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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상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대처방법을 잘 표현하는 앱을 만드는 것으로, 스포

츠 팀에 필요한 팀 탁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앱을 설계한다. 일반적으로 팀 닥터는 일정 규모의 선수단이나 경기에서 상주하면서 

선수들이 부상이 발생할 때마다 응급처치 및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준다. 그러나, 아마추어팀이나 학생들이 하는 소

규모 그룹에서는 거의 코치나 학생들밖에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럴 경우 팀닥터의 역할을 해주는 앱을 사용하므로써 의료

기관을 방문하기 전까지 누구나 쉽게 의료정보를 얻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키워드: 스포츠 손상(Sports damage), 앱(App), 팀 닥터(Team doctor)

I. 서 론

스포츠 손상이란, 스포츠 경기나 여가 운동 시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손상을 의미하며, 발생 원인은 직간접적 외상, 과사용

(overuse), 환경 요인 등이 있다. 외상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 접촉

이나 낙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과사용은 장기간에 걸친 미세한 

부하 혹은 단기간의 과부하가 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는 것이다[1]. 
본 연구는 소규모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선수들의 정보를 관리하

며, 자주 발생하는 스포츠 손상에 대한 응급처치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근육, 힘줄, 인대, 뼈, 연골 등의 근

골격계의 손상이 대부분이며, 관절의 염좌(sprain), 긴장(strain), 
인대 파열, 힘줄 파열, 골절 및 탈구 등이 흔하게 일어난다.  스포

츠 손상 시 응급 처치 방법으로는 RICE 치료 원칙이 있는데, 이것

은 급성 근골격계 스포츠 손상 시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1]으로  Rest(안정), Ice(냉치료요법), Compression(압
박), Elevation(거상)이다. 주로 통증을 감소하고 더 이상의 손상

을 막으며, 부종을 감소시키며, 초기에는 출혈을 줄이고, 이후에는 

혈류가 확산되도록 한다. 그리고, 소염진통제는 통증과 부종의 과

정을 감소시켜 주기위해 사용해야하며. 각각의 응급 상황에 맞는 

팔걸이 부목 등 고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하는 스포츠나 생활체

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 손상에 대해 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 종류에 

따른 정보, 선수 경기 및 부상 정보, 스포츠 손상 증상, 진단, 치료 

정보를 갖고 이를 서비스해주는 앱을 설계하고자 한다.

II. 관련연구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수요증가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관리하는 실시간 응급실 병상정보 및 응급의료기관 정보 등을 제

공해주고 있다. 이외에 건강과 운동 관리 앱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데 대부분의 경우 운동정보를 제공하거나 운동량과 칼로리 소모를 

체크해주는 앱으로서, 특히, 소규모단위로 이루어지는 스포츠경기

만을 지원해주는 앱은 없는 상황이다. 

앱 이름 주요 기능

실시간응급의료정보

제공(보건복지부)

응급실찾기,병의원찾기, 

약국찾기,심폐소생술하기,응급처치요령,

의견올리기

본 연구 
선수 정보, 스포츠 상식, 의료정보제공(증상, 

진단, 치료), 병원 정보 제공

표 1 의료정보 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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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 론

본 연구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으며, 크게 선수 

DB 관리, 스포츠 손상 지식DB, 전문 병원 검색으로 나눌 수 있

다. 선수DB 관리는 신체 기록, 운동 기록, 부상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스포츠 손상지식 DB는 자주 발생하는 증상과 이에 대한 진

단 지식, 치료 지식을 포함한 것으로 의료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병원 검색은 인근 이동 가능한 병원 검색하고 통화연결

을 하도록 해준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팀 닥터 앱의 주요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스포츠 그룹 종류 선택 

야구, 농구, 축구, 배구 중에서 선택한다.

2) 팀 구성 및 선수 등록

선수 DB선택 혹은 추가 등록한다. 

- 기초 정보(키, 몸무게, 포지션, 나이), - 경기 기록

- 부상 기록   

3) 경기 상황 기록  

- 경기 시간, 장소, 날씨 

- 경기 참가 선수

- 특이사항 

4) DB 검색 및 업데이트

① 선수 DB 검색 

- 부상 기록, 처치, 이용 병원 검색

- 현재 발생한 손상 기록 

② 스포츠 손상 지식 DB 검색

- 증상, 진단, 응급처치 

5) 전문 병원 검색

- 이용가능병원 검색

- 통화 연결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상에 대해 올

바른 지식과 대처방법을 잘 표현하는 앱을 설계하였다. 다시 말해 

스포츠 팀에 필요한 팀 닥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앱을 설계하였다. 
아마추어팀이나 학생들이 하는 소규모 그룹에서는 거의 코치나 학

생들밖에 없는 경우에 팀닥터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다. 
이를 통해 큰 부상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스포츠 경기나 연습 중에 

일어나는 스포츠 손상에 대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

황에 병원 검색 및 통화 연결을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스

포츠 그룹에서 빈번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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