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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presents policy proposals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document analysis in relation to sport concussion. METHODS Online documents 
were collected from sports organiz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that either supervise sports concussion management policies or 
govern specific sports at different levels. RESULTS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afety education on sports concussion should be 
strengthen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e required by all sports stakeholders, 
and will need to be executed by utilizing new technology platforms. Second, sports 
governing bodies must present a concussion safety policy tailored to each sport by 
distinguishing between youth and professional sports. Finally, discussions regarding 
the legalization of domestic sports concussion safety policies should take place in a 
timely manner. CONCLUSIONS These precautionary approaches would contribute 
to raising awareness on concussions in sports and help build a safer environment for 
sports.

서론서론

대부분의 스포츠는 부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럭비, 축구와 같
이 신체 간 접촉이 허용되는 종목 혹은 야구와 같이 딱딱한 공이 치명적 
무기가 될 수 있는 종목에서 선수들의 부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
에 없다. 머리와 관련된 부상은 선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
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요구된다(McCrory et al., 2017).

하지만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동시다발적인 신경세포들의 기능 
이상으로 뇌 기능이 감소 혹은 소실되는 뇌진탕(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3)은 두통, 구토, 어지럼증, 균형 장애, 피로, 
수면 장애, 기억 장애,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Doolan et al., 2012)
을 보일 뿐, 육안적 구조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 뇌진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선수들은 은퇴 후에도 언어 기억력, 시각·공간 능력, 반응 시간 
등과 같은 심각한 인지적 결함 및 치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Mack-
ay et al., 2019; Zhang et al., 2019). 이처럼 스포츠 이해관계자들
이 뇌진탕에 관한 기초 지식이 없을 경우 조기발견이 어려우며, 만약 
뇌진탕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가 경기에 재투입되어 상

해가 악화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Koh, 2008).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스포츠 뇌진탕의 치명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

여왔다. 2001년 11월에 IOC, FIFA, IIHF(International Ice Hockey 
Federation) 등이 참여한 심포지엄을 계기로 4년마다 40여 명의 전
문가가 모여 스포츠 뇌진탕 그룹(Concussion in Sport Group: 이
하 CISG)을 구성하고 스포츠 뇌진탕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Bull, 2020). 2016년 10월 베를린에 모인 CISG는 스포츠 활동 중
에 발생하는 뇌진탕의 관리 방법을 11가지 ‘R’로 새롭게 제시하며 5
차 스포츠 뇌진탕 합의문을 개정하였다(McCrory et al., 2017). 11
가지 ‘R’은 증상 인지(Recognise), 선수의 훈련/경기 중단(Remove), 
후속 검사(Re-evaluate), 선수의 휴식(Rest), 선수의 재활(Rehabil-
itation), 증상의 지속 여부(Refer), 선수의 회복(Recover), 선수의 
훈련/경기로의 복귀(Return to sport), 뇌진탕 관리 절차의 재확인
(Reconsider), 뇌진탕 후유증 및 합병증 관리(Residual effects and 
sequelae), 사전 조사 및 교육을 통한 뇌진탕 위험 요소 감소(Risk 
reduction)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스포츠 경기단체는 5차 
스포츠 뇌진탕 합의문을 참고하여 프로스포츠 분야 뇌진탕 안전정책
을 수립하였다(Davis et al., 2020).

스포츠 경기단체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도 스포츠 뇌진탕에 관
한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
인 스포츠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유소년의 뇌진탕을 성인보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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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받아들이고 프로스포츠와 별도로 유소년에 관한 스포츠 뇌진
탕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1개 
주 모두에서 유소년 스포츠 뇌진탕 안전 법규(youth sports concus-
sion safety legislation)를 제정하였으며, 영국은 2015년 스포츠스
코틀랜드(SportScotland)의 스포츠 뇌진탕 안전 가이드라인(Scot-
tish sports concussion guidance: grassroots sport and general 
public)을 통해 유소년을 위한 스포츠 뇌진탕 안전 권고사항을 제시
하고 있다(DeMartini et al., 2021). 아시아에서 엘리트 스포츠와 생
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럭비 축구 연합(Japan Rugby Football Union)에서 월드 럭비의 뇌
진탕 가이드라인을 번역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으며(Nambu 
& Noji, 2014), 일본 유도 연맹(All Japan Judo Federation)에서도 
‘유도 안전 지도서(3판)’를 발간하여 뇌진탕이 의심되는 선수의 진료
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뇌진탕 부상 이후 유도 훈련 및 경기 복귀
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일본 스포츠 의료진
의 머리 부상 진단에 대한 엄격한 규정 부재 등 미흡한 점도 발견된다
(Zusman et al., 2016). 

우리나라로 시선을 돌려보면, 스포츠 안전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된 시점을 스포츠안전재단이 설립된 2010년 7월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스포츠안전재단은 우리나라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에 잇따른 참
여자 부상의 증가로 열악한 스포츠 환경을 개선하고 부상 방지 활동
을 전담할 기관이 요구됨에 따라 설립되었다(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2021). 지난 10년간 스포츠안전재단은 각종 스포츠 사
고 및 상해 방지 등 스포츠 안전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해 왔으며(Min-
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스포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목별, 대상별, 유형별 안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여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9 스포츠행사 안전사고 통계연보에 따
르면 안면부를 포함한 머리가 전체 부상 3,909건 중 511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상해 부위로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2020)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 뇌진탕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자료는 응급처치 매뉴얼 내 충격에 의한 손상 중 하나
로 소개되는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소년과 성인을 구분한 구
체적인 뇌진탕 안전관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해외에서 수행된 스포츠 뇌진탕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소년
과 성인 영역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유소년 대상 연구로는 스포
츠 뇌진탕 안전정책을 비교·분석한 연구(Harvey, 2013)와 미국 유소년 
스포츠 뇌진탕 안전 법규 제정 전과 후를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를 파악
한 연구(LaRoche et al., 2016), 안전정책에 대한 유소년 지도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McArdle et al., 2021)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성인 
대상 연구로는 미국의 프로스포츠 리그 뇌진탕 안전 프로토콜을 비교·
분석한 연구(Cochrane et al., 2017), 영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단
체의 뇌진탕 안전정책을 살펴본 연구(Scullion & Heron, 2022), 영국 
프로 축구 선수 또는 팀 의료진의 뇌진탕 지식 및 태도를 분석한 연구
(Rosenbloom et al., 2021; Williams et al., 2016) 등이 있다.

국내 스포츠 뇌진탕 관련 연구로는 스포츠 뇌진탕의 위험 요인
을 분석한 연구(Park, 2018b), 뇌진탕 안전교육 후 스노우보드, 스
키, 아이스하키, 태권도 선수들이 인식한 뇌진탕 빈도를 조사한 연구
(Koh, 2007, 2010b, 2011a; Lee, 2006), 지도자들의 뇌진탕 지식수
준을 분석한 연구(Koh, 2008, 2010a), 태권도 차등점수제가 얼굴공
격에 의한 선수 뇌진탕 부상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Koh, 2011b) 등 스포츠 뇌진탕 발생 실태와 원인 분석, 스포츠 뇌진

탕에 관한 선수 및 지도자의 인식조사 등의 연구가 대부분인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Koh(2003)의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스포츠 뇌
진탕의 정의, 진단 및 대처 방법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등 대표적인 스포츠 선진국에서 본격적으로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
을 수립한 2015년도 이전에 작성된 연구로서 최신 안전정책의 동향
을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 유소년과 프로스포츠로 구분하여 
뇌진탕 안전정책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 등이 본 연구와 차별되는 부
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소년 및 프로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에 관련한 해외 
최신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스포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스포츠 뇌진탕에 대한 예방, 대처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적인 스포츠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의 스포츠 뇌진탕에 관한 정부, 스포츠행정기구, 경기단
체의 웹사이트, 정책 자료, 지침서, 보고서, 보도자료 등의 문헌을 살
펴보았다. 자료 검색을 위해 활용한 인터넷 사이트는 스포츠안전재단
(sportsafety.or.kr), 미국 전국주의회 회의(ncsl.org), 미국 4대 스포
츠리그(mlb.com, nba.com, nfl.com, nhl.com), 스포츠스코틀랜드
(sportscotland.org.uk), 잉글랜드 축구협회(thefa.com) 등이다. 

이를 유소년 및 프로스포츠에서의 뇌진탕 안전정책으로 구분하여, 
유소년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은 법적 체제를 갖춘 미국 주법과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 영국 스포츠스코틀랜드의 가이드라인을, 프로스포
츠 뇌진탕 안전정책은 미국 4대 프로스포츠리그와 영국의 대표적인 스
포츠단체인 럭비풋볼유니언(Rugby Football Union: 이하 RFU)과 잉
글랜드축구협회(The Football Association: 이하 The FA)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스포츠안전재단 및 경기단체의 뇌진탕 안전정
책 관련 문헌 및 홈페이지를 분석한 후 해외 사례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연구결과 및 논의

미국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

1. 미국 유소년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
2006년 13세 유소년 미식축구 선수가 경기 중에 뇌진탕 증상을 호

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경기에 계속 투입되었다
가 영구 장애를 갖게 된 안전사고를 계기로 2009년 워싱턴주는 18
세 이하 유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뇌진탕 관련 안전법을 제정하였다
(Bompadre et al., 2014). 그 이후 미국의 모든 주에서 워싱턴주의 
법규를 참고하여 스포츠 뇌진탕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Tomei et 
al., 2012). 워싱턴주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소년 스포츠 뇌진탕 안전 
법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수 및 스포츠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뇌진탕 안전교육
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RCW, n.d.). Kim et al.(2017)에 따르면 미
국의 모든 주에서 선수를 포함하여 지도자, 학부모, 보호자, 심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경기 중 뇌진탕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뇌진탕에 관한 통신문을 배포하여 선수 보호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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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뇌진탕에 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다는 서명 제출을 요구한다
(RCW, n.d.).

둘째, 워싱턴 개정 법령 제28A.600.190조 (3)에 따라 뇌진탕이 의
심되는 선수를 경기에서 즉시 제외하며, 같은 날 선수의 스포츠 복귀
를 금지한다(RCW, n.d.). 예외적으로 애리조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
나주 스포츠 뇌진탕 법규는 보험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의료 전문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같은 날에 스포츠 복귀를 하도록 허락하고 있
으며, 뉴멕시코주는 선수의 휴식 기간을 10일 또는 240시간으로 규
정하여 선수의 복귀를 제한하고 있다(Potteiger et al., 2018). 또한 
선수가 스포츠 활동에 복귀하기 위해 뇌진탕 회복 여부를 확인한 전
문 의료진의 서면 허가가 필요하다(RCW, n.d.).

이외에 뇌진탕이 학습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2017년도 기준 9개 주에서 유소년 선수가 학업에 복귀하는 학업 복
귀 법률 또는 스포츠 복귀 법률 조항을 추가하였다(NCSL, 2017). 스
포츠 복귀 전략과 달리 학업 복귀를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은 없지
만, 학교 공부, 독서 및 시각 자극 활동을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는 인지 휴식(cognitive rest)을 권장하
고 있다(Romm et al., 2018).

더불어 주법 규정 위반 시 지도자 또는 학군에 제재를 가하며 유소
년의 뇌진탕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코네
티컷주, 매사추세츠주, 펜실베이니아주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의 자
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Tomei et al., 2012).

미국 주정부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단체도 유소년 스포츠 뇌진
탕 안전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소년 스포츠 뇌진탕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
고 있다. 유소년 미식축구 단체인 Pop Warner Little Scholars는 훈
련 중 정면 태클과 블로킹 훈련을 금지하고 접촉 훈련을 전체 훈련 중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킥오프(kickoffs)와 3점 스탠스(three-point 
stance)를 배제한다(Pop Warner, n.d.). USA Hockey는 고등학교 
선수들의 뇌진탕이 선수, 경기장 바닥 및 벽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
며, 이중 선수 간 충돌로 인한 뇌진탕 비율이 남학생은 65%, 여학생
은 70%로 높다는 연구 결과(Marar et al., 2012)를 홈페이지에 탑재
하고, 이러한 이유로 유소년 초급자의 바디 체크(body checking)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Yang & Baugh, 2016). US Soccer는 2015년에 
유소년의 헤딩을 연령에 따라 규제하기 시작했으며(Han, 2015), 10
세 이하 선수는 헤딩이 전면 금지되고, 11-13세 유소년 선수는 경기 
중 헤딩을 허용하지만 일주일에 15-20개로 헤딩 수를 제한하고 있다
(Wahlquist & Kaminski, 2020). 미국의 유소년 스포츠 뇌진탕 안전

정책에 관한 법규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미국 프로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
북미 4대 프로스포츠 리그인 프로야구(MLB), 프로농구(NBA), 프

로미식축구(NFL), 프로하키(NHL)는 뇌진탕 관련 안전정책을 명문화
하고 있다(Bell, 2011; NBA, 2019; NFL, 2020; NHL, 2019). 

유소년 뇌진탕 안전 법규와 마찬가지로 MLB, NBA, NFL, NHL는 
시즌 전에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 의료진을 대상으로 뇌진탕에 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자료를 배포한다(Bell, 2011; NBA, 2019; 
NFL, 2020; NHL, 2019). NHL은 뇌진탕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여 
영상 시청을 훈련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진을 대
상으로 추가 뇌진탕 안전교육을 시행한다(NHL, 2019).

또한, 4대 프로스포츠 리그는 선수들의 뇌진탕 여부를 파악하기 위
하여 시즌 전에 선수들의 신체 및 신경인지 데이터를 확보하여 뇌진
탕 판정을 위한 기준 수치로 활용한다(Bell, 2011; NBA, 2019; NFL, 
2020; NHL, 2019). 선수의 사전 데이터를 경기 이후 데이터와 비교
함으로써 지도자, 선수 트레이너, 전문 의료진은 선수의 뇌진탕 부
상 여부를 과학적인 정보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Broglio et al., 
2014), 선수의 데이터가 기준 수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잠
재적인 뇌진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단체에서 선수의 신경
학적인 전문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Rebchuk et al., 
2020). 더불어 선수의 스포츠 활동 복귀를 결정하기 위해 선수의 신
체 및 신경인지 수치가 기준 수치와 유사하다면 부상을 회복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Bell, 2011; NBA, 2019; NFL, 2020; NHL, 2019).

각 프로스포츠 주관단체는 경기 중 뇌진탕이 의심되는 선수를 
발견,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NFL(2020)은 경기 중 선수의 뇌진탕 부상을 발견하기 위해 공식 관
찰자(spotters)를 경기장 안팎에 배치하고 비디오 판독 기술을 도입하
고 있다. 공식 관찰자는 비디오 리플레이를 통해 뇌진탕 증상을 보이
는 선수를 발견하는 즉시 경기장 밖에서 뇌진탕 진단 검사를 진행하
고 있으며, 만약 경기장 밖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복귀
한다면 의료 타임아웃(medical time-out)을 통해 선수의 경기 복귀
를 제한하고 있다(NFL, 2020). 또한 훈련 및 경기 중 선수의 컨디션 
및 부상을 관리하고 보조하는 AT(Athletic Trainer)는 미국의 선수 트
레이너 협회(National Athletic Trainers’ Association)의 가이드라
인에 따라 뇌진탕 부상을 조기에 발견, 진단하고 후속 조치와 선수의 
스포츠 복귀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프로 스
포츠 경기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다(Broglio et al., 2014).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뇌진탕이 의심되는 선수를 발견하는 즉시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이동시켜 간단한 뇌진탕 검사를 진행한다. 그
리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선수를 라커룸으로 이송하
여 뇌진탕 상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Bell, 2011; NBA, 2019; NFL, 
2020; NHL, 2019). 

선수의 스포츠 복귀 여부는 선수의 사전 검사 결과가 선수의 기
준 수치와 유사한 경우 의료진의 허가에 따라 결정되며(Bell, 2011; 
NFL, 2020; NHL, 2019), MLB는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선수의 뇌진탕 부상 회복을 증명하는 스포츠 복귀 사유 서류를 MLB 
부서에 제출한다(Bell, 2011). 또한 MLB는 부상자 리스트를 작성할 
때 뇌진탕 진단을 받은 선수의 경우 7일간 휴식하는 7일 부상자 명단
(Disabled List)에 선수를 등록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Bell, 2011).

MLB, NBA, NFL, NHL은 뇌진탕 부상 선수의 스포츠 복귀를 5-6

Table 1.   Youth concussion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Contents

Pre-injury Educate coaches, parents, and athletes

Post-injury

Remove athlete from play
Obtain permission to return to play

Return to play protocol
Return to learn protocol

Others
Sanction

Eliminate high-risk activity within the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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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Cochrane et al., 2017). 
스포츠 복귀 프로토콜 단계는 선수의 휴식 및 회복, 가벼운 유산소 운
동, 근력 운동, 비접촉 훈련, 접촉 훈련으로 구성되며, 단계별 세부 훈
련 내용은 종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Table 2>는 NHL의 
점진적 스포츠 복귀 진행(Graded return-to-play progression)을 나
타낸 것이다.

영국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

2021년 7월 영국 의회(UK Parliament)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는 스포츠스
코틀랜드의 스포츠 뇌진탕 안전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영국 전체에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뇌진탕 프로토콜 도입을 감독할 것을 정부에 요
구하였다(Gardner, 2021; House of Commons, 2021). 영국 정부는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UK Government, 2021) 스포츠 뇌진
탕 안전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스포츠 경기
단체들은 종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뇌진탕 부상 대처 프로토콜, 뇌진탕 
선수 교체 규정, 뇌진탕 원인 행동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1. 영국 유소년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교내 럭비 경기 도중 뇌진탕 부상으로 사

망한 14세 벤자민 로빈슨 사건을 계기로 2015년에 스코틀랜드 스포
츠를 총괄하는 국가 기관(national agency)인 스포츠스코틀랜드는 
생활스포츠 및 일반 대중 대상 스포츠 뇌진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
다(SportScotland, 2018).

이 가이드라인은 뇌진탕이 의심되는 선수를 즉시 경기에서 제외하
고, 같은 날 경기 복귀를 금지하고, 점진적으로 스포츠에 복귀할 수 있
도록 한다(SportScotland, 2018). 특히 성인보다 19세 미만의 유소년 
뇌진탕 발생 빈도가 높고 회복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SportScotland, 2018) 유소년의 스포츠 복귀를 위해 세밀한 관리 체
계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유소년은 6단계의 점
진적인 스포츠 복귀(Graduated Return to Sport: 이하 GRTS) 프로
토콜에 따라 성인보다 11일 많은 23일 뒤에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Sportscotland, 2018). 이는 스포츠 복귀까지의 최소 기간으
로 GRTS 1단계(휴식기간) 14일과 GRTS 2-5단계 8일을 합한 총 기간
이다. GRTS 2-5단계를 수행할 때 선수는 48-72시간이 지난 후 증상
이 발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SportScotland, 2018).
또한 잉글랜드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연맹에서 제공하는 교육 

분야의 스포츠 뇌진탕 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소년의 뇌진탕 부
상 후 점진적인 스포츠 복귀뿐만 아니라 학업 및 학교 활동 복귀에 대
한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Sport and Recreation 
Alliance, 2015). 웨일스와 북아일랜드는 학교용 뇌진탕의 진단과 
치료 지침에 관한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Northern Ireland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Welsh Government, 2014).

경기단체에서는 스포츠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 및 경기 중 뇌
진탕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규제한다. RFU의 경우, U7부터 U18
까지 유소년을 연령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참여 인원수, 경기장 규격, 
경기 시간, 럭비 기술(태클, 러크, 몰, 스크럼 등)의 허용 범위 등을 정
하고 있다(RFU, 2019). 또한 RFU는 2021/22시즌부터 유소년의 기
존 태클 허용 범위를 어깨에서 겨드랑이 높이로 하향 조절하였으며
(RFU, 2021a), 이와 같은 RFU의 결정은 럭비 활동 중 선수들 간 머리 
충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RFU, 2021a).

또한 2020년 The FA는 유소년 선수들의 뇌진탕 부상을 줄이기 위
해 헤딩 가이드라인(The FA, 2021a)을 발표하였다.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The FA의 헤딩 지침서는 6~18살 유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
라 훈련 또는 경기 중 헤딩 빈도 및 헤더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뇌
진탕을 포함한 선수들의 머리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벼운 축구
공을 권장한다(The FA, 2021b). U7~U11는 훈련 중에도 헤딩을 금하

Table 2.   Graded return-to-play progression

Stage Aim

Stage 1 Symptom-limited activity
Stage 2 Introduction of aerobic exercise
Stage 3 Progression of intensity and duration
Stage 4 On-ice non-contact activity
Stage 5 Non-contact drills
Stage 6 Controlled body contact

Source: NHL (2019)

Table 3.   Minimum return to play intervals when following GRTS protocol

Age 
group

GRTS stage 1
Minimum rest 

period

GRTS
stages 2 to 5

GRTS stage 6
Minimum return to 

play interval

Aged 
under 

19
14 days

4 stage GRTS 
progression every 

48-72 hours, 
if symptom free

14 day rest
+

8 day GRTS
= 

Day 23 post injury

Adults 7 days

4 stage GRTS 
progression every 

24-48 hours, 
if symptom free

7 day rest
+

4 day GRTS 
=

Day 12 post injury
Source: SportScotland (2018)

Table 4.   Heading guidance

Age group Heading frequency

U7-U11 Heading should not be introduced in training sessions 
at this age

U12 Heading remains a low priority
1 session per month & max 5 headers

U13 Heading remains a low priority
1 session per week & max 5 headers

U14-U16, 
U18

Heading remains a low priority
1 session per week & max 10 headers

Source: The FA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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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U12~U16는 우선순위 동작에 두고 있지 않으나 나이에 따
라 헤딩의 빈도 및 헤더 인원을 늘리고 있다. 다음 <Table 4>는 The 
FA 유소년 헤딩 가이드라인이다.

2. 영국 프로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
영국 프로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을 선도하는 기관 중 하나인 RFU

의 HEADCASE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잉글랜드 스포츠 전반에 스
포츠 뇌진탕에 대한 교육과 자료들을 보급하고 있다(Roberts et al., 
2016). 이 프로그램은 뇌진탕의 정의 및 증상, 뇌진탕 발견에 따른 선
수의 즉각적인 스포츠 중단 조치, 선수의 점진적인 스포츠 복귀 등을 
다루며, 온라인 트레이닝 모듈을 통해서 스포츠 이해관계자들에게 뇌
진탕 의심 시 응급, 제거, 회복, 복귀 등에 관한 최적의 부상 관리 지침
을 제공한다(Batten et al., 2016; RFU, 2021b).

The FA는 훈련 중 유소년 헤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에 프
로축구협상자문위원회(Professional Football Negotiating and 
Consultative Committee, PFNCC)에 건강과 안전 분과위원회
(Health and Safety Sub-Committee)를 구성하여 훈련 중 프로 선
수의 헤딩을 일주일에 최대 10회로 제한하기 시작하였다(The FA, 
2021a). 골킥과 같이 길게 패스(35m 초과)된 공과 크로스, 코너, 프리
킥된 공을 헤딩하는 경우를 제한(The FA, 2021a)하여 뇌진탕을 일으
킬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nglish Premier League, 이하: EPL)
는 국제축구평의회(International Football Association Board, 이
하: IFAB)에서 2020년 말 승인한 추가적 뇌진탕 교체(concussion 
substitutes) 규정을 도입(IFAB, 2020)하여 경기 중 뇌진탕 부상을 입
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팀당 최대 2번까지 선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고 있다(EPL, 2021). 이는 경기 중 공중볼 경합으로 한 선수가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기 운영이 
선수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The Athletic Staff, 
2021)으로 기존의 선수 교체 규정과 별도로 이루어진다(EPL, 2021).

국내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스포츠 뇌진탕의 예방 및 관리를 다루고 있는 자
료는 응급처치 매뉴얼(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2020) 내 
두 페이지 분량에 불과하며 국내 경기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스포츠 
뇌진탕에 관한 상세한 안전 지침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한축
구협회(KFA) 의무팀에서는 뇌진탕에 대한 일반적인 증상 및 응급처
치에 대한 축약본을 제공하고 있지만 유소년과 프로선수들에게 적용
하기 위한 상황별, 구체적인 내용은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KFA 
Athletic Trainer Team, n.d.). 대한럭비협회는 월드 럭비(World 
Rugby)에서 스포츠 뇌진탕에 관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공(World 
Rugby, 2017)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문 혹은 번역 자료를 홈페이
지에 보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국내 경기단체가 뇌진탕에 대한 경
각심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미국과 영국의 유소년 및 프로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
을 바탕으로 국내 스포츠 현실을 고려한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1. 국내 스포츠 뇌진탕 안전교육의 강화
국내 스포츠 뇌진탕 안전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한층 더 강화되어

야 하며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스포츠 이해관
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스포츠 뇌진탕 안전교육은 스포츠 이해
관계자들이 뇌진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예방, 대
처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Tator, 2012). 뇌진탕 안전교육의 중
요성을 인식한 미국과 영국은 모든 스포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
로 스포츠 뇌진탕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면 강의는 물론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Provvidenza et al., 2013), 가상현실(Team USA, n.d.)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뇌진
탕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일례로 스포츠안전재단을 주관 
기관으로 선정하고 그 산하에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스포츠안전
아카데미(edu.sportsafety.or.kr)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스포츠안전아카데미는 이미 행사운영자, 체육지도자, 체육시설관
계자, 심판, 선수를 대상으로 맞춤 스포츠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으며 교육공학 및 최신 인적자원개발 트렌드(HRD Trend) 기
반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다양한 수
업방식 및 교육자료를 활용하고 있다(edu.sportsafety.or.kr). 스포츠
안전아카데미의 인적, 물적 자원과 대한민국의 최신 IT 기술을 접목
한다면 다양한 사례와 영상을 활용한 뇌진탕 안전교육이 확대·보급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2. 국내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의 세분화
국내 종목 협회 및 프로스포츠기관은 종목별 특성에 맞는 뇌진탕 

안전정책을 유소년 및 성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미국과 영
국이 유소년과 성인 선수를 구분하여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을 수립
한 것처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안전
관리 전략을 세우는 접근이 필요하다(Gilbert et al., 2021). 유소년은 
뇌진탕 부상에 의한 제2차 충격 증후군이 빈번하게 나타나고(Lovell 
& Fazio, 2008), 부상 회복이 느린 동시에 회복 전에 스포츠 복귀로
의 욕구가 높고 집단에 대한 의식, 부모의 불안과 걱정 등의 심리가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하려
는 미성숙한 태도를 보인다(Davis et al., 2017). 그러므로 유소년의 
뇌진탕 안전정책은 성인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내 스포츠 경기단체는 전반적으로 유소년 선수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갖고 있지만 뇌진탕 예방 및 대처에 대한 모습은 적극적이
라 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와 한국야구
위원회(KBO)는 유소년 선수들의 부상 방지 제도개선을 위해 2017
년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주요 논의 사항은 선수들의 과도한 운동
량에 관한 것으로 투구 수 제한이나 동계훈련의 금지 등에 그치고 있
다(Bae, 2017). 또한 대한축구협회(KFA)는 유소년의 헤딩 가이드라
인을 수립한 해외 경기단체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내 도입에 대
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Cho, 2020; Kim, 2020). 하지
만 선수의 안전을 위해 규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는 스포츠 경기단체
(Guskiewicz et al., 2014)는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스포츠 뇌진탕 안
전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유소년 성장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스
포츠 뇌진탕의 원인 행동을 규제하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프로스포츠 또한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스포츠 경기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된
다. KBO리그는 2014년 KBO 야구 규칙과 및 대회 요강과 관련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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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위원회 심의에서 투수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구(직구)가 타자
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 경고를, 맞았거나 스
쳤을 때 투수를 퇴장 조치하는 규정을 확정 발표하였다(Lee, 2014). 
이는 2013년 9월에 발생한 배영섭 선수의 헤드샷 부상을 계기로 개
정된 경기 규정(Lee, 2014)으로, 선수의 뇌진탕 사건 이후에 안전정
책을 수립한 사후적 조치이다. 한편 K리그는 경기 중 발생한 선수의 
뇌진탕에 동료 선수, 주심, 의무 트레이너 등이 부상 선수의 호흡과 의
식 체크, 기도 확보, 병원 이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빠르게 수행하는 모
습(Jeong, 2020)을 보였지만 뇌진탕 관련 교체 규정 도입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KPFA)는 FIFA와 EPL의 뇌진탕 추
가 교체 규정 도입을 환영하며, K리그도 뇌진탕 발생 시 선수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KPFA, 2021). 
프로선수는 경쟁의 압박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도록 
훈련하고 경기 중 부상을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큰 위험에 처할 가능
성에 노출되어 있다(Chen et al., 2019). 또한 프로선수는 향후 경
기나 훈련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아 부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Chen et al., 2019; Kerr et al., 2016)가 있기에 프로스포츠 경기단
체는 선수가 불안을 최소화하고 부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계
적인 흐름에 맞춰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다.

미국과 영국의 프로스포츠는 시즌 전 선수의 신체 및 신경인지 데
이터를 확보하고, 경기 중 뇌진탕 발견을 위한 전문 관찰자 및 비디오 
판독 기술을 도입하고, 예외적인 뇌진탕 교체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
고 있다. 특히 선수의 뇌진탕을 발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비디오 
판독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경기 중 뇌진탕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적
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단체들이 선
수 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KBO와 K리그 모두 판
정을 위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이미 사용 중이다. 각 구단의 의료진
이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경기 중에 접하게 하여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전술한 스포츠안전재단의 플
랫폼이 각 종목협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가지게 된다면 
뇌진탕 안전정책과 관련된 공통 자료뿐만 아니라 종목별 특성을 고려
한 교육자료가 선수, 지도자, 학부모, 의료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에게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선수의 연령과 숙련도, 스포츠 종목 등에 따라 세분화된 뇌진탕 안
전정책을 설계해나가는 스포츠 뇌진탕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STAMP 
모델을 활용한 Holmes et al.(2019)의 분석틀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분석틀은 정부, 대한체육회, 스포츠 경기단체 등이 스포츠 현장의 스
포츠 뇌진탕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사항인 안전 지침서 또
는 스포츠 경기 규정을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 등에게 보급하는 하향
식 방식과 스포츠 현장에서 뇌진탕 부상이 발생했을 때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 등이 스포츠 경기단체, 대한체육회, 정부에 부상의 발생 및 
사후 관리를 보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상향식 방식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러한 양방향 모델은 스포츠 뇌진탕 사고와 관련된 조직간, 구
성원 간 상호관계의 정밀 분석과 사고 관련 의사결정 전후 관계를 검
토 가능하게 하여 예방 대책을 도출하고 안전 조사 후 정보 피드백 등
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비교적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다
는 장점을 지닌다(Altabbakh et al., 2014). 

3. 국내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의 법제화
미국과 영국은 스포츠 활동 중 뇌진탕을 입은 선수의 영구적인 장

애 및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각각 스포츠 뇌진탕에 대한 주법과 생활체

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스포츠 뇌진탕에 대한 미국의 주법과 
영국의 생활체육 가이드라인은 스포츠인들의 뇌진탕 경각심을 제고
하고 뇌진탕을 발견하면 신고하게 하여 적절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가 있다(Concannon, 2016; SportScotland, 2018). 또한 법적 
체제를 갖춘 미국은 선수, 지도자 또는 유관기관에 대하여 집행유예, 
제명, 자격 상실, 대회 실격 또는 면허 취소와 같은 제재 및 처벌을 통
한 강제성을 지닌다(Lowrey & Morain, 2014).

우리나라는 종종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겪은 이후 안전불감증이 다
소 낮아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안전불감증
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Park, 2018a). 많은 안전사고가 미
리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스포츠 현장에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부상 중 하나인 뇌진탕에 대한 학계, 의료계, 스포츠계 전문
가들의 깊이 있는 고민이 절실하다.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 예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의 안전정책 수립이라 생각하며 이
와 관련된 법제화 논의가 시작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법제화 논의는 스포츠 참여의 장려와 스포츠 안전 극대화 
사이에서 균형을 탐색하게 하며(Guskiewicz et al., 2014), 스포츠 이
해관계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안전
한 스포츠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외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스
포츠 뇌진탕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와 관계 기관의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뇌진탕 안전정책을 분석한 결과 정부, 스포츠행정기
관, 경기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유소년 스포츠와 프로스포츠의 뇌진탕 
관련 법규, 프로토콜, 훈련 및 경기 규정 등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뇌진
탕 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스포츠 활동 중 
뇌진탕 발생에 대처하는 응급처치 가이드라인은 부상을 발견하고, 선
수의 스포츠 활동을 중단하고, 선수의 점진적인 스포츠 활동 복귀를 공
통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더불어 모든 유관기관은 유소년 뇌진탕 부상
이 성인의 경우보다 더 치명적임을 인식하고 유소년을 대상으로 더욱 
엄격한 뇌진탕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스포츠 뇌진
탕 예방 및 발생 시 올바른 대처를 위해 스포츠 뇌진탕 안전교육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기관들이 실제 스포츠 뇌진탕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스포츠 
참여자, 지도자, 학부모, 심판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안전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실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
는지 등을 파악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뇌진탕 실제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및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종목별, 상황별 뇌진탕 
관련 프로토콜에 보완되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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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뇌진탕(Sports concussion) 안전정책 고찰을 통한 정책적 제언

주요어 
스포츠 뇌진탕,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 스포츠 안전정책, 정책 제언

[목적] 본 연구는 스포츠 뇌진탕에 대한 예방, 대처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내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에 관
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을 관리·감독하거나 유소년, 프로스포츠 등을 나누어 스포츠 종목을 총괄하는 미국, 영
국, 한국 정부, 스포츠행정기구, 경기단체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여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국내 스포츠 뇌진탕 안전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스포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종목 협회 및 프로스포츠기관은 종목별 특성에 
맞는 뇌진탕 안전정책을 유소년 및 성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국내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의 법제화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적 제언을 통해 국내 스포츠 뇌진탕 안전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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