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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2년∼2016년의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운수사고에 따른 노인 보행자 입원환자의
의료적 특성인 재원기간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운수사고에 따른 노인 보행자 입원환자의 의료적 특성으로 입원경로,
중증도, 손상부위, 수술유무, 치료결과, 병원소재지, 병상규모가 재원일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외래경유
입원인 경우, 치료결과가 호전보다는 호전 안됨이나 사망인 경우, 100-299병상보다는 500-999병상, 1000병상 이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짧았다. 그러나, CCI는 0점보다는 1-2점, 3점 이상인 경우, 손상부위가 머리 또는 목보다는 기타부위
인 경우, 수술을 한 경우, 병원소재지가 서울보다는 도 지역, 광역시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행 운수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원환자의 의료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및 의료자
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노인 보행자, 재원일수, 중증도, 운수사고, 손상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length of stay in elderly pediatric 
inpatients in traffic accidents. We used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data on the 
discharged from 2012 to 2016.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length of stay are admission 
route,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injury parts, operation, results, hospital area, and beds for 
hospitals. The length of stay was shorter in the case of the admission route of the outpatient 
department than the emergency room, the results were not improved or death rather than improved, 
and the bed size was 500-999 beds or over 1000 beds rather than 100-299 beds. However, the length 
of stay was longer in the case of CCI score was 1-2 or over 3 rather than 0, injury parts were other 
parts rather than head/neck, when the operation was yes, and when the hospital area was a province, 
metropolitan rather than Seoul.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the medical characteristics of 
inpatient to prevent pedestrian traffic acc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population aging. Based on this 
finding, we wish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effectively manage 
traffic safety and medical resourc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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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 전체인구 중 노인이 14.3%
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노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1］. 이처럼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이동과 사
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노인의 사회활동 분
야와 범위도 확대되어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다양하
게 발생하고 있다［2］.

노인은 신체적 변화로 운동, 감각기능이 취약하며, 복
잡한 도시환경과 시설 이용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노인의 손상사고에 대한 인식, 환경 등은 
크고 작은 외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3］. 또
한 노인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손상에 대한 노출이 증
가하고 손상의 빈도가 높아져 그로 인한 사망률까지도 
높아지게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증가로 이어져 
의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2018년 노인의 진료비
는 전체의 40.8%로 2012년 34.2%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4］.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과 도시의 발달로 인한 질
병 구조의 변화로 손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서 운수사고, 추락, 중독, 화재, 질식 등의 형태
로 많은 사람이 장애와 사망을 경험하고 있다［5］. 통계
청 조사에서 운수사고, 추락, 익수, 화재, 중독, 자살, 타
살로 구분된 사망 외인 중 손상에 의한 사망은 꾸준히 늘
어났으며, 원인으로 노인의 증가 및 사회 안전망 부족을 
꼽고 있다［1］. 과거에 손상은 예고 없이 발생하여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식하였으나, 최근에는 국가적 관심과 
개인의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인
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손상이 안전측면에서만 다루어
지다가 보건학적 문제로 대두되어 다른 질환에 비해 적
절한 관리로 외상이나 사망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측면
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상의 규
모를 파악하고 원인이나 역학적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예
방, 치료, 재활을 위하여 지침을 세우는 것이 의료적으로 
중요하다［6］.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운수사고 발생 건수는 
1990년 595.5건으로 이후 증감을 반복하여 2010년 이
후 464.2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OECD 평균에 비해 
1.4배 많이 발생하였다. 2018년 전체 보행자사고는 발생

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등이 모두 전보다 감소하였으
나, 노인인구에서의 보행사고 사망자와 전체사고대비 점
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7］. 노인 인구에서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수 중 44.4%로 많았고, 그중 보행 사망
자가 56.6%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7］. 
2018년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은 21%이며,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50.1%를 차지하여 
보행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7］. 
이와 같이 노인인구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교통
법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교통시설, 교통 제도 등이 미
흡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8, 9］. 

이에 본 연구는 보행 중에 운수사고로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입원환자의 의
료적 특성 변수 중 재원일수는 병원자원의 효율적 활용
을 측정하는 지표이다［10］. 또한, 손상환자의 치료결
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11］. 우리
나라의 재원일수는 2016년 기준 OECD 평균 8.1일에 
비해 2.2배 높으며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18.1
일이다［12］. 따라서 노인 보행자의 운수사고에 따른 
입원을 예방하는 것은 노인은 건강을 유지하며, 재원일수 
감소를 통해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감소시키고, 공급자는 
병상회전율을 높임으로써 병원의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
다［13］.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사용

하여 노인 보행자 운수사고 입원환자의 의료적 특성을 
파악하고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는 전국의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등 100병상 이상의 일반병원에서 퇴원
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표본추출방법은 2단계 층
화이단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병원을 병상규모별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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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병상수 크기로 병원을 정렬한 후 17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
체 자료 1,137,350건 중 65세 이상 100세 미만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입원경로가 외래 또는 응급실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손상 의도가 자해, 폭행 등인 경우는 제외하였
다. 그리고 비의도성으로 손상기전이 운수사고, 사고 유
형이 보행자인 자동차보험 환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다음으로 손상일로부터 입원 시까지의 기간이 8일 이
상인 경우(147건), 손상발생일이 2012년 이전인 경우
(36건)과 발생일 값이 결측치(1건)인 경우를 제외하여 최
종 1,467건이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Fig. 1 참고).

연구 자료는 의료기관코드번호, 환자식별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변수를 제외한 자료로 이용계획서 및 정보
보호서약서 제출, 심의․승인 절차를 받은 후 제공 받은 것
으로 별도의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Fig. 1. Extraction process of research subjects  

 

2.2 변수 정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원일수이다. 재원일수는 손상 

환자의 중증도를 가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결과 
측면을 대변할 수 있고 의료비에 대한 의료정책의 효과 
분석 및 의료기관의 효율성 및 의료의 질 관리에 중요한 
지표이다［6］. 재원일수는 퇴원일-입원일로 산출하였
고, 당일 입·퇴원인 경우 재원일수를 1로 변환한 후 로그
를 취하여 투입하였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와 같이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특성을 환자 특성, 의료기관 
접근특성, 손상과 질환 특성, 의료기관 특성 등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11-20］.

환자 특성은 성, 연령으로 선정하였다. 연령은 65-74
세, 75-84세, 8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3］. 

의료기관 접근특성은 병원지역과 환자의 거주지 일치, 

손상발생 후 입원소요일로 구분하였다. 거주지의 일치 여
부는 환자 우편번호와 의료기관의 지역이 일치하는 경우를 
‘일치’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노인 보행자의 운수사고 후 
입원까지의 손상발생 후 입원소요일은 손상 발생일-입원
일로 산출한 후 0일, 1-2일. 3-7일로 구분하였다［21］.

손상과 질환 특성은 입원경로, 중증도, 손상부위, 수술
유무, 치료결과로 선정하였다［6］. 입원경로는 외래와 
응급실 경유로 구분하였고, 중증도는 타 중증도 지표보다 
월등하다고 알려진 Charlson Comorbidity Index(이
하, CCI)에 따라 0점, 1-2점, 3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2-25］. CCI는 17개 질환으로 구분되며, 각 범주마
다 1-6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가중치의 합계가 동반
상병에 대한 총 점수가 된다. 손상부위는 퇴원손상심층조
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의 손상부위 분류코드 분류에 따
라 머리와 목, 척추와 등, 몸통, 상지, 하지, 기타로 구분
하였다. 수술 여부는 주수술일 날짜가 적혀 있는 경우를 
‘예’로 정의하였고, 치료결과는 호전, 호전 안됨, 사망으로 
구분하였다. 

의료기관 특성은 병원지역, 병상 규모로 선정하였다. 
병원지역은 서울, 광역시, 도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병상 
규모는 100-299병상, 300-499병상, 500-999병상, 
1000병상 이상으로 구분하였다［6, 11］.

2.3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환자 특성, 의료기관 접근특성, 손상과 

질환 특성, 의료기관 특성 각각의 요인별 빈도를 제시하
였다. 다음으로 요인별 재원일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t-test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재원일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multi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모형에 투입
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값은 
10보다 작았으며 잔차의 정규분포 여부는 Shapiro-Wilk 
검정 결과 (p=0.34473) 정규분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TATA 
12.0을 이용 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 미만
으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노인 보행자의 운수사고에 따른 재원일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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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umber (%)
 Patient
  Gender   Male 446 (30.4)

  Female 1,021 (69.6)
  Age   65-74 823 (56.1)

  75-84 550 (37.5)
  over 85 94 ( 6.4)

 Medical institution approach
  Address matching   Y 1,148 (78.3)

  N 319 (21.7)
  Duration   0 1,184 (80.7)

  1-2 202 (13.8)
  3-7 81 ( 5.5)

 Injury
  Admission route   ER1) 1,151 (78.5)

  OPD2) 316 (21.5)
  CCI3)   0 1,244 (84.8)

  1-2 172 (11.7)
  over 3 51 ( 3.5)

  Injury part   Head, Neck 359 (24.5)
  Spine, Back 225 (15.3)
  Trunk 21 ( 1.4)
  Upper ext.4) 167 (11.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unit : patient, day)

 Lower ext.4) 464 (31.6)
 others 231 (15.7)

 Operation  N 966 (65.8)
 Y 501 (34.2)

 Results  Improve 1,346 (91.8)
 Not improve 60 ( 4.1)
 Death 61 ( 4.2)

Hospital
 Area  Seoul 265 (18.1)

 Metropolitan 494 (33.7)
 Province 708 (48.3)

 Bed  100-299 674 (45.9)
 300-499 197 (13.4)
 500-999 508 (34.6)
 Over 1000 88 ( 6.0)

 1) ER : Emergency room
 2) OPD : Out patient department 
 3) CCI : Charlson comorbidity index

4) ext. : extremity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 1,467명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환자 특성으로 성별분포는 남자가 30.4%, 여자가 69.6%
로 여자가 약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분포는 65-74세가 
56.1%로 가장 많았고 75-84세 37.5%, 85세이상 6.4%
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접근특성 중 거주지와 의료기관의 주소가 일
치하는 경우, 즉 노인 보행자 환자의 78.3%가 거주지에
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 발생 후 입원까지 
소요일은 손상당일 내원 80.7%, 1-2일 13.8%, 3-7일 
5.5%로 손상당일 병원 내원이 가장 많았다. 

손상과 질환 특성으로 입원경로는 응급실이 78.5%, 
외래가 21.5%이었다. CCI는 0점 84.8%, 1-2점 11.7%, 
3점 이상 3.5%로 대부분 0점으로 분류되었다. 손상부위
별 결과는 머리와 목 24.5%, 척추와 등 15.3%, 체간 
1.4%, 상지 11.4%, 하지 31.6%, 기타부위 15.7%로 머리
와 목 손상이 가장 많았다. 수술여부는 아니오 65.8%, 예 
34.2%이었다. 치료결과는 호전 91.8%, 호전 안됨 4.1%, 
사망 4.2%로 호전이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울 18.1%, 광
역시 33.7%, 도 48.3%로 도 지역이 가장 많았다. 병상규
모는 100-299병상 45.9%, 300-499병상 13.4%, 
500-999병상 34.6%, 1000병상 이상 6.0%로 100-299
병상에 가장 많이 입원하였다. 

3.2 연구대상자 특성별 재원일수 차이 비교
연구대상자 요인별 재원일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

하였다(Table 2 참고).
환자 특성의 경우, 여자 26.7일로 남자 24.1일보다 길

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별로 85세 이
상이 31.7일로 가장 길었으며, 나머지 그룹은 25.5일로 
같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료기관 접근 특성의 경우,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 
26.2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4.6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손상발생 후 입원소요일은 0일 27.4일, 
1-2일 19.7일, 3-7일 19.8일로 손상 당일 입원 재원일
수가 가장 길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손상과 질환 특성의 경우, 입원경로에 따른 재원일수
는 응급실 27.9일, 외래 18.5일로 나타났고, CCI 0점은 
24.7일, 1-2점 30.0일, 3점 이상 40.5일로 3점 이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가장 길었다. 손상부위별 재원일수는 머
리와 목 22.7일, 척추와 등 21.6일, 체간 25.4일, 상지 
24.6일, 하지 30.8일, 기타 26.1일로 하지의 손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가장 길었다. 수술여부는 수술을 한 경우 
41.5일, 수술하지 않은 경우 17.8일로 수술을 한 경우 
2.3배 길게 나타났다. 치료결과는 호전 27.3일, 호전 안
됨 4.8일, 사망 14.5일로 호전된 경우 가장 길었고, 이들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의료기관 특성은 병원소재지가 서울 23.3일, 광역시 
26.1일, 도 지역 26.7일로 도 지역이 가장 길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병상규모별 재원일수는 
100-299병상 23.3일, 300-499병상 29.6일, 500-999
병상 27.2일, 1000병상 이상 29.8일로 1000병상 이상
의 재원일수가 가장 길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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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Coef. p
Patient
 Gender(Male) Female  0.046
 Age(65-74) 75-84  0.040

over 85  0.089
Medical institution approach
 Adress matching(Y) N -0.017
 Duration(0) 1-2 -0.120

3-7 -0.174
Injury
 Admission route(ER1)) OPD2) -0.202 ***
 CCI3)(0) 1-2  0.186 **

over 3  0.523 ***
 Injury part(Head&Neck) Spine&Back  0.000

Trunk  0.201
Upper ext.4) -0.147
Lower ext.4)  0.059
others  0.184 *

 Operation(N) Y  0.890 ***
 Results(Improve) Not improve -1.422 ***

Death -1.249 ***
Hospital
 Area(Seoul) Metropolitan  0.262 ***

Province  0.292 ***
 Bed size(100-299) 300-499  0.013

500-999 -0.163 **
Over 1000 -0.216 *

Adj. R2 0.331
F(P-value) 0.000

 ( ) : reference 
 1) ER : Emergency room
 2) OPD : Out patient department 
 3) CCI : Charlson comorbidity index
 4) ext. : extremity
* < 0.5 ** <0.01 ***<0.001

Table 3. Factors affecting length of stay

Characteristics Category LOS1) ±SD p
 Patient
  Gender   Male 24.1±29.7

  Female 26.7±28.3
  Age   65-74 25.5±27.0

  75-84 25.5±29.5
  over 85 31.7±37.3

 Medical institution approach
  Address matching   Y 26.2±29.2

  N 24.6±26.8
  Duration   0 27.4±30.5 ***

  1-2 19.7±18.0
  3-7 19.8±18.6

 Injury
  Admission route   ER2) 27.9±30.5    ***

  OPD3) 18.5±19.0
  CCI4)   0 24.7±28.1 ***

  1-2 30.0±28.9
  over 3 40.5±37.6

  Injury part   Head, Neck 22.7±31.4 ***
  Spine, Back 21.6±20.0
  Trunk 25.4±26.8
  Upper ext.5) 24.6±20.8
  Lower ext.5) 30.8±32.4
  others 26.1±27.7

  Operation   N 17.8±18.4 ***
  Y 41.5±37.4

  Results   Improve 27.3±28.8 ***
  Not improve 4.8± 9.2
  Death 14.5±29.0

 Hospital
  Area   Seoul 23.3±26.3  

  Metropolitan 26.1±26.5
  Province 26.7±31.0

  Bed   100-299 23.3±24.8 **
  300-499 29.6±27.6
  500-999 27.2±32.2
  Over 1000 29.8±35.3

 Total    25.9±28.7
 1) LOS : Length of stay
 2) ER : Emergency room
 3) OPD : Out patient department 
 4) CCI : Charlson comorbidity index
 5) ext. : extremity 
 * < 0.5 ** <0.01 ***<0.001

Table 2. Difference in hospital days by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unit : patient, day)

3.3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은 노인 보행자 운수사고 입원환자의 특성과 

재원일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손상과 질환 특성별 재원일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입원경로, 중증도, 손상부위, 수술여부, 치료결과 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응급으로 입원한 경우보다 
외래로 입원한 경우 재원일수가 짧았고, 중증도 0점인 경
우보다 1-2점, 3점 이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손
상부위가 머리와 목 부위보다 기타부위인 경우 재원일수
가 길었다. 수술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원일

수가 길었고, 치료결과 호전된 경우보다 호전 안됨, 사망
인 경우 재원일수가 짧았다. 

의료기관 특성별 재원일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병원소재지, 병상규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서
울에 있는 의료기관보다 광역시, 도에 소재하는 의료기관
의 재원일수가 길었다. 

병상규모 100-299병상 보다 500-999병상, 1000병
상 이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짧았다. 

4. 고찰 및 결론

4.1 연구자료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는 만성질환 및 손상 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미흡하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는 2005년부터 매년 의료기관, 환자의 인구사회학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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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내원, 질병 및 치료와 손상에 따른 외인 및 유형의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가 수집하고 있다.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
원 등 100병상 이상의 일반병원에서 퇴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총 퇴원환자의 약 9%를 추출하였다
［5］. 따라서 본 연구 자료는 전국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행정자료를 이용한 의료적 특성분석이라는 점에
서 운수사고에 따른 노인 보행자 입원환자의 의료특성과 
재원일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
라 할 수 있다.

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노인 보행자 운수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의

료적 특성과 재원일수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 연령대의 보행자 운수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노인의 운수사고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노인보행자 운수사고 예방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
한 시점이다［7］. 그리고 종속변수인 재원일수는 의료
기관의 효율적 이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국가차원
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국민 의
료비 지출 증가와 의료정책의 변화 등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보행자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 
및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는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
로 노인 보행자의 의료비 감소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국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의 
질 향상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
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예기치 못한 손상이 발생하고 
증가하면서 의료비의 지출과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
다. 최근 의료적 특성 중 재원일수에 관한 연구의 증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의 지표로 재원일수가 많이 사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6, 26］.

노인보행자는 연령의 증가로 감각과 지각이 저하되어 
보행행동에 문제가 된다. 차의 접근에 주의하지 않거나 
무단횡단을 하고 자기중심의 세계를 구성하여 자신의 안
전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보행특성이 있다［2］. 이에 운
수사고에 따른 노인보행자의 의료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균 재원일수는 25.9일이었다. 입원경로는 
응급실을 경유한 경우 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또한 
중증도가 0점인 경우보다 1-2점, 3점의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손상으로 입원한 노인 환자의 중증도 영향 요인

을 분석한 연구［3］에서 응급실을 경유한 경우 외래 경
유보다 중증도가 높았다. 재원일수는 환자의 중증도를 측
정할 수 있는 지표로 응급실 경유 입원인 경우 중증도가 
높아 재원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 인
구의 증가에 따라 질환 중증도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노
인환자가 기저질환을 동반하였을 경우 중증도가 높아질 
것이 예상 된다［3, 26］.

손상부위가 머리 또는 목인 경우보다 체간부위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외상환자의 손상특성에 관한 
연구［27］에서 사지 및 골반 부위의 손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손상의 특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에서 손
상부위가 하지, 머리 및 목, 상지 순으로 발생률이 높게 
나왔다［28］. 손상 중증도 지수를 이용한 손상외인별 
손상예측 모형개발 연구에서는 머리 및 얼굴, 가슴 및 복
부, 하지의 순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29］. 이와 같
은 손상부위의 빈도 차이는 연구대상자와 손상기전, 연령
대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손상예방대책 논의 시 손상
기전 및 연령에 따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술을 한 경우 재원일수가 41.5일로 하지 않은 경우보다 
2.3배 길었다. 이는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6］.

치료 결과가 호전인 경우 호전되지 않았거나 사망보다 
재원일수가 27.3일로 길었고, 병원소재지가 도 지역인 
경우 서울이나 광역시 보다 재원일수가 길었다. 손상입원
환자의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의 변이에 관한 연구［6］
에서 광역시의 재원일수가 길게 나온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가 노인보행자를 분석한 것으로 
연구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병상규모에서 결과를 보면 100-299병상보다 500-999
병상, 1000병상 이상에서 재원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짧았다. 병원특성이 50세 이상 무릎관절증 입원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보면 병상규모에 
따른 진료행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26］, 목의 손
상 입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변이요인에서는 병상규
모가 클수록 재원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요인으
로 의료기관간의 재원일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17］. 

본 연구 자료의 제한점은 첫째, 전국자료이기는 하나 
100병상 미만, 단일과만 진료하는 100병상 이상 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보훈병원, 국군병원, 재활병원 
등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전체 노인보행환자를 확인했
다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운수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자동차보험 환자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노인 보행자 운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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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의료적 특성을 분석하여 재원일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논의하고 노인 보행자 운수사고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2012년∼2016년의 퇴원손상심층조사 자
료를 사용하여 노인 보행자의 운수사고 입원환자의 의료
적 특성을 분석하고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운수사고에 따른 노인 보행자 입원환자의 
의료적 특성으로 입원경로, 중증도, 손상부위, 수술유무, 
치료결과, 병원소재지, 병상규모가 재원일수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응급실보다는 외래경유 입원인 경
우, 치료결과 호전보다는 호전 안됨, 사망인 경우, 
100-299병상보다는 500-999병상, 1000병상 이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짧았다. 그러나, CCI 0점보다는 1-2점, 
3점 이상인 경우, 손상부위가 머리 또는 목인 경우보다는 
기타부위인 경우, 수술을 한 경우, 병원소재지가 서울보
다는 도 지역, 광역시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행 운수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원환자의 의료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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