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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배경 :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훈련 중 발생한 스트레스 골절은 발생 빈도나 골절 양

상에서 기존의 문헌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저자들이 경험한 스트레스 골절의 특징을 분

석하였다.

방법 : 2007년 5월에서 2008년 7월까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피교육생으로 훈련 받은

훈련병, 부사관후보생, 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환자는 31명(남자는 12명,

여자는 19명)이었다. 스트레스 골절에 대한 분석은 후향적으로 방사선 사진의 검토, 병력

지 검토, 설문지 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결과 : 스트레스 골절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총 31명으로 전체 발병률은 0.18%에 불과

하지만, 신분 및 성별에 의한 발병률은, 여자 부사관후보생은 12.31%, 여자 사관후보생은

13.04%에 이른다. 스트레스 골절의 발생 부위는, 치골의 하지가 19명에서 20례(61.3%, 1

명 양측성)로 가장 많았고, 족부 종자골이 4명, 대퇴 경부가 3명, 경골 간부가 3명, 거골이

1명, 비구가 1명으로 이어졌다.

결론 : 군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골절은 대부분 보존적 요법만으로 잘 치료될 수 있

고 양호한 예후를 보이지만, 예후가 불량한 골절의 경우, 스트레스 골절 의심 시 빠른 진

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여군을 포함한 경우 발생 빈도 및 발생 부위가 일

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상당히 다르므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진료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골절의 가능성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색인 단어 : 피교육생, 스트레스 골절, 여군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스트레스 골절과 피로 골절이라는 용어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

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Egol
1)
등은 젊은 연령에서 정상의 골이 반복적인 과부하를 받아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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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골절(stress fracture)을 피로 골절(fatigue fracture), 노령에서 골다공증, 골연화

증 등으로 인해 약화된 골이 정상적인 부하를 받아 생긴 스트레스 골절을 부전 골절

(insufficiency fracture)이라 정의한 바 있다2).

스트레스 골절(stress fracture)은 1885년 Breithaupt
3)
가 중족골에 발생한 예를 처음으로

보고한 이래 여러 부위에 대한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군진의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문헌에서도 스트레스 골절에 관련된 연구와 증례 보고를 다수 찾아 볼 수 있으

나, 대부분 남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골절의 양상도 기존의 문헌과 큰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4,5). 에에 저자들은, 공군교육사령부에 복무하면서 경험한 스트레스 골절이 여군

을 다수 포함하고 남자 군인과 비교하여 발생 빈도나 골절 양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골절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Ⅱ. 연구 방법

2007년 5월에서 2008년 7월까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피교육생으로 훈련 받은 훈련병,

부사관후보생, 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환자는 31명으로 이중 훈련병은 4

명, 부사관후보생은 20명, 사관후보생은 7명이었다. 이중 남자는 12명, 여자는 19명이었고

연령 분포는 19세에서 27세 사이로 평균 22.7세였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인 수진 신청으

로 공군교육사령부 항공의무전대 외래를 방문하였거나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연구는 후

향적으로 방사선 사진의 검토, 병력지 검토, 설문지 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진찰 소견(Physical examination) 상 스트레스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단순방

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골절선이 관찰되거나 골막 반응, 피질골의 비후 등을 보이는 환자

를 스트레스 골절이라 진단하였고, 단순방사선 사진으로 보이는 병변이 모호한 경우 전산

화 단층촬영 검사(Computed tomography)를 시행하였으며, 진찰 소견 상 스트레스 골절

이 강하게 의심되나 단순방사선 사진 상 아무런 병변이 보이지 않을 경우 자기공명영상

검사(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시행하였다. 모든 증례에 있어서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는 국군함평병원의 협조로 이루어졌고, 여러 문헌에서 골주사

검사(Bone scan with
99
Tc MDP)를 스트레스 골절의 진단에 유용하다하였고 또한 여러

연구에서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군내에서 골주사 검사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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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6,7)
.

치료는 대부부의 증례에 있어서 침상 안전, 석고부목 고정,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만 필요했고, 2례에 있어서 전위된 대퇴경부 골절로 발전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다.

Ⅲ. 결 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기간에서 공군교육사령부를 통해 훈련 및 교육을 받은 피교육생

은 훈련병 16,156명, 부사관후보생 815명(남자 685명, 여자 130명), 사관후보생 610명(남자

587명, 여자 23명)이었다. 같은 기간 항공의무전대에서 스트레스 골절로 진단을 받은 환자

는 총 31명으로 전체 발병률은 0.18%에 불과하지만, 신분 및 성별에 의해 발병률을 분석

하면 여자 부사관후보생은 12.31%, 여자 사관후보생은 13.04%에 이른다(Table 1). 피교육

생의 특성 상 수료 성적 및 임관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과 결장을 기피하는 등의

이유로 동통 등의 증상이 있으나 항공의무전대를 방문하지 않는 환자가 상당수 있어 실

제 발병률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트레스 골절의 발생 부위는, 치골의 하지(Inferior ramus of pubis)가 19명에서 20례

(61.3%, 1명 양측성)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족부 종자골(Sesamoid bone)이 4명, 대퇴

경부(Femoral neck)가 3명, 경골 간부(Tibial shaft)가 3명, 거골(Talus)이 1명, 비구

(Acetabulum)가 1명으로 이어졌다(Table 2).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치골의 하지

에 발생한 스트레스 골절은 남자 7명, 여자 12명으로 대부분 여군에서 발생하였다. 치골

의 하지에 발생한 스트레스 골절은 국내에서는 1차례 보고된 바가 있으나 3명 남자 환자

로 비교적 드물게 발생한다고 기술되어 있어 여군을 포함한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8).

본 항공의무전대 방문 시 주소(Chief complaint)는 전례에 있어서 동통이 포함되었고

동통으로 인한 보행 불가, 체중 부하 불가, 전투화 착용 시 불편감 등을 호소하였다. 동통

의 양상은 서서히 발생한 동통을 호소한 환자가 19명이었고 12명은 훈련 중 갑자기 발

생한 동통을 호소하였다. 동통의 발생 시기는 훈련 3주차에서 9주차로 나타났으며 평균

5.2주차에서 동통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통이 시작되는 시점의 훈련 내용은 유

격 훈련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투구보 8명, 행군 6명, 그 외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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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차기, 오리 걸음, 굴러 이동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추시 상으로는 종자골에 발생한 1명, 대퇴경부에 발생한 2명, 추시 방사선

사진이 없는 9명을 제외하고는 방사선학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설문 대상 중 7명이

여전히 동통이 남아 있다고 호소하였고, 나머지 24명은 동통 및 기능적 이상이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동통이 남아 있는 7명중 1명은 비구에 발생한 증례로 동통과 함께 고관절

의 염발음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동통의 호소가 없는 24명에서 동통이 사라진 시기는 수

료 및 임관 후 3주에서 8개월로 평균 2.4개월이었다.

또한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설문 조사 결과, 일부 환자에 있어서 스트레스

골절 진단 후 심리적, 육체적 이유로 훈련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등, 사기가 저하를

호소하였다.

25세 여자. 사관후보생. 구보 후 발생한 좌측 고관절 동통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좌측

하지로 체중 부하가 불가능하여 패트릭 검사 양성을 보여 입원을 권유했으나 방사선 검

사 상 이상 소견이 없어 훈련에 복귀. 1주 일 후 전위된 좌측 대퇴경부 골절로 다시 응급

실 내원(Fig 1).

23세 여자. 부사관후보생. 유격 훈련 후 좌측 골반 통증을 주소로 내원. 체중 부하와 관

계 없는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좌측 하지를 직거상할 때 심한 동통 호소. 전산화 단층촬영

으로 좌측 치골 하지에 골절선 발견(Fig 2).

24세 남자. 사관후보생. 전투 구보 후 수일간 지속되는 좌측 골반 통증을 주소로 내원.

좌측 좌골 조면에 압통 호소. 방사선 검사 상 좌측 치골 하지에 골절선 발견(Fig 3).

26세 여자. 사관후보생. 우측 고관절 동통으로 수차례 내원. 단순방사선 검사 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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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 없어 외래 추시 관찰하였으나 증상이 심해져 체중 부하 불가를 호소하여 자기공명

영상 검사 처방. 우측 비구 상방에서 골절선 발견(Fig 4).

Ⅳ. 고 찰

스트레스 골절은 특별한 외상의 병력 없이 일상 활동을 하는 사람에서 발생하는 것으

로, 특히 피로 골절은 정상골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골절의 형태와 발생 부위는 연

령과 활동 정도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어 있다.4)

발생 부위는 과거의 문헌에는 중족골과 경골에서의 빈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도 골반골과 고관절, 요추 협부에서 발생한 증례도 보고된 바 있다
10,11,12)

. 상

지골에서 발생한 경우가 보고 된 바는 있으나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 치골에

발생한 골절은 국내 문헌에서는 김
8)
등에 의해 보고된 3례와 고

5)
등에 의해 보고된 4례가

전부이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여성에서 발생한 치골의 골절이 압도적인 빈도를 보였

다.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훈련 부대의 특성과 훈련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골절은 군인에 있어서 150년 이상 기술되어 왔으며 피로 골절을 1855년에 처

음으로 기술한 Breithaupt3)도 장기 행군을 했던 독일 병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국내 문헌

에서도 스트레스 골절은 대부분이 군병원, 특히 국군수도병원에서 보고한 증례가 주를 이

루고 있고 민간에서 보고된 증례도 대부분 직업이 군인, 경찰, 운동선수인 경우가 많다

4,5,6,9). 발생률은 많게는 30%까지 보고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발생률에 대한 보고는 이루

어 지지 않고 있다
15,16)
.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골절의 빈도는 전체 0.18%, 남성 0.07%, 여

성 12.42%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누락된 환자와 짧은 연구 기간 등으로 일반화하기에

는 무리가 있지만 이는 연구 기간의 연장과 타군의 협조가 있다면 향후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트레스 골절은 피교육생에 있어서 훈련 시간의 손실 및 재교육의 필요성 발생, 의료

비용의 발생, 심한 경우 귀향 조치 등에 의한 인재 손실 등, 군대 운영에 심각한 시간적,

재정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골절은 군진 의학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

져야 하는 분야이며 골절 발생 후 진단 및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훈련의 내용에 심각한 영

향이 없다면 훈련 과정에도 예방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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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진 의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해외의 경우, 군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골절에 대한 역학 조사 및 증례 분석, 예방 대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고 유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Finestone16)등에 의해, 이스라엘에서 스트레스 골절에 대

한 잠재적 위험성과 예방 요소에 대한 확인, 신발 형태의 변화, Riserdronate와 같은 약물

투여, 훈련 내용의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 골절의 빈도를 30.8%에서 11.6%로 감소시켰다

는 25년간의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Pope17)등에 의한 연구에서는, 호주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행군의 속도 조절, 편안한 보폭의 유지, 행군 및 구보 환경의 개선, 구보 거

리의 감소 등의 훈련 내용 변화로 인해 골반에 발생한 스트레스 골절의 빈도가 11.2%에

서 0.6%로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Ⅴ. 결 론

군대에서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골절은 대부분 보존적 요법만으로 잘 치료

될 수 있고 양호한 예후를 보이지만, 대퇴 경부 골절과 같이 예후가 불량한 골절의 경우,

스트레스 골절 의심 시 빠른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여군에 있어서는 발

생 빈도 및 발생 부위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상당히 다르므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진료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골절의 가능성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선진화

된 군진 의학으로 훈련 중 피로골절의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에 대한 연구도 시급히 이루

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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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 Incidence and common sites of stress fractures in trainees of Korean

Air Force Training Command have a difference from the past reports, therefore we

analysed these stress fractures.

Materials and Methods : Between May 2007 and July 2008, 31 patients with

stress fracture were treated at Aeromedical Group of Korean Air Force Training

Command. Analysis of the stress fractures was performed by radiographic findings,

chart review and survey, retrospectively.

Results : We detected 32 cases of stress fractures in 31 patients. Overall incidence

was only 0.18%, but incidence of female trainees was 12.42%. The inferior ramus of

pubis was the most common fracture site(20cases in 19patients, 61.3%) and fractures

of sesamoid of foot(4cases), femoral neck(3cases), tibial shaft(3cases), talus(1case),

acetabulum(1case) were detected.

Conclusion : Most of stress fractures in military training were well treated with

only conservative treatments. But fractures with poor prognosis should be diagnosed

early and treated carefully. Especially in female trainees, the incidence of stress

fractures was relatively high, therefore stress fracture should be more considered in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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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훈련병 부사관후보생 사관후보생 Total

Male 4/16,156 (0.02%)   4/685  (0.58%)  4/587  (0.68%) 12/17,428  (0.07%)

Female NA  16/130 (12.31%)  3/ 23 (13.04%) 19/   153 (12.42%)

Total 4/16,156 (0.02%)  20/815  (2.45%)  7/610  (1.15%) 31/17,581  (0.18%)

No. Sex/Age 신분 Site of fractures Diagnostic methods

1 F/22 부사후 Rt. Inf. ramus of pubis X-ray

2 F/25 부사후 Lt. Inf. ramus of pubis X-ray

3 F/21 부사후 Lt. Inf. ramus of pubis X-ray

4 M/21 부사후 Rt. Inf. ramus of pubis X-ray

5 F/25 사후 Lt. femoral neck X-ray

6 F/24 사후 Rt. Inf. ramus of pubis X-ray

7 F/25 부사후 Rt. Inf. ramus of pubis X-ray

8 F/19 부사후 Lt. Inf. ramus of pubis X-ray

9 M/26 사후 Rt. femoral neck X-ray

10 F/22 부사후 Lt. femoral neck X-ray, MRI

11 M/20 부사후 Lt. Inf. ramus of pubis X-ray, 

12 F/22 부사후 Lt. foot sesamoid bone X-ray

13 F/25 부사후 Lt. Inf. ramus of pubis X-ray, CT

14 M/20 훈련병 Lt. Inf. ramus of pubis X-ray

15 F/22 부사후 Rt. foot sesamoid bone X-ray

16 F/23 부사후 Lt. Inf. ramus of pubis X-ray, CT

17 M/19 부사후 Rt. tibial shaft X-ray

18 F/21 부사후 Rt. foot sesamoid bone X-ray

19 F/25 부사후 Rt. Inf. ramus of pubis X-ray, CT

20 F/25 부사후 Rt. Inf. ramus of pubis X-ray, CT

21 F/20 부사후 Lt. Inf. ramus of pubis X-ray, CT

22 F/27 부사후 Rt. Inf. ramus of pubis X-ray, CT

23 F/26 사후 Rt. acetabulum X-ray, MRI

24 M/25 사후 Both Inf. ramus of pubis X-ray

25 M/26 사후 Rt. Inf. ramus of pubis X-ray

26 M/24 사후 Lt. Inf. ramus of pubis X-ray

27 F/25 사후 Rt. tibial shaft X-ray

28 M/20 훈련병 Lt. foot sesamoid bone X-ray

29 M/19 훈련병 Lt. Inf. ramus of pubis X-ray

30 M/20 훈련병 Lt. talus X-ray, MRI

31 M/19 부사후 Lt. tibial shaft X-ray

Tables

Table 1. Incidence of stress fractures

Number of patients / Number of total trainees (%)

Table 2. Demograph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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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Fig 1.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전위된 좌측 대퇴경부 골절을 압박고나사로 내고정 후 복

귀. 술후 1주일째 단순방사선 사진.

Fig 2. 국군함평병원에서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좌측 치골 하지의 골절선 및 가골 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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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단순방사선 사진으로 좌측 치골 하지의 골절선 및 가골 형성 확인.

Fig 4. 국군함평병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으로 우측 비구 상방에 골절선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