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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aim of this survey was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ports injury patients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by Korean Medicine Doctors (KMDs) and the treatment patterns of Korean medicine for ankle sprain which is one of 

the common sports injuries. Methods :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KMDs interested in sports injuries to assess their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ports injuries including diagnosis, intervention, and treatment plan for ankle sprain. Results : A total 

of 276 KMD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y answered that 12% (median, range 0∼80%) of patients visiting a Korean medical 

institution had sports injuries. Sports injuries frequently occur in the ankle, back, shoulder, knee, and elbow and the most common 

sports injury was sprain/strain. Many participants were aware that sports injurie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other 

musculoskeletal diseases in general. They reported that confirmation of fracture, swelling, and tenderness was essential to 

diagnose ankle sprains. Acupuncture was the most commonly used treatment and reported to need 2 to 6 weeks of treatment 

period, depending on the severity. Conclusions : Based on the findings regarding treatment of sports injury patients by KMDs, this 

study would be utilized as basic information for pragmatic clinical research design related to sports medicin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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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스포츠 손상은 ‘운동에 의한 모든 급만성 신체손상’1)으로 미국대

학체육협회(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는 

‘경기나 훈련 때문에 일어난 손상으로, 트레이너 혹은 의사가 하루 

이상 경기나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관찰이 필요

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2). 

현재 스포츠의학은 이러한 전문 운동선수의 스포츠 관련 외상의 

치료와 재활, 예방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화, 질병, 

외상 등으로 저하된 체력을 증진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넓은 범주로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406/acu.2018.024&domain=pdf&date_stamp=2018-12-27
https://orcid.org/0000-0002-8729-2143
https://orcid.org/0000-0002-475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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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고 있다3). 한의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스포츠의학의 넓은 개

념이 이미 일차 의료기관에서 적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선수 대상 

스포츠 손상에 대한 적극적 접근이 학회, 개인 등의 주도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국내의 스포츠 경기에 한의사 팀닥터를 

파견한 의무지원 활동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으며4-7), 최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최초로 한의폴리

클리닉이 운영되어 호평을 받았다8,9). 또한 침, 추나 등의 한의학 

치료가 운동선수에게 도움이 된다는 설문조사 연구10)나 증례연구
11) 또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의학적 치료 중재가 스

포츠 손상의 치료, 재활, 예방, 정신적 측면의 강화 등의 분야에 

임상적 강점이 있음을 시사하나, 여전히 이에 대한 높은 인과관계

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포츠 손상에 대한 

회복이 단순히 근골격계 문제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에 그 목적

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하고, 경기력

을 회복시키며, 나아가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12) 기존의 근골격계에 대한 한의학적 임상적 근거에 

더 나아가 스포츠 한의학만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근거 구축의 필

요성이 절실하다. 한편, 발목 염좌는 한의원 내원 환자의 다빈도 

질병의 순위권 내에 들 뿐만 아니라13) 스포츠 손상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는 질환이다. 스포츠 손상은 주로 두부, 척추, 무릎, 대퇴, 

발목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14),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스

포츠 손상 빈도에서 발목 및 대퇴 염좌가 가장 흔한 부상으로 조사

되었다15). 

이에 본 연구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① 한방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스포츠 손상 환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

고, ② 한방의료기관에 다빈도로 내원하는 스포츠 손상 중 하나인 

발목 염좌에 대한 한의사의 진료 방식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스

포츠한의학의 현주소를 일선 한의사의 시점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설문조사는 ① 스포츠 손상 치료에 관심이 있는 한의사 중 

②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인의 의지로 연구에 참여하

는데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혹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연구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은 제외하였다. 

적합한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

였다. ① 최근 5년간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내 개설되어 있는 ‘팀닥

터 프로그램’의 최근 5년 이수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가 포함된 이

메일을 발송하였고; ②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이사 및 간사진의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제시한 이후 연구의 포함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설문 링크를 확산시키는 방식의 비확

률적 표본추출 기법(스노우볼 표집)을 사용하였다. 가능한 한 전수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나, 한정된 연구비 및 

연구 기간의 문제로 200명의 대상자 모집을 목표로 하였다. 

2. 연구 절차

1) 연구자 동의 및 윤리적 문제: 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 상 연구

대상자와 대면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이후 서면 동

의를 받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한 후 ① 동의하는 경우에만 응답하라는 문구를 

삽입한 후 ‘확인’을 눌러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하였고 ② 다음 

장에 참여 동의 여부를 체크박스를 통해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를 포함한 모든 연구방법에 대하여 가천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이후 연구를 

진행하였다(승인번호 1044396-201711-HR-182-01).

2) 조사 항목: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임상경력 등); ② 스포츠 손상에 대한 경험과 인식 문항(다빈

도 스포츠 손상 부위, 손상 종류, 한의약 치료 중재가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는 스포츠 손상의 종류, 스포츠 손상 치료 시 고려 요소 

등); ③ 스포츠 손상 중 발목 염좌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문항(진단, 

치료 중재 및 치료계획, 예후평가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질문 

유형은 내용에 따라 객관식(단일, 혹은 복수 응답), 단답형을 비롯

한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 등이 활용되었다. 객관식 

문항의 경우 스포츠한의학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내용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필수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한 경우에만 설문

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질문 문항의 카테고리에 따라 페이지

의 완결성을 주어 피험자가 순차적으로 응답을 용이하게 할 수 있

도록 개발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성별, 임상경력, 지역, 근무 형태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소, 기타), 하루에 내원하는 환자 중 스포츠 

손상 환자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2) 스포츠 손상에 대한 경험과 인식: 스포츠 손상에 대한 경험 

문항은 다음과 같다: 가) 스포츠 손상 부위에 대한 그림과 부위별 

번호를 제시한 후 한방의료기관 내원 환자가 호소하는 손상 부위 

모두(복수응답)와 다빈도 부위(단일응답)를 객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Fig. 1). 나) 한방의료기관 내원 환자가 호소하는 스포츠 손

상 종류 모두와 다빈도 손상 종류를 객관식(탈구, 골절, 인대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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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ost common sports injured body part among patients
visiting Korean Medical institution.

근육파열, 염좌 좌상, 타박상, 추간판탈출, 기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스포츠 손상에 대한 인식 문항으로는 가) 한의약 치료 중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스포츠 손상 종류와, 나) 일반 근골격계 

치료와 달리 스포츠 손상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치료 목

표, 손상 원인, 손상 부위, 손상 정도, 재발 가능성, 만성화 정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스포츠 손상 중 발목 염좌에 대한 인식 및 경험: 한방의료기

관에 내원하는 발목 염좌 환자 수(일주일 기준)를 조사하였으며, 

발목 염좌 환자 진료를 위한 프로세스(진단, 치료, 예후평가)에 따

라 한의사의 치료 경험을 질문하였다. 가) 진단과 관련하여 진단, 

검사 시 고려하는 항목(골절 유무, 부종 정도, 통증 정도, 관절가동

범위, 보행 시 불편감, 체중 부하 검사, 뼈의 정렬 검사 등의 활용)과 

진단 시 의료기기 활용 여부(활용 시 활용방법과 미활용 시 그 이

유)를 알아보았다. 나) 치료와 관련하여 주로 활용하는 치료 중재의 

종류(복수응답 허용)를 선택하게 하고, 그 중 침 치료와 한약 치료

의 목표와 처방 근거에 대한 한의사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다) 치료

계획에 대해 발목 염좌를 손상 정도에 따라 Grade 1에서 3까지 

나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각의 상황에서의 치료 계획과 예

후를 며칠에 한 번씩, 몇 회의 치료를 받으면, 며칠 후 일상 활동이 

가능하고, 며칠 후 스포츠 활동에 복귀 가능하다고 환자에게 설명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Grade 1은 통증이 있고, 약간의 

인대 손상이 있으며 인대파열이 없는 섬유 주위 조직 손상에 해당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Grade 2는 인대의 손상이 좀 더 있으며, 

발목 관절의 이완이 있고 인대의 부분 파열에 해당하는 정도, 

Grade 3은 인대파열, 관절의 심각한 이완 및 불안정성이 있고 인대

의 완전 파열을 의미한다16).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다(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3.0, IBM Corp., Armonk, NY). 스포츠 

손상과 발목 염좌 설문에 대한 기술 통계량의 경우, 연속 변수는 

중위값과 사분위수로 제시하였으며 명목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결측치가 있는 문항에서는 해당 항목의 총 응답자를 

표기하였다.

또한, 한의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포츠 손상 치료 경험 간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응답자의 임상경력과 전체 환자 중 스포츠 

손상 환자 방문 비율에 대하여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

relation test)을 하였으며 기관별 전체 환자 중 스포츠 손상 환자 

방문 비율과 기관별 발목 염좌 Grade에 따른 예후 인식에 대하여 

one way anova test 혹은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법으로는 각각 Tukey 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이

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의 기준은 p value ＜0.05로 삼되 사후검

정에서는 Bonferroni correction으로 보정한 p value ＜0.05/3을 

기준으로 삼았다.

결    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총 276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6.3세였으며 남자

가 219명(79.3%)으로 여자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임상경력은 최소 

1년 미만에서 최대 28년까지로 평균 9.3년이었다. 의료기관의 종

류는 한의원이 70.3%로 가장 많았고(개원의 53.6%, 봉직의 16.7%) 

한방병원 17%, 보건소 5.8%, 기타 6.9%로 조사되었다(Table 1).

2. 스포츠 손상 내원 환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방의료기관 내원 환자 중 스포츠 손상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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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6)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umber Percentage

Gender
  Male 219 79.3
  Female 57 20.7
Age
  20∼29 45 16.3
  30∼39 156 56.5
  40∼49 63 22.8
  50∼ 12 4.3
Years in practice
  ＜5 years 81 29.3
  ＜10 years 91 33.0
  ＜15 years 56 20.3
  ＜20 years 26 9.4
  ≥20 years 22 8.0
Location of practice
  Seoul/Gyeonggi province 205 74.3
  Others 71 25.7
Type of practice
  Hospital 47 17.0
  Private clinic 194 70.3
  Community health center 16 5.8
  Others 19 6.9
Percentage of patients with 

sports injury per one day*  
- 12(5∼20.5)

*Percentage of patients with sports injuries is presented with 
median (interquartile range).

Table 2. Commonly reported sports injuries among patients 
seeking Korean Medicine treatments (non-exclusive, N=276)

Types of sports injuries N Percentage

Common presentations
  Sprain/Strain 265 96.0
  Contusion 97 35.1
  Desmorrhexis 92 33.3
  Muscle rupture 89 32.2
  HIVD 33 12.0
  Fracture 17 6.2
  Others 7 2.5
  Dislocation 4 1.5

HIVD: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Table 3. Considerations in treating sports injuries other than 
general musculoskeletal conditions (non-exclusive, N=276)

Considerations N Percentage

Treatment goal 170 61.6
Relapse of injuries 163 59.1
Cause of injuries 156 56.5
Degree of injuries 133 48.2
Concerns becoming chronic 73 26.4
Sites injured 64 23.2

은 평균 12%였다(Table 1). 임상경력과 전체 환자 중 스포츠 손상 

환자 방문 비율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078). 의료기관 형태(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소)와 스포츠 손

상 환자 비율에 대한 분산 분석을 수행한 결과 또한 통계적 유의성

이 없었다(p=0.186). 

3.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스포츠 손상 환자의 특징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스포츠 손상 부위를 모두 답하

도록 한 경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발목(89.5%)이었으며, 

등/허리(74.6%), 어깨(71.7%), 무릎(70.7%), 팔꿈치(66.3%), 손목

(65.6%), 목(51.1%), 대퇴부(37.7%), 하퇴부(36.2%), 발(34.1%), 손

(29.0%), 상완(24.3%), 전완(23.9%), 엉덩이(20.3%), 흉복부(7.6%), 

안면 및 두부(6.2%) 순이었다. 가장 많은 환자가 호소하는 스포츠 

손상 부위를 하나만 응답하게 한 경우, 발목(44.2%), 등-허리

(24.3%), 어깨(9.1%), 기타 순으로 답하였다(Fig. 1).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가 호소하는 스포츠 손상의 종류

별 빈도는 염좌 및 좌상이 96.0%로 가장 많았으며, 타박상(35.1%), 

인대파열(33.3%), 근육파열(32.2%)이 그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허

용, Table 2). 한편, 한방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스포

츠 손상은 염좌 및 좌상(99.3%), 타박상(84.4%), 근육파열(74.6%), 

추간판탈출증(71.7%), 인대파열(69.6%), 골절(30.8%), 탈구(21.0%)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허용). 

스포츠 손상 후 며칠 만에 한방의료기관에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상해 다음날∼상해 3일’이 61.6%로 가장 

높았고, ‘상해 4일~1주일’ 23.2%, ‘상해 8일~상해 1달’ 9.4%, ‘당

일’ 4.3%, ‘상해 1달 이후’ 1.4% 순이었다.

4. 스포츠 손상에 대한 한의사의 인식

응답자의 80.8%(n=223)가 스포츠 상해 치료에 대해 일반 근골

격계 치료와 달리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있다고 응답하였다. 추

가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치료 목표의 차이(예: 경기 복귀를 

목표로 한 치료)’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61.6%), 그 밖에 ‘재발 

가능성의 차이(예: 재발이 쉬운 상황에 놓여있음)’(59.1%), ‘손상 원

인의 차이(예: 과사용, 물리적 손상 등의 원인이 많음)’(56.5%), ‘손

상 정도의 차이(예: 스포츠 상해의 심각도가 더 높음)’(48.2%), ‘만

성화 정도의 차이(예: 만성화된 경우가 많음)’(26.4%), ‘손상 부위의 

차이(예: 운동 종목에 따라 부위 차이가 있음)’(23.2%) 순으로 나타

났다(복수응답 허용, Table 3).

왜 환자들이 스포츠 손상 시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지 그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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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rriers to seeking Korean Medicine treatments in sports 
injuries (non-exclusive, N=276)

Barriers N Percentage

Lack of knowledge 182 65.9
Credibility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152 54.3

Unfamiliar to usage of Korean 
Medicine for sports related injuries 

124 44.9

Little opportunity 114 41.3
Preference to conventional treatment 102 37.0
Hard to get a recognised confirmation 69 25.0
Safety concerns 43 15.6
High expenses 31 11.2
Long consultation hours 27 9.8

Table 5. Considerations in assessment of ankle sprain (non- 
exclusive, N=276)

Factors N Percentage

Possibility of fractures 255 92.4
Degree and location of swelling 238 86.2
Degree and location of tenderness 244 88.4
Worsening on walking 220 79.7
Range of motion 219 79.3
Severity of pain 169 61.2
Weight bearing test 78 28.3
Utilization of X-ray imaging to 

check bone alignment
58 21.0

Table 6. Korean Medicine interventions for ankle sprain (non- 
exclusive, N=244)

Interventions N Percentage

Acupuncture 237 97.1
Cupping 170 69.7
Electroacupuncture 156 63.9
Pharmacopuncture 142 58.2
Korean Medicine physiotherapy 101 41.4
Moxibustion 81 33.2
Herbal medicine (others*) 71 29.1
Herbal medicine (decoction) 54 22.1
Chuna manipulation 47 19.3
Do-in therapy 27 11.1
Others 16 6.6
Laser acupuncture 1 0.4

*including various type of herbal medicine such as pill, powder, 
concentrated granule, syrup and so on.

대해 한의사들은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스포츠 손상에 한

방치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함‘이 65.9%로 가장 높았고, 

‘스포츠 손상에 한방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의심’(54.3%), ‘익숙하지 

않은 치료법’(44.9%), ‘한방치료를 받아볼 기회가 없음’(41.3%), 

‘양방 치료를 선호’(37.0%), ‘진단이 어려움’(25%), ‘도핑 등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15.6%), ‘비용이 비쌈’(11.2%), ‘치료 시간

이 오래 걸림’(9.8%)이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허용, Table 4).

스포츠 손상에 대한 한방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방치료가 

스포츠 손상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았고,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 

제고’(23.4%), ‘스포츠 손상에 대한 한방치료의 과학적 근거 마

련’(22.7%). ‘도핑 위험이 없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11.6%), ‘주변

의 추천’(7.0%), ‘더 저렴한 한방 의료 제공’(3.8%)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허용).

5. 스포츠 손상 중 발목 염좌에 대한 치료 프로토콜

다음은 스포츠 손상 중 발목 염좌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치료-

예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관한 결과이다. 응답자들의 의료기관

에 일주일간 내원하는 발목 염좌의 환자수는 평균 8명(7.8±6.3)이

었으며, 이 중 약 34%(34.0±22.7)가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발목 

염좌로 조사되었다(n=244).

1) 진단(n=276): 한방의료기관에서 발목 염좌 환자의 진단 및 

검사에서 고려하는 항목은 ‘골절의 유무’(92.4%)확인이 가장 많았

고, ‘부종 정도와 위치’(86.2%), ‘압통의 정도와 위치’(88.4%), ‘보

행 시 불편감’(79.7%), ‘관절가동범위’(79.3%), ‘통증의 정도’ 

(61.2%), ‘체중 부하 검사’(28.3%), ‘X-ray 등을 이용한 뼈의 정

렬’(21%) 순으로 응답하였다(복수응답 허용, Table 5).

진단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유무에 대해

(n=244), 77.9%의 응답자(n=190)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유로 

‘x-ray 등을 활용한 진단이 필요할 만큼 중증도 환자가 많지 않은 

점’(28.9%), ‘진단 결과 활용이 어려운 점’(27.9%), ‘이학적 검사로 

충분함’(22.6%), ‘검사 후 재방문율이 떨어짐’(12.6%), ‘번거로

움’(7.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복수응답 허용). 일상적으로 진단, 

검사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n=54, 22.1%), 원내 의료기기 활용

하거나(n=35, 64.8%), 주변 양방의료기관에 의뢰(n=16, 29.6%), 

혹은 환자에게 검사 후 방문을 권유한다(n=9, 16.7%)고 응답하였

다(복수응답 허용).

2) 치료(n=244): 발목 염좌에 주로 활용하는 치료 중재로 침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97.1%), 부항, 전침, 약침 등이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 허용, Table 6).

침 치료는 주로 ‘치료’(39.1%), ‘재활’(30.9%) 목적으로 사용했

으며, 그밖에 ‘경기력 회복’ (14.7%), ‘예방’(9.6%), ‘기타’(5.7%)로 

나타났다. 침 치료 방식은 아시혈(20.5%), MPS(20.2%), 근위 취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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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reatment plans and expected rehabilitation period for ankle sprain (N=244)

Treatment plans Rehabilitation period

Interval between 
treatments (day)

Total number of treatments 
(session)

Required period to 
return to daily life (day)

Required period to 
return to play (day)

Hospital 
(n=46)

Private 
clinic 

(n=169)

Others 
(n=29)

Hospital 
(n=46)

Private 
clinic 

(n=169)

Others 
(n=29)

Hospital 
(n=46)

Private 
clinic 

(n=169)

Others 
(n=29)

Hospital 
(n=46)

Private 
clinic 

(n=169)

Others 
(n=29)

Grade 1 2
[2, 3]

1* 
[1, 2]

2 
[2, 2]

5 
[3.5, 6.5]

5 
[3, 7]

5 
[4, 6]

7 
[6.5, 14]

7
[7, 14]

10 
[7, 14]

20 
[14, 21]

14
[14, 21] 

19 
[14, 28]

Grade 2 2 
[1, 2]

1†  
[1, 2]

2 
[1, 2]

10
[9.5, 14]

10 
[7, 14]

10 
[9, 14]

15
[14, 21]

14
[10, 21]

15 
[14, 21]

30
[21, 34]

28
[21, 31]

30
[30, 42]

Grade 3 1.5 
[1, 2]

1
[1, 2]

2
[1, 2]

22
[15, 30]

20 
[10, 30]

20
[14, 24]

30
[21.5, 44.5]

28
[20, 37.5]

30 
[21, 40]

60 
[42.5, 90]

50 
[30, 65]

60 
[45, 90]

*p=0.000; †p=0.001.

(19.7%), 경근 치료(15.8%), 원위 취혈(12.1%), 사암침(6.2%), 동씨

침(4.2%), 기타(1.3%)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한약(어떤 종류든 무방)을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교

적 높지는 않으나(n=97, 39.8%), 사용하는 경우 그 목표는 ‘치

료’(34.1%), ‘재활’(22.9%) 목적이 많았으며, 그밖에 ‘경기력 회

복’(12.4%), ‘체력 증진’(11.2%), ‘예방’(7.7%), ‘기타’(11.7%)로 답

하였다. 처방은 진단을 바탕으로 한 처방(40.7%)보다 근골격계 상

용방(49.8%)을 약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3) 발목 염좌 Grade에 따른 예후 인식(n=244): 응답자들은 

Grade 1의 환자는 치료 간격은 2일(중위값, 1사분위수, 3사분위수, 

[1, 2])에 한 번씩 5회([3, 7]) 치료를 받으면 7일([7, 14]) 후 일상생

활 복귀가 가능하며 14일([14, 21]) 후 스포츠 활동 복귀가 가능하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Grade 2의 환자는 치료 간격은 1.5일([1, 2])에 한 번씩 10회([7, 

14]) 치료를 받으면 14일([10.5, 21])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며 

28일([21, 36.5]) 후 스포츠 활동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Grade 3의 환자는 치료 간격은 1일([1, 2])에 한 번씩 20

회([12, 30]) 치료를 받으면 30일([20.5, 40]) 후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며 60일([30, 90]) 후에 스포츠 활동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식

하였다.

이를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기타)에 따라 예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Grade 1(p=0.000)과 Grade 2(p=0.001) 환자의 경우 

기관별로 내원 간격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uskal-Wallis test, Table 7). 이에 대하여 사후검정한 결과 

(Mann-Whitney U-test) 한의원의 치료 간격 응답이 다른 기관보

다 유의미하게 낮았다(Grade 1: p=0.000[한의원과 병원 비교 시], 

p=0.007[한의원과 기타 비교 시], Grade 2: p=0.001[한의원과 병

원 비교 시], p=0.014[한의원과 기타 비교 시]). 

고    찰

본 설문조사는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스포츠 손상 환자의 전

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한방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스포

츠 손상인 발목 염좌에 대한 한의사의 진료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자 수행되었으며 총 276명이 참여하였다.

설문 결과, 하루 내원 환자의 12%(median; range 0∼80%) 가

량이 스포츠 손상 환자라고 응답하였으며, 스포츠 손상 환자의 높

은 비율이 발목, 등/허리, 어깨, 무릎, 팔꿈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의 부상 종류는 염좌 및 좌상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밖에 타박상, 

인대파열, 근육파열 등이 있었다. 이는 스포츠 손상 선수들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유사한데15) 수술을 요하는 근골격계 

질환, 혹은 응급 상황의 뇌진탕, 심혈관계 문제들을 제외한 필드에

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범주의 스포츠 손상 상황에 대해 한방의료

기관에서도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방의료기관을 방문 시점에 

대해서는 상해 다음날∼일주일 이내 방문이 84.8%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는 비교적 초기 치료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만성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그 원인

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본 설문조사 응답 시 주로 급성 스포츠 상해

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실제로 내원 환자의 스포츠 손상 종류와 한의사들이 생각

하는 치료 범위 간에 온도차가 약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원

한 환자의 손상 종류는 염좌 및 좌상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밖에 

타박상, 인대파열, 근육파열이 각각 30% 수준인 반면, 70% 이상의 

응답자가 한의약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스포츠 손상

의 종류로 염좌, 좌상뿐만 아니라 타박상, 근육, 인대파열, 추간판탈

출증을 꼽았다. 특히, 골절, 탈구와 같은 손상은 실제로는 거의 한방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으나 2∼30%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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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스포츠 손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해 비확률적 표본추출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때문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스포츠 손상이 일반 근골격계 치료와는 치료 목표, 재

발 가능성, 손상 원인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스포츠 손상에 대한 접근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손상에 대한 한의약 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포츠 손상 시 한방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지식의 제공, 근거의 확

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일선의 한의사들은 환자들이 이러

한 스포츠 한의학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부족

한 근거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발목 염좌를 중심으로 진단-치료-예후에 대한 한의

사의 치료 프로토콜을 조사한 이유는 발생 빈도가 높은 스포츠 손

상이기도 하면서, 현재 한방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접

근성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방의료기

관에 내원한 발목 염좌 원인의 1/3이 스포츠 활동에 기인한 것이었

다. 응답한 한의사들은 발목 염좌 환자 내원 시 우선 골절 유무, 

부종, 압통의 정도와 위치, 보행 시 불편감, 관절가동범위, 통증의 

정도를 바탕으로 치료계획을 세웠다. 78%의 응답자는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

를 크게 둘로 나눠 살펴보면 필요하지 않거나(환자의 증상이 심하

지 않거나 이학적 검사로 충분함, 52%), 불편해서(결과 활용이 어렵

고 외부 검사 의뢰 후 재방문률이 떨어지며 번거로움, 48%) 사용하

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발목 염좌에 대해 방사선 진단기기 촬영

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16) 다른 발목 문제에 대한 배제 목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다. 염좌의 증상은 미세 골절이나 거골의 연골 손상 

등의 다른 발목의 문제들을 배제하지 못하게 하여 예상보다 회복이 

더디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16). 또한, 일반적인 발목 

염좌일지라도 4∼6주의 정상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및 움직임 

제한이 있다면 방사선 진단 검사를 통해 연골 손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16).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편

의성을 높이는 것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치료 시에는 대부분 침 치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97%), 아시혈, MPS, 근위취혈, 경근치료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발목 자체를 치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부 원위취혈이나 사암

침, 동씨침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약은 응답자의 1/5 

가량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탕약과 기타 제제 형태 활용률

이 비슷했고, 근골격계 상용방 사용이 진단을 바탕으로 한 처방보

다 약간 더 높았다. 응답자 대부분이 침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다수

의 한의약 치료(부항, 전침, 약침, 물리치료 뜸, 한약 등)를 복합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 유효성 연구 시 임상

에서의 한방 복합 치료를 어떻게 임상연구에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치료계획 및 예후 인식에 대하여 발목 염좌의 Grade에 따라 나

누어 살펴보았는데, 가장 경도의 발목 염좌인 Grade 1의 경우 이틀

에 한 번씩, 6회가량 치료하는 스케줄로 대략 2주의 치료 기간을 

통해 3주 이내에 스포츠 활동 복귀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Grade 2의 경우, 이틀에 한 번씩 11회 치료, 약 3주 치료 기간을 

통해 한 달 후 스포츠 활동 복귀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인대가 

파열된 가장 심한 상태인 Grade 3의 경우 이틀에 1회씩 21회 치료, 

약 6주가량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며 약 2개월 후 스포츠 활동 복귀

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 결과는 최소한의 증상에 대한 가이

드라인만을 주고 본인의 치료 방식을 응답하게 한 것으로 실제 임

상에서는 환자의 몸 상태, 처한 환경, 다른 질환의 이환 등이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치료계획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결과 해석 시 ‘치료 기간’이 완치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며, 설문지에서 묻는 일상생활 및 운동 복귀 시점도 다소 피상적

인 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의학에서 급성 

발목 염좌의 경우 인대의 치유는 최소 6주에서 3개월까지 걸리며, 

환자의 31%는 6주에서 1년까지 지속적으로 발목 불안정성을 가지

고 있어, 재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6). 운동 복귀 시점은 

기능적 운동 수행 전후에 통증이 없을 때 가능한데16), 종목 무관하

게 발목 부상 최소 6∼12개월까지는 재손상의 위험도가 높다고 보

고되고 있으며17)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고 제안하고 있다18). 침, 부항, 전침, 약침, 추나, 뜸, 한약을 비롯한 

한의약적 치료 중재는 조직의 치유를 증진하고 관절강직을 예방하

는 치료 및 재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추가로 적절

한 손상 방지를 위한 환자 지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강도로 관절

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근력 강화 운동의 제안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통증이 대략 어느 시점에 

소실되는지, 복귀 시 어떤 환자 지도를 하는지는 조사하지 못한 상

태에서 한의사가 치료계획 및 예후를 질문하였으므로 위의 결과들

은 임상 일선에서의 경험적 근거로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비확률적 표본추출 기법을 활용

하여 표본 추출에 있어 표본추출 비뚤림(sampling bias)이 있으므

로 본 연구결과가 한의사의 스포츠 손상에 대한 인식 및 발목 염좌 

치료 프로토콜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50대 이상

의 응답자가 매우 적은 것(4%)은 표본 추출 시의 문제일지, 스포츠 

손상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연령 차이에서 나타난 문제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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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방법의 불편성 때문에 나타난 문제인지 

확인할 수 없다. 전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 목적으로 인해 설

문 문항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도 제한점이다. 침 치료를 응답자 

대다수가 활용하고 있는 만큼, 각 침법 사용의 근거, 구체적인 자극 

부위, 선혈의 목적, 자극 방법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한의사의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요

소들, 특히 정량화하기 어려운 치료 양식(예를 들어 기타 생활습관, 

자세교정, 운동법 지도)을 관찰할 수 있는 문항 개발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못했다. 또한 향후에는 스포츠 상해로 한방 의

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스포츠한의학의 현주소를 임상한

의사의 시점에서 단면적으로 조망하고 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향

후 실용적인 임상연구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임상에서 많이 접하는 발목 염좌에 대

한 단편적이나마 진료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더 나은 진료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스포츠 손상 환자의 전반적

인 특성을 이해하고, 한방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스포츠 

손상인 발목 염좌에 대한 한의사의 진료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수행된 설문조사로 총 276명의 한의사가 참여하였다. 스포츠 손상

으로 발목, 등/허리, 어깨 문제가 많았고, 손상의 형태는 염좌/좌상

이 많았다. 많은 응답자가 스포츠 상해 치료에 대해 일반 근골격계 

치료와 달리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발

목 염좌 진료 시 골절, 부종, 압통 확인이 주로 이루어졌고, 침 치료

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중증도에 따라 이틀에 한 번, 2주∼

6주가량의 치료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스포츠한의

학 관련 실용적인 임상연구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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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본 설문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 수행 중인 「통합적 스포츠 한의학 연구방법론의 탐색 및 적용」연구와 관련하여 한의사의 스포츠 
상해(발목 염좌) 치료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설문지입니다.
설문결과는 통계법 제5장 33조에 의거하여 연구 및 통계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스포츠한의학 연구에 대한 매우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약 10분 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솔직한 의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조교수 김송이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 장세인

동의 여부

연구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예/아니오

기본 인적 사항

출생년도

성별 남/여

힌의사 면허 취득년도

임상 경력 (환자 진료가 주 업무였던 기간을 기술해 주십시오) ___년 ___개월

근무 지역 _____시(도) _____구(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형태 한방병원/한의원(본인)/한의원(부원장)/보건소/기타(구체적으로 명시)

다음은 스포츠 상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루에 내원 하는 환자 중 스포츠 상해 환자 비율은 몇 퍼센트 가량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100

한의원(한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호소하는 스포츠 손상부위를 모두 골라주
세요. (중복 가능)

머리,얼굴/목(전,측,후면)/가슴,배/등,허리/어깨/팔(위팔)/팔꿈치/
팔(아래팔)/손목/손/엉덩이/다리(대퇴)/무릎/다리(하퇴)/발목/발

위의 응답 부위 중 가장 많이 호소하는 스포츠 손상 부위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머리,얼굴/목(전,측,후면)/가슴,배/등,허리/어깨/팔(위팔)/팔꿈치/
팔(아래팔)/손목/손/엉덩이/다리(대퇴)/무릎/다리(하퇴)/발목/발

한의원(한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호소하는 스포츠 손상의 손상 종류는 무엇
입니까? (중복 가능)

탈구/골절/인대 파열/근육 파열/염좌 좌상/타박상/추간판탈출/기
타(구체적으로 명시)

한방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스포츠 손상 종류를 모두 골라주세요. (중복 
가능)

탈구/골절/인대 파열/근육 파열/염좌 좌상/타박상/추간판탈출/기
타(구체적으로 명시)

스포츠 상해로 인해 한의원(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상해 후 평균 며칠만에 
본 의료기관에 방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략적인 평균치를 골라주세요.

상해 당일/상해 다음날 ~ 상해 3일/상해 4일~ 상해 1주일/상해 8일~
상해 1달/상해 1달 이후

일반 근골격계 치료와 달리 스포츠 상해 치료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만일 일반 근골격계 치료와 달리 스포츠 상해 치료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골라주세요. (중복 가능)

1) 치료 목표가 다르다: 예를 들어 경기(운동) 복귀를 목표로 한 치료
2) 손상 원인이 다르다: 예를 들어 과사용, 물리적 손상 등이 원인이 

많음 등
3) 손상 부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운동 종목에 따라 부위적 차이가 

있음 등
4) 손상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스포츠 상해는 더 정도가 심각할 수 

있음 등
5) 재발 가능성이 다르다: 예를 들어 재발이 쉬운 상황에 놓여있음 

등
6) 만성화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만성화된 경우가 많다.

위의 이유에 추가로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주십시오.

Appendix 1. 설문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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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상해로 인해 한방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중복 가능)

1) 스포츠 상해에 한방 치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
2) 스포츠 상해에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의심이 들어서
3) 한방 치료를 받아볼 기회가 없어서
4) 도핑 등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들어서
5) 익숙하지 않은 치료법이라서
6) 양방 치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7)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8)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9) 치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스포츠 상해로 인해 한방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가능)

1) 한방 치료가 스포츠 상해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지식 교육
2) 스포츠 상해에 대한 한방 치료의 과학적 근거 마련
3)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 증가
4) 도핑 위험이 없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5) 주변의 추천
6) 더 저렴한 한방 의료 비용

스포츠 상해로 인해 한방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스포츠 상해 중 발목 염좌에 대한 인식 및 경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주일에 한의원에 내원하는 발목 염좌 환자는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
니까?

일주일에 한의원에 내원하는 발목 염좌 환자 중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손상의 
비율은 몇 퍼센트 가량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100

한의원에 내원한 발목 불편감 호소 환자의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 시 고려하시는 
항목을 모두 골라주세요(중복 가능).

1) 골절 유무 
2) 부종 정도와 위치 
3) 압통 정도와 위치 
4) 환자 자각 통증 정도(VAS 등 활용) 
5) 관절가동범위(ROM) 
6) 보행 시 불편감 
7) 체중부하 검사(weight bearing) 
8) 뼈의 정렬(alignment): x-ray 검사 등 활용

발목 염좌를 진단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있으십니까? (x-ray 등)

있다/없다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십니까? 1) 주변 양방 의료기관에 의뢰
2) 환자에게 검사 후 방문을 권유
3) 원내 의료기기 활용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x-ray 등을 활용한 진단이 필요할 만큼 중증도의 환자가 많지 않아서
2) 원내에서의 이학적 검사로 충분하기 때문에
3) 검사 후 재방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4) 번거롭기 때문에
5) x-ray 판독의 어려움 등 진단 결과 활용의 어려움 때문에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하지 염좌 환자가 내원하면 어떤 치료중재를 주로 활용하
십니까? (중복 가능)

1) 마시는 탕약 형태의 한약
2) 가루약 형태의 한약
3) 환약 형태의 한약
4) 기타 다른 형태의 한약
5) 침
6) 전침
7) 레이저침
8) 약침
9) 뜸
10) 부항
11) 추나요법(카이로프랙틱 포함)
12) 한방물리치료
13) 운동요법(도인안교법 포함)
14)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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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하지 염좌 환자의 침 치료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 가능) 1) 스포츠 손상에 대한 예방 목적
2) 스포츠 손상에 대한 치료 목적
3) 스포츠 손상에 대한 재활 목적
4) 경기력 회복
5) 체력 증진
6) 정신력 증강
7) 스포츠 손상과 무관한 다른 질환 및 증상에 대한 치료 목적
8)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9) 침 치료를 하지 않는다
10)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침 치료를 하십니까? (중복 가능) 1) 손상부위의 경락을 고려한 근위 취혈
2) 손상부위의 경락을 고려한 원위 취혈
3) 손상 부위의 경락을 고려한 경근 치료
4) 사암침법
5) 동씨침
6) MPS
7) 아시혈
8) 기타 침법
9) 침 치료를 하지 않는다
10)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하지 염좌 환자의 한약 처방은 어떤 목적으로 하십니까? 
(중복 가능)

1) 스포츠 손상에 대한 예방 목적
2) 스포츠 손상에 대한 치료 목적
3) 스포츠 손상에 대한 재활 목적
4) 경기력 회복
5) 체력 증진
6) 정신력 증강
7) 스포츠 손상과 무관한 다른 질환 및 증상에 대한 치료 목적
8)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9) 한약 처방을 하지 않는다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처방을 선정하십니까? (중복 가능) 1) 근골격계 상용방
2) 진단을 바탕으로 한 처방
3) 한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발목 염좌를 손상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3 개 Grade로 나눌 수 있습니다. 
Grade 1의 발목 염좌 환자에게 치료 예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Grade 1: 통증이 있고, 약간의 인대 손상이 있음(인대 파열이 없는 섬유 주위 
조직 손상)
Grade 2: 인대의 손상이 좀 더 있으며, 발목 관절의 이완이 있음(인대의 부분 
파열)
Grade 3: 인대 파열, 관절의 심각한 이완 및 불안정성이 있음(인대의 완전 
파열)

_____일에 한번 씩 오셔서
_____회 치료를 받으시면
_____일 후 일상 활동 가능
_____일 후 스포츠 활동 복귀 가능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Grade 1의 발목 염좌 환자에게 치료 외에 다른 티칭이 
필요하다면 무엇인지 간단히 기술해주십시오.

발목 염좌를 손상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3 개 Grade로 나눌 수 있습니다. 
Grade 2의 발목 염좌 환자에게 치료 예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Grade 1: 통증이 있고, 약간의 인대 손상이 있음(인대 파열이 없는 섬유 주위 
조직 손상)
Grade 2: 인대의 손상이 좀 더 있으며, 발목 관절의 이완이 있음(인대의 부분 
파열)
Grade 3: 인대 파열, 관절의 심각한 이완 및 불안정성이 있음(인대의 완전 
파열)

_____일에 한번 씩 오셔서
_____회 치료를 받으시면
_____일 후 일상 활동 가능
_____일 후 스포츠 활동 복귀 가능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Grade 2의 발목 염좌 환자에게 치료 외에 다른 티칭이 
필요하다면 무엇인지 간단히 기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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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염좌를 손상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3 개 Grade 로 나눌 수 있습니다. 
Grade 3의 발목 염좌 환자에게 치료 예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Grade 1: 통증이 있고, 약간의 인대 손상이 있음(인대 파열이 없는 섬유 주위 
조직 손상)
Grade 2: 인대의 손상이 좀 더 있으며, 발목 관절의 이완이 있음(인대의 부분 
파열)
Grade 3: 인대 파열, 관절의 심각한 이완 및 불안정성이 있음(인대의 완전 
파열)

_____일에 한번 씩 오셔서
_____회 치료를 받으시면
_____일 후 일상 활동 가능
_____일 후 스포츠 활동 복귀 가능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Grade 3의 발목 염좌 환자에게 치료 외에 다른 티칭이 
필요하다면 무엇인지 간단히 기술해주십시오.

다음은 팀닥터 활동 경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거 운동선수(아마추어, 엘리트 선수 포함)를 대상으로 한 팀닥터 활동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국, 내외 경기 의무지원 포함)

예/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