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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 of geriatric trauma. Methods:
Based on the in-depth Injury Patient Surveillance System data from 2006 to 2008, 11,514 geriatric patients were
identified from the system data of 67,688 patients. The New Injury Severity Score [NISS] was used to analyse
parametric factors.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19.0 program. Results: NISS of elderly people between
the ages of 65 and 74 was lower than that of people 75 and over. The severity of geriatric trauma in these patients
was related to gender (male), residence (urban), intentional accidents, and poisoning. Femur fractures, lumbar
spine, and pelvis fractures were most common diagnosis in these patients. Men had more frequent head traumas
than women.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a need for public health education programs that include safety
and health behavior in the home area of geriatric populations. Nurses should also provide more information related
to first aid and regional medical facilities for emergency care, and when health care providers assess elderly trauma
patients, they should consider the specific situations of old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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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Korea, 2010). 더불어 고령화에 대비하는 준비의 필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노인은 노화에 의한 신체변화로 인해 운

1. 연구의 필요성

동, 감각 기능이 장년층에 비해 취약하며, 복잡한 도시환경과
시설 이용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 또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

노인의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노인의 손상 사고에 대한 인

회에 진입하였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이 전 국민에서 차지하

식, 주변의 물리적 환경 등은 크고 작은 외상을 유발하는 원인

는 비중이 2010년 이미 11.0%로 진입하여 2018년에는 노인

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인 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이러

인구 비율이 14.3%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Statistics

한 노인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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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간호사정 및 중재 시에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민감하게

자 및 손상 퇴원 환자의 시계열 추이를 파악하고, 보건 관련

반응할 필요가 있다.

정책 개발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그 목

한국소비자 보호원에서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

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자료는 의료기관 퇴원 환자에 대한

세 이상 노인의 안전사고는 2008년 2,082건으로 조사되던 것

국가 단위의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로서 손상 위험 요인을 분

이 2009년 2,191건까지 접수되어 노인의 사고율이 꾸준히 증

석하여 위험 요인별 손상 특성과 환자의 치료 예후를 탐색할

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Korea Consumer Agency[KCA],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2010). 또한, 한국 소비자원 위해감시 시스템에 보고된 자료

이에 퇴원 환자 조사 자료를 근거로 65세 이상 대상자의 손

에 의하면 요양보호시설 입소 노인들의 낙상 등 위해 사례는

상 관련 위험요인 및 특성을 분석하여 노인 손상 예방을 위한

2008년 25건, 2009년 35건, 2010년 35건으로 노인의 안전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입원한 노인의

실시하였다.

50%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낙상사고의 경

현재 우리나라 건강 보험의 노인급여 적용 기준 연령은 65

우 2011년 1월에서 9월까지 조사에서만 71건이 보고되었다

세 이상인데, 75세를 기준으로 노화의 속도 및 신체 심리, 생

(Choi et al., 2010; KCA, 2011)

리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이나 삶의 질 측

통계청에서는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수사고, 화재, 중독,

면을 연구한 여러 문헌에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구분

자살, 타살로 구분하여 사망의 외부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손

하여 설명하고 있다(Kim, 2006; Yang, 2007; Choi, 2011).

상에 의한 사망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

때문에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노인 대상자들의 연령은 전기

가의 원인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및 사회 안전망 부족을 이유

노인(65~74세)와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

로 꼽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 그러나 증가하던 운수

볼 필요가 있다.

사고 관련 손상은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으
로 인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는 바(Statistics

2. 연구목적

Korea, 2011), 노인인구의 외상성 질환은 노인의 기저건강상
태를 고려하더라도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안전망을 구

본 연구의 목적은 질병관리본부의 2006~2008년 퇴원손상

축하려는 시도와 노력은 노인인구의 건강생활 영위를 위해 필

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손상으로 입원한 전기 노인(65~

수적이라고 생각된다.

74세) 및 후기 노인(75세 이상)의 손상 관련 특성과 손상 중증

외상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상자의 질병 상태에 대한 초기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손상 중증도를 판별하는 것은 적시에 필

도 및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요한 처치의 종류와 시기 및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y 손상으로 입원한 노인의 손상 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Jones et al., 2011). 따라서 노인에게 발생하는 외상의 원인

y 손상으로 입원한 노인의 연령군에 따른 손상 중증도를

과 기전,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유형과 손상 관련 특성을
조사하고, 중증도를 평가하여 손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증
가하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외상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전
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처치와 회

확인한다.
y 손상으로 입원한 노인의 연령군에 따른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분석한다.
y 손상으로 입원한 노인의 다빈도 진단을 확인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

복과정에 대한 정보를 환자 및 가족에게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연구방법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이러한

1. 연구설계

노력의 일환으로 손상 예방을 위한 퇴원 환자 심층 조사 사업
을 시작하여 병원 내원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손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손상 환자를 대상으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는

로 손상 관련 특성과 손상 중증도를 분석하며 노인의 손상 발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집되었으며, 주요 만성질환 퇴원 환

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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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이다.

1~24점은 경증, NISS 25~75점은 중증(사망은 75점)으로 분
류된다(KCDC &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2.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Medicine, 200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손상 환자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6~2008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

NISS=(1st AIS score)2+(2nd AIS score)2+(3rd AIS score)2

였다. 본 연구에서 ‘손상’은 세계 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라 갑자
기 발생한 외부 에너지(기계, 열, 전기, 화학, 방사능 및 물리적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내원특성,

압력)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 상해로 정의하며, 중독과 물질 오

손상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설명하

남용에 의한 상해까지 포함한다(International Classification

는 변수는 성별, 의료보장 형태, 거주 지역이었으며, 내원특성

of External Causes of Injuries [ICECI] Coordination and

관련 변수로는 손상 발생 후 내원까지의 소요기간, 입원경로를

Maintenance Group, 2004). 또한,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질

조사하였다. 손상 관련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손상 의도

병관리본부에서 퇴원 환자의 의무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

성, 손상발생 장소, 손상 시 활동, 손상기전을 포함하였으며,

적인 국가 단위의 손상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손상 관련 특성

손상기전이 운수사고인 경우 운수사고 유형을 조사하였다.

을 파악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한 조사체계이다. 퇴원손
상심층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병

2) 자료분석

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모든 환자로 층화이단추출법을 사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빈도 주진단명은 빈도 분

용하여 표본병원과 표본 환자가 추출 된 것이다. 이들 입원 환

석으로 제시하였고, 전기 노인(65~74세) 및 후기 노인(75세

자 중 손상 환자일 경우 손상의도성, 손상발생장소, 손상 시

이상)별로 손상의 중증도에 따른 설명변수 간의 차이를 카이

활동, 손상발생일 등 손상 관련 정보를 심층 조사하여 데이터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베이스화 하였다(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KCDC], 2011).
본 연구에서는 2006~2008년 퇴원손상심층조사의 전체 입
원 손상 환자 67,688명 중 65세 이상 노인 11,514명을 최종

전기 노인 및 후기 노인의 연령군에 따라 손상의 중증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3. 측정변수와 자료분석
1. 손상으로 입원한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손상 관련 특성,
1) 측정변수

손상 중증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손상의 중증도로서 중증도 평가 방법
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한 변형된 AIS (Abbreviated Injury

전체 연구대상자 11,514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

Scale, 간이손상척도) 분류(Modified AIS, MoAIS)에 근거한

다. 65세 이상 75세 미만 전기 노인과 75세 이상인 후기 노인

NISS (New Injury Severity Score)를 사용하였다(KCDC &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기 노인이 총 6,696명(58.2%),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007; Lee,

후기 노인은 총 4,818명(42.8%)이었다. 남성의 비율은 전기

W. K. et al., 2009). 이 방법은 성별 및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

노인에서 47.7%였고, 후기 노인에서는 31.6%로 남성 보다

에 대한 특정 손상진단명의 표준화 사망률 간의 비인 초과 사망

여성노인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

비를 산출하여 20%씩 AIS 점수를 5개 구간으로 분류한 것이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의료보장 형태가 건강보험인 비율은

다. 각 환자의 NISS 점수의 산출은 환자가 가진 손상 진단 코드

전기 노인에서 64.2%, 후기 노인에서 71.5%였으며, 의료급

별로 각각 손상 부위와 중증도(Modified AIS, MoAIS)로 전환

여수급권자 비율은 전기 노인 10.1%보다 후기 노인에서 16.1

되고 이렇게 전환된 점수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각각 자승한

%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도 지역 비율이 시 지역

합으로 산출된다. NISS 점수는 1~75점이 부여되며, NISS

보다 더 높았으며, 후기 노인의 시 지역 거주 비율은 44.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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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노인의 경우 42.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NISS 점수

비율이 높았던 반면, 중증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를 이용한 중증도 점수는 전기 노인의 경우, 중등(9~24점) 비

58.8%, 41.2%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거주 지역이 시 지역

율이 44.6%로 가장 높았고, 경증(1~8점) 31.5%, 중증(25~75

인 경우 중증도가 경, 중등에서는 40.7%였으나 중증에서는

점) 24.0% 순이었다. 후기 노인의 경우 중등(9~24점) 비율이

48.7%로 비율이 증가하였다. 입원경로가 응급실을 통한 경우

55.9%로 가장 높았고, 중증(25~75점) 22.6%, 경증(1~8점)

중증도가 경, 중등인 경우 64.1%였으나 중증에서는 83.5%로

21.5% 순으로 나타나 후기 노인의 경우 전기 노인에 비해 손

입원경로에 따라 중증도에 차이를 보였다. 손상이 발생된 후

상 후 중증도가 높게 나타났다. 입원기간은 전기 및 후기노인

병원에 내원하기까지의 소요기간에서는 손상 당일(1일) 내원

모두에서 11~30일간 입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 경우 경, 중등보다 중증에서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손상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s (N=11,514)
Variables

Middle old
(n=6,696)
n (%)

Old old
(n=4,818)
n (%)

의도성과 중증도와의 관계에서는 의도성인 경우 경, 중등 비
율이 0.1%였으나, 중증의 비율이 11.0%로 급증하여 손상의
의도성에 따른 중증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손상발생
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손상 시 활동이 기타인 경우가 중증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손상기전이 중독인 경우 중증도

Gender
Male
Female

3,195 (47.7)
3,501 (52.3)

1,521 (31.6)
3,297 (68.4)

Type of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aid
Others

4,298 (64.2)
679 (10.1)
1,719 (25.7)

3,444 (71.5)
774 (16.1)
600 (12.5)

Route of admission
Emergency
Outpatient & others

4,603 (68.7)
2,093 (31.3)

3,455 (71.7)
1,363 (28.3)

가 경, 중등인 경우는 1.5%에 불과했으나, 중증에서는 16.6%
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손상기전이 운수사고인 경우에
운수사고 유형이 보행자일 경우와 오토바이/무동력 교통수단
을 이용할 경우 경, 중등에서 비율보다 중증의 비율이 높아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후기 노인에서도 전기 노령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중증일수록 남성인 경우, 거주 지역이 시 지역인 경우, 입원경
로가 응급실을 통한 경우, 손상 발생 후 내원까지 소요기간이

Residence area
Municipal
Provincial

2,855 (42.6)
3,841 (57.4)

2,161 (44.9)
2,657 (55.1)

Severity (NISS)
Mild (1~8)
Middle (9~24)
Severe (25~75)

2,106 (31.5)
2,986 (44.6)
1,604 (24.0)

1,035 (21.5)
2,695 (55.9)
1,088 (22.6)

Length of stay (day)
≤2
3~10
11~30
≥31

468 (7.0)
2,372 (35.4)
2,627 (39.2)
1,229 (18.4)

304 (6.3)
1,499 (31.1)
1,972 (40.9)
1,043 (21.6)

Year of admission
2005
2006
2007

2,064 (30.8)
2,239 (33.4)
2,393 (35.7)

1,428 (29.6)
1,621 (33.6)
1,769 (36.7)

24시간 이내인 경우, 손상의 의도성이 있는 경우, 손상기전이
운수사고와 중독인 경우, 운수사고의 유형이 보행자와 오토바
이/무동력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의 비율이 높아졌다.

3. 손상으로 입원한 노인의 연령군에 따른 손상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연령별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NISS 25점 이상인 중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은 전기 노인의 NISS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기 노인에서 중증 가능
성이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 1.8배(95% CI 1.607~2.084) 높
았으며, 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도 지역에 비해 1.6배

2. 손상으로 입원한 노인의 연령군에 따른 손상 관련 특성
및 손상 중증도

(95% CI 1.399~1.80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경로가
외래 및 기타인 경우 보다 응급실을 통한 경우에 노인의 손상
중증도는 2.8배(95% CI 2.386~3.352) 높아졌으며, 손상 발

Table 2는 각각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중증도 점수에 따

생 후 내원까지의 소요기간이 96시간(4일) 이후인 경우에 중

른 설명 변수간의 차이를 내타내고 있다. 전기 노인에서 손상

증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1.5배(95% CI 1.237~1.733) 증가하

중증도(NISS)에 따른 설명변수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증도

였다. 특히, 손상기전의 경우 운수사고에 비해 중독인 경우

가 경, 중등도인 경우 남성이 44.2%, 여성이 55.8%로 여성의

4.3배(95% CI 3.020~6.168) 중증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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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ISS by Risk Factor in Middle Old Elders & Old Old Elders

(N=11,514)

Middle old – NISS (n=6,696)
Variables

Mild, middle
(1~24)
n (%)

Severe
(≥25)

p

n (%)

Gender
Male
Female

2,252 (44.2)
2,840 (55.8)

943 (58.8)
661 (41.2)

Type of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aid
Others

3,302 (64.8)
541 (10.6)
1,249 (24.5)

996 (62.1)
138 (8.6)
470 (29.3)

Residence area
Municipal
Provincial

2,074 (40.7)
3,018 (59.3)

781 (48.7)
823 (51.3)

Route of admission
Emergency
Outpatient & others

3,263 (64.1)
1,829 (35.9)

1,340 (83.5)
264 (16.5)

Injury to door time
＜24 hour
24~72 hour
≥96 hour

2,779 (56.6)
848 (17.3)
1,279 (26.1)

970 (62.0)
261 (16.7)
334 (21.3)

Intention of injury
Not intended
Intended

5,085 (99.9)
7 (0.1)

1,427 (89.0)
177 (11.0)

Place at injury
Residence
Others

1,372 (26.9)
3,720 (73.1)

474 (29.6)
1,130 (70.4)

Activity at injury
Working
Daily living
Alcohol use
Others

687 (13.5)
1,720 (33.8)
257 (5.0)
2,428 (47.7)

197 (12.3)
491 (30.6)
60 (3.7)
856 (53.4)

Mechanism of injury
Accident
Falling or contact injury
Poison
Others

1,609 (31.6)
2,716 (53.3)
77 (1.5)
690 (13.6)

590 (36.8)
605 (37.7)
266 (16.6)
143 (8.9)

379 (23.6)
459 (28.5)
771 (47.9)

190 (32.2)
213 (36.1)
187 (31.7)

Type of accident
Pedestrian
Motorcycle/NPM
Others

2

x

Old old – NISS (n=4,818)
Mild, middle
(1~24)
n (%)

Severe
(≥25)

129.5 ＜.001
1,024 (27.5)
2,706 (72.5)

497 (45.7)
591 (54.3)

2,681 (71.9)
629 (16.9)
420 (11.3)

763 (70.1)
145 (13.3)
180 (16.5)

1,637 (43.9)
2,093 (56.1)

524 (48.2)
564 (51.8)

2,545 (68.2)
1,185 (31.8)

910 (83.6)
178 (16.4)

1,791 (50.6)
769 (21.7)
983 (27.7)

616 (59.0)
161 (15.4)
267 (25.6)

3,719 (99.7)
11 (0.3)

975 (89.6)
113 (10.4)

1,673 (44.9)
2,057 (55.1)

484 (44.5)
604 (55.5)

234 (6.3)
1,877 (50.3)
118 (3.2)
1,501 (40.2)

62 (5.7)
511 (47.0)
36 (3.3)
479 (44.0)

547 (14.7)
2,673 (71.7)
48 (1.3)
462 (12.4)

223 (20.5)
560 (51.5)
200 (18.4)
105 (9.7)

196 (35.8)
154 (28.2)
197 (36.0)

97 (43.5)
78 (35.0)
48 (21.5)

17.2 ＜.001

25.8 ＜.001

31.6 ＜.001

6.2

215.0 ＜.001

.013

98.6 ＜.001

28.1 ＜.001

16.7 ＜.001

542.0 ＜.001

17.5

p

n (%)

103.7 ＜.001

4.2

2

x

342.1 ＜.001

.042

.001

631.9 ＜.001

0.046

.830

5.4

.147

552.7 ＜.001

46.7 ＜.001

15.3 ＜.001

NPM=non power machine.

로 나타났으며, 의도성이 있는 자해, 자살인 경우 비의도성인

시 활동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전기

손상에 비해 중증일 가능성이 23.7배(95% CI 9.910~56.786)

노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 중증일 가능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이 2.0배(95% CI 1.741~2.392) 높았으며, 거주 지역이 시

후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카이제

지역인 경우가 도 지역에 비해 1.3배(95% CI 1.162~1.578)

곱 분석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손상발생 장소와 손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경로가 외래 및 기타인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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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NISS in Middle Old Elders
Variables

Categories

Gender

(Ref: female)
Male

(N=6,471)
B

SE

0.604

0.066

-0.024
0.013

NISS severity
95% CI

p

1.830

(1.607~2.084)

＜.001

0.116
0.095

0.976
1.013

(0.779~1.225)
(0.841~1.219)

.837
.893

Adjusted OR

Type of
insurance

(Ref: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aid
Others

Residence area

(Ref: provincial)
Municipal

0.462

0.065

1.588

(1.399~1.802)

＜.001

Route of
admission

(Ref: outpatient&others)
Emergency

1.040

0.087

2.828

(2.386~3.352)

＜.001

Injury to door
time (hour)

(Ref: 24)
24~72
≥96

0.141
0.381

0.088
0.086

1.151
1.464

(0.972~1.374)
(1.237~1.733)

.112
＜.001

Intention of
injury

(Ref: not intended)
Intended

3.166

0.445

23.723

(9.910~56.786)

＜.001

Place at injury

(Ref: others)
Residence

-0.020

0.090

0.980

(0.821~1.170)

.822

(Ref: others)
Working
Daily living
Drinking alcohol

-0.114
-0.027
-0.461

0.098
0.082
0.160

0.892
0.973
0.630

(0.736~1.082)
(0.828~1.143)
(0.461~0.862)

.247
.734
.004

(Ref: accident)
Falling or contact injury
Poison
Others

-0.400
1.462
-0.465

0.096
0.182
0.132

0.670
4.316
0.628

(0.555~0.810)
(3.020~6.168)
(0.485~0.813)

＜.001
＜.001
＜.001

Activity at injury

Mechanism of
injury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다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했을 때에 대상자 중증도가 높아질

대상자의 다빈도 주진단명을 10순위까지 분석한 결과는

가능성은 2.2배(95% CI 1.827~2.746)였고, 손상 발생 후 내

Table 5과 같다.

원까지의 소요기간이 96시간(4일) 이후인 경우에 중증도가

연령대별로 다빈도 진단을 분석한 결과, 전기 노인의 경우

높아질 가능성이 1.4배(95% CI 1.132~1.650) 더 높은 것으

다빈도 주진단의 순위 간 격차는 크지 않았던 반면, 후기 노인

로 나타났다. 손상의 의도성이 있는 경우 중증일 가능성이 전

의 경우 대퇴골 골절 및 요추 및 골반의 골절 손상 환자가 전

기 노인에서 보다 작지만 6.8배(95% CI 3.253~14.120) 더 높

체의 29.8%를 차지하였다. 또한,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

게 나타났다. 손상기전에 따라서는 운수사고에 비해 중독일

과에서도 여성노인의 상위 3순위 진단명은 대퇴골 골절 및 요

경우 중증일 가능성이 7.1배(95% CI 4.541~11.120) 높게 나

추 및 골반의 골절 손상으로 26.2%를 차지하여 후기 노인의

타나 전기 노인에서 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낙상 및 부

다빈도 주진단 순위에 포함되는 진단명과 일치하였다. 남성

딪힘이나 기타인 경우보다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인 경우 중증

노인의 경우 여성노인에 비해 대퇴골 골절이나 요추, 골반의

일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골절과 같은 하지 손상 보다는 뇌진탕이나 외상성 경막하 출
혈과 같은 두부 외상의 순위가 다소 높았다.

4. 손상으로 입원한 노인의 다빈도 진단 분석

후기 노인, 여성노인에게 빈번하게 나타난 하지, 요추 및
골반의 손상은 Table 5에서와 같이 경증 및 중증도로 분석된

조사된 자료의 일반적 특성 및 손상 관련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서 24.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중등도 손상인 경

노인의 연령, 성별, 중증도, 내원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우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15.7%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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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NISS in Old Old Elders

(N=4,587)
B

SE

(Ref: female)
Male

0.713

Type of
insurance

(Ref: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aid
Others

Residence area

NISS severity
Adjusted OR

95% CI

p

0.081

2.041

(1.741~2.392)

＜.001

0.052
0.122

0.112
0.155

1.054
1.130

(0.845~1.313)
(0.834~1.532)

.643
.430

(Ref: provincial)
Municipal

0.303

0.078

1.354

(1.162~1.578)

＜.001

Route of
admission

(Ref: outpatient&others)
Emergency

0.806

0.104

2.239

(1.827~2.746)

＜.001

Injury to door
time (hour)

(Ref: 24)
24~72
≥96

-0.252
0.312

0.108
0.096

0.078
1.367

(0.629~0.961)
(1.132~1.650)

.020
.001

Intention of
injury

(Ref: not intended)
Intended

1.914

0.374

6.777

(3.253~14.120)

＜.001

Mechanism of
injury

(Ref: accident)
Falling or contact injury
Poison
Others

-0.394
1.961
-0.426

0.141
0.228
0.184

0.674
7.106
0.653

(0.511~0.890)
(4.541~11.120)
(0.455~0.937)

.005
＜.001
.021

Gender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내었고, 뇌좌상과 뇌진탕이 그 뒤를 이어 외상으로 인한 두부

성노인에 비해 대퇴골 골절이나 요추, 골반의 골절과 같은 하

손상은 노인의 외상성 질환 중에서도 대상자의 생명을 위협하

지 손상 보다는 뇌진탕이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같은 두부

는 중요한 질환으로 나타났다.

외상의 빈도가 비교적 높았다.
일반적으로 노년 인구의 성비는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고,

논

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비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노
인의 중증도가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결과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서 남성노인의 경우 손상으로 인한 중증도 점수가 높은 두부

이들을 전기 노인 및 후기 노인으로 구분하여 손상 관련 특성

외상의 비율이 높았다. 노인의 건강 관련 위험행동에 대해

과 손상 중증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수행되

Bae와 Park (2006)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위험행동으로 분

었다. 노인 대상자의 손상 관련 특성 및 예후, 관련 영향 요인

류 될 수 있는 흡연, 음주, 약물, 자살 행동 중에서 음주와 자살

을 분석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기 시작한 이 시

행동의 영역에서 남성노인의 건강 관련 위험행동 비율이 여성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노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음주행동은 신체 건강과 자

연구결과에 나타난 외상성 질환으로 입원한 노인의 손상

아존중감에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

중증도 영향요인으로는 성별이 남성인 경우, 시 지역에 거주

였다. 음주문제는 알코올로 인한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

하는 경우, 의도적 사고, 중독으로 인한 손상, 손상 발생 후 의

어 의식 변화를 초래하여 각종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료기관 내원 시간이 4일(96시간) 이후인 경우로 나타났다. 본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적 대응이나 보상 능력

연구를 통해 나타난 노인 외상 환자의 손상 관련 특성을 정리

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요한 손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해 보자면, 후기 노인의 경우 대퇴골 골절 및 요추 및 골반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행동으로 인한 두부 손

골절 손상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

상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빈발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에서도 여성노인은 대퇴골 골절 및 요추 및 골반의 골절 손

는 대상자와 주변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거나 대상

상이 26.2%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남성노인의 경우 여

자의 과거력, 투약, 손상 시 주변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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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ank of Primary Diagnosis Code by Risk Factor
Age
Rank

Gender

Middle old

Old old

Male

Female

Dx

n (%)

Dx

n (%)

Dx

n (%)

Dx

n (%)

1

S3200

428 (6.4)

S7210

587 (12.2)

S0650

265 (5.6)

S7210

618 (9.1)

2

S0600

320 (4.8)

S7200

476 (9.9)

S7210

216 (4.6)

S3200

602 (8.9)

3

S2200

297 (4.4)

S3200

370 (7.7)

S0600

206 (4.4)

S7200

555 (8.2)

4

S0650

255 (3.8)

S2200

254 (5.3)

S3200

196 (4.2)

S2200

447 (6.6)

5

S7200

255 (3.8)

S0650

167 (3.5)

S7200

176 (3.7)

S0600

246 (3.6)

6

S7210

247 (3.7)

S0600

132 (2.7)

S2240

168 (3.6)

S5250

195 (2.9)

7

S134

235 (3.5)

S335

117 (2.4)

S134

159 (3.4)

S335

176 (2.6)

8

S2240

180 (2.7)

S2240

93 (1.9)

S0620

140 (3.0)

S0650

157 (2.3)

9

S335

158 (2.4)

S4220

77 (1.6)

S2230

112 (2.4)

S4220

146 (2.1)

10

S5250

154 (2.3)

S5250

77 (1.6)

S2200

104 (2.2)

S134

117 (1.7)

NISS
Rank

Injury to door time

Mild, middle

Severe

1 Day

2~3 Days

≥4 Days

Dx

n (%)

Dx

n (%)

Dx

n (%)

Dx

n (%)

Dx

n (%)

1

S7210

758 (8.6)

S0650

422 (15.7)

S7210

490 (8.0)

S7210

205 (10.1)

S3200

357 (12.5)

2

S3200

727 (8.2)

S0620

124 (4.6)

S7200

352 (5.7)

S7200

167 (8.2)

S2200

265 (9.3)

3

S7200

661 (7.5)

S2240

123 (4.6)

S0600

325 (5.3)

S3200

131 (6.4)

S7200

198 (6.9)

4

S2200

436 (4.9)

T603

121 (4.5)

S3200

272 (4.4)

S2200

87 (4.3)

S0650

158 (5.5)

5

S0600

434 (4.9)

S0660

118 (4.4)

S0650

215 (3.5)

S0600

77 (3.8)

S7210

128 (4.5)

6

S134

273 (3.1)

S2200

115 (4.3)

S134

181 (2.9)

S335

65 (3.2)

S335

65 (2.3)

7

S335

273 (3.1)

T600

78 (2.9)

S2200

166 (2.7)

S134

64 (3.1)

S2230

58 (2.0)

8

S5250

225 (2.6)

S7210

76 (2.8)

S2240

160 (2.6)

S2240

54 (2.6)

S2240

56 (2.0)

9

S2230

182 (2.1)

S3200

71 (2.6)

S335

141 (2.3)

S5250

53 (2.6)

S5250

52 (1.8)

10

S4220

168 (1.9)

S7200

70 (2.6)

S0620

129 (2.1)

S0650

39 (1.9)

S0600

46 (1.6)

Diagnosis code description: S0600=cerebral concussion; S0620=cerebral contusion; S0650=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S134=sprain & strain of
C-spine; S2200=T-spine fracture; S2230=rib fracture; S2240=multiple fracture of ribs, closed; S3200=L-spine & pelvis fracture; S335=Back sprain;
S4220=humerous neck fracture; S5250=colles fracture; S7200=femur neck fracture; S7210=femur intertrochanter fracture; T600=toxic effect of organophosphate and carbamate insecticides; T603=Toxic effect of herbicides and fungicides.

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을 가진 노인의 경우에 투여되는 약물이나, 기존의 치료 등

Kim 등(2006)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응급실에 내원한

을 고려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미 조

노인을 대상으로 외상 환자의 중증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외상 관련 위험 요인과의 관

분석하였는데, 노인의 외상 관련 중증도를 분석할 때 기존 질

련성을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차후 반복 연구를 시행하는 경우

환에 대해 고려하였다. 기존 질환의 유무 혹은 개수를 조사하

이 같은 노인 기저질환에 대한 정보에 대해 초기 사정 및 비용

여 손상 중증 점수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이들 간의 뚜

요인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상자의 평균 재원 일

도 지역에 비해 시 지역 노인 외상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것

수는 증가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저질

은 교통사고 발생, 복잡한 도시환경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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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며, 앞서 제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운수

mmHg 이상이면서 머리-가슴-배의 둔상을 입은 경우는 주의

사고인 경우 낙상 및 미끄러짐이나 기타 요인 보다 중증도가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Lee (2008)는 도시와 농촌의

자살행동의 경우도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의 비율이 높

외상 환자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각각의 손상기

았는데,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노인의 자살 행동 비율은 2배

전 순위는 미끄러짐, 교통사고, 둔상의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e & Park, 2006). 일반적으

났지만, 이러한 손상 인구의 절대 수는 도시 지역이 본 연구와

로 여성노인의 우울이나 자살 생각이 남성노인에 비해 높게

마찬가지로 많았고, 농촌 지역의 경우 오토바이나 경운기, 농

보고되는데, 실제로 자살률 통계에서는 여성노인에 비해 남

기구에 의한 사고가 도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

성노인의 자살 성공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어 여성노인이 자살

가 있었다.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활동 노인인구도 증

생각을 더 많이 하더라도, 실제 이를 행동에 옮기거나 자살을

가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성공하는 것은 남성노인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더불어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시

고 볼 수 있겠다.

급하다.

중독으로 인한 손상의 경우,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 신기

본 연구결과에서는 노인 대상자의 손상 발생 후 4일(96시

능이나 간기능이 저하되어 중독사고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

간) 이후에 내원 하였을 때에 손상 중증도 점수에 영향을 준다

이든 간에 일단 손상된 이후에는 회복이 지연되며, 중증도가

는 결과가 나타났다. Kim 등(2006)은 응급실에 내원한 노인

높아지게 된다(Lee, W. J.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중독사

외상 환자들의 중증도에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노인 환자들

고로 입원한 노인의 수는 전체 대상자 중에서 많은 수는 아니

은 나이와 관련하여 물리적, 정신적, 문화적 차이로 젊은 환자

었으나, 중독으로 내원한 경우의 대부분이 손상 시 중증으로

와는 증상을 매우 다르게 호소하고 통증의 역치 또한 다양하

구분되는 건강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활 속에서

기 때문에 심각한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류장애가 발생

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비의도적 사고에 의

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한 중독은 약물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보관의 문제

노인이 GCS 8점 이하의 의식수준을 보이는 심각한 두부 외상

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대상자는 시각이나 후각, 미

을 입은 경우에 치사율은 70%에 가까워지며, 손상 발생 직후

각의 저하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을

에서 의료진의 처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시간 간격이 예후

돌보는 환경에서는 약품이나 약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시에

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노인 대상자의 당뇨나 심질환 같은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저 질환도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

손상으로 인한 다빈도 진단명을 살펴 본 결과에 따르면 하

였다(Borkar et al., 2011). Werman 등(2011)의 연구에서는

지, 요추, 골반의 손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Lee 등

70세 이상 노인 외상 환자는 응급 상황에서 중증도 분류 시에

(2010)은 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비의도적 손상 관련 연구에

16세~69세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사망에 이를 확률

서 노인인구의 주택 내 손상 장소는 주로 방, 욕실, 마당이었

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상으로 인한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노인

으며, 손상기전은 미끄러짐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따

대상자의 중증도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

라서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정이나 시설에서의 손상 예방 활

면서 노인 외상 환자 평가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6가지 항

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가정 내 욕실이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목을 제시하였다. 환자 초기 사정 시에, 두부 외상을 동반한

발생 가능한 곳의 주의 표식,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경우 GCS점수 14점 미만, 수축기 혈압 100 mmHg 미만, 두

물품의 정리 및 감시 등이 노인 가족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

부 외상을 동반한 낙상 여부, 다발성 신체손상, 보행자 교통사

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가족 교육이 필요하다.

고, 하나 이상의 긴 뼈 골절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해당 하는

손상 시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여 손상 초기에 의료기관을

내용이 있는 경우 손상 노인 대상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성

방문하는 것이 손상 후 중증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본 연

인에 비해 예후가 나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

구를 통해 다시금 확인되었다. 손상으로 인한 증상은 노인의

였다. Heffernan 등(2010)의 연구에서도 외상 환자의 초기

평소 건강상태, 손상기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평가 시에 확인된 활력징후가 정상인 경우 예후가 좋을 것이

다. 따라서 중증의 질환을 초래하는 주요한 손상기전에 대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상자가 노인인 경우는 이를 보장할

중요한 순간에 인식할 수 있도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상

수 없다고 하면서 맥박이 90 이상이거나 수축기 혈압이 110

관련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포함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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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퇴원손상심층조사가 입원 손상

한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노인 손상 환자를 대표

둘째, 본 연구는 퇴원손상심층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는

하기 어려움이 있다. 손상 발생 후 내원까지의 소요시간의 경

데, 대상자의 손상에 대한 치명도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자

우, 시간적 변수가 중요하나 퇴원심층조사지에서는 시간적

료의 이용과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 차후, 국가 기반 손상 관

변수가 포함되지 않아 기간 변수로 대체하였다. 또한, 이 연구

련 감시체계를 구축 할 때에 손상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서는 노인 손상 환자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독립 변수의 세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손

위험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의도성을 가진 자해, 자살 손

상 이전 건강력, 의료기관 도착 당시 건강상태, 영양 상태, 주

상의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거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된다면 노인

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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