.2

미확인 357 33.1 36.7 30.0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199 41.7 32.2 26.1

미실시 212 29.7 38.2 31.6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64 32.8 28.1 39.1

주 미만 가료1 96 35.4 24.0 40.6

주 가료1-2 130 39.2 42.3 18.5

주 가료3-4 78 33.3 42.3 23.1

주 가료5-8 27 33.3 33.3 33.3

주 이상 가료9 16 31.3 43.8 25.0

실태조사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자, n=411※ 

기타 제외함0.2%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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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3) 

남성의 경우 교육 필요를 못 느껴서와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
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어디서 교, 

육하는지 몰라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

음.

표 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93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어디서 교육하는지 

모름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랐음
교육 필요 
못 느낌

전   체 411 35.5 35.3 29.0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84 28.6 39.3 32.1

저위험 음주군 221 38.5 33.5 28.1

비음주군 106 34.9 35.8 28.3

흡연 
여부

비흡연 182 36.8 33.5 29.1

흡연 229 34.5 36.7 28.8

성별
남성 365 33.4 36.7 29.9

여성 46 52.2 23.9 21.7

연령

대20 60 33.3 26.7 38.3

대30 215 39.5 33.5 27.0

대40 112 30.4 39.3 30.4

대50 22 27.3 54.5 18.2

세 이상60 2 50.0 50.0 0.0

실태조사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자, n=411※ 

기타 제외함0.2%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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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64.0%(
우 필요 필요 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전17.0%+ 47.0%) 6.6%(

혀 불필요 불필요 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남1.7%+ 4.9%) .

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51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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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1) 

회당 활동 시간이 길수록 종목 능숙도 상급자에서 스포츠 안1 , 
전사고 대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

표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94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함

전   체 711 1.7 4.9 29.4 47.0 17.0 6.6 64.0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2.1 5.7 29.4 44.1 18.6 7.8 62.8

월 회 이상1 261 1.1 5.4 31.8 47.9 13.8 6.5 61.7

개월 당 회2-6 1 59 1.7 1.7 22.0 55.9 18.6 3.4 74.6

비정기 58 1.7 1.7 25.9 50.0 20.7 3.4 70.7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1.2 4.3 35.4 46.3 12.8 5.5 59.1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2.0 4.3 29.8 47.0 16.9 6.3 63.9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1.8 6.5 21.3 49.7 20.7 8.3 70.4

시간 초과 2 29 0.0 6.9 37.9 34.5 20.7 6.9 55.2

종목 
능숙도

초급 403 1.7 4.5 29.0 49.6 15.1 6.2 64.8

중급 226 1.8 6.6 31.4 44.2 15.9 8.4 60.2

상급 82 1.2 2.4 25.6 41.5 29.3 3.7 70.7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1.7 6.8 30.5 44.1 16.9 8.5 61.0

년 이상 년 미만2 -5 76 3.9 9.2 36.8 31.6 18.4 13.2 50.0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1.9 6.7 32.7 45.2 13.5 8.7 58.7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1.9 3.4 33.7 45.7 15.4 5.3 61.1

년 이상20 264 0.8 3.8 22.3 53.8 19.3 4.5 73.1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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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2) 

전반적으로 부상 상황이나 부상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특히 부상 가료기간

이 긴 응답자일수록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95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함

전   체 711 1.7 4.9 29.4 47.0 17.0 6.6 64.0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0.0 13.4 38.8 35.8 11.9 13.4 47.8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0.6 4.5 26.6 49.2 19.2 5.1 68.4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2.4 3.9 29.1 47.8 16.9 6.2 64.7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3.3 6.7 53.3 21.7 15.0 10.0 36.7

미착용 651 1.5 4.8 27.2 49.3 17.2 6.3 66.5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1.7 9.9 31.4 43.0 14.0 11.6 57.0

미확인 590 1.7 3.9 29.0 47.8 17.6 5.6 65.4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1.3 3.7 26.5 50.3 18.3 5.0 68.5

미실시 333 2.1 6.3 32.7 43.2 15.6 8.4 58.9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2.1 7.2 35.1 43.3 12.4 9.3 55.7

주 미만 가료1 176 2.8 5.1 34.1 42.0 15.9 8.0 58.0

주 가료1-2 217 0.9 6.0 27.2 51.2 14.7 6.9 65.9

주 가료3-4 133 0.8 2.3 30.1 46.6 20.3 3.0 66.9

주 가료5-8 57 3.5 5.3 21.1 50.9 19.3 8.8 70.2

주 이상 가료9 31 0.0 0.0 12.9 51.6 35.5 0.0 87.1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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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3) 

남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에 대한 필, 
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표 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96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함

전   체 711 1.7 4.9 29.4 47.0 17.0 6.6 64.0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0.8 4.5 28.6 48.1 18.0 5.3 66.2

저위험 음주군 393 2.0 6.1 31.3 45.8 14.8 8.1 60.6

비음주군 185 1.6 2.7 25.9 48.6 21.1 4.3 69.7

흡연 
여부

비흡연 326 2.8 3.7 30.1 43.9 19.6 6.4 63.5

흡연 385 0.8 6.0 28.8 49.6 14.8 6.8 64.4

성별
남성 623 1.4 4.5 29.7 49.0 15.4 5.9 64.4

여성 88 3.4 8.0 27.3 33.0 28.4 11.4 61.4

연령

대20 118 4.2 5.9 32.2 34.7 22.9 10.2 57.6

대30 360 1.7 4.7 31.4 48.1 14.2 6.4 62.2

대40 183 0.5 4.9 26.2 53.0 15.3 5.5 68.3

대50 45 0.0 4.4 17.8 46.7 31.1 4.4 77.8

세 이상60 5 0.0 0.0 40.0 40.0 20.0 0.0 6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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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한 스포츠활동 위한 개선사항

안전한 스포츠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는 스포츠 안전교육 강화 스포츠시설 확대 개, ‘ ’(22.9%), ‘ /

선 시설 장비 안전점검 강화 등의 의견이 주’(17.3%), ‘ / ’(15.5%) 

로 제시됨.

표 안전한 스포츠 활동 위한 개선사항-97Ⅲ❙ ❙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응답비율

전   체 711

스포츠안전교육 강화 163 22.9

스포츠시설 확대 개선/ 123 17.3

시설 장비 안전점검 강화/ 110 15.5

사전사후 준비운동 59 8.3

안전의식 개선 58 8.2

지도자 전문가 양성 및 배치/ 27 3.8

우수 안전용품 개발 보급/ 26 3.7

시설 내 안전용품 비치 26 3.7

시설 장소에 안내문구 매뉴얼 비치/ , 25 3.5

시설 내 안전시설 설치 19 2.7

수준 특성에 맞는 운동/ 18 2.5

시설 장소에 전문가 배치/ 16 2.3

장비 장구 확인/ 15 2.1

안전수칙 준수 15 2.1

성숙한 스포츠문화 12 1.7

범국민적인 안전교육 9 1.3

안전제도 정비 8 1.1

없음 20 2.8

모름 무응답/ 30 4.2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711※ 

응답률 이상만 제시함1.0%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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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농구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이상 이 일반 상해보험 10 4 (47.8%) ‘
및 공제 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일반 상해보험 ’

및 공제 및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둘 다 미가입 상‘ ’ 

태인 응답자도 로 높게 조사됨31.5% .

한편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 의 비율은 로 , ‘ ’ 7.3%
나타남.

그림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52 /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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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1) /

회당 활동시간이 길수록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1 ‘
입 또는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의 비율이 높게 조사됨’ ‘ ’ .

표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98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둘 다 
미가입

잘 모름 계

전   체 711 7.3 47.8 31.5 13.4 100.0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333 9.9 48.6 31.2 10.2 100.0

월 회 이상1 261 6.1 45.6 33.3 14.9 100.0

개월 당 회2-6 1 59 5.1 55.9 22.0 16.9 100.0

비정기 58 0.0 44.8 34.5 20.7 100.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164 7.9 47.0 31.1 14.0 100.0

분 초과 분 이하30 -60 349 8.0 47.3 30.1 14.6 100.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169 4.7 48.5 35.5 11.2 100.0

시간 초과 2 29 10.3 55.2 27.6 6.9 100.0

종목 
능숙도

초급 403 6.2 45.4 33.0 15.4 100.0

중급 226 8.8 49.1 31.4 10.6 100.0

상급 82 8.5 56.1 24.4 11.0 100.0

종목 
경력

년 미만 2 59 8.5 35.6 35.6 20.3 100.0

년 이상 년 미만2 -5 76 10.5 53.9 27.6 7.9 100.0

년 이상 년 미만 5 -10 104 8.7 44.2 30.8 16.3 100.0

년 이상 년 미만10 -20 208 7.2 44.2 33.2 15.4 100.0

년 이상20 264 5.7 53.0 30.7 10.6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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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2) /

부상 상황 및 정도에 따른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
여부에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99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둘 다 
미가입

잘 모름 계

전   체 711 7.3 47.8 31.5 13.4 100.0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67 23.9 55.2 14.9 6.0 100.0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177 4.5 55.4 27.7 12.4 100.0

지도숙련자 미배석/ 467 6.0 43.9 35.3 14.8 100.0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0 28.3 38.3 23.3 10.0 100.0

미착용 651 5.4 48.7 32.3 13.7 100.0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121 13.2 54.5 24.0 8.3 100.0

미확인 590 6.1 46.4 33.1 14.4 100.0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378 7.9 51.3 30.4 10.3 100.0

미실시 333 6.6 43.8 32.7 16.8 100.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97 5.2 34.0 39.2 21.6 100.0

주 미만 가료1 176 10.2 46.6 29.5 13.6 100.0

주 가료1-2 217 8.8 51.6 28.1 11.5 100.0

주 가료3-4 133 5.3 47.4 36.1 11.3 100.0

주 가료5-8 57 5.3 52.6 28.1 14.0 100.0

주 이상 가료9 31 0.0 64.5 29.0 6.5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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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3) /

연령대가 높을수록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 또는 ‘ ’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비율이 높게 조사됨‘ ’ .

표 기본 특성별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100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둘 다 
미가입

잘 모름 계

전   체 711 7.3 47.8 31.5 13.4 100.0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33 2.3 55.6 29.3 12.8 100.0

저위험 음주군 393 9.7 50.6 28.0 11.7 100.0

비음주군 185 5.9 36.2 40.5 17.3 100.0

흡연 
여부

비흡연 326 8.6 42.9 32.8 15.6 100.0

흡연 385 6.2 51.9 30.4 11.4 100.0

성별
남성 623 6.7 48.3 32.1 12.8 100.0

여성 88 11.4 44.3 27.3 17.0 100.0

연령

대20 118 6.8 40.7 31.4 21.2 100.0

대30 360 9.2 46.9 29.7 14.2 100.0

대40 183 4.9 51.9 35.0 8.2 100.0

대50 45 2.2 60.0 31.1 6.7 100.0

세 이상60 5 20.0 20.0 40.0 20.0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71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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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 이유4)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 이유를 살펴보면 보상, ‘
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이 있어서 보험을 들 정도’(23.9%), ‘

로 활동을 자주 하지 않아서 스포츠활동 중 부상 관련 ’(21.6%), ‘

보험 또는 공제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19.1%) 

높게 나타남.

그림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 이유-53Ⅲ❙ ❙
단위( : %)

실태조사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자, n=564※ 

기타 제외함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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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필요성 인식5)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는 응, ‘ ’
답은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로 불필요하36.1%( 4.4%+ 31.8%) , ‘

다 는 응답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 (23.1%: 3.5%+

음 에 비해 높게 나타남19.5%) 13.0%p .

그림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필요성 인식-54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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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비용 지출6) 

현재 스포츠 상해 및 공제서비스 가입자들의 연평균 지출 금액
은 만원으로 나타남120.06 .

반면 현재 스포츠 상해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자들의 향후 가입 , 
시 연평균 지출 의향금액은 이보다 낮은 만원으로 조사됨37.70 .

그림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비용 지출 현황 및 의향-55Ⅲ❙ ❙
단위 만원( : %, )

현 가입자 지출비용 실태조사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가입자: , n=52※ 

미 가입자 지출의향 실태조사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자: , n=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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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참고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 학교 또는 팀 가입 공제 보험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 선수 개별 가입 공제 또는 보‘ ’◉ 

험 외 학교 또는 팀에서 가입된 공제 또는 보험 여부를 질

문한 결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 보험 에 가입되어 있, ‘ ’

다는 응답이 로 거의 대부분임90.9% . 

단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의 종목별 결과는 사례수가 미만 , ‘ ’ 20◦ 

으로 직접적인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아래 질문은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에서만 질문한 문항임 ‘ ’ .◦ 

단위( : %)

전문 체육 지도자 조사 전체 응답자 ,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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