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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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스포츠 에 해당, 23 「 」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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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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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년 기준 스포츠 활동인구이며 부상을 : 2015◎ 

경험한 인구 명 대상 조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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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목 구분

본 보고서에서 다룬 종목은 여러 종목의 집합으로 구성된 복수의 종목이므◉  

로 종목별 결과 확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상 종목 포괄 세부 종목
항공 스포츠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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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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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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조사 체계-2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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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는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며 부상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
으로 진행 되었으며 총 개 종목 명을 목표로 종목 진23 , 10,000

행 장소에 대한 방문을 통해 개별면접 형태로 진행함1:1 .

◦ 최종 완료된 실태조사 총 표본 수는 명 이 중 항공 스포츠를 10,366 , 

하며 부상을 경험한 응답자는 명임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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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항공 스포츠 인구의 비율, 
항공스포츠에서의 부상 발생률 등 항공 스포츠류 전반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접근은 기초조사 결과를 항공 스포츠 부상 경험, 

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 파악은 실태조사 결과 중 항공스포츠에 

해당하는 결과 명 를 활용하여 작성됨(n=130 ) .

표 조사 개요-1Ⅰ❙ ❙
구   분 내 용

전   체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표본 규모 표본3,031 표본130

표본 오차 신뢰수준 ±1.78%p ( 95%) 신뢰수준 ±8.6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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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기간 2015.12.23~2016.4.16

조사 지역 전국(Nationwide)

조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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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 설계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문항 설계1) 

 기초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항공스포츠 참여 인구 기본 , 

참여 행태 및 부상 경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중심으로 

설계됨.

표 생활 스포츠 실태 기초조사 문항 구조-2Ⅰ❙ ❙
구 분 항목

Part . Ⅰ
최근 년간 스포츠활동 1
참여 경험

최근 년간 스포츠활동 참여 경험· 1

최근 년간 스포츠활동 미참여 이유· 1

최근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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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는 항공 스포츠 활동 인구의 기본적인 생활 스포츠 참
여 실태는 물론 부상 종류 및 유형 세부적인 부상 전후 및 당, , 

시 상황 부상 경험자의 스포츠 안전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 

항들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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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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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 

스포츠 활동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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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스포츠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 , , 

이딩 가 진행되는 활공장 공항 인근 강습장 등) , , 에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 태블릿 등을 활용한 , PC CAPI(Computer Assisted 

형태로 진행되었음Personal Inter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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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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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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스포츠-5 -Ⅰ❙ ❙
단위( : %)

구   분 사례수 비율 구   분 사례수 비율

전   체 130 100.0

세부종목 스카이다이빙 40 30.8 부상종류 염좌 34 26.2
행글라이딩 40 30.8 골절 12 9.2

패러글라이딩 50 38.5
탈구 8 6.2

활동빈도 주 회 이상1 29 22.3
열상 11 8.5월 회 이상1 34 26.2
절단 3 2.3개월 당 회2-6 1 42 32.3

찰과상 19 14.6비정기 25 19.2

회당1
활동시간

분 이하30 32 24.6 출혈 12 9.2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23.1 좌상 13 10.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29.2
자상 2 1.5

시간초과 2 30 23.1
통증 15 11.5능숙도 초급 94 72.3
파열 1 0.8중급 28 21.5

상급 8 6.2 전문/
숙련자
관여도

전문 숙련자 교육실시/ 98 75.4

경력 년미만 2 44 33.8 전문 숙련자 교육 미실시/ 3 2.3

년 이상 년 미만2 -5 33 25.4 전문 숙련자 미배석/ 29 22.3

년이상 년미만 5 -10 29 22.3 안전장비 착용 67 51.5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11.5 미착용 63 48.5

년 이상20 9 6.9 환경
위험확인

확인 45 34.6

부상부위 머리 안면부 포함 목 ( )/ 30 23.1 미확인 85 65.4

상반신 13 10.0 준비운동 실시 83 63.8

팔 33 25.4 미실시 47 36.2

하반신 상부 골반 무릎( ) 29 22.3 음주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12.3

하반신 하부 무릎 아래( ) 25 19.2 저위험 음주군 72 55.4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20.8 비음주군 42 32.3

주 미만 가료1 28 21.5 흡연여부 비흡연 71 54.6

주 가료1-2 36 27.7 흡연 59 45.4

주 가료3-4 28 21.5 연령별 대20 19 14.6

주 가료5-8 7 5.4 대30 69 53.1

주 이상 가료9 4 3.1 대40 30 23.1

성별 남성 78 60.0 대50 9 6.9

여성 52 40.0 세 이상60 3 2.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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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스포츠 참여 실태

항공스포츠 활동인구 비율

2.3%

가 연 회 가량 활동57.7% ‘ 1 ’ 

◦ 최근 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항공 스포츠를 경험한 인구 비율은 임1 2.3% .

◦ 전체적으로 명 중 약 명가량 은 연 회 가량 항공 스포츠를 즐기고 있으10 6 (57.7%) 1

며 회 평균 활동시간은 분임, 1 76.90 .

◦ 항공스포츠 활동인구 대부분 오전 점심 오후 은 오(93.0%: 28.2%+ 33.8%+ 31.0%) ‘

전 부터 오후 까지의 주간 시간대에 항공 스포츠를 즐기고 있으며 이른 아침 이나 ’ ‘ ’ , ‘ ’

야간 빈도는 매우 낮음‘ ’ .

◦ 주요 활동 장소는 산이나 도로 공원 등 전용시설이 아닌 장소 가 전용시, ‘ ’(53.5%) ‘

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40.8%) .

주요 결과 요약.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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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상 발생 현황

항공스포츠 활동 인구 명 10

중 명가량 부상 경험2

연 평균 회 가량 부상경험1.9

주요 부상 부위는 머리 안면부 포함 발목 무‘ ( )’(37.7%), ‘ ’(18.5%), ‘

릎 순 주요 부상 종류는 염좌 와 찰과상’(15.4%) , ‘ ’(30.0%) ‘ ’(25.4%), 

명 중 명은 점프 후 착지 잘못 으로 인해 부상을 당함10 3 ‘ ’(33.1%)

◦ 항공 스포츠 활동인구 명 중 명가량인 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10 2 19.7%

부상까지 당한 경험이 있음.

◦ 항공스포츠 부상 경험은 회 참여 시 약 분가량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1 105

어나고 있으며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이상 은 본인의 항공스포츠 능숙도, 10 7 (72.3%)

를 초급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 ’ .

◦ 종목 경력 년 미만 구성 비율이 로 가장 높고 년 이상 년 미만 이 2 33.8% , ‘2 -5 ’ 25.4%, 

년 이상 년 미만 이 의 순으로 경력 기간이 길수록 부상 경험자 구성 비율‘5 -10 ’ 22.3%

이 낮아짐.

◦ 항공 스포츠를 통해 발생되는 부상은 주로 머리 안면부 포함 와 발목‘ ( )’(37.7%)

에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염좌 와 찰과(18.5%) ‘ ’ (30.0%) ‘

상 통증 열상 좌상 등의 순임’(25.4%), ‘ ’ (17.7%), ‘ ’(14.6%), ‘ ’(13.8%) .

◦ 항공 스포츠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한 가장 심각했던 부상 , 

유형은 발목 염좌 임‘ ’(11.5%) .



주요 결과 요약. Ⅱ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13

◦ 점프 후 착지를 잘못함 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항공스포츠를 통해 부상을 입‘ ’ 33.1%

는 사람 약 명 중 명은 랜딩 과정 또는 랜딩 방법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3 1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연 평균 약 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1.9 .

◦ 항공스포츠의 부상 발생 시간은 주 활동 시간대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 활동 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부상도 많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항공스포츠-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 , )

14 |

3 부상 발생 환경

전체적으로 부상경험자들의 사고예방활동은 양호한 수준

부상경험자의 만이 부상 전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지 않음3.8%

실시한 응답자 대다수는 준비운동 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 ’(63.8%)

대의 실시율을 보임4-50%

여러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문제는 미끄러운 바닥 ‘ ’(41.5%)

부상발생 이전 상황 예방활동 측면: ◎ 

◦ 부상 당시의 운동 시작 전 사고예방을 위해 행했던 활동으로 가장 높은 행동은 준비‘

운동 실시 이며 다음으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안전 매뉴’(63.8%) ‘ ’(51.5%), ‘

얼 확인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 의 순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40.0%), ‘ ’(34.6%)

로 양호한 수준의 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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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준비운동 실시 등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 .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장비들을 명 중 명 이상의 비율 모두 착용 착용 - , 10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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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비의 전반적 상태는 양호 했던 것으로 나타남‘ ’(28.4%) .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가 성실히 확인 매우 성실히 성실히  - 42.2% ‘ ’( 8.9%+ 33.3%)

함.

준비운동 실시자는 유연성 근력 심폐지구력 등 다양한  - ‘ ’(50.6%), ‘ ’(49.4%),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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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안전매뉴얼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 고 평가함 - ‘ ’(38.5%) .

◦ 부상 전 신체상태가 양호 했다는 응답이 로 비양호 했다는 응답 에 ‘ ’ 33.8% , ‘ ’ (10.0%)

비해 배 이상 높았으나 종합적으로는 명 중 명만이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3 10 3

서 운동에 참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부상 당시 상황 환경적 요인 측면: ◎ 

◦ 항공 스포츠 부상경험자 명 중 명가량 은 탑승 장소 에서 부상을 당하고 10 3 (31.5%) ‘ ’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상 장소 운영 주체는 공공 시설이 민간 시설이 ‘ ’ 9.2%, ‘ ’

임66.9% .

◦ 부상 장소에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여부에 대해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치되었, ‘

다 는 응답은 이며 비치된 경우 는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46.4% 67.2% .

◦ 부상 장소의 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 바닥이 미끄러웠음 이라는 평가가 , ‘ ’ 41.5%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공간 에 대한 부정적 평가 활동, ‘ ’ (20.8%), ‘

하기에 적절한 사람 수 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바닥이 적절히 평평하였음 에 대한 ’ ‘ ’

부정적 평가 각 등의 순으로 조사됨 점 척도 중 매우 부정적 부정적( 15.4%) (5 [1] , [2]

의 합산비율 기준 단 미끄러운 바닥 은 역척도 문항이므로 는 부정평. , ‘ ’ Bottom2 [4]

가와 매우 부정평가의 합산 비율[5] ).

◦ 부상 경험자 대부분 명 중 명 이상 은 부상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10 9 , 96.1%) ‘

전문 지도자 나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숙련자 가 배석 중이었고 지도’(59.0%) ‘ ’(37.1%)

자나 숙련자가 배석한 경우 대부분 전문지도자 교육 종목숙련자 교육 ( 100.0%, 

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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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상 후 대처 및 경과

발생된 부상 절반가량 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40.0%) ‘ ’

명 중 명 이상 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리10 5 (57.7%) ‘ ’

개인 부담금액 기준 인 건당 치료 소요비용은 평균 원, 1 1 98,019

부상 경험자 명 중 10

약 명 이상 이 2 (24.6%)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명 중 명 이상은 부상 이후 10 8

스포츠 활동을 줄이거나(50.0%) 

중지 함(32.3%)

염좌의 경우 냉찜질 과 압박 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 ’ ‘ ’◦ 

대처를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발생한 부상은 주관적 판단 후 자가치료 한 비율이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 ’ 40.0% ‘

사 진료 및 치료 약사 상담 후 자가치료 의 순이며 부상 경험자 ’(36.2%), ‘ ’(23.8%) , 

명 중 가량 은 치료 비용을 자부담 하고 전체적인 치료비용 개인 부담10 5 (57.7%) ‘ ’ , 

금액은 평균 원임98,019 .

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주 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 미만 및 주‘1-2 ’(27.7%) ‘1 ’ ‘3-4 ’

각 이며 바로 참여 가능할 정도로 경미함 도 로 비교적 높음( 21.5%) ‘ ’ 20.8% .

◦ 부상 경험자 명 중 약 명 이상 이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함10 2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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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료기간이 길수록 후유발생률 및 발생 후유의 심각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가 감소하였고 이의  10 5 (50.0%) , 

이유는 심리적 두려움 과 신체적 불편함 가족 또는 지인의 반‘ ’(34.6%) ‘ ’(32.7%), ‘

대 가 고른 분포를 보임’(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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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포츠 안전의식

스포츠 안전수칙 인지 

24.6%

명 중 명 이상 10 6

이 안전수칙 (62.3%)

준수를 우선하여 활동

세부 안전수칙 중 보호장구 착용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며 다음으로 위험

지역 확인 준비운동 실시 안전시설 확인 시설물 안전확인 순 → → → 

안전 인식◎ 

항공 스포츠 안전수칙을 인지 하고 있다는 응답은 매우 잘 알고 있다 ‘ ’ 24.6%( 0.8%+◦ 

대체로 아는 편 이며 명 중 명 은 교육 을 통해 안전 수칙을 알게 23.8%) 10 5 (50.0%) ‘ ’

되었다고 응답함.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이상 안전 최우선 어느 정도 안전 우선 10 6 (62.3%: 30.0%+◦ 

은 운동을 할 때 안전 수칙 준수 를 우선시함32.3%) ‘ ’ .

세부적으로는 활동 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는 응답이 로 가장 높고 다음으‘ ’ 61.5% , ◦ 

로 사전에 위험지역을 확인 준비운동 실시 등의 순으로 조사됨 ‘ ’(57.7%),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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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과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로는 확인 방법을 몰라서 확인하‘ ’, ‘◦ 

기 귀찮아서 순으로 안전시설 미확인 이유로는 확인하기 귀찮아서 확인 방법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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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 지출의향이 없다고 응답◦ 

한 인구는 없으며 인 평균 연간 지출의향 또는 현재 지출금액 은 약 만원 선임1 ( ) 47 .

1 명 중 명 정도만이 안전사고 관련 대처 및 예방법 인지0 3

명 중 명 이상 은 10 6 (62.3%)

스포츠 안전사고 교육 경험 

명 중 명가량 은 일반10 6 (58.5%)  

상해보험 가입 미가입은 , 17.7%

대처 및 예방◎ 

항공 스포츠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처◦ 

법 매우 잘 앎 대체로 아는 편 예방법 매우 잘 앎 34.6%( 1.5%+ 33.1%), 32.3%(

대체로 아는 편 임5.4%+ 26.9%) .

부상 경험자의 전혀 모름 잘 모르는 편 가 항공 스포츠를 하던 중  - 26.9%( 3.1%+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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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지 비율이 전혀 모름 잘 모르는 편 로 나타남‘ ’ 26.2%( 1.5%+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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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요령 인지도는 저체온증 발생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실시요‘ ’(36.9%), ‘◦ 

령 및 허리 목 디스크 탈출 발생 시 대처 각 근육경련 발생 시 대’ ‘ / ’( 36.2%), ‘

처 등의 순임 점 척도 중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의 ’(35.4%) (5 [4] , [5]

합산비율 기준).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응급처치 전문기관 의료‘ ’(32.3%), ‘◦ 

인 인터넷 스포츠 전문지도자 숙련자 등의 순임’(30.0%), ‘ ’(29.2%), ‘ / ’(28.5%)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경험 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로 조사되‘ ’ 62.3%◦ 

었으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받은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 동호‘ ’(37.0%), ‘

회 팀 대학교의 정규 강좌 등의 순임/ ’(35.8%),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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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 스포츠활동 중 부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 ‘ ’

가 각 로 높게 나왔으며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는 임36.7% , ‘ ’ 26.5%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 필56.2%( 27.7%+◦ 

요 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전혀 불필요 불필요 에 비28.5%) 18.5%( 4.6%+ 13.8%)

해 높음.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률이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률은 ‘ ’ 58.5%, ‘ ’ ◦ 

이며 둘 다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비율은 로 조사됨13.8% ‘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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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스포츠 활동 인구 규모

생활 스포츠 참여 현황1) 

최근 년간 스포츠활동의 일환으로 항공스포츠를 경험한 인구 1
비율은 로 나타남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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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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재학 이상 자영업 및 화이트칼라층의 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표 응답자 특성별 참여율-1Ⅲ❙ ❙
단위( : %)

구   분 사례수 참여 미참여 계

전   체 3,031 2.3 97.7 100.0

성별
남성 1,514 2.8 97.2 100.0

여성 1,517 1.8 98.2 100.0

연령

대20 557 3.6 96.4 100.0

대30 559 2.3 97.7 100.0

대40 608 2.1 97.9 100.0

대50 637 3.9 96.1 100.0

세60~64 287 0.0 100.0 100.0

세 이상65 383 0.0 100.0 100.0

학력별

중졸이하 462 0.0 100.0 100.0 

고졸 784 1.1 98.9 100.0 

대재 이상 1,785 3.5 96.5 100.0 

직업별

농 임 어업/ / 77 0.0 100.0 100.0 

자영업 329 4.6 95.4 100.0 

화이트칼라 796 3.8 96.2 100.0 

블루칼라 650 2.0 98.0 100.0 

전업주부 591 0.0 100.0 100.0 

학생 217 1.4 98.6 100.0 

무직 기타/ 369 2.7 97.3 100.0 

모름 무응답/ 2 0.0 100.0 100.0 

기초조사 전체 응답자, n=3,03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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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빈도 및 회당 평균 활동시간1

항공스포츠 활동 인구의 활동 빈도1) 

항공스포츠 활동 인구 명 중 약 명 이상 은 연 회 10 5 (57.7%) 1
정도 항공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고 응답함.

그림 항공스포츠 활동 인구의 활동 빈도-2Ⅲ❙ ❙
단위( : %)

기초조사 항공스포츠 경험자, n=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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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별 활동빈도에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응답자 특성별 항공스포츠 활동 빈도-2Ⅲ❙ ❙
단위( : %)

구   분 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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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1.4 2.8 7.0 2.8 8.5 5.6 4.2 9.9 57.7

성별
남성 43 0.0 4.7 7.0 4.7 9.3 4.7 4.7 14.0 51.2

여성 28 3.6 0.0 7.1 0.0 7.1 7.1 3.6 3.6 67.9

연령

대20 20 5.0 0.0 5.0 5.0 0.0 0.0 5.0 5.0 75.0

대30 13 0.0 7.7 0.0 0.0 0.0 0.0 0.0 23.1 69.2

대40 13 0.0 0.0 23.1 7.7 7.7 30.8 7.7 7.7 15.4

대50 25 0.0 4.0 4.0 0.0 20.0 0.0 4.0 8.0 60.0

기초조사 항공스포츠 경험자, n=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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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스포츠 활동 인구의 회 평균 활동시간은 분으로 조1 76.90
사됨.

구간별로 살펴보면 시간 시간 미만 이 로 가장 높고 , ‘1 -2 ’ 38.0%
다음으로 시간 시간 미만 분 미만 및 분‘2 -3 ’(22.5%), ‘30 ’ ‘30 -1

시간 미만 각 시간 이상 의 순으로 조사됨’( 18.3%), ‘3 ’(2.8%) .

그림 항공스포츠 활동 인구의 회 평균 활동시간-3 1Ⅲ❙ ❙
단위 분( : %, )

기초조사 항공스포츠 경험자, n=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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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종목별로 보았을 때 패러글라이딩 평균 분 이 행글라이딩( 88.12 )

평균 분 및 스카이다이빙 평균 분 대비 긴 회당 활동( 70.73 ) ( 70.84 ) 1

시간을 가짐.

◦ 남성 평균 분 의 회 평균 활동 시간이 여성 평균 분 에 ( 90.58 ) 1 ( 55.89 )

비해 높게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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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분 미만30
분 30 -

시간 1
미만

시간 1 -
시간2
미만

시간2 -
시간 3
미만

시간 3
이상 평균

전   체 71 18.3 18.3 38.0 22.5 2.8 76.90

종목

패러글라이딩 25 20.0 12.0 40.0 20.0 8.0 88.12

행글라이딩 15 20.0 26.7 26.7 26.7 0.0 70.73

스카이다이빙 31 16.1 19.4 41.9 22.6 0.0 70.84

성별
남성 43 11.6 14.0 46.5 23.3 4.7 90.58

여성 28 28.6 25.0 25.0 21.4 0.0 55.89

연령

대20 20 30.0 25.0 40.0 5.0 0.0 42.95

대30 13 7.7 15.4 38.5 38.5 0.0 91.85

대40 13 23.1 30.8 15.4 23.1 7.7 89.62

대50 25 12.0 8.0 48.0 28.0 4.0 89.68

기초조사 항공스포츠 경험자, n=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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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스포츠 활동 인구의 주 활동 시간대1) 

항공스포츠 활동인구 대부분 오전 점심 (93.0%: 28.2%+ 33.8%+
오후 은 오전 부터 오후 까지의 주간 시간대에 항공 스31.0%) ‘ ’ ‘ ’

포츠를 즐기고 있음.

그림 항공스포츠 활동 인구의 주 활동 시간대-4Ⅲ❙ ❙
단위( : %)

기초조사 항공스포츠 경험자, n=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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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특성에 따른 주 활동시간대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응답자 특성별 항공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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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체 71 2.8 1.4 28.2 33.8 31.0 1.4 1.4

종목

패러글라이딩 25 0.0 0.0 28.0 36.0 36.0 0.0 0.0

행글라이딩 15 0.0 6.7 20.0 33.3 26.7 6.7 6.7

스카이다이빙 31 6.5 0.0 32.3 32.3 29.0 0.0 0.0

성별
남성 43 0.0 2.3 27.9 27.9 37.2 2.3 2.3

여성 28 7.1 0.0 28.6 42.9 21.4 0.0 0.0

연령

대20 20 5.0 5.0 45.0 15.0 30.0 0.0 0.0

대30 13 0.0 0.0 38.5 30.8 23.1 0.0 7.7

대40 13 0.0 0.0 15.4 61.5 23.1 0.0 0.0

대50 25 4.0 0.0 16.0 36.0 40.0 4.0 0.0

기초조사 항공스포츠 경험자, n=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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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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스포츠 활동 인구의 주 활동 장소2) 

항공스포츠 인구 대부분 은 산이나 도로(94.3%: 53.5%+40.8%) , 
공원 등 전용시설 외 장소 또는 전용 경기 시설 에서 항공 스‘ ’ ‘ ’

포츠를 즐기고 있음.

그림 항공스포츠 활동 인구의 주 활동 장소-5Ⅲ❙ ❙
단위 복수응답( : %, )

기초조사 항공스포츠 경험자, n=71※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항공스포츠-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 , )

30 |

◦ 대부분의 인구통계 특성에서 큰 차이 없이 전용시설 외 장소 에서 ‘ ’

항공스포츠를 즐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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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운동장 체육관
전용 경기  

시설

전용시설 외 
장소

산도로공원 ( , ,
등)

기타

전   체 71 1.4 1.4 40.8 53.5 5.6

종목

패러글라이딩 25 0.0 0.0 36.0 64.0 0.0

행글라이딩 15 0.0 0.0 40.0 53.3 6.7

스카이다이빙 31 3.2 3.2 45.2 45.2 9.7

성별
남성 43 2.3 0.0 34.9 58.1 4.7

여성 28 0.0 3.6 50.0 46.4 7.1

연령

대20 20 5.0 0.0 50.0 35.0 10.0

대30 13 0.0 0.0 15.4 84.6 0.0

대40 13 0.0 0.0 46.2 53.8 0.0

대50 25 0.0 4.0 44.0 52.0 8.0

기초조사 항공스포츠 경험자, n=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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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10
중 명 정도인 의 응답자가 심한 부상부터 경미한 부상까2 19.7%

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그림 부상 발생률 -6Ⅲ❙ ❙
단위( : %)

기초조사 항공스포츠 경험자, n=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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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부상 후 바로 스포츠활동 참여가 가능한 수준 별도 조치 없이 자연 치유되는 수( , 

준 까지 모두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부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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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의 부상발생률이 여성 에 비해 높게 나타남(27.9%) (7.1%) .

표 응답자 특성별 부상 발생률-6Ⅲ❙ ❙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부상 경험 부상 미경험 계

전   체 71 19.7 80.3 100.0 

성별
남성 43 27.9 72.1 100.0 

여성 28 7.1 92.9 100.0 

연령별

대20 20 20.0 80.0 100.0 

대30 13 7.7 92.3 100.0 

대40 13 30.8 69.2 100.0 

대50 25 20.0 80.0 100.0 

기초조사 항공스포츠 경험자, n=71※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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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경험자 주요 특성2) 

항공스포츠 부상 경험은 회 참여 시 약 분가량 활동하는 1 105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 10 7

이상 은 본인의 항공스포츠 능숙도를 초급 정도로 인식(72.3%) ‘ ’ 

하고 있음.

종목 경력 년 미만 구성 비율이 로 가장 높고 년 이‘2 ’ 33.8% , ‘2
상 년 미만 이 년 이상 년 미만 이 의 순으-5 ’ 25.4%, ‘5 -10 ’ 22.3%

로 경력 기간이 길수록 부상 경험자 구성 비율이 낮아짐.

그림 부상 경험자 주요 특성 -7Ⅲ❙ ❙
단위 분(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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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종목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1) ·

세부 종목별로 패러글라이딩 분 의 회 평균 참여시간이 , (113.92 ) 1
가장 길게 나타남.

표 세부 종목 종목 관여도별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7 ·Ⅲ❙ ❙
단위 분( : %, )

구분 사례수

참여 빈도
회 평균1

참여시간주 회1
이상

월 회1
이상

분기
회1

이상

반기
회1

이상
비정기

전   체 130 22.3 26.2 9.2 23.1 19.2 104.93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22.5 15.0 12.5 30.0 20.0 99.53

행글라이딩 40 32.5 32.5 0.0 22.5 12.5 99.10

패러글라이딩 50 14.0 30.0 14.0 18.0 24.0 113.92

종목 
능숙도

초급 94 19.1 22.3 9.6 24.5 24.5 100.60

중급 28 35.7 35.7 10.7 17.9 0.0 134.46

상급 8 12.5 37.5 0.0 25.0 25.0 52.50

년 미만 2 44 9.1 9.1 6.8 38.6 36.4 104.43

종목 
경력

년 이상 년 미만2 -5 33 24.2 36.4 12.1 15.2 12.1 95.39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24.1 37.9 13.8 17.2 6.9 130.07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46.7 40.0 6.7 6.7 0.0 115.27

년 이상20 9 33.3 11.1 0.0 22.2 33.3 44.11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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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2) 

부상 상황이나 정도에 따른 부상경험자의 스포츠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에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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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사례수

참여 빈도
회 1

평균
참여시간

주 회1
이상

월 회1
이상

분기
회1

이상

반기 
회 1

이상
비정기

전   체 130 22.3 26.2 9.2 23.1 19.2 104.93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22.4 24.5 8.2 26.5 18.4 113.68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33.3 66.7 0.0 0.0 0.0 136.67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20.7 27.6 13.8 13.8 24.1 72.07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17.9 20.9 9.0 29.9 22.4 112.21

미착용 63 27.0 31.7 9.5 15.9 15.9 97.19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24.4 24.4 8.9 24.4 17.8 104.73

미확인 85 21.2 27.1 9.4 22.4 20.0 105.04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14.5 27.7 10.8 26.5 20.5 109.99

미실시 47 36.2 23.4 6.4 17.0 17.0 96.0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22.2 14.8 0.0 22.2 40.7 86.93

주 미만 가료1 28 21.4 25.0 14.3 17.9 21.4 86.21

주 가료1-2 36 30.6 27.8 11.1 16.7 13.9 98.61

주 가료3-4 28 14.3 32.1 14.3 32.1 7.1 131.68

주 가료5-8 7 28.6 28.6 0.0 28.6 14.3 131.43

주 이상 가료9 4 0.0 50.0 0.0 50.0 0.0 180.75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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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스포츠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3) 

기본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참여빈도 및 참여시간에는 유의할만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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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22.3 26.2 9.2 23.1 19.2 104.93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12.5 25.0 6.3 25.0 31.3 131.56

저위험 음주군 72 26.4 27.8 9.7 23.6 12.5 87.42

비음주군 42 19.0 23.8 9.5 21.4 26.2 124.81

흡연 
여부

비흡연 71 21.1 25.4 8.5 22.5 22.5 99.45

흡연 59 23.7 27.1 10.2 23.7 15.3 111.53

성별
남성 78 21.8 26.9 7.7 25.6 17.9 107.05

여성 52 23.1 25.0 11.5 19.2 21.2 101.75

연령

대20 19 36.8 21.1 10.5 26.3 5.3 66.58

대30 69 23.2 27.5 10.1 18.8 20.3 106.42

대40 30 13.3 30.0 10.0 16.7 30.0 129.03

대50 9 22.2 11.1 0.0 66.7 0.0 123.33

세 이상60 3 0.0 33.3 0.0 33.3 33.3 17.3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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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자들의 종목 활동 빈도가 잦을수록 종목 활동 경력이 오래 , 
되었을수록 본인의 종목 능숙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표 세부 종목 종목 관여도별 능숙도 및 경력-10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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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72.3 21.5 6.2 33.8 25.4 22.3 11.5 6.9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75.0 22.5 2.5 45.0 20.0 17.5 10.0 7.5

행글라이딩 40 62.5 25.0 12.5 22.5 30.0 22.5 17.5 7.5

패러글라이딩 50 78.0 18.0 4.0 34.0 26.0 26.0 8.0 6.0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62.1 34.5 3.4 13.8 27.6 24.1 24.1 10.3

월 회 이상1 34 61.8 29.4 8.8 11.8 35.3 32.4 17.6 2.9

개월 당 회2-6 1 42 76.2 19.0 4.8 47.6 21.4 21.4 4.8 4.8

비정기 25 92.0 0.0 8.0 64.0 16.0 8.0 0.0 12.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68.8 18.8 12.5 34.4 31.3 9.4 9.4 15.6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70.0 23.3 6.7 33.3 23.3 20.0 13.3 10.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78.9 18.4 2.6 34.2 18.4 36.8 10.5 0.0

시간 초과 2 30 70.0 26.7 3.3 33.3 30.0 20.0 13.3 3.3

종목 
능숙도

초급 94 100.0 0.0 0.0 41.5 21.3 22.3 8.5 6.4

중급 28 0.0 100.0 0.0 14.3 32.1 25.0 21.4 7.1

상급 8 0.0 0.0 100.0 12.5 50.0 12.5 12.5 12.5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88.6 9.1 2.3 100.0 0.0 0.0 0.0 0.0

년 이상 년 미만2 -5 33 60.6 27.3 12.1 0.0 100.0 0.0 0.0 0.0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72.4 24.1 3.4 0.0 0.0 100.0 0.0 0.0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53.3 40.0 6.7 0.0 0.0 0.0 100.0 0.0

년 이상20 9 66.7 22.2 11.1 0.0 0.0 0.0 0.0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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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능숙도 및 경력(5) 

부상 상황 및 정도에 따른 능숙도와 경력에는 유의할만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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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72.3 21.5 6.2 33.8 25.4 22.3 11.5 6.9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76.5 19.4 4.1 34.7 25.5 25.5 10.2 4.1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66.7 33.3 0.0 0.0 100.0 0.0 0.0 0.0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58.6 27.6 13.8 34.5 17.2 13.8 17.2 17.2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79.1 14.9 6.0 44.8 20.9 19.4 10.4 4.5

미착용 63 65.1 28.6 6.3 22.2 30.2 25.4 12.7 9.5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68.9 22.2 8.9 37.8 22.2 17.8 13.3 8.9

미확인 85 74.1 21.2 4.7 31.8 27.1 24.7 10.6 5.9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72.3 24.1 3.6 38.6 22.9 21.7 12.0 4.8

미실시 47 72.3 17.0 10.6 25.5 29.8 23.4 10.6 10.6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74.1 18.5 7.4 51.9 14.8 11.1 14.8 7.4

주 미만 가료1 28 78.6 21.4 0.0 35.7 21.4 32.1 3.6 7.1

주 가료1-2 36 72.2 25.0 2.8 22.2 36.1 19.4 13.9 8.3

주 가료3-4 28 67.9 21.4 10.7 35.7 25.0 28.6 7.1 3.6

주 가료5-8 7 71.4 28.6 0.0 14.3 28.6 14.3 42.9 0.0

주 이상 가료9 4 50.0 0.0 50.0 25.0 25.0 25.0 0.0 25.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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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능숙도 및 경력(6) 

기본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능숙도 및 경력에는 유의할만한 차
이가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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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72.3 21.5 6.2 33.8 25.4 22.3 11.5 6.9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68.8 12.5 18.8 25.0 37.5 25.0 6.3 6.3

저위험 음주군 72 68.1 29.2 2.8 33.3 23.6 25.0 11.1 6.9

비음주군 42 81.0 11.9 7.1 38.1 23.8 16.7 14.3 7.1

흡연 
여부

비흡연 71 76.1 19.7 4.2 35.2 25.4 23.9 11.3 4.2

흡연 59 67.8 23.7 8.5 32.2 25.4 20.3 11.9 10.2

성별
남성 78 71.8 24.4 3.8 32.1 26.9 23.1 10.3 7.7

여성 52 73.1 17.3 9.6 36.5 23.1 21.2 13.5 5.8

연령

대20 19 52.6 36.8 10.5 31.6 36.8 21.1 5.3 5.3

대30 69 76.8 18.8 4.3 39.1 26.1 18.8 11.6 4.3

대40 30 70.0 23.3 6.7 26.7 23.3 23.3 16.7 10.0

대50 9 88.9 11.1 0.0 22.2 0.0 55.6 11.1 11.1

세 이상60 3 66.7 0.0 33.3 33.3 33.3 0.0 0.0 33.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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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스포츠 부상 경험자들은 부상 부위와 종류 정도를 막론하, 
고 연 평균 약 회 가량의 부상을 입고 있음1.87 .

구간 별로 살펴보면 회 가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 ’ 78.5% ‘2
회 회 이상 의 순으로 조사됨’(12.3%), ‘3 ’(9.2%) .

  

그림 연간 부상 횟수-8Ⅲ❙ ❙
단위 회(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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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발생 횟수 병원 진료 의약처방 및 투여 여부 등과 관계없음( , )

표 세부 종목별 연간 부상 횟수-13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구분 사례수 회1 회2 회 이상3
연평균 
횟수

전   체 130 78.5 12.3 9.2 1.87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80.0 12.5 7.5 1.33

행글라이딩 40 67.5 20.0 12.5 1.58

패러글라이딩 50 86.0 6.0 8.0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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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연간 부상 횟수1) 

자주 할수록 종목 능숙도가 낮을수록 연평균 부상 횟수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임.

표 종목 관여도별 연간 부상 횟수-14Ⅲ❙ ❙
단위 회( : %, )

구분 사례수 회1 회2 회 이상3
연평균 
횟수

전   체 130 78.5 12.3 9.2 1.87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72.4 10.3 17.2 3.48

월 회 이상1 34 67.6 17.6 14.7 1.62

개월 당 회2-6 1 42 81.0 16.7 2.4 1.21

비정기 25 96.0 0.0 4.0 1.44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84.4 15.6 0.0 1.16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66.7 10.0 23.3 3.77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86.8 5.3 7.9 1.29

시간 초과 2 30 73.3 20.0 6.7 1.47

종목 
능숙도

초급 94 85.1 10.6 4.3 1.89

중급 28 60.7 14.3 25.0 1.82

상급 8 62.5 25.0 12.5 1.75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90.9 9.1 0.0 1.09

년 이상 년 미만2 -5 33 66.7 24.2 9.1 1.58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75.9 6.9 17.2 1.72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80.0 13.3 6.7 1.40

년 이상20 9 66.7 0.0 33.3 8.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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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연간 부상 횟수2)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가 높을수록 연평균 부상횟수는 증가하는 /
경향을 보임.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연간 부상 횟수-15Ⅲ❙ ❙
단위 회( : %, )

구분 사례수 회1 회2 회 이상3
연평균 
횟수

전   체 130 78.5 12.3 9.2 1.87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77.6 11.2 11.2 2.08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33.3 66.7 0.0 1.67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86.2 10.3 3.4 1.17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80.6 11.9 7.5 1.34

미착용 63 76.2 12.7 11.1 2.43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73.3 13.3 13.3 1.49

미확인 85 81.2 11.8 7.1 2.07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75.9 13.3 10.8 2.23

미실시 47 83.0 10.6 6.4 1.23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96.3 3.7 0.0 1.04

주 미만 가료1 28 82.1 14.3 3.6 1.21

주 가료1-2 36 66.7 13.9 19.4 3.19

주 가료3-4 28 82.1 14.3 3.6 1.21

주 가료5-8 7 57.1 14.3 28.6 3.29

주 이상 가료9 4 50.0 25.0 25.0 2.25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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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연간 부상 횟수3) 

음주행태가 고위험 음주군일수록 남성일수록 연평균 부상 횟수, 
가 높게 나타남.

표 기본 특성별 연간 부상 횟수-16Ⅲ❙ ❙
단위 회( : %, )

구분 사례수 회1 회2 회 이상3
연평균 
횟수

전   체 130 78.5 12.3 9.2 1.87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68.8 12.5 18.8 2.31

저위험 음주군 72 79.2 9.7 11.1 2.13

비음주군 42 81.0 16.7 2.4 1.26

흡연 
여부

비흡연 71 74.6 15.5 9.9 1.52

흡연 59 83.1 8.5 8.5 2.29

성별
남성 78 76.9 12.8 10.3 2.24

여성 52 80.8 11.5 7.7 1.31

연령

대20 19 63.2 31.6 5.3 1.42

대30 69 76.8 10.1 13.0 2.39

대40 30 86.7 6.7 6.7 1.27

대50 9 88.9 11.1 .0 1.11

세 이상60 3 100.0 .0 .0 1.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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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상 정도 주관적 인식 기준( )

부상 경험자 명 중 약 명 이상 은 본인 스스로 판단10 5 (58.5%)
한 주관적 부상 정도를 경증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통 정‘ ’ ‘ ’ 

도의 부상은 중증 부상 비율은 로 조사됨34.6%, ‘ ’ 7.7% .

 

그림 부상 정도 주관적 인식 기준-9 ( )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부상 정도 주관적 인식 기준-17 (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중증 보통 경증

전   체 130 7.7 34.6 58.5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10.0 32.5 57.5

행글라이딩 40 5.0 40.0 57.5

패러글라이딩 50 8.0 32.0 6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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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정도1) 

종목 활동 빈도가 잦을수록 종목 능숙도가 낮을수록 중증 및 , ‘ ’ 
보통 부상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정도 주관적 인식 기준-18 (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중증 보통 경증

전   체 130 7.7 34.6 58.5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13.8 48.3 37.9

월 회 이상1 34 5.9 26.5 70.6

개월 당 회2-6 1 42 7.1 31.0 61.9

비정기 25 4.0 36.0 60.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6.3 28.1 65.6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10.0 46.7 43.3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5.3 31.6 65.8

시간 초과 2 30 10.0 33.3 56.7

종목 
능숙도

초급 94 7.4 36.2 57.4

중급 28 10.7 32.1 57.1

상급 8 0.0 25.0 75.0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9.1 27.3 63.6

년 이상 년 미만2 -5 33 12.1 33.3 57.6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0.0 48.3 51.7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6.7 26.7 66.7

년 이상20 9 11.1 44.4 44.4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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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정도2) 

부상 정도가 중해질수록 부상 가료기간 역시 비례하여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정도 주관적 인식 기준-19 (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중증 보통 경증

전   체 130 7.7 34.6 58.5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8.2 35.7 57.1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0.0 66.7 33.3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6.9 27.6 65.5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7.5 34.3 58.2

미착용 63 7.9 34.9 58.7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2.2 40.0 57.8

미확인 85 10.6 31.8 58.8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7.2 36.1 57.8

미실시 47 8.5 31.9 59.6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11.1 18.5 70.4

주 미만 가료1 28 0.0 39.3 60.7

주 가료1-2 36 11.1 38.9 52.8

주 가료3-4 28 7.1 32.1 60.7

주 가료5-8 7 14.3 42.9 42.9

주 이상 가료9 4 0.0 75.0 25.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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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부상 정도3) 

남성의 부상 정도가 여성보다 심각하게 나타남.

표 기본 특성별 부상 정도 주관적 인식 기준-20 (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중증 부상 보통 부상 경증 부상

전   체 130 7.7 34.6 58.5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6.3 25.0 68.8

저위험 음주군 72 8.3 38.9 54.2

비음주군 42 7.1 31.0 61.9

흡연 
여부

비흡연 71 5.6 29.6 66.2

흡연 59 10.2 40.7 49.2

성별
남성 78 9.0 35.9 56.4

여성 52 5.8 32.7 61.5

연령

대20 19 10.5 31.6 57.9

대30 69 10.1 39.1 52.2

대40 30 3.3 36.7 60.0

대50 9 0.0 11.1 88.9

세 이상60 3 0.0 0.0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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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스포츠를 통해 발생되는 부상은 주로 머리 안면부 포‘ (
함 와 발목 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37.7%) ‘ ’(18.5%) .

그림 부상 부위-10Ⅲ❙ ❙ 표 세부 종목별 부상 부위-21Ⅲ❙ ❙
단위 복수응답( : %,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스카이
다이빙

행글
라이딩

패러
글라이딩

사례수 40 40 50

머리안면부포함( ) 30.0 55.0 30.0

목 7.5 2.5 2.0

상반신 7.5 17.5 12.0

어깨 15.0 7.5 16.0

위팔 2.5 5.0 2.0

팔꿈치 2.5 10.0 6.0

아래팔 0.0 2.5 4.0

손목 2.5 5.0 0.0

손 5.0 5.0 10.0

고관절 0.0 2.5 6.0

하체상부 10.0 10.0 8.0

무릎 20.0 12.5 14.0

하체하부 5.0 2.5 0.0

발목 22.5 10.0 22.0

발 2.5 10.0 2.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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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안면부 포함 부위 부상‘ ( )’ 
의 경우 활동 빈도가 잦을수록 자주 일어나고 있음, .

 반면 발목 부상은 활동 빈도가 낮거나 비정기적으로 할수록 자‘ ’ 

주 발생함.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부위-22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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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37.7 3.8 12.3 13.1 3.1 6.2 2.3 2.3 6.9 3.1 9.2 15.4 2.3 18.5 4.6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58.6 10.3 24.1 6.9 6.9 3.4 3.4 3.4 6.9 3.4 17.2 10.3 0.0 17.2 3.4

월 회 이상1 34 58.8 2.9 14.7 20.6 2.9 8.8 2.9 2.9 14.7 5.9 0.0 8.8 2.9 11.8 2.9

개월 당 회2-6 1 42 19.0 2.4 4.8 11.9 0.0 9.5 0.0 2.4 0.0 2.4 7.1 28.6 4.8 21.4 7.1

비정기 25 16.0 0.0 8.0 12.0 4.0 0.0 4.0 0.0 8.0 0.0 16.0 8.0 0.0 24.0 4.0

회1
당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50.0 0.0 12.5 6.3 0.0 3.1 0.0 0.0 12.5 0.0 3.1 6.3 3.1 15.6 3.1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50.0 13.3 13.3 10.0 6.7 6.7 6.7 0.0 6.7 3.3 16.7 16.7 3.3 20.0 3.3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23.7 2.6 13.2 13.2 2.6 7.9 0.0 2.6 7.9 2.6 10.5 21.1 0.0 18.4 2.6

시간 초과 2 30 30.0 0.0 10.0 23.3 3.3 6.7 3.3 6.7 0.0 6.7 6.7 16.7 3.3 20.0 10.0

종목 
능숙
도

초급 94 23.4 3.2 9.6 13.8 2.1 5.3 2.1 3.2 6.4 3.2 10.6 14.9 1.1 22.3 4.3

중급 28 75.0 3.6 25.0 10.7 7.1 7.1 3.6 0.0 7.1 3.6 7.1 21.4 0.0 7.1 3.6

상급 8 75.0 12.5 0.0 12.5 0.0 12.5 0.0 0.0 12.5 0.0 0.0 0.0 25.0 12.5 12.5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13.6 2.3 4.5 9.1 2.3 4.5 0.0 4.5 9.1 2.3 11.4 13.6 2.3 27.3 2.3

년 이상 년 미만2 -5 33 57.6 3.0 15.2 12.1 3.0 6.1 0.0 3.0 3.0 6.1 6.1 21.2 3.0 12.1 6.1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31.0 3.4 13.8 10.3 3.4 10.3 3.4 0.0 6.9 3.4 10.3 13.8 3.4 20.7 3.4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46.7 0.0 20.0 20.0 6.7 0.0 6.7 0.0 6.7 0.0 0.0 13.3 0.0 6.7 13.3

년 이상20 9 88.9 22.2 22.2 33.3 0.0 11.1 11.1 0.0 11.1 0.0 22.2 11.1 0.0 11.1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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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부위2) 

부상 상황이나 정도에 따른 부상경험자의 부상부위에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부위-23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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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7.7 3.8 12.313.1 3.1 6.2 2.3 2.3 6.9 3.1 9.2 15.4 2.3 18.5 4.6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35.7 4.1 13.314.3 2.0 6.1 1.0 1.0 7.1 4.1 10.217.3 3.1 21.4 6.1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33.3 0.0 0.0 33.333.3 0.0 0.0 33.3 0.0 0.0 0.0 33.3 0.0 0.0 0.0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44.8 3.4 10.3 6.9 3.4 6.9 6.9 3.4 6.9 0.0 6.9 6.9 0.0 10.3 0.0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20.9 3.0 11.913.4 1.5 7.5 1.5 1.5 7.5 4.5 7.5 14.9 4.5 25.4 9.0

미착용 63 55.6 4.8 12.712.7 4.8 4.8 3.2 3.2 6.3 1.6 11.115.9 0.0 11.1 0.0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55.6 4.4 15.6 8.9 0.0 4.4 4.4 0.0 4.4 0.0 8.9 4.4 4.4 20.013.3

미확인 85 28.2 3.5 10.615.3 4.7 7.1 1.2 3.5 8.2 4.7 9.4 21.2 1.2 17.6 0.0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37.3 3.6 12.015.7 2.4 7.2 2.4 1.2 7.2 3.6 10.816.9 3.6 21.7 4.8

미실시 47 38.3 4.3 12.8 8.5 4.3 4.3 2.1 4.3 6.4 2.1 6.4 12.8 0.0 12.8 4.3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18.5 3.7 3.7 11.1 3.7 11.1 3.7 3.7 3.7 0.0 11.122.2 0.0 3.7 3.7

주 미만 가료1 28 17.9 0.0 10.7 0.0 3.6 7.1 3.6 3.6 17.9 0.0 7.1 21.4 0.0 25.0 3.6

주 가료1-2 36 72.2 8.3 16.716.7 0.0 2.8 0.0 0.0 5.6 2.8 13.911.1 2.8 19.4 8.3

주 가료3-4 28 35.7 0.0 14.317.9 0.0 0.0 0.0 3.6 0.0 7.1 7.1 7.1 3.6 25.0 0.0

주 가료5-8 7 14.3 0.0 28.614.328.614.314.3 0.0 0.0 14.3 0.0 28.6 0.0 28.6 0.0

주 이상 가료9 4 50.025.0 0.0 50.0 0.0 25.0 0.0 0.0 25.0 0.0 0.0 0.0 25.0 0.0 25.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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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부상 종류

항공스포츠를 통해 발생되는 가장 흔한 부상 유형은 염좌‘ ’ 
와 찰과상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통증(30.0%) ‘ ’(25.4%) , ‘ ’ 

열상 좌상 등의 순으로 나타남(17.7%), ‘ ’(14.6%), ‘ ’(13.8%) .

그림 부상 종류 -11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이상 응답된 부상 종류만 제시함5% ※ 

표 세부 종목별 부상 종류-24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염좌
삠( )

찰과상
긁힘( )

통증
열상

찢어짐( )
좌상

타박상( )
출혈 골절

탈구
빠짐( )

전   체 130 30.0 25.4 17.7 14.6 13.8 11.5 10.0 8.5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40.0 25.0 15.0 10.0 20.0 5.0 7.5 7.5

행글라이딩 40 20.0 35.0 20.0 27.5 7.5 20.0 7.5 12.5

패러글라이딩 50 30.0 18.0 18.0 8.0 14.0 10.0 14.0 6.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이상 응답된 부상 종류만 제시함 기타 제외5%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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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종류1) 

종목 관여도에 관계없이 여러 특성에서 다양한 부상 종류가 발
생하고 있음.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종류-25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염좌
삠( )

찰과상
긁힘( )

통증
열상

찢어짐( )
좌상

타박상( )
출혈 골절

탈구
빠짐( )

전   체 130 30.0 25.4 17.7 14.6 13.8 11.5 10.0 8.5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27.6 24.1 27.6 20.7 17.2 17.2 13.8 13.8

월 회 이상1 34 14.7 32.4 14.7 29.4 20.6 14.7 8.8 11.8

개월 당 회2-6 1 42 47.6 23.8 11.9 4.8 7.1 9.5 9.5 4.8

비정기 25 24.0 20.0 20.0 4.0 12.0 4.0 8.0 4.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15.6 18.8 25.0 12.5 9.4 15.6 6.3 3.1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40.0 30.0 20.0 20.0 10.0 13.3 16.7 10.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28.9 31.6 15.8 10.5 10.5 5.3 7.9 10.5

시간 초과 2 30 36.7 20.0 10.0 16.7 26.7 13.3 10.0 10.0

종목 
능숙도

초급 94 28.7 16.0 21.3 12.8 11.7 12.8 8.5 6.4

중급 28 35.7 53.6 3.6 21.4 17.9 7.1 7.1 17.9

상급 8 25.0 37.5 25.0 12.5 25.0 12.5 37.5 0.0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34.1 20.5 20.5 2.3 9.1 11.4 4.5 2.3

년 이상 년 미만2 -5 33 21.2 39.4 21.2 24.2 6.1 12.1 15.2 9.1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34.5 20.7 13.8 13.8 17.2 3.4 13.8 13.8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26.7 13.3 6.7 20.0 26.7 20.0 6.7 13.3

년 이상20 9 33.3 33.3 22.2 33.3 33.3 22.2 11.1 11.1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이상 응답된 부상 종류만 제시함 기타 제외5% , (6.2%)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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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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전 확인 여부 준비운동 실시여부 등의 부상 상황별에 따른 부상 종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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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염좌
삠( )

찰과상
긁힘( )

통증
열상
찢어짐( )

좌상
타박상( )

출혈 골절
탈구
빠짐( )

전   체 130 30.0 25.4 17.7 14.6 13.8 11.5 10.0 8.5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32.7 27.6 21.4 14.3 14.3 8.2 10.2 7.1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33.3 33.3 0.0 0.0 33.3 33.3 0.0 0.0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20.7 17.2 6.9 17.2 10.3 20.7 10.3 13.8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32.8 28.4 22.4 13.4 14.9 1.5 7.5 7.5

미착용 63 27.0 22.2 12.7 15.9 12.7 22.2 12.7 9.5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22.2 24.4 26.7 17.8 15.6 13.3 6.7 8.9

미확인 85 34.1 25.9 12.9 12.9 12.9 10.6 11.8 8.2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33.7 28.9 16.9 15.7 16.9 10.8 12.0 8.4

미실시 47 23.4 19.1 19.1 12.8 8.5 12.8 6.4 8.5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11.1 40.7 14.8 7.4 18.5 3.7 3.7 3.7

주 미만 가료1 28 35.7 21.4 17.9 17.9 0.0 10.7 7.1 0.0

주 가료1-2 36 33.3 25.0 16.7 27.8 11.1 19.4 13.9 13.9

주 가료3-4 28 32.1 10.7 21.4 3.6 14.3 10.7 3.6 17.9

주 가료5-8 7 57.1 28.6 0.0 14.3 42.9 14.3 28.6 0.0

주 이상 가료9 4 25.0 50.0 50.0 0.0 50.0 0.0 50.0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이상 응답된 부상 종류만 제시함 기타 제외5% , (6.2%)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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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장 심각한 부상부위 및 종류 유형

항공스포츠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여러 부위와 종류를 종합하여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한 결과 발목 염, ‘

좌 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남’ 11.5% .

그림 가장 심각한 부상 부위 및 종류 -12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이상 응답된 부상 종류만 제시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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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부 종목별 가장 심각한 부상부위 및 종류 유형-27Ⅲ❙ ❙
단위( : %)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구분
응답
비율

구분
응답
비율

구분
응답
비율

사례수 40 사례수 40 사례수 50

발목 염좌 삠( ) 15.0 발목 염좌 삠( ) 5.0 발목 염좌 삠( ) 14.0

무릎 염좌 삠( ) 5.0 무릎 염좌 삠( ) 5.0 손바닥 찰과상 긁힘( ) 6.0

어깨 좌상 타박상( ) 5.0 이마 출혈 5.0 어깨 염좌 삠( ) 6.0

어깨 탈구 빠짐( ) 5.0 허리 염좌 삠( ) 5.0 무릎 염좌 삠( ) 4.0

허벅지 대퇴 찰과상 긁힘( ) ( ) 5.0 팔꿈치 찰과상 긁힘( ) 5.0 이마 출혈 4.0

이마 출혈 2.5 무릎 찰과상 긁힘( ) 5.0 어깨 좌상 타박상( ) 4.0

허리 염좌 삠( ) 2.5 귀 열상 찢어짐( ) 5.0 허리 통증 4.0

팔꿈치 찰과상 긁힘( ) 2.5 엉덩이 통증 5.0 발목 골절 4.0

무릎 찰과상 긁힘( ) 2.5 어깨 좌상 타박상( ) 2.5 허리 염좌 삠( ) 2.0

귀 열상 찢어짐( ) 2.5 어깨 탈구 빠짐( ) 2.5 팔꿈치 찰과상 긁힘( ) 2.0

손목 염좌 삠( ) 2.5 손목 염좌 삠( ) 2.5 무릎 찰과상 긁힘( ) 2.0

어깨 통증 2.5 손바닥 찰과상 긁힘( ) 2.5 어깨 탈구 빠짐( ) 2.0

무릎 골절 2.5 턱 출혈 2.5 턱 출혈 2.0

무릎 좌상 타박상( ) 2.5 위팔 골절 2.5 위팔 골절 2.0

발목 통증 2.5 팔꿈치 출혈 2.5 팔꿈치 출혈 2.0

두피 열상 찢어짐( ) 2.5 눈 찰과상 긁힘( ) 2.5 어깨 통증 2.0

눈 골절 2.5 코 열상 찢어짐( ) 2.5 무릎 골절 2.0

코 골절 2.5 치아 열상 찢어짐( ) 2.5 무릎 좌상 타박상( ) 2.0

코 출혈 2.5 치아 출혈 2.5 발목 통증 2.0

입 좌상 타박상( ) 2.5 턱 열상 찢어짐( ) 2.5 두피 찰과상 긁힘( ) 2.0

귀 통증 2.5 목 경부 골절( ) 2.5 입 열상 찢어짐( ) 2.0

목 경부 염좌 삠( ) ( ) 2.5 가슴 통증 2.5 치아 절단 2.0

목 경부 통증( ) 2.5 배 통증 2.5 치아 찰과상 긁힘( ) 2.0

등 찰과상 긁힘( ) 2.5 등 탈구 빠짐( ) 2.5 턱 절단 2.0

손바닥 염좌 삠( ) 2.5 등 출혈 2.5 제시 부분을 제외한 머리부분 골절 2.0

손바닥 열상 찢어짐( ) 2.5 손목 좌상 타박상( ) 2.5 등 좌상 타박상( ) 2.0

엉덩이 염좌 삠( ) 2.5 엉덩이 찰과상 긁힘( ) 2.5 허리 자상 찔림 베임( , ) 2.0

허벅지 대퇴 열상 찢어짐( ) ( ) 2.5 허벅지 대퇴 탈구 빠짐( ) ( ) 2.5 아래팔 좌상 타박상( ) 2.0

무릎 통증 2.5 무릎 열상 찢어짐( ) 2.5 손바닥 자상 찔림 베임( , ) 2.0

정강이 좌상 타박상( ) 2.5 정강이 골절 2.5 고관절 엉덩이 관절 골절( ) 2.0

발목 탈구 빠짐( ) 2.5 발바닥 통증 2.5 고관절 엉덩이 관절 탈구빠짐( ) ( ) 2.0

발톱 파열 터짐( ) 2.5 고관절 엉덩이 관절 통증( ) 2.0

엉덩이 절단 2.0

허벅지 대퇴 좌상 타박상( ) ( ) 2.0

발가락 염좌 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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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스포츠 부상 경험자들이 겪은 가장 심각했던 부상 유형은 
전체적으로 연간 회 가량 반복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1.58 .

표 가장 심각한 부상유형의 반복발생 빈도-28Ⅲ❙ ❙
단위 회( : %, )

구   분 사례수 회1 회2 회 이상3 평균 횟수

전   체 130 88.5 6.9 4.6 1.58

발목 염좌 삠( ) 15 100.0 0.0 0.0 1.00

무릎 염좌 삠( ) 6 100.0 0.0 0.0 1.00

이마 출혈 5 100.0 0.0 0.0 1.00

어깨 좌상 타박상( ) 5 80.0 0.0 20.0 1.40

허리 염좌 삠( ) 4 75.0 25.0 0.0 1.25

어깨 탈구 빠짐( ) 4 75.0 25.0 0.0 1.25

팔꿈치 찰과상 긁힘( ) 4 100.0 0.0 0.0 1.00

손바닥 찰과상 긁힘( ) 4 100.0 0.0 0.0 1.00

무릎 찰과상 긁힘( ) 4 100.0 0.0 0.0 1.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이상 응답된 부상 종류만 제시함3%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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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상의 직접적 원인1)

부상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점프 후 착지를 잘못함 이 로 ‘ ’ 33.1%
가장 높게 나타나 항공스포츠를 통해 부상을 입는 사람 약 명 3

중 명은 랜딩 과정 또는 랜딩 방법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부상1

을 입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그림 부상 원인 -13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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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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점프 후 착지를 잘못함 으로 인한 부상 발생률이 높‘ ’
은 가운데 이는 패러글라이딩에서 가장 높게 조사됨.

미끄러져 넘어짐 으로 인한 부상은 행글라이딩에서 주변 시설‘ ’ , ‘
과의 충돌 로 인한 부상은 행글라이딩에서 각 가장 높게 조사되’

어 세부 종목별로 특이한 부상 원인이 도출됨.

표 세부 종목별 부상 원인-29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점프 
후

착지를
잘못함

미끄
러져
넘어짐

주변
시설과
충돌

운동 
장비에
충돌 
또는
맞음

물체에
걸려
넘어짐

떨어짐 사람과
충돌 

무리한
동작

공에
맞음

자동차/
자전거
등과 
충돌 

전   체 130 33.1 23.1 20.8 20.8 10.0 8.5 6.9 6.9 3.8 3.1

종목
활동
빈도

스카이다이빙 40 32.5 20.0 27.5 15.0 10.0 10.0 7.5 10.0 2.5 2.5

행글라이딩 40 25.0 30.0 22.5 22.5 7.5 10.0 10.0 5.0 7.5 5.0

패러글라이딩 50 40.0 20.0 14.0 24.0 12.0 6.0 4.0 6.0 2.0 2.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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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원인1)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 관여도 변인에서 점프 후 착지를 잘‘
못함 으로 인한 부상이 높게 나타남’ .

점프 후 착지를 잘 못함 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는 비율은 활동 ‘ ’
빈도가 낮을수록 경력이 짧을수록 높아지는 반면 주변 시설과, ‘

의 충돌 로 인한 부상은 활동 빈도가 잦을수록 경력이 오래 되’ , 

었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원인-30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점프 
후

착지를
잘못함

미끄
러져
넘어짐

주변
시설과
충돌

운동 
장비에
충돌 
또는
맞음

물체에
걸려
넘어짐

떨어짐 사람과
충돌 

무리한
동작

공에
맞음

자동차/
자전거
등과 
충돌 

전   체 130 33.1 23.1 20.8 20.8 10.0 8.5 6.9 6.9 3.8 3.1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17.2 20.7 37.9 24.1 10.3 0.0 13.8 6.9 6.9 3.4

월 회 이상1 34 29.4 20.6 20.6 35.3 17.6 11.8 11.8 5.9 8.8 0.0

개월 당 회2-6 1 42 47.6 21.4 4.8 16.7 9.5 11.9 0.0 9.5 0.0 2.4

비정기 25 32.0 32.0 28.0 4.0 0.0 8.0 4.0 4.0 0.0 8.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31.3 31.3 25.0 12.5 12.5 3.1 6.3 6.3 9.4 3.1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36.7 16.7 33.3 20.0 6.7 3.3 6.7 6.7 6.7 3.3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28.9 26.3 15.8 26.3 10.5 13.2 5.3 2.6 0.0 2.6

시간 초과 2 30 36.7 16.7 10.0 23.3 10.0 13.3 10.0 13.3 0.0 3.3

종목 
능숙도

초급 94 30.9 22.3 20.2 22.3 9.6 8.5 6.4 5.3 1.1 3.2

중급 28 42.9 28.6 25.0 17.9 10.7 7.1 7.1 10.7 14.3 0.0

상급 8 25.0 12.5 12.5 12.5 12.5 12.5 12.5 12.5 0.0 12.5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45.5 27.3 15.9 6.8 6.8 9.1 2.3 4.5 0.0 2.3

년 이상 년 미만2 -5 33 36.4 15.2 15.2 30.3 12.1 9.1 6.1 3.0 9.1 6.1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17.2 27.6 24.1 27.6 10.3 10.3 3.4 10.3 3.4 3.4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26.7 20.0 26.7 33.3 6.7 6.7 33.3 13.3 6.7 0.0

년 이상20 9 22.2 22.2 44.4 11.1 22.2 0.0 0.0 11.1 0.0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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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원인2) 

항공스포츠에서의 부상은 부상 당시의 상황 즉 부상 대비를 보, 
다 철저히 했다고 해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됨.

◦ 안전장비를 착용한 집단 준비, 운동을 실시한 집단에서 점프 후 착지를 ‘

잘못함 으로 인한 부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부상이라 하더라도 부상의 경중은 다
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히 점프 후 착지를 잘‘

못함 으로 인한 부상의 경우 가료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임’ .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원인-31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점프 
후

착지를
잘못함

미끄
러져
넘어짐

주변
시설과
충돌

운동 
장비에
충돌 
또는
맞음

물체에
걸려
넘어짐

떨어짐 사람과
충돌 

무리한
동작

공에
맞음

자동차/
자전거
등과 
충돌 

전   체 130 33.1 23.1 20.8 20.8 10.0 8.5 6.9 6.9 3.8 3.1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36.7 23.5 20.4 19.4 8.2 8.2 7.1 8.2 2.0 0.0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33.3 0.0 33.3 0.0 33.3 0.0 33.3 0.0 33.3 33.3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20.7 24.1 20.7 27.6 13.8 10.3 3.4 3.4 6.9 10.3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44.8 26.9 16.4 10.4 10.4 11.9 7.5 4.5 1.5 1.5

미착용 63 20.6 19.0 25.4 31.7 9.5 4.8 6.3 9.5 6.3 4.8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28.9 28.9 33.3 22.2 13.3 15.6 2.2 8.9 8.9 0.0

미확인 85 35.3 20.0 14.1 20.0 8.2 4.7 9.4 5.9 1.2 4.7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33.7 25.3 19.3 18.1 8.4 9.6 4.8 8.4 3.6 2.4

미실시 47 31.9 19.1 23.4 25.5 12.8 6.4 10.6 4.3 4.3 4.3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25.9 33.3 18.5 7.4 3.7 11.1 14.8 3.7 3.7 3.7

주 미만 가료1 28 28.6 25.0 14.3 28.6 10.7 7.1 0.0 0.0 3.6 3.6

주 가료1-2 36 25.0 22.2 27.8 30.6 8.3 8.3 2.8 8.3 5.6 5.6

주 가료3-4 28 53.6 21.4 17.9 7.1 14.3 7.1 10.7 7.1 3.6 0.0

주 가료5-8 7 57.1 0.0 14.3 42.9 14.3 0.0 14.3 14.3 0.0 0.0

주 이상 가료9 4 0.0 0.0 50.0 25.0 25.0 25.0 0.0 50.0 0.0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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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상 수준

항공스포츠를 통해 부상을 당하는 경우 명 중 약 명가량, 10 6
은 개인의 주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증 부상 을 당(58.5%) ‘ ’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 평균 약 회 정도의 부상1.87

을 당하고 있음.

부상을 당한 이후 치료를 위한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원98,019
이고 가료에 필요한 기간은 바로 참여 가능할 정도로 경‘

미 한 부상에서 주 정도 사이에서 다양하게 ’(20.8%) ‘3-4 ’(21.5%) 

조사됨.

그림 부상 수준 -14Ⅲ❙ ❙
단위 회 원( :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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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스포츠의 세부 종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패러글라이딩의 연 
부상횟수 치료비 개인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종목들의 , 

전반적인 부상 수준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음.

표 세부 종목별 부상 수준-32Ⅲ❙ ❙
구분 사례수

부상 정도
보통 이상( )

연간 부상 
횟수

치료비
개인부담액

주 이상3
가료비율

% 회 원 %

전   체 130 42.3 1.87 98,019 30.0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42.5 1.33 72,265 30.0

행글라이딩 40 45.0 1.58 91,719 27.5

패러글라이딩 50 40.0 2.54 123,667 32.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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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수준1) 

활동빈도가 잦을수록 부상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수준-33Ⅲ❙ ❙
구분 사례수

부상 정도
보통 이상( )

연간 부상 
횟수

치료비
개인부담액

주 이상3
가료비율

% 회 원 %

전   체 130 42.3 1.87 98,019 30.0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62.1 3.48 105,083 20.7

월 회 이상1 34 32.4 1.62 136,219 38.2

개월 당 회2-6 1 42 38.1 1.21 83,784 40.5

비정기 25 40.0 1.44 40,333 12.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34.4 1.16 69,609 31.3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56.7 3.77 136,962 16.7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36.8 1.29 72,621 23.7

시간 초과 2 30 43.3 1.47 110,600 50.0

종목 
능숙도

초급 94 43.6 1.89 86,899 27.7

중급 28 42.9 1.82 108,435 28.6

상급 8 25.0 1.75 204,500 62.5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36.4 1.09 40,176 27.3

년 이상 년 미만2 -5 33 45.5 1.58 123,786 30.3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48.3 1.72 127,440 34.5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33.3 1.40 128,667 33.3

년 이상20 9 55.6 8.00 106,333 22.2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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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별 부상 수준2) 

안전장비 미착용집단 환경위험 사전 미확인 집단의 부상 수준, 
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부주의함이나 안전에 불감한 

집단의 부상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유추할 수 있음.

표 부상 상황별 부상 수준-34Ⅲ❙ ❙
구분 사례수

부상 정도
보통 이상( )

연간 부상 
횟수

치료비
개인부담액

주 이상3
가료비율

% 회 원 %

전   체 130 42.3 1.87 98,019 30.0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43.9 2.08 99,675 31.6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66.7 1.67 276,667 33.3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34.5 1.17 71,280 24.1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41.8 1.34 85,582 31.3

미착용 63 42.9 2.43 110,925 28.6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42.2 1.49 74,475 28.9

미확인 85 42.4 2.07 111,868 30.6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43.4 2.23 98,831 30.1

미실시 47 40.4 1.23 96,459 29.8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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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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 .

◦ 다음으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안전 매뉴얼 확‘ ’(51.5%), ‘

인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 의 순으로 조사됨’(40.0%), ‘ ’(34.6%) .

◦ 한편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행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로 나타나 , 3.8%

항공스포츠 부상경험자 대부분은 적어도 가지 이상의 사고예방활동을 1

실시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그림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 -15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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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부 종목에서 전체 결과에 수렴하는 사고예방활동 실시 
비율이 나타남.

표 세부 종목별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35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

준비운동 
실시

안전 
매뉴얼 
확인

사고예방
활동 

미실시

전   체 130 51.5 34.6 63.8 40.0 3.8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47.5 30.0 75.0 37.5 5.0

행글라이딩 40 47.5 47.5 57.5 45.0 5.0

패러글라이딩 50 58.0 28.0 60.0 38.0 2.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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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1) 

아무런 사고예방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능숙도 초급 과 ‘ ’
중급 집단에서 활동 경력이 짧을수록 높아짐‘ ’ , .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36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

준비운동 
실시

안전 
매뉴얼 
확인

사고예방
활동 

미실시

전   체 130 51.5 34.6 63.8 40.0 3.8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41.4 37.9 41.4 20.7 3.4

월 회 이상1 34 41.2 32.4 67.6 38.2 5.9

개월 당 회2-6 1 42 61.9 35.7 73.8 54.8 4.8

비정기 25 60.0 32.0 68.0 40.0 0.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43.8 28.1 59.4 43.8 0.0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46.7 36.7 63.3 26.7 3.3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52.6 34.2 63.2 44.7 10.5

시간 초과 2 30 63.3 40.0 70.0 43.3 0.0

종목 
능숙도

초급 94 56.4 33.0 63.8 36.2 3.2

중급 28 35.7 35.7 71.4 50.0 7.1

상급 8 50.0 50.0 37.5 50.0 0.0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68.2 38.6 72.7 47.7 4.5

년 이상 년 미만2 -5 33 42.4 30.3 57.6 39.4 6.1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44.8 27.6 62.1 41.4 3.4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46.7 40.0 66.7 20.0 0.0

년 이상20 9 33.3 44.4 44.4 33.3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항공스포츠-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 , )

68 |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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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부상 가료기간별 사고예방활동 여부에는 큰 차이가 없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37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

준비운동 
실시

안전 
매뉴얼 
확인

사고예방
활동 

미실시

전   체 130 51.5 34.6 63.8 40.0 3.8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58.2 36.7 66.3 39.8 3.1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0.0 0.0 33.3 66.7 0.0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34.5 31.0 58.6 37.9 6.9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74.1 22.2 59.3 44.4 3.7

주 미만 가료1 28 42.9 28.6 60.7 32.1 3.6

주 가료1-2 36 38.9 50.0 69.4 30.6 2.8

주 가료3-4 28 57.1 35.7 57.1 60.7 3.6

주 가료5-8 7 14.3 0.0 85.7 14.3 14.3

주 이상 가료9 4 100.0 75.0 75.0 50.0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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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3) 

 기본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에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기본 특성별 부상 전 사고예방활동-38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환경적 
위험요소 
사전확인

준비운동 
실시

안전 
매뉴얼 
확인

사고예방
활동 

미실시

전   체 130 51.5 34.6 63.8 40.0 3.8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56.3 56.3 68.8 37.5 6.3

저위험 음주군 72 48.6 30.6 65.3 41.7 2.8

비음주군 42 54.8 33.3 59.5 38.1 4.8

흡연 
여부

비흡연 71 52.1 28.2 64.8 38.0 5.6

흡연 59 50.8 42.4 62.7 42.4 1.7

성별
남성 78 55.1 34.6 62.8 42.3 6.4

여성 52 46.2 34.6 65.4 36.5 0.0

연령

대20 19 42.1 26.3 42.1 42.1 5.3

대30 69 50.7 33.3 65.2 36.2 5.8

대40 30 63.3 43.3 73.3 33.3 0.0

대50 9 44.4 33.3 77.8 88.9 0.0

세 이상60 3 33.3 33.3 33.3 33.3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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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및 상태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 실태1) 

항공스포츠 부상 경험자 중 장비 착용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 
장비들을 명 중 약 명이 착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10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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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자      , n=67※ 

표 세부 종목별 안전용품 착용 실태-39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비행화
전용신발( )

낙하산
전용의류
비행복( )

장갑 고글 헬멧

전   체 67 67.2 76.1 70.1 80.6 79.1 79.1

종목

스카이다이빙 19 73.7 89.5 78.9 89.5 84.2 73.7

행글라이딩 19 63.2 68.4 63.2 57.9 73.7 63.2

패러글라이딩 29 65.5 72.4 69.0 89.7 79.3 93.1

실태조사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자, n=67※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자의 총 사례수 를 고려하(n=67)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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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 ’ 28.4%(
좋음 좋은 편 불량 했다는 응답이 전혀 6.0%+ 22.4%), ‘ ’ 10.4%(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3.0%+ 7.5%)

호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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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자, n=67※ 

표 세부 종목별 부상 시 착용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의 상태-40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좋지 
않은 
편

좋지 
않은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은 
편

불량 양호

전   체 67 3.0 7.5 61.2 22.4 6.0 10.4 28.4

종목

스카이다이빙 19 5.3 0.0 63.2 26.3 5.3 5.3 31.6

행글라이딩 19 5.3 10.5 57.9 21.1 5.3 15.8 26.3

패러글라이딩 29 0.0 10.3 62.1 20.7 6.9 10.3 27.6

실태조사 부상 시 보호장구 및 안전용품 착용자, n=67※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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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를 확인 했는지에 대한 현황은 성실 히 ‘ ’
확인 했다는 응답이 매우 그렇다 그런 편 42.2%( 8.9%+ 33.3%)

로 나타나 불성실 하게 확인 했다는 응답 전혀 그렇지 ‘ ’ (20.0%: 

않다 그렇지 않은 편 대비 높게 나타남6.7%+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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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 n=45※ 

표 세부 종목별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 현황 -41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은 편

그렇지 
않은 편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런 편
불성실
확인

성실히 
확인

전   체 45 6.7 13.3 37.8 33.3 8.9 20.0 42.2

종목

스카이다이빙 12 0.0 8.3 33.3 58.3 0.0 8.3 58.3

행글라이딩 19 10.5 21.1 31.6 26.3 10.5 31.6 36.8

패러글라이딩 14 7.1 7.1 50.0 21.4 14.3 14.3 35.7

실태조사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 n=45※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부상 전 환경적 위험요소 확인자의 총 사례수 를 고려하여 각(n=45)

종 응답자 특성 변인별 세부 분석은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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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

부상을 당했던 당시 행했던 준비운동으로는 유연성 준비운동 이 ‘ ’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근력 준비운동 심폐지50.6% , ‘ ’(49.4%), ‘

구력 준비운동 의 순으로 조사됨’(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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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부상 전 준비운동 실시자, n=83※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Top2: [4] [5]※ 

표 세부 종목별 부상 전 준비운동 현황 매우긍정 긍정비율-42 (Top2: +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유연성
준비운동

근력 
준비운동

심폐지구력
준비운동

전   체 83 50.6 49.4 44.6

종목

스카이다이빙 30 43.3 43.3 36.7

행글라이딩 23 60.9 56.5 60.9

패러글라이딩 30 50.0 50.0 40.0

실태조사 부상 전 준비운동 실시자, n=83 ※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Top2: [4] [5]※ 

 부상 전 준비운동 실시자의 총 사례수 를 고려하여 각종 응답(n=83)

자 특성 변인별 세부 분석은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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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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38.5%( 5.8%+ 32.7%) ‘

지 않았다 는 응답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 (15.4%: 3.8%+

편 보다 높게 나타남11.5%) .
  

그림 안전매뉴얼 부상 방지 도움 정도-20Ⅲ❙ ❙
단위( : %)

실태조사 부상 전 안전매뉴얼 확인자, n=52※ 

표 세부 종목별 안전매뉴얼 부상방지 도움정도-43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도움 
안됨

도움 됨

전   체 52 3.8 11.5 46.2 32.7 5.8 15.4 38.5

종목

스카이다이빙 15 0.0 6.7 46.7 46.7 0.0 6.7 46.7

행글라이딩 18 5.6 11.1 50.0 16.7 16.7 16.7 33.3

패러글라이딩 19 5.3 15.8 42.1 36.8 0.0 21.1 36.8

실태조사 부상 전 안전매뉴얼 확인자, n=52※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부 상 전 안전매뉴얼 확인자의 총 사례수 를 고려하여 각종 (n=52)

응답자 특성 변인별 세부 분석은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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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상 전 신체상태

부상 전 본인의 신체 상태에 대해 양호 했다는 응답이 ‘ ’ 33.8%
매우 좋았다 좋은 편이었다 로 비양호 했다는 응( 3.8%+ 30.0%) ‘ ’

답 전혀 좋지 않았다 좋지 않은 편 대비 (10.0%: 1.5%+ 8.5%) 

높게 조사됨.

그림 부상 전 신체상태-21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부상 전 신체상태-44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좋지 

않은 편

좋지 
않은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았음
비양호 양호

전   체 130 1.5 8.5 56.2 30.0 3.8 10.0 33.8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0.0 5.0 57.5 35.0 2.5 5.0 37.5

행글라이딩 40 5.0 12.5 47.5 30.0 5.0 17.5 35.0

패러글라이딩 50 0.0 8.0 62.0 26.0 4.0 8.0 3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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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전 신체상태1) 

종목 관여도에 따른 부상 전 신체상태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음.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전 신체상태-45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좋지 

않은 편

좋지 
않은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았음
비양호 양호

전   체 130 1.5 8.5 56.2 30.0 3.8 10.0 33.8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3.4 24.1 37.9 31.0 3.4 27.6 34.5

월 회 이상1 34 0.0 11.8 64.7 20.6 2.9 11.8 23.5

개월 당 회2-6 1 42 0.0 0.0 59.5 35.7 4.8 0.0 40.5

비정기 25 4.0 0.0 60.0 32.0 4.0 4.0 36.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3.1 9.4 59.4 25.0 3.1 12.5 28.1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0.0 26.7 43.3 26.7 3.3 26.7 30.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2.6 0.0 68.4 23.7 5.3 2.6 28.9

시간 초과 2 30 0.0 0.0 50.0 46.7 3.3 0.0 50.0

종목 
능숙도

초급 94 2.1 7.4 60.6 25.5 4.3 9.6 29.8

중급 28 0.0 10.7 53.6 35.7 0.0 10.7 35.7

상급 8 0.0 12.5 12.5 62.5 12.5 12.5 75.0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0.0 4.5 56.8 36.4 2.3 4.5 38.6

년 이상 년 미만2 -5 33 3.0 9.1 57.6 27.3 3.0 12.1 30.3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3.4 3.4 51.7 34.5 6.9 6.9 41.4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0.0 20.0 53.3 26.7 0.0 20.0 26.7

년 이상20 9 0.0 22.2 66.7 0.0 11.1 22.2 11.1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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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부위 및 정도별 부상 전 신체상태2) 

머리 안면부 포함 목 부위의 부상 발생은 활동 전 신체 상태가 ( )/
비양호 했다는 집단에서 높게 조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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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부상 부위 및 정도별 부상 전 신체상태-46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좋지 
않은 
편

좋지 
않은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았음

비양호 양호

전   체 130 1.5 8.5 56.2 30.0 3.8 10.0 33.8

부상 부위

머리 안면부 포함 목 ( )/ 30 3.3 13.3 60.0 20.0 3.3 16.7 23.3

상반신 13 0.0 7.7 61.5 23.1 7.7 7.7 30.8

팔 33 0.0 6.1 66.7 21.2 6.1 6.1 27.3

하반신 상부 골반 무릎( ) 29 3.4 6.9 48.3 41.4 0.0 10.3 41.4

하반신 하부 무릎 아래( ) 25 0.0 8.0 44.0 44.0 4.0 8.0 48.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7.4 0.0 55.6 29.6 7.4 7.4 37.0

주 미만 가료1 28 0.0 10.7 53.6 35.7 0.0 10.7 35.7

주 가료1-2 36 0.0 16.7 50.0 30.6 2.8 16.7 33.3

주 가료3-4 28 0.0 7.1 60.7 25.0 7.1 7.1 32.1

주 가료5-8 7 0.0 0.0 85.7 14.3 0.0 0.0 14.3

주 이상 가료9 4 0.0 0.0 50.0 50.0 0.0 0.0 5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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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부상 전 신체상태3)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양호 한 신체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비율이 ‘ ’
높게 조사됨.

표 기본 특성별 부상 전 신체상태-47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좋지 

않은 편

좋지 
않은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았음
비양호 양호

전   체 130 1.5 8.5 56.2 30.0 3.8 10.0 33.8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0.0 0.0 50.0 50.0 0.0 0.0 50.0

저위험 음주군 72 0.0 12.5 56.9 27.8 2.8 12.5 30.6

비음주군 42 4.8 4.8 57.1 26.2 7.1 9.5 33.3

흡연 
여부

비흡연 71 2.8 8.5 53.5 31.0 4.2 11.3 35.2

흡연 59 0.0 8.5 59.3 28.8 3.4 8.5 32.2

성별
남성 78 1.3 6.4 61.5 26.9 3.8 7.7 30.8

여성 52 1.9 11.5 48.1 34.6 3.8 13.5 38.5

연령

대20 19 5.3 0.0 57.9 31.6 5.3 5.3 36.8

대30 69 1.4 13.0 56.5 27.5 1.4 14.5 29.0

대40 30 0.0 3.3 63.3 26.7 6.7 3.3 33.3

대50 9 0.0 0.0 33.3 66.7 0.0 0.0 66.7

세 이상60 3 0.0 33.3 33.3 0.0 33.3 33.3 33.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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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상 발생 주요 시각

항공스포츠의 주 활동 시간대는 오전 부터 오후 까지의 주간 ‘ ’ ‘ ’
시간대이며 부상 발생 역시 주 활동 시간대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 활동 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부상도 많이 발생하는 정

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

그림 부상 발생 주요 시각-22Ⅲ❙ ❙
단위( : %)

주요 운동 시간대 기초조사 항공스포츠 경험자: , n=71※ 

부상 발생 시간대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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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상 시기

부상을 입었던 시기는 여름철 월 이 가장 높고 겨‘ ’(6~8 , 43.1%) ‘
울철 월 이 가장 낮게 조사됨’(12~2 , 5.4%) .

월별로 살펴볼 경우 여름철 월 에서 상대적으로 높으‘7 ’(15.4%)
며 월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그림 계절별 부상 시기-23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월별 부상 시기-48Ⅲ❙ ❙
단위( : %)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부상 비율 계절 부상 비율 계절 부상 비율 계절 부상 비율

전체 26.2 전체 43.1 전체 25.4 전체 5.4

월3 3.8 월6 13.8 월9 13.8 월12 2.3

월4 7.7 월7 15.4 월10 6.9 월1 0.8

월5 14.6 월8 13.8 월11 4.6 월2 2.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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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상 장소 및 장소 운영 주체

부상 장소1) 

항공 스포츠 부상경험자 명 중 명가량 은 탑승 장소10 3 (31.5%) ‘ ’
에서 부상을 당하고 있음.

그림 부상 장소-24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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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장소 운영 주체2) 

부상을 당했던 장소의 운영 주체는 민간 시설이 로 가장 ‘ ’ 66.9%
높고 다음으로 공공 순으로 조사됨‘ ’(9.2%) .

그림 부상 장소 운영 주체-25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부상 장소 운영 주체-49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공공 민간 잘 모름 해당 없음

전   체 130 9.2 66.9 20.0 3.8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10.0 62.5 25.0 2.5

행글라이딩 40 10.0 67.5 17.5 5.0

패러글라이딩 50 8.0 70.0 18.0 4.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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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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40.0%)

비해 높음.

안전 안내문구나 책자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약 명 중 명가10 7
량 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됨(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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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안내문구 및 책자 확인 현황 실태조사 부상장소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응답자: , n=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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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스포츠 세부 종목별 스카이다이빙 장소의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율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가 비

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비율은 패러글라이딩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세부 종목별 안전 안내문구 책자 비치 및 확인 현황-50 ·Ⅲ❙ ❙
단위( : %)

구분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현황 비치된 자료 확인 현황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잘 모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   체 125 46.4 40.0 13.6 58 67.2 32.8

종목

스카이다이빙 39 53.8 33.3 12.8 21 61.9 38.1

행글라이딩 38 42.1 47.4 10.5 16 68.8 31.3

패러글라이딩 48 43.8 39.6 16.7 21 71.4 28.6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현황 실태조사 부상장소 관리 운영주체 있는 경우: · , n=125※ 

안내문구 및 책자 확인 현황 실태조사 부상장소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응답자: , n=58※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공공시설인 경우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율이 높게 나타남.

표 부상 장소 운영주체별 안전 안내문구 책자 비치 및 확인 현황-51 ·Ⅲ❙ ❙
단위( : %)

구분
안전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현황 비치된 자료 확인 현황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잘 모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   체 125 46.4 40.0 13.6 58 67.2 32.8

부상장소
운영주체

공공 12 66.7 33.3 0.0 8 87.5 12.5

민간 87 47.1 42.5 10.3 41 70.7 29.3

잘 모름 26 34.6 34.6 30.8 9 33.3 66.7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현황 실태조사 부상장소 관리 운영주체 있는 경우: · , n=125※ 

안내문구 및 책자 확인 현황 실태조사 부상장소 안내문구 및 책자 비치 응답자: , n=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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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음41.5% .

다음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공간 에 대한 부정적 평가‘ ’ (20.8%), 
활동하기에 적절한 사람 수 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바닥이 적‘ ’ ‘

절히 평평하였음 에 대한 부정적 평가 각 등의 순으로 ’ ( 15.4%)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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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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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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부 종목별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 매우부정평가 부정평가 비율-52 (Bottom2: +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바닥이
미끄

러웠음

활동
하기에
충분한
공간

활동
하기에
적절한
사람수

바닥이
적절히
평평

하였음

안전
시설의
충분한
설치

시설물
관리
상태
양호

기온이
적절하
였음

밝기가
적절하
였음

전   체 130 41.5 20.8 15.4 15.4 13.8 12.3 10.8 8.5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42.5 20.0 12.5 12.5 7.5 12.5 12.5 10.0

행글라이딩 40 35.0 22.5 17.5 20.0 27.5 15.0 15.0 12.5

패러글라이딩 50 46.0 20.0 16.0 14.0 8.0 10.0 6.0 4.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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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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이 미끄러웠음 의 경우 하반신 하부 부상 발생률이 높게 나타‘ ’
났고 활동하기에 충분한 공간 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경우에는 머‘ ’

리 안면부 포함 목 부상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

표 부상 부위 및 정도별 부상 장소 환경적 요인-53Ⅲ❙ ❙ 매우부정평가 부정평가 비율(Bottom2: + )

단위( : %)

구분 사례수
바닥이
미끄

러웠음

활동
하기에
충분한
공간

활동
하기에
적절한
사람수

바닥이
적절히
평평

하였음

안전
시설의
충분한
설치

시설물
관리
상태
양호

기온이
적절하
였음

밝기가
적절하
였음

전   체 130 41.5 20.8 15.4 15.4 13.8 12.3 10.8 8.5

부상 부위

머리 안면부 포함 목 ( )/ 30 36.7 50.0 33.3 16.7 16.7 13.3 33.3 23.3

상반신 13 46.2 7.7 15.4 7.7 38.5 23.1 0.0 0.0

팔 33 30.3 18.2 15.2 18.2 12.1 15.2 3.0 6.1

하반신 상부 골반 무릎( ) 29 41.4 13.8 10.3 20.7 10.3 10.3 10.3 3.4

하반신 하부 무릎 아래( ) 25 60.0 4.0 0.0 8.0 4.0 4.0 0.0 4.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22.2 11.1 11.1 14.8 11.1 7.4 7.4 3.7
주 미만 가료1 28 32.1 14.3 10.7 7.1 10.7 14.3 7.1 3.6

주 가료1-2 36 55.6 30.6 19.4 19.4 11.1 19.4 16.7 13.9
주 가료3-4 28 57.1 21.4 17.9 10.7 10.7 7.1 10.7 10.7
주 가료5-8 7 28.6 14.3 14.3 42.9 28.6 14.3 0.0 0.0

주 이상 가료9 4 25.0 50.0 25.0 25.0 75.0 0.0 25.0 25.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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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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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비율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항공스포츠-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 , )

88 |

12 부상 당시 지도 숙련자 배석여부 및 역할/

부상 당시 동반자 배석여부1) 

항공스포츠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이상 은 부상 당시 10 8 (80.8%)
동반자가 배석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부상 당시 동반자 배석 여부-28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부상 당시 동반자 배석 여부-54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동반자
있었음

동반자
없었음

계

전   체 130 80.8 19.2 100.0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77.5 22.5 100.0

행글라이딩 40 75.0 25.0 100.0

패러글라이딩 50 88.0 12.0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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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숙련자 배석여부 및 역할2) /

부상 경험자 대부분 명 중 명 이상 은 부상 당시 지(10 9 , 96.1%) ‘
도자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도자 나 해당 종목을 잘 아’(59.0%) ‘

는 숙련자 가 배석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남’(37.1%) .

지도자나 숙련자가 배석한 경우 대부분 전문지도자 교육 (
종목숙련자 교육 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100.0%, 92.3%)

으로 나타남.

그림 지도 숙련자 배석여부 및 역할-29 /Ⅲ❙ ❙
단위( : %)

지도 숙련자 배석 여부 실태조사 부상 시 동반자 있음 응답자/ : ‘ ’ , n=105※ 

지도 숙련자 교육 여부 실태조사 부상 시 지도자 및 숙련자 배석 응답자/ : ‘ ’ , n=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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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상 후 응급대처 현황

부상 직후 가장 많이 행했던 응급 대처는 냉찜질 이었‘ ’(26.9%)
으며 다음으로 압박 부목으로 고정 및 부상부위 소‘ ’(20.0%), ‘ ’ ‘

독 각 등의 순으로 나타남’(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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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응답비율 이상만 제시함3% ※ 

표 세부 종목별 부상 후 응급대처 현황-55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냉찜질 압박
부목
으로 
고정

부상 
부위 
소독  

온찜질
또는
보온 

지혈
구급대 
연락

자동
제세
동기
사용

조치
하지 
않음 

전   체 130 26.9 20.0 17.7 17.7 13.8 11.5 10.8 3.8 10.0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32.5 15.0 7.5 22.5 12.5 10.0 12.5 0.0 15.0

행글라이딩 40 22.5 17.5 22.5 25.0 15.0 12.5 12.5 10.0 2.5

패러글라이딩 50 26.0 26.0 22.0 8.0 14.0 12.0 8.0 2.0 12.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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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좌의 경우 냉찜질 과 압박 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상 ‘ ’ ‘ ’
종류에 적절한 응급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부상 종류 및 정도별 부상 후 응급대처 현황-56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
수

냉찜
질 

압박
부목
으로 
고정

부상 
부위 
소독 

온찜
질 

또는 
보온

지혈
구급
대 

연락

자동
제세
동기
사용

조치
하지 
않음 

전   체 130 26.9 20.0 17.7 17.7 13.8 11.5 10.8 3.8 10.0

부상 종류

염좌 34 55.9 29.4 14.7 5.9 14.7 0.0 2.9 0.0 5.9

골절 12 16.7 0.0 33.3 16.7 25.0 8.3 25.0 0.0 0.0

탈구 8 25.0 25.0 12.5 25.0 12.5 12.5 50.0 0.0 0.0

열상 11 9.1 27.3 18.2 9.1 18.2 18.2 18.2 0.0 0.0

절단 3 0.0 33.3 66.7 0.0 0.0 0.0 33.3 33.3 0.0

찰과상 19 10.5 10.5 5.3 47.4 5.3 21.1 0.0 0.0 21.1

출혈 12 0.0 16.7 16.7 33.3 8.3 41.7 8.3 8.3 0.0

좌상 13 15.4 23.1 23.1 15.4 23.1 0.0 15.4 15.4 23.1

자상 2 50.0 0.0 0.0 0.0 0.0 50.0 0.0 0.0 0.0

통증 15 33.3 13.3 20.0 6.7 13.3 6.7 0.0 6.7 26.7

파열 1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22.2 18.5 0.0 29.6 11.1 3.7 3.7 3.7 25.9

주 미만 가료1 28 17.9 10.7 25.0 21.4 3.6 14.3 3.6 0.0 10.7

주 가료1-2 36 33.3 19.4 22.2 13.9 25.0 13.9 2.8 0.0 5.6

주 가료3-4 28 32.1 32.1 17.9 10.7 17.9 7.1 28.6 14.3 3.6

주 가료5-8 7 28.6 0.0 28.6 14.3 0.0 28.6 14.3 0.0 0.0

주 이상 가료9 4 25.0 50.0 25.0 0.0 0.0 25.0 50.0 0.0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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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대처 시 도움을 준 인원은 명 이라는 응답이 로 ‘1-2 ’ 65.4%
가장 높게 조사 되었으며 다음으로 명 이 임‘3-4 ’ 18.5% .

도움 인원 유형은 동호회 회원 해당 지역 또는 시설‘ ’(38.1%), ‘
의 안전요원 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됨’(33.6%) .

표 부상 종류별 응급대처 도움 인원-57Ⅲ❙ ❙
단위( : %)

구분
응급대처 도움인원 수 도움 인원 유형

사례수 없음 명1-2 명3-4
명5

이상
사례수

동호회
회원

안전
요원

119
구급대

친구 주변인 가족

전체 130 13.1 65.4 18.5 3.1 113 38.1 33.6 12.4 6.2 6.2 3.5 

염좌 34 2.9 73.5 20.6 2.9 33 48.5 33.3 0.0 3.0 9.1 6.1 

골절 12 8.3 66.7 25.0 0.0 11 18.2 18.2 54.5 9.1 0.0 0.0 

탈구 8 25.0 37.5 37.5 0.0 6 16.7 16.7 50.0 16.7 0.0 0.0 

열상 11 18.2 63.6 18.2 0.0 9 44.4 22.2 22.2 0.0 0.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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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과상 19 26.3 52.6 21.1 0.0 14 21.4 57.1 7.1 7.1 7.1 0.0 

출혈 12 16.7 58.3 16.7 8.3 10 40.0 20.0 10.0 10.0 10.0 10.0 

좌상 13 7.7 69.2 7.7 15.4 12 41.7 33.3 8.3 8.3 8.3 0.0 

자상 2 0.0 100.0 0.0 0.0 2 0.0 100.0 0.0 0.0 0.0 0.0 

통증 15 20.0 73.3 6.7 0.0 12 50.0 33.3 0.0 8.3 8.3 0.0 

파열 1 0.0 100.0 0.0 0.0 1 100.0 0.0 0.0 0.0 0.0 0.0 

응급대처 도움 인원 수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 n=130※ 

응급대처 도움 인원 유형 도움 인원 명 이상 응답자 없음 제외: 1 ( ), n=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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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
장 높고 다음으로 의사 진료 및 치료 약사 상담 후 ‘ ’(36.2%), ‘

자가치료 의 순으로 조사됨’(23.8%) .

그림 발생 부상의 치료 방법 -31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발생 부상 치료방법-58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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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40.0 23.8 36.2 47 23.4 44.7 14.9 17.0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42.5 27.5 30.0 12 25.0 66.7 8.3 0.0

행글라이딩 40 37.5 25.0 37.5 15 13.3 46.7 20.0 20.0

패러글라이딩 50 40.0 20.0 40.0 20 30.0 30.0 15.0 25.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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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의사 진료 및 치료 비율이 높아지는 경
향을 보이며 병원 진료 시 물리적 조치 이상을 동반하는 비율 

또한 높아짐.

표 부상 종류 및 정도별 발생 부상의 치료 방법-59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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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40.0 23.8 36.2 47 23.4 44.7 14.9 17.0

부상 
종류별

염좌 34 32.4 23.5 44.1 15 13.3 73.3 13.3 0.0

골절 12 16.7 33.3 50.0 6 0.0 0.0 16.7 83.3

탈구 8 12.5 12.5 75.0 6 0.0 50.0 0.0 50.0

열상 11 27.3 27.3 45.5 5 20.0 60.0 20.0 0.0

절단 3 33.3 66.7 0.0 - - - - -

찰과상 19 78.9 10.5 10.5 2 50.0 0.0 50.0 0.0

출혈 12 25.0 33.3 41.7 5 80.0 0.0 20.0 0.0

좌상 13 38.5 30.8 30.8 4 50.0 25.0 25.0 0.0

자상 2 100.0 0.0 0.0 - - - - -

통증 15 53.3 20.0 26.7 4 25.0 75.0 0.0 0.0

파열 1 100.0 0.0 0.0 - - - - -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81.5 3.7 14.8 4 50.0 25.0 25.0 0.0

주 미만 가료1 28 39.3 32.1 28.6 8 12.5 50.0 25.0 12.5

주 가료1-2 36 30.6 36.1 33.3 12 25.0 41.7 8.3 25.0

주 가료3-4 28 21.4 21.4 57.1 16 25.0 56.3 6.3 12.5

주 가료5-8 7 14.3 28.6 57.1 4 0.0 50.0 50.0 0.0

주 이상 가료9 4 25.0 0.0 75.0 3 33.3 0.0 0.0 66.7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실태조사 부상 후 의사 진료 및 치료 경험자, 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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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경험자 명 중 명가량 은 치료비용을 자부담 처10 5 (57.7%) ‘
리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다음으로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 ‘

처리 스포츠 안전사고 보험 및 공제 처리 의 순’(34.6%), ‘ ’(7.7%)

으로 조사됨.

그림 부상 치료비용 처리 방법 -32Ⅲ❙ ❙
단위( : %)

실태조사 부상 후 약사 또는 의사 치료 경험자, n=78※ 

표 세부 종목별 부상 치료비용 처리 방법 -60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자부담 처리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처리

스포츠 안전사고 
보험 및 공제 

처리

전   체 78 57.7 34.6 7.7

종목

스카이다이빙 23 69.6 30.4 0.0

행글라이딩 25 52.0 36.0 12.0

패러글라이딩 30 53.3 36.7 10.0

실태조사 부상 후 약사 또는 의사 치료 경험자, n=78※ 

 부상 후 약사 또는 의사 치료 경험자의 총 사례수 를 고려하(n=78)

여 각종 응답자 특성 변인별 세부 분석은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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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상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발생된 부상의 치료비용 중 개인 부담금액은 평균 원으로 98,019
나타남.

 구간별로는 만원 이하 및 만원 초과 만원 이하가 각 ‘1 ’ ‘1 -3 20.8%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만원 초과 만원 이하, ‘3 -5 ’(13.8%) 개인 , ‘

부담액 없음 등의 순으로 조사됨’(13.1%) .

그림 부상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 -33Ⅲ❙ ❙
단위 원(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모름 무응답 제외/ 3.8% ※ 

표 세부 종목별 부상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61Ⅲ❙ ❙
단위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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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만원 
초과

평균
원( )

전   체 130 13.1 20.8 20.8 13.8 8.5 10.0 9.2 98,019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12.5 27.5 20.0 12.5 12.5 7.5 5.0 72,265

행글라이딩 40 15.0 15.0 22.5 15.0 7.5 10.0 10.0 91,719

패러글라이딩 50 12.0 20.0 20.0 14.0 6.0 12.0 12.0 123,667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모름 무응답 제외/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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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가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용의 개인부담금액 역시 높아지
는 경향을 보임.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부상 치료비용 개인 부담금액-62Ⅲ❙ ❙
단위 원( : %, )

구분
사례
수

개인
부담
액 

없음

만원 1
이하

만원 1
초과-
만원 3
이하

만원 3
초과-
만원 5
이하

만원 5
초과-
10

만원 
이하

10
만원 
초과-
20

만원 
이하

20
만원 
초과

평균
원( )

전   체 130 13.1 20.8 20.8 13.8 8.5 10.0 9.2 98,019

부상
종류

염좌 34 5.9 20.6 14.7 23.5 11.8 11.8 11.8 98,406

골절 12 8.3 16.7 16.7 8.3 16.7 16.7 16.7 162,000

탈구 8 0.0 12.5 0.0 25.0 12.5 25.0 25.0 195,250

열상 11 9.1 27.3 18.2 9.1 9.1 9.1 0.0 45,375

절단 3 0.0 0.0 0.0 0.0 33.3 0.0 33.3 300,000

찰과상 19 31.6 26.3 21.1 5.3 0.0 5.3 5.3 66,250

출혈 12 8.3 16.7 25.0 16.7 16.7 0.0 16.7 124,364

좌상 13 15.4 23.1 38.5 15.4 0.0 0.0 0.0 24,000

자상 2 0.0 100.0 0.0 0.0 0.0 0.0 0.0 7,500

통증 15 26.7 13.3 40.0 0.0 0.0 20.0 0.0 60,182

파열 1 0.0 0.0 0.0 100.0 0.0 0.0 0.0 50,00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44.4 29.6 14.8 3.7 3.7 0.0 0.0 20,643

주 미만 가료1 28 7.1 32.1 25.0 10.7 7.1 10.7 3.6 57,320

주 가료1-2 36 5.6 19.4 19.4 22.2 11.1 11.1 2.8 65,516

주 가료3-4 28 3.6 10.7 25.0 17.9 7.1 17.9 17.9 143,222

주 가료5-8 7 0.0 0.0 14.3 14.3 28.6 0.0 42.9 294,571

주 이상 가료9 4 0.0 0.0 25.0 0.0 0.0 25.0 50.0 226,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모름 무응답 제외/ 3.8%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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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료 기간

부상 경험자들의 가료기간은 주 정도 가 로 가장 높‘1-2 ’ 27.7%
고 다음으로 주 미만 과 주 정도 각 의 순으로 조‘1 ’ ‘3-4 ’( 21.5%)

사됨.

그림 부상 후 가료기간-34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부상 후 가료기간-63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바로 
참여

가능할
정도로
경미함

주 1
미만

주1-2
정도

주3-4
정도

주5-8
정도

주 9
이상

주1-2
또는

그 이하

주3-4
이상

전   체 130 20.8 21.5 27.7 21.5 5.4 3.1 70.0 30.0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22.5 25.0 22.5 27.5 2.5 0.0 70.0 30.0 

행글라이딩 40 25.0 17.5 30.0 15.0 7.5 5.0 72.5 27.5 

패러글라이딩 50 16.0 22.0 30.0 22.0 6.0 4.0 68.0 32.0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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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가 많은 염좌의 경우 주로 주 정도 또는 그 이하 바‘1-2 (
로 참여가능 주 미만 포함 의 가료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 1 )’

됨.

표 부상 종류별 부상 후 가료기간-64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바로 
참여

가능할
정도로
경미함

주 1
미만

주1-2
정도

주3-4
정도

주5-8
정도

주 9
이상

주1-2
또는

그 이하

주3-4
이상

전   체 130 20.8 21.5 27.7 21.5 5.4 3.1 70.0 30.0 

부상 
종류

염좌 34 8.8 29.4 26.5 23.5 8.8 2.9 64.7 35.3 

골절 12 8.3 16.7 33.3 8.3 16.7 16.7 58.3 41.7 

탈구 8 12.5 0.0 37.5 50.0 0.0 0.0 50.0 50.0 

열상 11 18.2 36.4 36.4 9.1 0.0 0.0 90.9 9.1 

절단 3 0.0 0.0 66.7 33.3 0.0 0.0 66.7 33.3 

찰과상 19 52.6 21.1 10.5 10.5 5.3 0.0 84.2 15.8 

출혈 12 8.3 25.0 33.3 25.0 8.3 0.0 66.7 33.3 

좌상 13 38.5 0.0 30.8 23.1 0.0 7.7 69.2 30.8 

자상 2 0.0 100.0 0.0 0.0 0.0 0.0 100.0 0.0 

통증 15 26.7 20.0 20.0 33.3 0.0 0.0 66.7 33.3 

파열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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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별 부상 후유 발생률 및 심각도1) 

항공스포츠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이상 이 부상으로 10 2 (24.6%)
인해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발생된 후유증의 심각도의 경우 심각도가 낮다 는 응답이 , ‘ ’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43.8%( 12.5%+ 31.3%)

로 심각도가 높다 는 응답 대비 높게 조사됨‘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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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후유발생 여부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 n=130※ 

발생 후유증 심각도 실태조사 후유 발생자: , n=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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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부 종목별 부상 후유 발생률 및 심각도-65Ⅲ❙ ❙
단위( : %)

구분
사례
수

후유
미

발생

후유
발생

발생 후유증의 심각도

사례수

전혀
심각
하지
않음

심각
하지
않은
편

보통
다소
심각

낮은
심각도

높은
심각도

전   체 130 75.4 24.6 32 12.5 31.3 25.0 31.3 43.8 31.3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72.5 27.5 11 9.1 36.4 18.2 36.4 45.5 36.4

행글라이딩 40 77.5 22.5 9 33.3 22.2 22.2 22.2 55.6 22.2

패러글라이딩 50 76 24.0 12 0.0 33.3 33.3 33.3 33.3 33.3

부상 후유발생 여부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 n=130※ 

발생 후유증 심각도 실태조사 후유 발생자: , n=32※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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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료기간이 길수록 후유발생률 및 발생 후유의 심각도가 높아지
는 경향을 보임.

표 부상 종류 및 가료기간별 부상으로 인한 후유 발생률 및 심각도-66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후유

미발생
후유
발생

발생 후유증의 심각도

사례
수

전혀 
심각
하지 
않음

별로 
심각
하지 
않은 
편

보통
이다

다소 
심각

심각
도 

낮음

심각
도 

높음

전   체 130 75.4 24.6 32 12.5 31.3 25.0 31.3 43.8 31.3

부상 
종류

염좌 34 79.4 20.6 7 0.0 0.0 57.1 42.9 0.0 42.9

골절 12 66.7 33.3 4 0.0 50.0 25.0 25.0 50.0 25.0

탈구 8 62.5 37.5 3 0.0 0.0 0.0 100.0 0.0 100.0

열상 11 63.6 36.4 4 50.0 25.0 0.0 25.0 75.0 25.0

절단 3 0.0 100.0 3 0.0 66.7 33.3 0.0 66.7 0.0

찰과상 19 84.2 15.8 3 0.0 66.7 33.3 0.0 66.7 0.0

출혈 12 100.0 0.0 - - - - - - -

좌상 13 69.2 30.8 4 0.0 25.0 25.0 50.0 25.0 50.0

자상 2 100.0 0.0 - - - - - - -

통증 15 73.3 26.7 4 50.0 50.0 0.0 0.0 100.0 0.0

파열 1 100.0 0.0 - - - - - - -

부상 
가료기간

경미가료기간 없음- 27 92.6 7.4 2 50.0 0.0 50.0 0.0 50.0 0.0

주 미만 가료1 28 85.7 14.3 4 25.0 50.0 25.0 0.0 75.0 0.0

주 가료1-2 36 66.7 33.3 12 16.7 41.7 16.7 25.0 58.3 25.0

주 가료3-4 28 67.9 32.1 9 0.0 33.3 22.2 44.4 33.3 44.4

주 가료5-8 7 57.1 42.9 3 0.0 0.0 66.7 33.3 0.0 33.3

주 이상 가료9 4 50.0 50.0 2 0.0 0.0 0.0 100.0 0.0 100.0

부상 후유발생 여부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 n=130※ 

발생 후유증 심각도 실태조사 후유 발생자: , n=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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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부상 후유증의 유형으로 부상 부위의 지속 주기적인 통증 을 겪‘ / ’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만성질환 오십견 디스크 관절염 등 이 임‘ ( , , )’ 12.5% .

표 주 발생 부상후유 유형-67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   분 사례수 응답비율

전   체 32

부상부위의 지속 주기적인 통증/ 18 56.3

만성질환 오십견 디스크 관절염 등( , , ) 4 12.5

심리적 불편함 동일부상발생 및 재발에 대한 두려움 악몽 스트레스 등( , , ) 3 9.4

신체적 불편함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뻐근 불편감 관절소리 등( , / , ) 2 6.3

부상부위의 비주기적 통증 1 3.1

기타 1 3.1

없음 모름 무응답/ / 5 15.6

실태조사 후유발생자, n=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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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부상 후 활동 주기 및 횟수10 5 (50.0%)
가 감소 했다고 응답함‘ ’ .

◦ 다음으로 활동 중지 변화없음 증가 의 순으로 조사‘ ’(32.3%), ‘ / ’(17.7%)

됨.

부상 후 활동주기 및 횟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자 들은 부상 (n=65)
전의 활동주기 및 횟수를 로 상정했을 시 정도로 100% 48.5% 

줄어든 것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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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도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 n=130※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율 실태조사 활동 감소자: , n=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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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부 종목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68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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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감소
율

전   체 130 32.3 17.7 50.0 65 16.9 21.5 33.8 23.1 4.6 48.4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27.5 22.5 50.0 20 15.0 25.0 30.0 20.0 10.0 49.9 

행글라이딩 40 35.0 12.5 52.5 21 23.8 23.8 23.8 28.6 0.0 44.1 

패러글라이딩 50 34.0 18.0 48.0 24 12.5 16.7 45.8 20.8 4.2 51.0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도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 n=130※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율 실태조사 활동 감소자: , n=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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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부위별 팔에서 감소 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
 가료기간이 길수록 부상 후 활동이 감소 했다는 응답이 높음‘ ’ .

표 부상 종류 및 정도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 및 감소율-69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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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감소

전   체 130 32.3 17.7 50.0 65 16.9 21.5 33.8 23.1 4.6 48.4 

부상 부위

머리안면부 포함 목 ( )/ 30 43.3 10.0 46.7 14 28.6 21.4 28.6 7.1 14.3 43.9

상반신 13 30.8 15.4 53.8 7 14.3 71.4 0.0 14.3 0.0 35.6

팔 33 18.2 24.2 57.6 19 15.8 5.3 31.6 47.4 0.0 56.1

하반신 상부골반 무릎( ) 29 41.4 13.8 44.8 13 23.1 15.4 38.5 15.4 7.7 45.0

하반신 하부무릎 이하( ) 25 28.0 24.0 48.0 12 0.0 25.0 58.3 16.7 0.0 52.9

부상 종류

염좌 34 35.3 17.6 47.1 16 12.5 25.0 37.5 18.8 6.3 49.1

골절 12 33.3 0.0 66.7 8 37.5 37.5 12.5 12.5 0.0 35.3

탈구 8 37.5 25.0 37.5 3 0.0 33.3 33.3 33.3 0.0 53.3

열상 11 63.6 9.1 27.3 3 0.0 0.0 100.0 0.0 0.0 50.0

절단 3 66.7 0.0 33.3 1 0.0 0.0 100.0 0.0 0.0 50.0

찰과상 19 5.3 42.1 52.6 10 30.0 0.0 20.0 50.0 0.0 52.5

출혈 12 25.0 0.0 75.0 9 11.1 33.3 22.2 22.2 11.1 51.3

좌상 13 30.8 30.8 38.5 5 20.0 20.0 20.0 20.0 20.0 54.0

자상 2 0.0 0.0 100.0 2 50.0 0.0 0.0 50.0 0.0 37.5

통증 15 40.0 13.3 46.7 7 0.0 28.6 57.1 14.3 0.0 48.6

파열 1 0.0 0.0 100.0 1 0.0 0.0 100.0 0.0 0.0 50.0

부상 
가료기간

경미가료기간 없음- 27 29.6 44.4 25.9 7 42.9 0.0 14.3 28.6 14.3 48.6

주 미만 가료1 28 32.1 3.6 64.3 18 16.7 22.2 33.3 27.8 0.0 46.2

주 가료1-2 36 25.0 13.9 61.1 22 13.6 22.7 40.9 18.2 4.5 49.3

주 가료3-4 28 28.6 17.9 53.6 15 13.3 33.3 40.0 6.7 6.7 43.9

주 가료5-8 7 57.1 0.0 42.9 3 0.0 0.0 0.0 100.0 0.0 78.3

주 이상 가료9 4 100.0 0.0 0.0 - - - - - - -

부상 후 스포츠활동 변화도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 n=130※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율 실태조사 활동 감소자: , n=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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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
두려움 과 신체적 불편함 가족 또는 지인의 ’(34.6%) ‘ ’(32.7%), ‘

반대 가 고른 분포를 보임’(29.9%) .

그림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 -37Ⅲ❙ ❙
단위( : %)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또는 중단자, n=107※ 

표 세부 종목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70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심리적 
두려움

신체적 
불편함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

기타

전   체 107 34.6 32.7 29.9 2.8

종목

스카이다이빙 31 29.0 35.5 29.0 6.5

행글라이딩 35 42.9 28.6 28.6 0.0

패러글라이딩 41 31.7 34.1 31.7 2.4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또는 중단자, n=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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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1) 

 종목 관여도에 관계없이 여러 특성에서 다양한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가 발생하고 있음.

표 종목 관여도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71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심리적 
두려움

신체적 
불편함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

기타

전   체 107 34.6 32.7 29.9 2.8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8 25.0 39.3 32.1 3.6

월 회 이상1 28 32.1 42.9 25.0 0.0

개월 당 회2-6 1 34 38.2 23.5 38.2 0.0

비정기 17 47.1 23.5 17.6 11.8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28 50.0 21.4 28.6 0.0

분 초과 분 이하30 -60 28 25.0 39.3 35.7 0.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28 25.0 46.4 21.4 7.1

시간 초과 2 23 39.1 21.7 34.8 4.3

종목 
능숙도

초급 80 37.5 33.8 25.0 3.8

중급 20 30.0 35.0 35.0 0.0

상급 7 14.3 14.3 71.4 0.0

종목 
경력

년 미만 2 35 40.0 22.9 28.6 8.6

년 이상 년 미만2 -5 27 37.0 29.6 33.3 0.0

년 이상 년 미만 5 -10 26 38.5 38.5 23.1 0.0

년 이상 년 미만10 -20 12 0.0 58.3 41.7 0.0

년 이상20 7 42.9 28.6 28.6 0.0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또는 중단자, n=107※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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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2) 

부상 상황에 따른 스포츠 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에는 유의할만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부상 상황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72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심리적 
두려움

신체적 
불편함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

기타

전   체 107 34.6 32.7 29.9 2.8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80 37.5 30.0 28.8 3.8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33.3 33.3 33.3 0.0

지도숙련자 미배석/ 24 25.0 41.7 33.3 0.0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51 35.3 19.6 39.2 5.9

미착용 56 33.9 44.6 21.4 0.0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34 32.4 32.4 29.4 5.9

미확인 73 35.6 32.9 30.1 1.4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68 33.8 35.3 27.9 2.9

미실시 39 35.9 28.2 33.3 2.6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또는 중단자, n=107※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항공스포츠-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 , )

110 |

부상 내용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3) 

하반신 상부 부위 부상은 심리적 두려움 으로 인해 스포츠 활동‘ ’
을 감소하거나 중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부상 종류 및 정도별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및 중단 이유-73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심리적 
두려움

신체적 
불편함

가족 또는
지인의 반대

기타

전   체 107 34.6 32.7 29.9 2.8

부상 부위

머리안면부 포함 목 ( )/ 27 37.0 33.3 29.6 0.0

상반신 11 27.3 36.4 27.3 9.1

팔 25 28.0 32.0 32.0 8.0

하반신 상부골반 무릎( ) 25 40.0 36.0 24.0 0.0

하반신 하부무릎 이하( ) 19 36.8 26.3 36.8 0.0

부상 종류

염좌 28 25.0 35.7 35.7 3.6

골절 12 41.7 25.0 33.3 0.0

탈구 6 33.3 66.7 0.0 0.0

열상 10 40.0 50.0 10.0 0.0

절단 3 66.7 33.3 0.0 0.0

찰과상 11 36.4 18.2 45.5 0.0

출혈 12 41.7 50.0 8.3 0.0

좌상 9 11.1 11.1 66.7 11.1

자상 2 50.0 0.0 50.0 0.0

통증 13 46.2 23.1 23.1 7.7

파열 1 0.0 0.0 100.0 0.0

부상 
가료기간

경미가료기간 없음- 15 40.0 13.3 40.0 6.7

주 미만 가료1 27 37.0 33.3 25.9 3.7

주 가료1-2 31 29.0 35.5 32.3 3.2

주 가료3-4 23 34.8 34.8 30.4 0.0

주 가료5-8 7 28.6 71.4 0.0 0.0

주 이상 가료9 4 50.0 0.0 50.0 0.0

실태조사 부상 후 스포츠활동 감소 또는 중단자, n=107※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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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

 항공스포츠 종목의 안전수칙을 인지 하고 있다는 응답이 ‘ ’ 24.6%

매우 잘 앎 대체로 앎 미인지 가 ( 0.8%+ 23.8%), ‘ ’ 28.5% 전혀 (

모름 잘 모르는 편 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6.2%+ 22.3%) .

그림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 -38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74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
다

대체로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미인지 인지

전   체 130 6.2 22.3 46.9 23.8 0.8 28.5 24.6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7.5 15.0 42.5 35.0 0.0 22.5 35.0

행글라이딩 40 5.0 30.0 42.5 20.0 2.5 35.0 22.5

패러글라이딩 50 6.0 22.0 54.0 18.0 0.0 28.0 18.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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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1) 

회당 활동시간이 길수록 종목 능숙도 중급 과 상급 집단에서 1 , ‘ ’ ‘ ’ 
안전 수칙을 인지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

표 종목 관여도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75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
다

대체로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미인지 인지

전   체 130 6.2 22.3 46.9 23.8 0.8 28.5 24.6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3.4 24.1 48.3 24.1 0.0 27.6 24.1

월 회 이상1 34 5.9 8.8 64.7 20.6 0.0 14.7 20.6

개월 당 회2-6 1 42 0.0 23.8 35.7 38.1 2.4 23.8 40.5

비정기 25 20.0 36.0 40.0 4.0 0.0 56.0 4.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15.6 25.0 43.8 15.6 0.0 40.6 15.6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3.3 23.3 60.0 13.3 0.0 26.7 13.3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2.6 21.1 44.7 28.9 2.6 23.7 31.6

시간 초과 2 30 3.3 20.0 40.0 36.7 0.0 23.3 36.7

종목 
능숙도

초급 94 7.4 23.4 51.1 17.0 1.1 30.9 18.1

중급 28 0.0 17.9 39.3 42.9 0.0 17.9 42.9

상급 8 12.5 25.0 25.0 37.5 0.0 37.5 37.5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9.1 27.3 50.0 13.6 0.0 36.4 13.6

년 이상 년 미만2 -5 33 6.1 15.2 39.4 39.4 0.0 21.2 39.4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0.0 24.1 44.8 27.6 3.4 24.1 31.0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6.7 6.7 66.7 20.0 0.0 13.3 20.0

년 이상20 9 11.1 44.4 33.3 11.1 0.0 55.6 11.1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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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2) 

전문 숙련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종목 안전 수칙에 대해 인지/ ‘ ’
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조사됨.

안전장비를 착용한 집단 환경 위험을 사전에 확인한 집단 준비, , 
운동을 실시하는 집단에서 종목의 안전수칙을 인지 하고 있다는 ‘ ’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76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
다

대체로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미인지 인지

전   체 130 6.2 22.3 46.9 23.8 0.8 28.5 24.6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5.1 18.4 49.0 26.5 1.0 23.5 27.6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0.0 33.3 33.3 33.3 0.0 33.3 33.3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10.3 34.5 41.4 13.8 0.0 44.8 13.8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7.5 14.9 49.3 26.9 1.5 22.4 28.4

미착용 63 4.8 30.2 44.4 20.6 0.0 34.9 20.6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6.7 22.2 42.2 26.7 2.2 28.9 28.9

미확인 85 5.9 22.4 49.4 22.4 0.0 28.2 22.4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6.0 19.3 49.4 24.1 1.2 25.3 25.3

미실시 47 6.4 27.7 42.6 23.4 0.0 34.0 23.4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7.4 18.5 51.9 22.2 0.0 25.9 22.2

주 미만 가료1 28 3.6 28.6 53.6 14.3 0.0 32.1 14.3

주 가료1-2 36 11.1 22.2 41.7 25.0 0.0 33.3 25.0

주 가료3-4 28 3.6 17.9 35.7 39.3 3.6 21.4 42.9

주 가료5-8 7 0.0 14.3 85.7 0.0 0.0 14.3 0.0

주 이상 가료9 4 0.0 50.0 25.0 25.0 0.0 50.0 25.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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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3) 

 기본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안전수칙 인지도에는 유의할만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음.

표 기본 특성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도-77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미인지 인지

전   체 130 6.2 22.3 46.9 23.8 0.8 28.5 24.6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6.3 25.0 25.0 43.8 0.0 31.3 43.8

저위험 음주군 72 2.8 23.6 52.8 20.8 0.0 26.4 20.8

비음주군 42 11.9 19.0 45.2 21.4 2.4 31.0 23.8

흡연 
여부

비흡연 71 7.0 22.5 46.5 22.5 1.4 29.6 23.9

흡연 59 5.1 22.0 47.5 25.4 0.0 27.1 25.4

성별
남성 78 7.7 20.5 46.2 24.4 1.3 28.2 25.6

여성 52 3.8 25.0 48.1 23.1 0.0 28.8 23.1

연령

대20 19 10.5 15.8 26.3 47.4 0.0 26.3 47.4

대30 69 5.8 26.1 46.4 21.7 0.0 31.9 21.7

대40 30 6.7 20.0 56.7 13.3 3.3 26.7 16.7

대50 9 0.0 11.1 55.6 33.3 0.0 11.1 33.3

세 이상60 3 0.0 33.3 66.7 0.0 0.0 33.3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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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

응답자 명 중 명 은 교육 을 통해 안전 수칙을 알게 10 5 (50.0%) ‘ ’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같이 운동하는 사람에게서 들‘

음 역시 높게 나타나 이들 두 경로가 안전수칙을 인지’(21.9%) 

하게 된 주요 경로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종목 안전수칙 인지 경로 -39Ⅲ❙ ❙
단위( : %)

실태조사 종목 안전수칙 인지 대체로 아는 편 매우 잘 알고 있음 응답자( + ) , n=32※ 

표 세부 종목별 종목 안전수칙 인지경로-78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교육

같이 
운동하는 
사람에게 

들음

인터넷 책자 방송 계

전   체 32 50.0 21.9 9.4 9.4 9.4 100.0

종목

스카이다이빙 14 42.9 21.4 7.1 14.3 14.3 100.0

행글라이딩 9 66.7 22.2 11.1 0.0 0.0 100.0

패러글라이딩 9 44.4 22.2 11.1 11.1 11.1 100.0

실태조사 종목 안전수칙 인지 대체로 아는 편 매우 잘 알고 있음 응답자( + ) , n=32※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종목 안전수칙 인지 응답자의 총 사례수 를 고려하여 각종 응(n=32)

답자 특성 변인별 세부 분석은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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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수칙 준수현황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이상 안전 최우선 어10 6 (62.3%: 30.0%+
느 정도 안전 우선 은 항공스포츠를 할 때 안전 수칙 32.3%) ‘

준수 를 우선 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하더라도 재미를 우’ ‘

선 시 한다는 비율 재미 최우선 어느 정도 재미 ’ (10.8%: 3.1%+

우선 보다 높게 조사됨7.7%) .

그림 안전수칙 준수현황 -40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안전수칙 준수현황-79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재미 

최우선
어느정도
재미우선 

보통 
어느정도
안전우선 

안전 
최우선

재미 
우선

안전수칙
준수우선

전   체 130 3.1 7.7 26.9 32.3 30.0 10.8 62.3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0.0 7.5 32.5 32.5 27.5 7.5 60.0

행글라이딩 40 2.5 10.0 32.5 25.0 30.0 12.5 55.0

패러글라이딩 50 6.0 6.0 18.0 38.0 32.0 12.0 7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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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안전수칙 준수현황1) 

대부분의 종목 관여도별 특성에서 안전수칙 준수 를 우선으로 ‘ ’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종목 관여도별 안전수칙 준수현황-80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재미 

최우선
어느정도
재미우선 

보통 
어느정도
안전우선 

안전 
최우선

재미 
우선

안전수칙
준수우선

전   체 130 3.1 7.7 26.9 32.3 30.0 10.8 62.3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6.9 10.3 27.6 41.4 13.8 17.2 55.2

월 회 이상1 34 2.9 8.8 38.2 17.6 32.4 11.8 50.0

개월 당 회2-6 1 42 2.4 4.8 9.5 47.6 35.7 7.1 83.3

비정기 25 0.0 8.0 40.0 16.0 36.0 8.0 52.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6.3 9.4 37.5 25.0 21.9 15.6 46.9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3.3 16.7 26.7 40.0 13.3 20.0 53.3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2.6 5.3 26.3 26.3 39.5 7.9 65.8

시간 초과 2 30 0.0 0.0 16.7 40.0 43.3 0.0 83.3

종목 
능숙도

초급 94 3.2 6.4 25.5 31.9 33.0 9.6 64.9

중급 28 0.0 14.3 25.0 35.7 25.0 14.3 60.7

상급 8 12.5 0.0 50.0 25.0 12.5 12.5 37.5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0.0 6.8 20.5 25.0 47.7 6.8 72.7

년 이상 년 미만2 -5 33 6.1 6.1 36.4 27.3 24.2 12.1 51.5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6.9 3.4 20.7 41.4 27.6 10.3 69.0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0.0 13.3 33.3 46.7 6.7 13.3 53.3

년 이상20 9 0.0 22.2 33.3 33.3 11.1 22.2 44.4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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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안전수칙 준수현황2) 

전문 숙련자가 배석했던 집단 안전장비 착용 준비운동을 실시/ , , 
했던 집단의 경우 타 집단 대비 안전수칙 준수 를 우선으로 한‘ ’

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안전수칙 준수현황-81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재미 

최우선
어느정도
재미우선 

보통 
어느정도
안전우선 

안전 
최우선

재미 
우선

안전수칙
준수우선

전   체 130 3.1 7.7 26.9 32.3 30.0 10.8 62.3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2.0 8.2 22.4 33.7 33.7 10.2 67.3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0.0 0.0 66.7 0.0 33.3 0.0 33.3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6.9 6.9 37.9 31.0 17.2 13.8 48.3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3.0 4.5 11.9 32.8 47.8 7.5 80.6

미착용 63 3.2 11.1 42.9 31.7 11.1 14.3 42.9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0.0 13.3 24.4 31.1 31.1 13.3 62.2

미확인 85 4.7 4.7 28.2 32.9 29.4 9.4 62.4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0.0 7.2 22.9 34.9 34.9 7.2 69.9

미실시 47 8.5 8.5 34.0 27.7 21.3 17.0 48.9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3.7 7.4 25.9 22.2 40.7 11.1 63.0

주 미만 가료1 28 3.6 3.6 35.7 35.7 21.4 7.1 57.1

주 가료1-2 36 2.8 8.3 33.3 30.6 25.0 11.1 55.6

주 가료3-4 28 3.6 10.7 17.9 35.7 32.1 14.3 67.9

주 가료5-8 7 0.0 14.3 14.3 57.1 14.3 14.3 71.4

주 이상 가료9 4 0.0 0.0 0.0 25.0 75.0 0.0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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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안전수칙 준수현황3) 

대부분의 기본 응답자 특성별 특성에서 안전수칙 준수 를 우선‘ ’
으로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표 기본 특성별 안전수칙 준수현황-82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재미 

최우선
어느정도
재미우선 

보통 
어느정도
안전우선 

안전 
최우선

재미 
우선

안전수칙
준수우선

전   체 130 3.1 7.7 26.9 32.3 30.0 10.8 62.3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0.0 0.0 31.3 25.0 43.8 0.0 68.8

저위험 음주군 72 4.2 12.5 23.6 34.7 25.0 16.7 59.7

비음주군 42 2.4 2.4 31.0 31.0 33.3 4.8 64.3

흡연 
여부

비흡연 71 2.8 1.4 32.4 31.0 32.4 4.2 63.4

흡연 59 3.4 15.3 20.3 33.9 27.1 18.6 61.0

성별
남성 78 2.6 10.3 26.9 33.3 26.9 12.8 60.3

여성 52 3.8 3.8 26.9 30.8 34.6 7.7 65.4

연령

대20 19 10.5 10.5 31.6 21.1 26.3 21.1 47.4

대30 69 1.4 10.1 27.5 31.9 29.0 11.6 60.9

대40 30 0.0 3.3 23.3 33.3 40.0 3.3 73.3

대50 9 11.1 0.0 11.1 55.6 22.2 11.1 77.8

세 이상60 3 0.0 0.0 66.7 33.3 0.0 0.0 33.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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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는 응답이 로 가장 높‘ ’ 61.5%

고 다음으로 사전에 위험지역을 확인 준비운동 실, ‘ ’(57.7%), ‘

시 등의 순으로 조사됨’(53.1%) .

그림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 매우긍정 긍정비율-41 (Top2: + )Ⅲ❙ ❙
단위 점(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Top2: [4] [5]※ 

표 세부 종목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 매우긍정 긍정비율-83 (Top2: + )Ⅲ❙ ❙
단위 점( : , %)

구   분 사례수
준비운동을  
실시한다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사전에
안전시설을
확인한다 

사전에
위험지역을
확인한다 

활동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130 3.53 53.1 3.45 51.5 3.48 52.3 3.60 57.7 3.66 61.5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3.58 52.5 3.60 60.0 3.58 52.5 3.60 55.0 3.55 62.5

행글라이딩 40 3.30 42.5 3.25 40.0 3.35 47.5 3.50 55.0 3.50 52.5

패러글라이딩 50 3.68 62.0 3.50 54.0 3.52 56.0 3.68 62.0 3.88 68.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Top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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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1) 

종목 관여도 변인에 따른 세부 안전수칙 준수 현황에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종목 관여도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 매우긍정 긍정비율-84 (Top2: + )Ⅲ❙ ❙
단위 점( : , %)

구   분
사례
수

준비운동을 
실시한다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사전에
안전시설을
확인한다 

사전에
위험지역을
확인한다 

활동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130 3.53 53.1 3.45 51.5 3.48 52.3 3.60 57.7 3.66 61.5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3.14 34.5 3.34 51.7 3.59 55.2 3.93 82.8 3.55 62.1

월 회 이상1 34 3.41 52.9 3.38 47.1 3.41 50.0 3.50 44.1 3.56 50.0

개월 당 회2-6 1 42 3.93 73.8 3.64 61.9 3.57 61.9 3.64 64.3 3.95 81.0

비정기 25 3.48 40.0 3.36 40.0 3.32 36.0 3.28 36.0 3.44 44.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3.28 37.5 3.22 34.4 3.25 46.9 3.09 40.6 3.41 50.0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3.60 60.0 3.53 63.3 3.40 43.3 3.77 63.3 3.77 70.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3.47 50.0 3.39 50.0 3.58 57.9 3.61 57.9 3.53 52.6

시간 초과 2 30 3.80 66.7 3.70 60.0 3.70 60.0 3.97 70.0 4.00 76.7

종목 
능숙도

초급 94 3.55 52.1 3.47 52.1 3.48 50.0 3.56 54.3 3.66 62.8

중급 28 3.50 57.1 3.46 53.6 3.57 64.3 3.86 75.0 3.75 67.9

상급 8 3.38 50.0 3.25 37.5 3.25 37.5 3.13 37.5 3.38 25.0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3.66 54.5 3.45 47.7 3.45 52.3 3.61 59.1 3.82 65.9

년 이상 년 미만2 -5 33 3.39 51.5 3.33 45.5 3.42 57.6 3.27 45.5 3.39 54.5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3.76 69.0 3.62 65.5 3.79 58.6 3.86 58.6 3.79 62.1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3.20 33.3 3.47 53.3 3.27 40.0 3.67 73.3 3.47 60.0

년 이상20 9 3.22 33.3 3.33 44.4 3.22 33.3 3.78 66.7 3.78 66.7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Top2: [4] [5]※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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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2)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변인 중 지도자 숙련자 관여 안전장비 착/ , 
용 준비운동 실시여부에 따른 세부 안전수칙 준수 행태에 차이, 

가 발견됨.

◦ 전문 숙련자 교육 실시 집단에서 각종 세부 안전수칙 준수율이 높게 /

조사되어 교육 실시가 참여자 행동 양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유추할 수 있음.

◦ 안전장비 착용자 준비운동 실시자의 세부 안전수칙 준수율이 높게 조사되, 

어 세부 안전수칙 준수는 평소 습관과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 매우긍정 긍정비율-85 (Top2: + )Ⅲ❙ ❙
단위 점( : , %)

구   분
사례
수

준비운동을 
실시한다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사전에
안전시설을
확인한다 

사전에
위험지역을
확인한다 

활동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130 3.53 53.1 3.45 51.5 3.48 52.3 3.60 57.7 3.66 61.5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3.65 61.2 3.49 56.1 3.56 58.2 3.65 62.2 3.78 68.4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3.00 33.3 3.00 33.3 4.00 100.0 4.33 66.7 3.00 33.3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3.17 27.6 3.38 37.9 3.17 27.6 3.34 41.4 3.34 41.4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3.82 67.2 3.67 67.2 3.51 53.7 3.66 61.2 3.84 70.1

미착용 63 3.22 38.1 3.22 34.9 3.46 50.8 3.54 54.0 3.48 52.4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3.60 53.3 3.58 55.6 3.47 53.3 3.64 60.0 3.82 68.9

미확인 85 3.49 52.9 3.39 49.4 3.49 51.8 3.58 56.5 3.58 57.6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3.70 59.0 3.54 51.8 3.60 56.6 3.69 59.0 3.75 65.1

미실시 47 3.23 42.6 3.30 51.1 3.28 44.7 3.45 55.3 3.51 55.3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3.41 44.4 3.48 59.3 3.30 37.0 3.52 63.0 3.48 63.0

주 미만 가료1 28 3.43 50.0 3.39 50.0 3.46 42.9 3.54 50.0 3.50 57.1

주 가료1-2 36 3.58 47.2 3.33 41.7 3.61 63.9 3.67 58.3 3.67 52.8

주 가료3-4 28 3.71 67.9 3.68 60.7 3.61 64.3 3.64 57.1 3.96 71.4

주 가료5-8 7 3.14 42.9 3.14 28.6 3.14 42.9 3.43 57.1 3.57 71.4

주 이상 가료9 4 4.00 100.0 3.75 75.0 3.50 50.0 4.00 75.0 4.00 75.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Top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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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3) 

기본 인구통계특성에 따른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에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기본 특성별 세부 안전수칙 준수 정도 매우긍정 긍정비율-86 (Top2: + )Ⅲ❙ ❙
단위 점( : , %)

구   분 사례수

준비운동을  
실시한다

사전에 
시설물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사전에
안전시설을
확인한다 

사전에
위험지역을
확인한다 

활동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130 3.53 53.1 3.45 51.5 3.48 52.3 3.60 57.7 3.66 61.5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3.69 56.3 3.94 68.8 3.63 56.3 4.00 75.0 4.06 75.0

저위험 음주군 72 3.57 56.9 3.40 50.0 3.49 52.8 3.54 55.6 3.65 62.5

비음주군 42 3.40 45.2 3.36 47.6 3.43 50.0 3.55 54.8 3.52 54.8

흡연 
여부

비흡연 71 3.45 45.1 3.41 50.7 3.49 52.1 3.56 56.3 3.49 53.5

흡연 59 3.63 62.7 3.51 52.5 3.47 52.5 3.64 59.3 3.86 71.2

성별
남성 78 3.46 53.8 3.50 55.1 3.46 48.7 3.63 59.0 3.78 69.2

여성 52 3.63 51.9 3.38 46.2 3.52 57.7 3.56 55.8 3.48 50.0

연령

대20 19 3.32 47.4 3.42 52.6 3.37 52.6 3.42 57.9 3.16 42.1

대30 69 3.52 55.1 3.46 53.6 3.49 52.2 3.57 55.1 3.64 59.4

대40 30 3.80 56.7 3.53 46.7 3.50 53.3 3.77 60.0 3.90 70.0

대50 9 3.22 44.4 3.22 55.6 3.56 44.4 3.67 66.7 4.11 100.0

세 이상60 3 3.33 33.3 3.33 33.3 3.67 66.7 3.67 66.7 3.67 33.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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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과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로는 확인 방‘
법을 몰라서 확인하기 귀찮아서 순으로 안전시설 미확인 이’, ‘ ’ , 

유로는 확인하기 귀찮아서 확인 방법을 몰라서 순으로 높게 ‘ ’, ‘ ’ 

나타남.

표 시설물 안전시설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87 , , Ⅲ❙ ❙
단위( : %)

구   분

시설물
안전여부
미확인
이유

안전시설
미확인
이유

위험지역
미확인
이유

사 례 수 63 62 55

확인할 사항이 없음 시설물 안전시설 위험지역 없음( , , ) 7.9 14.5 12.7

확인이 중요하지 않음 시설물 안전시설 위험지역 확인 미중요( , , ) 20.6 21.0 10.9

확인하기 귀찮음 31.7 38.7 32.7

확인 방법을 모름 34.9 22.6 38.2

확인하기 불가능함 4.8 3.2 5.5

각 항목별 미확인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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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착용이유 및 보호장구 구매 지출 의향2)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응답자의 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54.2% ‘
여 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보호장구’, 47.5% ‘ ’ 

를 착용한다고 응답함.

그림 보호장구 착용이유-42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보호장구 착용자, n=118※ 

표 세부 종목별 보호장구 착용이유-88Ⅲ❙ ❙
단위 복수응답( : %, 146)

구분 사례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고에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고로 인한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하

여 

스포츠안전
관련교육에서
중요성을강조 

주변사람들
의 조언 

전   체 118 54.2 33.9 47.5 39.8 12.7

종목

스카이다이빙 34 52.9 44.1 47.1 38.2 11.8

행글라이딩 35 54.3 31.4 40.0 40.0 11.4

패러글라이딩 49 55.1 28.6 53.1 40.8 14.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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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장구를 구매하기 위한 지출의향 및 지출수준에 대해서 지출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인구는 없으며 연간 만원 초과 만, ‘ 20 -50

원 이하 로 지출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25.4%) .

 인 당 평균 보호장구 구매비 지출 의향은 약 만원1 47.31 가량임 .

그림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43Ⅲ❙ ❙
단위 만원(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모름 무응답 제외/ 3.8% ※ 

표 세부 종목별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89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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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10.8 21.5 15.4 25.4 23.1 3.8 64.04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5.0 17.5 25.0 32.5 15.0 5.0 44.11

행글라이딩 40 20.0 25.0 10.0 17.5 25.0 2.5 64.72

패러글라이딩 50 8.0 22.0 12.0 26.0 28.0 4.0 79.27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모름 무응답 제외/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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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1)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평균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 금액이 
증가함.

표 종목 관여도별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90Ⅲ❙ ❙
단위 만원( : %, )

구분 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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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10.8 21.5 15.4 25.4 23.1 64.04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10.3 27.6 6.9 24.1 31.0 72.07 

월 회 이상1 34 11.8 23.5 11.8 14.7 26.5 80.90 

개월 당 회2-6 1 42 2.4 16.7 21.4 38.1 19.0 45.98 

비정기 25 24.0 20.0 20.0 20.0 16.0 64.12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31.3 25.0 12.5 9.4 12.5 52.62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6.7 10.0 13.3 40.0 26.7 66.31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5.3 31.6 13.2 23.7 23.7 57.46 

시간 초과 2 30 0.0 16.7 23.3 30.0 30.0 81.00 

종목 
능숙도

초급 94 9.6 22.3 17.0 26.6 19.1 51.26 

중급 28 10.7 17.9 7.1 28.6 35.7 85.00 

상급 8 25.0 25.0 25.0 0.0 25.0 132.88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15.9 13.6 13.6 38.6 18.2 44.00 

년 이상 년 미만2 -5 33 12.1 12.1 30.3 24.2 18.2 90.34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0.0 41.4 3.4 10.3 34.5 76.04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6.7 26.7 13.3 13.3 33.3 59.64 

년 이상20 9 22.2 22.2 11.1 33.3 11.1 40.67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모름 무응답 제외/ 3.8%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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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2) 

안전 장비 미착용자 환경위험 사전 미확인자 준비운동 미실시, , 
자의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 평균금액이 높게 조사됨.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91Ⅲ❙ ❙
단위 만원( : %, )

구분 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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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10.8 21.5 15.4 25.4 23.1 64.04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7.1 23.5 18.4 27.6 20.4 57.23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0.0 0.0 0.0 100.0 0.0 43.33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24.1 17.2 6.9 10.3 34.5 90.30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7.5 20.9 14.9 32.8 19.4 53.53

미착용 63 14.3 22.2 15.9 17.5 27.0 75.07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11.1 28.9 20.0 22.2 15.6 51.73

미확인 85 10.6 17.6 12.9 27.1 27.1 70.73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8.4 21.7 19.3 22.9 24.1 57.40

미실시 47 14.9 21.3 8.5 29.8 21.3 75.84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25.9 18.5 7.4 18.5 29.6 45.11

주 미만 가료1 28 17.9 14.3 21.4 25.0 17.9 53.07

주 가료1-2 36 2.8 27.8 16.7 19.4 30.6 100.74

주 가료3-4 28 3.6 21.4 14.3 35.7 14.3 52.60

주 가료5-8 7 0.0 14.3 14.3 42.9 28.6 60.71

주 이상 가료9 4 0.0 50.0 25.0 25.0 0.0 22.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모름 무응답 제외/ 3.8%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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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3) 

남성 만원 이 여성 만원 의 배 수준으로 보호장구 구(81.93 ) (38.92 ) 2
매 지출의향 평균금액이 높음.

표 기본 특성별 보호장구 구매 지출의향-92Ⅲ❙ ❙
단위 만원( : %, )

구분 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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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10.8 21.5 15.4 25.4 23.1 64.04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0.0 31.3 18.8 18.8 31.3 133.94

저위험 음주군 72 9.7 19.4 12.5 27.8 25.0 64.53

비음주군 42 16.7 21.4 19.0 23.8 16.7 35.95

흡연 
여부

비흡연 71 14.1 21.1 18.3 21.1 21.1 41.21

흡연 59 6.8 22.0 11.9 30.5 25.4 91.28

성별
남성 78 5.1 19.2 15.4 28.2 25.6 81.93

여성 52 19.2 25.0 15.4 21.2 19.2 38.92

연령

대20 19 10.5 31.6 15.8 15.8 26.3 83.16

대30 69 11.6 14.5 11.6 31.9 24.6 67.85

대40 30 6.7 23.3 26.7 23.3 20.0 42.27

대50 9 11.1 55.6 11.1 0.0 22.2 77.22

세 이상60 3 33.3 0.0 0.0 33.3 0.0 26.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모름 무응답 제외/ 3.8%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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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사고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

 부상 경험자의 매우 잘 알고 있음 대체로 아는 편 34.6%( 1.5%+

가 항공스포츠를 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33.1%)

법을 인지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 ‘ ’

전혀 모름 잘 모르는 편 대비 높게 나타남(26.9%: 3.1%+ 23.8%) .

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법 인지도 -44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법 인지도-93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대처법

미인지 보통 인지

전   체 130 26.9 38.5 34.6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20.0 37.5 42.5

행글라이딩 40 27.5 35.0 37.5

패러글라이딩 50 32.0 42.0 26.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조사 결과. Ⅲ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131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예방법 역시 전체 부상 경험자의 32.3%
매우 잘 알고 있음 대체로 아는 편 가 항공스포( 5.4%+ 26.9%)

츠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인지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지 하‘ ’ ‘ ’

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전혀 모름 잘 모르는 편 (26.2%: 1.5%+

대비 높게 나타남24.6%) .

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법 인지도 -45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법 인지도-94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방법

미인지 보통 인지

전   체 130 26.2 41.5 32.3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20.0 37.5 42.5

행글라이딩 40 30.0 40.0 30.0

패러글라이딩 50 28.0 46.0 26.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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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1) 

종목 관여도 변인 중 회당 활동시간 종목 능숙도에 따른 안전1 , 
사고 대처법 및 예방법 인지에 차이가 발견됨.

◦ 회당 활동시간이 길수록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스포츠 안전사고 대1 , 

처법 및 예방법 인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95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대처법 예방법

미인지 보통 인지 미인지 보통 인지

전   체 130 26.9 38.5 34.6 26.2 41.5 32.3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20.7 34.5 44.8 31.0 37.9 31.0

월 회 이상1 34 17.6 52.9 29.4 20.6 58.8 20.6

개월 당 회2-6 1 42 28.6 28.6 42.9 23.8 28.6 47.6

비정기 25 44.0 40.0 16.0 32.0 44.0 24.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37.5 37.5 25.0 31.3 50.0 18.8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16.7 50.0 33.3 26.7 46.7 26.7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26.3 39.5 34.2 18.4 44.7 36.8

시간 초과 2 30 26.7 26.7 46.7 30.0 23.3 46.7

종목 
능숙도

초급 94 31.9 43.6 24.5 31.9 44.7 23.4

중급 28 10.7 28.6 60.7 7.1 39.3 53.6

상급 8 25.0 12.5 62.5 25.0 12.5 62.5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34.1 40.9 25.0 34.1 40.9 25.0

년 이상 년 미만2 -5 33 24.2 33.3 42.4 18.2 36.4 45.5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24.1 41.4 34.5 27.6 37.9 34.5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13.3 46.7 40.0 20.0 60.0 20.0

년 이상20 9 33.3 22.2 44.4 22.2 44.4 33.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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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2)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변인 중 전문 숙련자에 의해 교육을 실시/
한 집단에서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조사됨.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96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대처법 예방법

미인지 보통 인지 미인지 보통 인지

전   체 130 26.9 38.5 34.6 26.2 41.5 32.3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26.5 37.8 35.7 25.5 39.8 34.7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0.0 0.0 100.0 33.3 0.0 66.7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31.0 44.8 24.1 27.6 51.7 20.7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29.9 37.3 32.8 28.4 35.8 35.8

미착용 63 23.8 39.7 36.5 23.8 47.6 28.6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31.1 28.9 40.0 31.1 37.8 31.1

미확인 85 24.7 43.5 31.8 23.5 43.5 32.9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22.9 44.6 32.5 21.7 45.8 32.5

미실시 47 34.0 27.7 38.3 34.0 34.0 31.9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29.6 44.4 25.9 22.2 44.4 33.3

주 미만 가료1 28 21.4 53.6 25.0 14.3 53.6 32.1

주 가료1-2 36 33.3 33.3 33.3 44.4 33.3 22.2

주 가료3-4 28 21.4 21.4 57.1 21.4 32.1 46.4

주 가료5-8 7 14.3 71.4 14.3 14.3 71.4 14.3

주 이상 가료9 4 50.0 0.0 50.0 25.0 25.0 5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항공스포츠-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 , )

134 |

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3) 

기본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에
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97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대처법 예방법

미인지 보통 인지 미인지 보통 인지

전   체 130 26.9 38.5 34.6 26.2 41.5 32.3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37.5 25.0 37.5 25.0 18.8 56.3

저위험 음주군 72 19.4 41.7 38.9 19.4 52.8 27.8

비음주군 42 35.7 38.1 26.2 38.1 31.0 31.0

흡연 
여부

비흡연 71 25.4 38.0 36.6 25.4 36.6 38.0

흡연 59 28.8 39.0 32.2 27.1 47.5 25.4

성별
남성 78 33.3 37.2 29.5 34.6 35.9 29.5

여성 52 17.3 40.4 42.3 13.5 50.0 36.5

연령

대20 19 31.6 21.1 47.4 26.3 21.1 52.6

대30 69 17.4 42.0 40.6 23.2 46.4 30.4

대40 30 46.7 40.0 13.3 33.3 46.7 20.0

대50 9 22.2 44.4 33.3 22.2 33.3 44.4

세 이상60 3 33.3 33.3 33.3 33.3 33.3 33.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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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항공스포츠 부상 경험자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요
령 인지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 을 ‘ ’

알고 있는 경우가 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심폐소생술 실36.9% , ‘

시요령 및 허리 목 디스크 탈출 발생 시 대처 각 근’ ‘ / ’( 36.2%)  ‘

육경련 발생 시 대처 등의 순으로 조사됨’(35.4%) .

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매우긍정 긍정비율-46 (Top2: + )Ⅲ❙ ❙
단위 점(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Top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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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매우긍정 긍정비율 계속-46 (Top2: + )( )Ⅲ❙ ❙
단위 점(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Top2: [4] [5]※ 

표 세부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매우긍정 긍정비율-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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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3.14 36.2 2.95 32.3 3.15 32.3 3.01 33.1 2.99 30.0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3.35 52.5 3.10 37.5 3.20 32.5 3.25 42.5 3.10 35.0

행글라이딩 40 3.00 25.0 2.75 27.5 2.98 25.0 2.70 20.0 2.80 20.0

패러글라이딩 50 3.08 32.0 3.00 32.0 3.24 38.0 3.06 36.0 3.06 34.0

사례
수

허리 목/
디스크탈출 

발생 시 
대처요령

근육경련
발생시

대처요령 

관절손상
탈구( )

발생시
대처요령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요령

열사병  
발생 시 
대처요령

Top2 Top2 Top2 Top2 Top2 Top2 평균 Top2 평균 Top2

전   체 130 3.05 36.2 3.05 35.4 2.96 33.8 3.17 36.9 3.02 27.7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3.18 45.0 3.13 42.5 3.15 45.0 3.18 37.5 3.08 25.0

행글라이딩 40 2.90 27.5 2.80 25.0 2.73 20.0 3.03 30.0 2.88 22.5

패러글라이딩 50 3.06 36.0 3.18 38.0 3.00 36.0 3.28 42.0 3.10 34.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Top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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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1) 

종목 관여도 변인 중 종목 활동빈도 종목 경력에 따른 안전사, 
고 대처법 및 예방법 인지에 차이가 발견됨.

◦ 종목 활동빈도가 잦을수록 년 이상 경력자의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 2

치 요령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99Ⅲ❙ ❙ 매우긍정 긍정비율(Top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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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3.14 36.2 2.95 32.3 3.15 32.3 3.01 33.1 2.99 30.0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3.00 34.5 3.03 34.5 3.10 31.0 3.31 37.9 3.38 41.4

월 회 이상1 34 3.18 32.4 3.06 35.3 3.29 38.2 3.09 32.4 3.06 29.4

개월 당 회2-6 1 42 3.29 45.2 2.95 38.1 3.24 38.1 3.00 42.9 2.95 31.0

비정기 25 3.00 28.0 2.72 16.0 2.84 16.0 2.56 12.0 2.52 16.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2.69 25.0 2.72 25.0 2.88 15.6 2.84 28.1 2.75 21.9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3.03 26.7 3.03 36.7 3.17 36.7 3.33 46.7 3.27 50.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3.34 42.1 3.00 28.9 3.13 31.6 2.82 23.7 2.74 10.5

시간 초과 2 30 3.47 50.0 3.07 40.0 3.43 46.7 3.10 36.7 3.30 43.3

종목 
능숙도

초급 94 3.13 35.1 2.93 31.9 3.07 26.6 2.90 28.7 2.84 23.4

중급 28 3.21 39.3 2.89 28.6 3.29 50.0 3.32 46.4 3.39 46.4

상급 8 3.00 37.5 3.50 50.0 3.50 37.5 3.13 37.5 3.38 50.0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3.16 34.1 2.77 25.0 2.91 18.2 2.70 27.3 2.57 20.5

년 이상 년 미만2 -5 33 3.03 33.3 3.00 33.3 3.24 45.5 3.06 33.3 3.18 36.4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3.38 51.7 3.21 41.4 3.55 55.2 3.31 41.4 3.21 31.0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3.07 26.7 2.93 33.3 3.13 20.0 3.20 40.0 3.27 33.3

년 이상20 9 2.78 22.2 2.89 33.3 2.67 0.0 3.00 22.2 3.22 44.4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Top2: [4] [5]※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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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매우긍정 긍정비율 계속-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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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3.05 36.2 3.05 35.4 2.96 33.8 3.17 36.9 3.02 27.7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3.52 58.6 3.28 44.8 3.17 44.8 3.17 37.9 3.10 37.9

월 회 이상1 34 3.12 32.4 3.09 35.3 3.00 35.3 3.24 29.4 3.00 17.6

개월 당 회2-6 1 42 2.93 35.7 3.00 35.7 2.95 33.3 3.26 47.6 3.05 35.7

비정기 25 2.60 16.0 2.80 24.0 2.68 20.0 2.92 28.0 2.92 16.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2.78 25.0 2.81 31.3 2.88 31.3 3.00 31.3 2.97 21.9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3.40 50.0 3.23 33.3 3.17 46.7 3.20 40.0 3.23 30.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2.76 18.4 2.71 23.7 2.79 26.3 2.97 26.3 2.66 13.2

시간 초과 2 30 3.33 56.7 3.53 56.7 3.07 33.3 3.57 53.3 3.33 50.0

종목 
능숙도

초급 94 2.96 29.8 3.01 33.0 2.87 30.9 3.13 34.0 2.93 22.3

중급 28 3.25 53.6 3.07 42.9 3.11 35.7 3.21 46.4 3.25 42.9

상급 8 3.38 50.0 3.38 37.5 3.50 62.5 3.50 37.5 3.38 37.5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2.52 15.9 2.82 25.0 2.75 31.8 3.09 36.4 2.98 25.0

년 이상 년 미만2 -5 33 3.27 45.5 3.06 36.4 3.00 33.3 3.06 36.4 3.03 27.3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3.10 37.9 3.17 41.4 3.10 37.9 3.34 37.9 3.07 31.0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3.67 66.7 3.33 46.7 3.27 46.7 3.20 33.3 3.13 33.3

년 이상20 9 3.56 44.4 3.22 44.4 2.89 11.1 3.33 44.4 2.89 22.2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Top2: [4] [5]※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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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2) 

부상 상황 및 정도별 변인 중 지도자 숙련자 관여에 따른 스포/
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인지도에 차이가 발견됨.

◦ 전문 숙련자 교육 집단에서 각종 세부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가 높게 /

조사되어 전문 숙련자의 교육이 참여자의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및 예/

방법 인지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매우긍정 긍정비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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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3.14 36.2 2.95 32.3 3.15 32.3 3.01 33.1 2.99 30.0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3.24 42.9 2.97 33.7 3.23 36.7 3.02 36.7 3.00 31.6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3.33 33.3 3.00 33.3 2.67 33.3 3.33 33.3 3.33 66.7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2.76 13.8 2.90 27.6 2.90 17.2 2.93 20.7 2.93 20.7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3.33 44.8 2.93 32.8 3.15 35.8 2.82 29.9 2.72 20.9

미착용 63 2.94 27.0 2.98 31.7 3.14 28.6 3.21 36.5 3.29 39.7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3.02 28.9 3.02 33.3 3.20 35.6 3.11 35.6 3.07 33.3

미확인 85 3.20 40.0 2.92 31.8 3.12 30.6 2.95 31.8 2.95 28.2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3.23 39.8 2.95 31.3 3.20 33.7 3.06 38.6 2.94 30.1

미실시 47 2.98 29.8 2.96 34.0 3.04 29.8 2.91 23.4 3.09 29.8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3.19 33.3 2.67 18.5 2.70 11.1 2.63 14.8 2.67 18.5

주 미만 가료1 28 3.04 28.6 2.89 25.0 3.14 28.6 3.07 32.1 3.07 25.0

주 가료1-2 36 2.92 30.6 2.97 30.6 3.17 36.1 3.14 38.9 3.06 30.6

주 가료3-4 28 3.32 53.6 3.25 53.6 3.54 53.6 3.21 42.9 3.14 35.7

주 가료5-8 7 3.29 14.3 2.71 28.6 2.86 14.3 2.71 28.6 3.00 57.1

주 이상 가료9 4 4.00 75.0 3.50 50.0 3.75 50.0 3.00 50.0 3.00 5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Top2: [4] [5]※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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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100Ⅲ❙ ❙ 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매우긍정 긍정비율 계속(Top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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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3.05 36.2 3.05 35.4 2.96 33.8 3.17 36.9 3.02 27.7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3.03 35.7 3.10 39.8 2.95 33.7 3.21 38.8 3.07 30.6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4.33 100.0 3.33 33.3 2.33 0.0 2.00 0.0 2.67 0.0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2.97 31.0 2.83 20.7 3.07 37.9 3.14 34.5 2.90 20.7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2.84 29.9 2.99 32.8 2.79 31.3 3.10 32.8 2.94 25.4

미착용 63 3.27 42.9 3.11 38.1 3.14 36.5 3.24 41.3 3.11 30.2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3.02 33.3 3.07 35.6 2.93 35.6 3.27 37.8 3.13 31.1

미확인 85 3.06 37.6 3.04 35.3 2.98 32.9 3.12 36.5 2.96 25.9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3.07 36.1 3.07 38.6 2.93 33.7 3.22 41.0 3.02 28.9

미실시 47 3.00 36.2 3.00 29.8 3.02 34.0 3.09 29.8 3.02 25.5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2.67 18.5 2.70 18.5 2.74 22.2 2.81 25.9 2.81 18.5

주 미만 가료1 28 2.89 25.0 3.11 32.1 3.14 35.7 3.32 42.9 3.04 21.4

주 가료1-2 36 3.28 41.7 3.25 44.4 2.81 25.0 3.22 36.1 3.14 30.6

주 가료3-4 28 3.18 50.0 3.00 39.3 3.21 53.6 3.21 35.7 3.07 35.7

주 가료5-8 7 3.00 42.9 3.00 42.9 2.86 42.9 3.00 42.9 2.71 28.6

주 이상 가료9 4 3.75 75.0 3.50 50.0 3.00 25.0 4.00 75.0 3.50 5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Top2: [4] [5]※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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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3) 

뇌진탕 시 대처 회전근개 파열 시 대처 저체온증 발생 시 대처, , 
법을 제외한 전반적인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임.

표 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인지도 매우긍정 긍정비율-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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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3.14 36.2 2.95 32.3 3.15 32.3 3.01 33.1 2.99 30.0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3.50 43.8 3.13 37.5 3.44 50.0 3.31 50.0 3.06 25.0

저위험 음주군 72 3.18 37.5 3.03 33.3 3.21 34.7 3.01 31.9 2.94 27.8

비음주군 42 2.93 31.0 2.76 28.6 2.93 21.4 2.88 28.6 3.05 35.7

흡연 
여부

비흡연 71 3.23 38.0 2.96 33.8 3.06 28.2 3.04 33.8 2.99 31.0

흡연 59 3.03 33.9 2.95 30.5 3.25 37.3 2.97 32.2 3.00 28.8

성별
남성 78 3.19 41.0 2.91 33.3 3.12 34.6 2.94 32.1 2.97 28.2

여성 52 3.06 28.8 3.02 30.8 3.19 28.8 3.12 34.6 3.02 32.7

연령

대20 19 2.84 26.3 2.58 21.1 3.00 36.8 2.95 31.6 2.95 31.6

대30 69 3.30 40.6 3.17 40.6 3.22 34.8 3.14 39.1 3.12 36.2

대40 30 3.03 33.3 2.80 23.3 3.07 23.3 2.73 20.0 2.83 20.0

대50 9 2.78 33.3 2.44 22.2 3.11 33.3 3.00 33.3 2.78 22.2

세 이상60 3 3.33 33.3 3.33 33.3 3.33 33.3 3.00 33.3 2.67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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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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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3.05 36.2 3.05 35.4 2.96 33.8 3.17 36.9 3.02 27.7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3.38 56.3 3.13 43.8 3.00 37.5 3.50 56.3 3.25 31.3

저위험 음주군 72 3.03 31.9 3.00 30.6 3.00 38.9 3.14 33.3 3.06 27.8

비음주군 42 2.95 35.7 3.10 40.5 2.88 23.8 3.10 35.7 2.88 26.2

흡연 
여부

비흡연 71 2.99 29.6 3.01 29.6 3.00 32.4 3.13 36.6 2.94 25.4

흡연 59 3.12 44.1 3.08 42.4 2.92 35.6 3.22 37.3 3.12 30.5

성별
남성 78 3.00 38.5 3.10 43.6 3.01 38.5 3.08 34.6 3.04 32.1

여성 52 3.12 32.7 2.96 23.1 2.88 26.9 3.31 40.4 3.00 21.2

연령

대20 19 2.95 31.6 2.74 21.1 2.84 36.8 2.68 21.1 2.68 10.5

대30 69 3.16 39.1 3.26 42.0 3.12 40.6 3.28 40.6 3.13 31.9

대40 30 3.00 36.7 2.77 26.7 2.67 16.7 3.17 36.7 2.93 26.7

대50 9 2.67 33.3 3.00 44.4 3.00 33.3 3.56 55.6 3.00 22.2

세 이상60 3 2.67 0.0 3.00 33.3 3.00 33.3 2.67 0.0 3.67 66.7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Top2: [4] [5]※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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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습득 경로는 응급처치 전문기관 의‘ ’(32.3%), ‘

료인 인터넷 스포츠 전문지도자 숙련자’(30.0%), ‘ ’(29.2%), ‘ / ’(2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47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102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구분 사례수

응급
처치
전문
기관

의료인 인터넷

스포츠
전문

지도자/
숙련자

책자 TV 기타

전   체 130 32.3 30.0 29.2 28.5 20.8 15.4 1.5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42.5 45.0 20.0 32.5 22.5 15.0 5.0

행글라이딩 40 27.5 27.5 27.5 27.5 17.5 15.0 0.0

패러글라이딩 50 28.0 20.0 38.0 26.0 22.0 16.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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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1) 

종목 활동빈도가 잦을수록 회당 활동시간이 짧을수록 스포츠 , 1 ‘
전문지도자 숙련자 로부터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한다는 응답률/ ’

이 높아짐.

반면 활동빈도가 드물수록 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TV’
로 높음.

표 종목 관여도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103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응급
처치
전문
기관

의료인 인터넷

스포츠
전문

지도자/
숙련자

책자 TV 기타

전   체 130 32.3 30.0 29.2 28.5 20.8 15.4 1.5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31.0 44.8 13.8 37.9 13.8 3.4 0.0 

월 회 이상1 34 29.4 32.4 41.2 29.4 20.6 14.7 0.0 

개월 당 회2-6 1 42 31.0 23.8 28.6 28.6 26.2 19.0 0.0 

비정기 25 40.0 20.0 32.0 16.0 20.0 24.0 8.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28.1 43.8 25.0 37.5 18.8 18.8 0.0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33.3 33.3 16.7 30.0 26.7 3.3 0.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34.2 23.7 31.6 26.3 21.1 7.9 2.6 

시간 초과 2 30 33.3 20.0 43.3 20.0 16.7 33.3 3.3 

종목 
능숙도

초급 94 33.0 27.7 26.6 27.7 22.3 16.0 2.1 

중급 28 32.1 42.9 28.6 39.3 21.4 10.7 0.0 

상급 8 25.0 12.5 62.5 0.0 0.0 25.0 0.0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31.8 20.5 25.0 22.7 36.4 29.5 4.5 

년 이상 년 미만2 -5 33 33.3 39.4 30.3 21.2 9.1 9.1 0.0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34.5 27.6 41.4 27.6 17.2 10.3 0.0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40.0 33.3 20.0 46.7 13.3 0.0 0.0 

년 이상20 9 11.1 44.4 22.2 55.6 11.1 11.1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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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2)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가 높을수록 응급처치 전문기관 에서 응급/ ‘ ’
처치 요령을 습득했다는 응답이 증가함.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104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응급
처치
전문
기관

의료인 인터넷

스포츠
전문

지도자/
숙련자

책자 TV 기타

전   체 130 32.3 30.0 29.2 28.5 20.8 15.4 1.5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34.7 24.5 30.6 23.5 22.4 16.3 2.0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33.3 100.0 33.3 0.0 0.0 0.0 0.0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24.1 41.4 24.1 48.3 17.2 13.8 0.0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47.8 17.9 31.3 22.4 26.9 25.4 3.0 

미착용 63 15.9 42.9 27.0 34.9 14.3 4.8 0.0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28.9 28.9 26.7 37.8 28.9 22.2 2.2 

미확인 85 34.1 30.6 30.6 23.5 16.5 11.8 1.2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30.1 31.3 25.3 26.5 24.1 20.5 2.4 

미실시 47 36.2 27.7 36.2 31.9 14.9 6.4 0.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63.0 14.8 14.8 29.6 18.5 7.4 3.7 

주 미만 가료1 28 21.4 42.9 21.4 28.6 14.3 14.3 0.0 

주 가료1-2 36 22.2 33.3 30.6 27.8 16.7 11.1 2.8 

주 가료3-4 28 35.7 32.1 39.3 32.1 32.1 14.3 0.0 

주 가료5-8 7 14.3 14.3 42.9 14.3 28.6 28.6 0.0 

주 이상 가료9 4 0.0 25.0 75.0 25.0 25.0 100.0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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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3) 

남성은 응급처치 전문기관 인터넷 책자 를 통해 응급처치 ‘ ’, ‘ ’, ‘ ’
요령을 습득하였다고 여성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

였으며 여성은 의료인 에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음, ‘ ’, ‘TV’ .

표 기본 특성별 응급처치 요령 습득경로-105Ⅲ❙ ❙
단위 복수응답( : %, )

구분 사례수

응급
처치
전문
기관

의료인 인터넷

스포츠
전문

지도자/
숙련자

책자 TV 기타

전   체 130 32.3 30.0 29.2 28.5 20.8 15.4 1.5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31.3 18.8 50.0 31.3 31.3 18.8 0.0 

저위험 음주군 72 31.9 38.9 20.8 33.3 22.2 12.5 1.4 

비음주군 42 33.3 19.0 35.7 19.0 14.3 19.0 2.4 

흡연 
여부

비흡연 71 35.2 29.6 26.8 21.1 15.5 14.1 2.8 

흡연 59 28.8 30.5 32.2 37.3 27.1 16.9 0.0 

성별
남성 78 37.2 23.1 32.1 28.2 24.4 12.8 1.3 

여성 52 25.0 40.4 25.0 28.8 15.4 19.2 1.9 

연령

대20 19 36.8 47.4 15.8 26.3 15.8 0.0 0.0 

대30 69 34.8 33.3 27.5 23.2 23.2 14.5 2.9 

대40 30 26.7 16.7 40.0 36.7 20.0 30.0 0.0 

대50 9 33.3 22.2 22.2 33.3 11.1 11.1 0.0 

세 이상60 3 0.0 0.0 66.7 66.7 33.3 0.0 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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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 
가 로 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비율 대비 높게 62.3% ‘ (37.7%) 

나타남.

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 -48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106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30 62.3 37.7 100.0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57.5 42.5 100.0

행글라이딩 40 65.0 35.0 100.0

패러글라이딩 50 64.0 36.0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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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1) 

종목 활동빈도가 잦을수록 종목 경력이 오래 되었을수록 스포, 
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107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30 62.3 37.7 100.0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75.9 24.1 100.0

월 회 이상1 34 61.8 38.2 100.0

개월 당 회2-6 1 42 52.4 47.6 100.0

비정기 25 64.0 36.0 100.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65.6 34.4 100.0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83.3 16.7 100.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44.7 55.3 100.0

시간 초과 2 30 60.0 40.0 100.0

종목 
능숙도

초급 94 60.6 39.4 100.0

중급 28 60.7 39.3 100.0

상급 8 87.5 12.5 100.0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59.1 40.9 100.0

년 이상 년 미만2 -5 33 63.6 36.4 100.0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62.1 37.9 100.0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73.3 26.7 100.0

년 이상20 9 55.6 44.4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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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2) 

지도자 숙련자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었던 집단의 교육 이수율이 /
높게 조사됨.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108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30 62.3 37.7 100.0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64.3 35.7 100.0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100.0 0.0 100.0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51.7 48.3 100.0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62.7 37.3 100.0

미착용 63 61.9 38.1 100.0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66.7 33.3 100.0

미확인 85 60.0 40.0 100.0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57.8 42.2 100.0

미실시 47 70.2 29.8 100.0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55.6 44.4 100.0

주 미만 가료1 28 60.7 39.3 100.0

주 가료1-2 36 75.0 25.0 100.0

주 가료3-4 28 57.1 42.9 100.0

주 가료5-8 7 57.1 42.9 100.0

주 이상 가료9 4 50.0 50.0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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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3) 

여성의 교육 이수율이 남성 대비 높게 조사됨.

표 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율-109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계

전   체 130 62.3 37.7 100.0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68.8 31.3 100.0

저위험 음주군 72 65.3 34.7 100.0

비음주군 42 54.8 45.2 100.0

흡연 
여부

비흡연 71 62.0 38.0 100.0

흡연 59 62.7 37.3 100.0

성별
남성 78 56.4 43.6 100.0

여성 52 71.2 28.8 100.0

연령

대20 19 57.9 42.1 100.0

대30 69 72.5 27.5 100.0

대40 30 43.3 56.7 100.0

대50 9 44.4 55.6 100.0

세 이상60 3 100.0 0.0 100.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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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회 팀 대학교의 정규 강좌’(37.0%), ‘ / ’(35.8%), ‘ ’(3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기관 유형-49Ⅲ❙ ❙
단위 복수응답( : %, )

실태조사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자, n=81※ 

안전사고 대비교육 이수자의 총 사례수 를 고려하여 각종 (n=65)
응답자 특성 변인별 세부 분석은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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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교육을 받고 ‘
싶었으나 어느 기관에서 교육하는지 몰라서 스포츠활동 중 부’, ‘

상을 대비한 안전교육이 있는지 몰라서 가 각 로 높게 나’ 36.7%

왔으며 교육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는 임, ‘ ’ 26.5% .

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 이유-50Ⅲ❙ ❙
단위( : %)

실태조사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자, n=49※ 

안전사고 대비교육 미이수자의 총 사례수 를 고려하여 각(n=49)
종 응답자 특성 변인별 세부 분석은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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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56.2%(
우 필요 필요 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7.7%+ 28.5%) 18.5%

전혀 불필요 불필요 에 비해 높게 나타남( 4.6%+ 13.8%) .

그림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51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110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함

전   체 130 4.6 13.8 25.4 28.5 27.7 18.5 56.2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2.5 20.0 22.5 25.0 30.0 22.5 55.0 

행글라이딩 40 12.5 15.0 22.5 27.5 22.5 27.5 50.0 

패러글라이딩 50 0.0 8.0 30.0 32.0 30.0 8.0 62.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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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1) 

회당 활동시간이 짧을수록 종목 능숙도가 높을수록 종목 경력1 , , 
이 오래 되었을수록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표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111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함

전   체 130 4.6 13.8 25.4 28.5 27.7 18.5 56.2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6.9 34.5 13.8 27.6 17.2 41.4 44.8

월 회 이상1 34 5.9 8.8 38.2 11.8 35.3 14.7 47.1

개월 당 회2-6 1 42 2.4 2.4 23.8 33.3 38.1 4.8 71.4

비정기 25 4.0 16.0 24.0 44.0 12.0 20.0 56.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15.6 15.6 34.4 12.5 21.9 31.3 34.4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3.3 23.3 23.3 40.0 10.0 26.7 50.0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0.0 13.2 23.7 31.6 31.6 13.2 63.2

시간 초과 2 30 0.0 3.3 20.0 30.0 46.7 3.3 76.7

종목 
능숙도

초급 94 3.2 13.8 25.5 28.7 28.7 17.0 57.4

중급 28 7.1 14.3 21.4 28.6 28.6 21.4 57.1

상급 8 12.5 12.5 37.5 25.0 12.5 25.0 37.5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2.3 9.1 22.7 31.8 34.1 11.4 65.9

년 이상 년 미만2 -5 33 3.0 15.2 33.3 24.2 24.2 18.2 48.5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0.0 17.2 24.1 34.5 24.1 17.2 58.6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13.3 6.7 26.7 26.7 26.7 20.0 53.3

년 이상20 9 22.2 33.3 11.1 11.1 22.2 55.6 33.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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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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장비 미착용, 

자 준비운동 미실시자의 경우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이 필, , 

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됨.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112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함

전   체 130 4.6 13.8 25.4 28.5 27.7 18.5 56.2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2.0 10.2 24.5 32.7 30.6 12.2 63.3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0.0 66.7 0.0 0.0 33.3 66.7 33.3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13.8 20.7 31.0 17.2 17.2 34.5 34.5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1.5 7.5 20.9 28.4 41.8 9.0 70.1 

미착용 63 7.9 20.6 30.2 28.6 12.7 28.6 41.3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6.7 11.1 20.0 37.8 24.4 17.8 62.2 

미확인 85 3.5 15.3 28.2 23.5 29.4 18.8 52.9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3.6 7.2 28.9 27.7 32.5 10.8 60.2 

미실시 47 6.4 25.5 19.1 29.8 19.1 31.9 48.9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7.4 14.8 22.2 29.6 25.9 22.2 55.6 

주 미만 가료1 28 0.0 14.3 32.1 32.1 21.4 14.3 53.6 

주 가료1-2 36 5.6 22.2 16.7 30.6 25.0 27.8 55.6 

주 가료3-4 28 7.1 7.1 28.6 25.0 32.1 14.3 57.1 

주 가료5-8 7 0.0 0.0 42.9 28.6 28.6 0.0 57.1 

주 이상 가료9 4 0.0 0.0 25.0 0.0 75.0 0.0 75.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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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3) 

연령대가 높을수록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의 필요성을 강하
게 인식하고 있음.

표 기본 특성별 스포츠 안전사고 대비교육 필요성 인식-113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함

전   체 130 4.6 13.8 25.4 28.5 27.7 18.5 56.2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0.0 6.3 12.5 43.8 37.5 6.3 81.3 

저위험 음주군 72 4.2 13.9 29.2 26.4 26.4 18.1 52.8 

비음주군 42 7.1 16.7 23.8 26.2 26.2 23.8 52.4 

흡연 
여부

비흡연 71 5.6 12.7 31.0 23.9 26.8 18.3 50.7 

흡연 59 3.4 15.3 18.6 33.9 28.8 18.6 62.7 

성별
남성 78 2.6 15.4 25.6 30.8 25.6 17.9 56.4 

여성 52 7.7 11.5 25.0 25.0 30.8 19.2 55.8 

연령

대20 19 15.8 21.1 15.8 15.8 31.6 36.8 47.4 

대30 69 2.9 13.0 29.0 29.0 26.1 15.9 55.1 

대40 30 0.0 10.0 26.7 30.0 33.3 10.0 63.3 

대50 9 0.0 22.2 11.1 55.6 11.1 22.2 66.7 

세 이상60 3 33.3 0.0 33.3 0.0 33.3 33.3 33.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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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장비 안전점검 강화, ‘ ’(35.4%), ‘ / ’ 

안전의식 개선(12.3%), ‘ ’(9.2%) 등의 의견이 주로 제시됨.

표 안전한 스포츠 활동 위한 개선사항-114Ⅲ❙ ❙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응답비율

전   체 130

스포츠안전교육 강화 46 35.4

시설 장비 안전점검 강화/ 16 12.3

안전의식 개선 12 9.2

우수 안전용품 개발 보급/ 5 3.8

안전수칙 준수 5 3.8

지도자 역량강화 4 3.1

지도자 전문가 양성 및 배치/ 4 3.1

시설 장소에 전문가 배치/ 3 2.3

사전사후 준비운동 3 2.3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 3 2.3

교육 플랫폼 증대 3 2.3

적정 계절 기온에 운동, 2 1.5

스포츠안전교육 제도화 2 1.5

예방법 숙지 2 1.5

상황중심교육 2 1.5

장비 장구 확인/ 2 1.5

안전수칙 고지 교육/ 2 1.5

스포츠시설 확대 개선/ 2 1.5

안전제도 정비 2 1.5

없음 6 4.6

모름 무응답/ 14 10.8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30※ 

응답률 이상만 제시함1.0%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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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

항공스포츠 부상 경험자 명 중 명 이상 이 일반 상10 5 (58.5%) ‘
해보험 및 공제 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 비율은 로 , ‘ ’ 13.8%
나타남.

그림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 -52 /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여부-115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

일반 상해
보험 및 

공제 가입

둘 다 
미가입

잘 모름

전   체 130 13.8 58.5 17.7 10.0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20.0 62.5 15.0 2.5

행글라이딩 40 12.5 62.5 12.5 12.5

패러글라이딩 50 10.0 52.0 24.0 14.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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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1) /

종목 관여도에 따른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에/
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종목 관여도별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116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

일반 상해
보험 및 

공제 가입

둘 다 
미가입

잘 모름

전   체 130 13.8 58.5 17.7 10.0

종목
활동
빈도

주 회 이상1 29 24.1 58.6 13.8 3.4

월 회 이상1 34 11.8 55.9 20.6 11.8

개월 당 회2-6 1 42 11.9 61.9 19.0 7.1

비정기 25 8.0 56.0 16.0 20.0

회당 1
활동 
시간

분 이하30 32 18.8 53.1 18.8 9.4

분 초과 분 이하30 -60 30 3.3 86.7 6.7 3.3

시간 초과 시간 이하1 -2 38 15.8 52.6 21.1 10.5

시간 초과 2 30 16.7 43.3 23.3 16.7

종목 
능숙도

초급 94 17.0 53.2 19.1 10.6

중급 28 7.1 78.6 7.1 7.1

상급 8 0.0 50.0 37.5 12.5

종목 
경력

년 미만 2 44 9.1 61.4 15.9 13.6

년 이상 년 미만2 -5 33 12.1 66.7 15.2 6.1

년 이상 년 미만 5 -10 29 24.1 48.3 24.1 3.4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 6.7 60.0 13.3 20.0

년 이상20 9 22.2 44.4 22.2 11.1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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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2) /

전문 숙련자의 관여도가 높은 집단에서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 ‘
및 공제 가입 또는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비율이 높게 ’ ‘ ’ 

조사됨.

표 부상 상황 및 정도별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117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

일반 상해
보험 및 

공제 가입

둘 다 
미가입

잘 모름

전   체 130 13.8 58.5 17.7 10.0

지도자/
숙련자 
관여도

전문숙련자 교육실시/ 98 13.3 61.2 17.3 8.2

전문숙련자 교육 미실시/ 3 0.0 100.0 0.0 0.0

지도숙련자 미배석/ 29 17.2 44.8 20.7 17.2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착용 67 16.4 55.2 14.9 13.4

미착용 63 11.1 61.9 20.6 6.3

환경위험 
사전확인

확인 45 13.3 64.4 11.1 11.1

미확인 85 14.1 55.3 21.2 9.4

준비운동
실시여부

실시 83 9.6 67.5 18.1 4.8

미실시 47 21.3 42.6 17.0 19.1

부상 
가료기간

경미 가료기간 없음- 27 25.9 37.0 22.2 14.8

주 미만 가료1 28 10.7 75.0 10.7 3.6

주 가료1-2 36 11.1 66.7 8.3 13.9

주 가료3-4 28 14.3 53.6 25.0 7.1

주 가료5-8 7 0.0 71.4 28.6 0.0

주 이상 가료9 4 0.0 25.0 50.0 25.0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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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특성별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3) /

기본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에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기본 특성별 스포츠 일반 상해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118 /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스포츠 활동 
전용 

보험 및 
공제 가입

일반 상해
보험 및 

공제 가입

둘 다 
미가입

잘 모름

전   체 130 13.8 58.5 17.7 10.0

음주 
행태

고위험 음주군 16 25.0 68.8 0.0 6.3

저위험 음주군 72 12.5 61.1 18.1 8.3

비음주군 42 11.9 50.0 23.8 14.3

흡연 
여부

비흡연 71 15.5 57.7 16.9 9.9

흡연 59 11.9 59.3 18.6 10.2

성별
남성 78 12.8 61.5 17.9 7.7

여성 52 15.4 53.8 17.3 13.5

연령

대20 19 21.1 73.7 5.3 0.0

대30 69 13.0 59.4 17.4 10.1

대40 30 10.0 53.3 20.0 16.7

대50 9 22.2 44.4 33.3 0.0

세 이상60 3 0.0 33.3 33.3 33.3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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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을 들 정도로 활동을 자주 하지 않아서 어떤 회사에 ’(28.3%), ‘

그런 보험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25.3%), ‘

는 다른 보험이 있어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23.2%) .

그림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 이유-53Ⅲ❙ ❙
단위( : %)

실태조사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자, n=99※ 

표 세부 종목별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 이유-119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활동 자주 
하지 않음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몰랐음

다른 보험 
가입

그런 보험 
있는지 몰

랐음

다칠 위험이 
적은 스포

츠

전   체 99 28.3 25.3 23.2 13.1 10.1

종목

스카이다이빙 31 29.0 38.7 19.4 6.5 6.5

행글라이딩 30 23.3 20.0 16.7 20.0 20.0

패러글라이딩 38 31.6 18.4 31.6 13.2 5.3

실태조사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자, 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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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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하35.4%( 7.7%+ 27.7%) , ‘

다 는 응답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 (29.2%: 6.9%+

음 에 비해 높은 수준임22.3%) .

그림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필요성 인식-54Ⅲ❙ ❙
단위( : %)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30※ 

표 세부 종목별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필요성 인식-120Ⅲ❙ ❙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필
요하지  
않다

별로 필
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
요

하다
불필요 필요

전   체 130 6.9 22.3 35.4 27.7 7.7 29.2 35.4

종목

스카이다이빙 40 5.0 25.0 32.5 32.5 5.0 30.0 37.5

행글라이딩 40 12.5 17.5 35.0 27.5 7.5 30.0 35.0

패러글라이딩 50 4.0 24.0 38.0 24.0 10.0 28.0 34.0

실태조사 전체응답자,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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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비용 지출6) 

현재 스포츠 상해 및 공제서비스 가입자들의 연평균 지출 금액
은 만원으로 나타남88.89 .

 반면 현재 스포츠 상해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자들의 향후 가입  , 

시 연평균 지출 의향금액은 이보다 높은 만원으로 조사됨150.87 .

그림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비용 지출 현황 및 의향-55Ⅲ❙ ❙
단위 만원( : %, )

현 가입자 지출비용 실태조사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가입자: , n=18※ 

미 가입자 지출의향 실태조사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자: , 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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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부 종목별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비용 지출 현황-121Ⅲ❙ ❙
단위 만원( : %, )

구분 사례수
연 만원 10

이하

연 만원 10
초과

만원- 20

연 만원 20
초과

만원- 50

연 만원 50
초과

평균
금액
만원( )

전   체 18 44.4 11.1 11.1 16.7 88.89

종목

스카이다이빙 8 37.5 12.5 12.5 25.0 89.13

행글라이딩 5 80.0 20.0 0.0 0.0 8.20

패러글라이딩 5 20.0 0.0 20.0 20.0 169.20

실태조사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가입자, n=18※ 

모름 무응답 제외/ 16.7% ※ 

개별 사례수 표본 이하 결과는 해석 시 주의를 요함20※ 

표 세부 종목별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비용 지출 의향-122Ⅲ❙ ❙
단위 만원( : %, )

구분 사례수
연 만원 10

이하

연 만원 10
초과

만원- 20

연 만원 20
초과

만원- 50

연 만원 50
초과

평균
금액
만원( )

전   체 99 36.4 24.2 22.2 14.1 150.87

종목

스카이다이빙 31 25.8 19.4 38.7 12.9 197.52

행글라이딩 30 46.7 26.7 16.7 6.7 186.33

패러글라이딩 38 36.8 26.3 13.2 21.1 84.82

실태조사 스포츠 상해보험 및 공제서비스 미가입자, n=99※ 

모름 무응답 제외/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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