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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인 폭력에 의한 손상의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정책
개발 및 예방 사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의료기관 기반 손상감시체계인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폭력에 의한 손상과 그 외 손상의 양상을 비교하였고,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을 상호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에 의한 손상에 노출될 위험이 컸고, 나이는 적을수록 폭력에 의한 
손상의 위험이 컸다. 고학력일수록 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적었고, 직업별로는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무직, 단순노무 
종사자 순으로 위험이 컸다. 손상의 결과가 전원, 입원, 사망일 확률은 남성, 60대,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높았지만, 상관성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일부 사회경제적 요인(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의 차이가 
폭력으로 인한 손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손상, 폭력, 사회경제적 요인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to grasp the aspect of injuries by violence which is the recent social 
issue, analyze the relationship with socioeconomic factors and provide it as the basic material of policy 
development and prevention. With the specimen in-depth investigation materials of injured patients of emergency 
room which is injuries examination system based on medical institution, this thesis compared injuries by 
violence with aspect of other injuries and conduc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controlling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and occupation mutually. Women showed more danger to be exposed to injuries by violence 
than men. The less the age was, the more danger by violence was. The more academic background was, the 
less rate to be exposed to violence was. For occupations, there were dangerous in order of service workers, 
shop and market sales workers, unemployed, elementary occupations. In conclusion, Some differences of 
socioeconomic factors made an effect on the danger of injuries by violenc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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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손상(Injury)이란 기계  에 지, 열, 기, 화학물질, 

이온화 방사선 등에 격히 노출되거나, 산소, 열 등 생명

에 필수 인 요소의 결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19]. 손상은 의도  손상과 비의도  손상으로 나

 수 있으며, 의도  손상은 자해, 자살과 폭력, 타살을 

말하고, 비의도  손상은 교통사고, 추락  낙상 등 의도

 손상을 제외한 모든 손상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손상 문제는 심각한 수 이며, 그 사회경제

 비용 역시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2010년 사망원인통

계 자료에서 질병외인(운수사고, 낙상, 자살 등)을 모두 

더한 경우 체 사망원인  2 를 차지할 정도로 손상은 

매우 심각한 사망원인이며[11], 2003년 기  손상의 사회

경제  비용은 13조 7,132억 원으로 체 국민 의료비  

1/3 이상을 차지하 다[3].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0호(2012.11)

416

의도  손상  자살은 2010년 우리나라 체 사망원

인  4 으며,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1]. 

한, 2010년 기  OECD 회원국 에서 가장 높은 33.5명

을 기록했으며, OECD 평균의 약 2.6배로 보고되고 있다

[18]. 자해, 자살은 이미 사회 으로 이슈화가 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사회경제  지  간의 계를 분

석한 결과도 다수 발표되었다. 병원 응 실에 내원한 자

살 기도자의 사회경제  특성에 해 분석한 연구[9, 10], 

사회경제  요인과 자살률과의 계를 분석한 연구[13, 

15, 20] 등 자살과 사회경제  요인의 계를 밝히는 연

구들은 많았다.

반면 최근 매체 등을 통해 자주 거론되는 폭력 문

제(학교폭력, 성폭력, 주취폭력, 묻지마 범죄 등)는 사회

으로 이슈화는 되었지만, 법  문제와 련이 있어 그 

실태 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한 분야

에만 을 맞춰 체 폭력문제 실태 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 범죄 방을 한 가해자에 한 분석이 

부분이었으며, 폭력 피해자의 손상 정도나 험집단에 

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가정폭력에 한 김의 연구에

서는 태도와 행동에 하여 분석하 고[2], 장 등의 연구

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 스에 해 분

석하 다[7]. 학교폭력에 한 이 등의 연구에서는 황 

 발생원인을 보고하 고[5], 지역사회 폭력에 한 장

의 연구에서는 폭력남편의 특성을 분석하 다[6].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Berrios 등의 연구에서 가정폭력의 

험요인과 결과를 분석하 으며[10], Curca 등의 연구에

서는 가정폭력의 유형을 분석하 다[12]. 이 듯 국내외 

연구 부분 가해자 련 연구라는 공통 을 가지고 있

다. 폭력이라는 손상은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

게 되는데, 가해자의 고 험군을 악하여 교육  리

하는 것도 요하지만, 피해자의 고 험군을 악하여 

책 마련  사후 리 역시 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  기반 손상 감시체계인 응

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자료의 3개년도 3개 기  자

료를 활용하여 폭력, 타살에 의한 손상과 그 외 손상의 

양상을 비교하고, 성, 연령, 교육수 , 직업 등과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 분석하여 폭력 문제 해결을 한 정책 

개발  책 마련의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용어의 정의

손상은 진단코드가 ICD-10 ‘S00-T79’인 환자로 정의

하 으며, 동일한 사건으로 재방문한 경우는 제외하 다.

교육수 은 졸이하( 등학교 졸업, 학교 퇴, 

학교 졸업, 고등학교 퇴), 고졸( 문  는 학 퇴 

포함), 학이상( 문 학교 졸업, 학교 졸업, 학원 

퇴, 학원 이상)으로 정의하 다.

직업은 리자, 문가  련종사자(의회의원, 고  

임직원  리자, 문가, 기술공  문가), 사무종

사자, 서비스  매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숙련 종

사자,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

사자, 기타(군인, 학생, 주부), 무직, 해당없음(취학  어

린이)으로 정의하 다.

2.2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상은 질병 리본부의 병원기반 손상감시체계

인 응 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2008-10년 자료의 공

통항목을 사용하 다.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참여병원 응 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383,637건 

 교육수 , 직업이 충실히 조사된 3개 기 의 20세 이

상 손상환자 37,341건을 상으로 하 다. 응 실 손상환

자 표본심층조사 사업은 2008-9년도에 8개 병원, 2010년

도는 20개 병원이 참여하 으며,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3개 기 은 2008-10년 모두 참여한 기 이다.

교육수 과 직업이 80% 이상 조사된 3개 병원 20세 

이상 손상환자를 성(남, 여), 연령(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교육수 ( 졸이

하, 고졸, 졸이상), 직업( 리자, 문가  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

자,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

자, 기타, 무직, 해당없음)의 범주로 구성하 다.

연구 방법은 폭력, 타살에 의한 손상과 체 손상의 일

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타살, 폭력의 결과가 경증인 

경우(귀가)와 상 으로 증인 경우( 원, 입원, 사망)

의 특성을 비교하 다. 한, 몇몇 사회경제  요인과 폭

력, 타살이 어떤 련성이 있는지 악하기 하여, 성, 

연령, 교육수 , 직업을 상호 통제한 뒤 폭력, 타살이 그 

외의 손상에 비해 발생할 확률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

다. 그리고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집단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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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하여, 성, 연령, 교육수 , 직업을 상호 통제한 후 

폭력, 타살에 의한 손상의 결과가 심각한( 원, 입원, 사

망) 경우가 덜 심각한(귀가) 경우에 비하여 발생할 확률

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 다.

통계 로그램은 Stata/SE 11.1 for windows이 사용

되었다.

3. 연구결과

3.1 전체 손상과 폭력, 타살에 의한 손상의 

    양상

체 손상 37,341건  남성이 61.4%, 여성 38.6%로 남

성이 여성보다 손상 발생이 많았으며, 폭력, 타살에 의한 

손상은 2,996건으로 체 손상  약 8.0%를 차지하 고, 

그  남성이 61.8%로 여성 38.2%보다 많았다. 연령별 

체 손상은 20 가 24.6%로 가장 많았고, 30  22.3%, 

40  20.4%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타살에 의한 손상에

서도 20 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 30  26.0%, 40  

22.4% 순이었다. 한편, 교육수 별 체 손상은 고졸에서 

49.3%로 가장 많았고, 학이상 29.2%, 졸 이하 20.1% 

순으로 나타났으며, 폭력, 타살 역시 고졸(63.7%), 학 

이상(22.2%), 졸 이하(12.6%)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체 손상 환자는 군인, 학생, 주부가 27.0%로 가장 많았

고, 서비스  매종사자(15.9%), 무직(15.7%) 순이었으

며, 폭력, 타살에 의한 손상은 군인, 학생, 주부(30.3%), 

서비스  매 종사자(25.3%), 단순노무 종사자(10.9%) 

순으로 나타났다<표 1>.

3.2 폭력, 타살에 의한 손상 결과의 양상

폭력, 타살 손상의 결과로 원, 입원, 사망한 경우는 

남자가 9.2%로 여자(4.5%)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 (13.3%), 40 (7.7%), 50 (7.5%) 순이었다. 교육수

별로는 졸 이하(8.5%), 고졸(8.2%), 학 이상

(4.7%) 순이었고,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24.0%), 무직(10.6%), 리자, 문가  련 종사자

(10.1%)가 타 직업군에 비해 원, 입원,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표 2>.

구분

손상 폭력/타살

n (%) n (%)

성별

남성 22,918 (61.4) 1851 (61.8)

여성 14,423 (38.6) 1145 (38.2)

연령

20-29 9,174 (24.6) 1115 (37.2)

30-39 8,317 (22.3) 778 (26.0)

40-49 7,622 (20.4) 672 (22.4)

50-59 5,386 (14.4) 321 (10.7)

60-69 3,470 (9.3) 83 (2.8)

≥70 3,372 (9.0) 27 (0.9)

교육수

졸 이하 7,517 (20.1) 378 (12.6)

고졸 18,426 (49.3) 1907 (63.7)

학 이상 10,906 (29.2) 666 (22.2)

미상 492 (1.3) 45 (1.5)

직업

리자, 문가  련 

종사자
2,462 (6.6) 109 (3.6)

사무종사자 4,593 (12.3) 308 (10.3)

서비스  매 종사자 5,931 (15.9) 757 (25.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713 (4.6) 25 (0.8)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3,060 (8.2) 211 (7.0)

단순노무 종사자 3,029 (8.1) 326 (10.9)

군인, 학생, 주부 10,065 (27.0) 908 (30.3)

무직 5,849 (15.7) 274 (9.1)

해당없음 93 (0.2) 1 (0.0)

미상 546 (1.5) 77 (2.6)

손상 발생 장소

집 10,627 (28.5) 604 (20.2)

주거시설 478 (1.3) 55 (1.8)

학교 410 (1.1) 18 (0.6)

운동시설 1,376 (3.7) 9 (0.3)

도로 10,176 (27.3) 483 (16.1)

도로 외 2,760 (7.4) 250 (8.3)

공장, 산업시설 2,326 (6.2) 21 (0.7)

농장, 기타 일차 산업장 682 (1.8) 2 (0.1)

상업시설

(오락, 문화, 공공시설)
5,300 (14.2) 1205 (40.2)

야외, 바다, 강 2,856 (7.6) 291 (9.7)

기타 104 (0.3) 10 (0.3)

미상 246 (0.7) 48 (1.6)

<표 1> 전체 손상과 폭력, 타살 손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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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 입원, 사망 귀가

n (%) n (%)

성별

남성 171 (9.2) 1680 (90.8)

여성 51 (4.5) 1094 (95.5)

연령

20-29 82 (7.4) 1033 (92.6)

30-39 51 (6.6) 727 (93.4)

40-49 52 (7.7) 620 (92.3)

50-59 24 (7.5) 297 (92.5)

60-69 11 (13.3) 72 (86.7)

≥70 2 (7.4) 25 (92.6)

교육수

졸 이하 32 (8.5) 346 (91.5)

고졸 156 (8.2) 1751 (91.8)

학 이상 31 (4.7) 635 (95.3)

미상 3 (6.7) 42 (93.3)

직업

리자, 문가  

련 종사자
11 (10.1) 98 (89.9)

사무종사자 27 (8.8) 281 (91.2)

서비스  매 종사자 51 (6.7) 706 (93.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 (24.0) 19 (76.0)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11 (5.2) 200 (94.8)

단순노무 종사자 29 (8.9) 297 (91.1)

군인, 학생, 주부 53 (5.8) 855 (94.2)

무직 29 (10.6) 245 (89.4)

해당없음 1 (100.0) 0 (0.0)

미상 4 (5.2) 73 (94.8)

<표 2> 폭력, 타살 손상의 결과

3.3 일부 사회경제적 요인과 폭력, 타살에 의

한 손상의 관련성

성, 연령, 교육수 , 직업을 상호 통제한 후 폭력에 의

한 손상이 그 외의 손상에 비해 발생할 확률을 회귀분석

한 결과 오즈비가 여성이 1.05(0.96-1.15)로 남성보다 높

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오즈비가(20  기

) 30  0.81(0.73-0.89), 40  0.66(0.60-0.74), 50  

0.40(0.34-0.45), 60  0.13(0.10-0.16), 70  이상 

0.03(0.02-0.05)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폭력에 의한 손

상의 험이 유의하게 었다. 교육수 별로는 오즈비가

( 졸 이하 기 ) 고졸 0.88(0.77-1.00), 학 이상 

0.43(0.37-0.51)으로 고학력일수록 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었지만, 학 이상에서만 값이 유의하 다. 직업별로는 

오즈비가( 리자, 문가  련 종사자 기 ) 서비스 

 매 종사자 2.96(1.41-2.22), 무직 2.80(2.20-3.57), 단

순노무 종사자 2.32(1.84-2.91) 순으로 폭력에 노출될 

험이 컸다<표 3>.

구분

폭력/타살

그 외 손상

(비의도  손상, 

자해, 자살)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성별

남성 1.00 1.00

여성 1.05 (0.96-1.15) 0.94 (0.86-1.03) 

연령

20-29 1.00 1.00

30-39 0.81 (0.73-0.89) 1.24 (1.12-1.38) 

40-49 0.66 (0.60-0.74) 1.50 (1.35-1.67) 

50-59 0.40 (0.34-0.45) 2.50 (2.18-2.88) 

60-69 0.13 (0.10-0.16) 7.70 (6.00-9.89) 

≥70 0.03 (0.02-0.05) 29.69 (19.50-45.20)

교육수

졸 이하 1.00 1.00

고졸 0.88 (0.77-1.00) 1.14 (1.00-1.29) 

학 이상 0.43 (0.37-0.51) 2.28 (1.95-2.66)

직업

리자, 문

가  련 종

사자

1.00 1.00

사무종사자 1.77 (1.41-2.22) 0.57 (0.45-0.71) 

서비스  매 

종사자
2.96 (2.40-3.64) 0.34 (0.28-0.4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59 (0.38-0.91) 1.71 (1.11-2.64)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1.45 (1.15-1.85) 0.69 (0.54-0.88) 

단순노무 종

사자
2.32 (1.84-2.91) 0.44 (0.35-0.55) 

군인, 학생, 주

부
1.66 (1.34-2.05) 0.61 (0.49-0.75) 

무직 2.80 (2.20-3.57) 0.37 (0.29-0.48) 

<표 3>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별 폭력, 타살 손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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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부 사회경제적 요인과 폭력, 타살에 의

한 손상 결과의 관련성

성, 연령, 교육수 , 직업을 상호 통제한 후 폭력 손상으

로 인해 원, 입원, 사망이 귀가에 비해 발생할 확률을 회

귀분석한 결과 오즈비가 여성이 0.48(0.34-0.69)로 남성보

다 유의하게 낮았다. 연령별로는 오즈비가(20  기 ) 60  

1.46(0.70-3.06)만 높게 나타났지만, 값이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수 별 오즈비는( 졸 이하 기 ) 고졸 1.06(0.69- 

1.65), 학 이상 0.49(0.27-0.89)로 학 이상 학력에서 폭

력 손상 이후 원, 입원, 사망의 험도가 유의하게 낮았

다. 직업별로는 오즈비가( 리자, 문가  련 종사자 

기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2.15(0.69-6.70)로 가장 높

았지만, 그 값은 유의하지 않았다<표 4>.

구분

원, 입원, 사망 귀가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성별

남성 1.00 1.00

여성 0.48 (0.34-0.69) 2.07 (1.44-2.96)

연령

20-29 1.00 1.00

30-39 0.88 (0.59-1.30) 1.14 (0.77-1.68)

40-49 1.00 (0.68-1.47) 1.00 (0.68-1.47)

50-59 0.89 (0.54-1.48) 1.12 (0.68-1.86)

60-69 1.46 (0.70-3.06) 0.68 (0.33-1.43)

≥70 0.81 (0.17-3.76) 1.24 (0.27-5.79)

교육수

졸 이하 1.00 1.00

고졸 1.06 (0.69-1.65) 0.94 (0.61-1.46)

학 이상 0.49 (0.27-0.89) 2.04 (1.13-3.68)

직업

리자, 문가 

 련 종사자
1.00 1.00

사무종사자 1.07 (0.50-2.28) 0.93 (0.44-1.99)

서비스  매 

종사자
0.63 (0.32-1.27) 1.58 (0.79-3.1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15 (0.69-6.70) 0.46 (0.15-1.44)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조

립 종사자

0.40 (0.17-0.97) 2.48 (1.03-5.97)

단순노무 종사

자
0.67 (0.31-1.41) 1.50 (0.71-3.18)

군인, 학생, 주

부
0.63 (0.30-1.29) 1.60 (0.78-3.28)

무직 0.89 (0.41-1.91) 1.13 (0.52-2.43)

<표 4>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별 폭력, 타살 손상에 의한
전원, 입원, 사망 회귀분석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폭력, 타살에 의한 손상과 그 외 손상의 양

상을 비교하고, 성, 연령, 교육수 , 직업 등과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 분석하여 폭력 문제 해결을 한 정책 개

발  책 마련의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 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 한 가

해자를 분석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 본 연구와 비교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어, 의도  손상의 다른 한 부분인 자해, 

자살과는 어떻게 다른지 타 연구와 비교해 보았다.

폭력에 의한 손상의 오즈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

지만 유의하지는 않았고, 그 결과가 상 으로 더 증

일 확률은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의 손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오즈비가 높았지만, 값은 유의하지는 

않았다. 타 연구의 자해, 자살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

다 자살 시도는 많지만[9][10], 자살 시도로 인한 사망은 

다고 보고하고 있다[9]. 폭력 손상에서 여성이 더 높은 

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여성이 취약하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폭력으로 인한 손상의 

험이 유의하게 은 반면, 그 결과가 상 으로 더 

증일 확률은 60 에서 높았다. 그 외의 손상에서는 60-70

가 유의하게 높았다. 타 연구의 자살 연구에서는 14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률이 높

다고 보고하고 있다[17].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 인구의 

손상에 한 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갈수

록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한 책 마련이 시 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수 별로는 졸 이하를 기 으로 하 을 때 

학 이상에서 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유의하게 었으며, 

입원, 원, 사망할 확률 역시 게 나타났다. 타 연구의 

자살 연구에서는 교육수 이 낮을수록 험이 크다고 보

고하고 있다[4] [16]. 이는 낮은 교육수 이 손상 반에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별로는 서비스  매종사자, 무직, 단순노무 종

사자에서 폭력에 노출될 험이 컸으며, 그 결과가 상

으로 더 증일 확률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유

의하게 높았다. 그 외의 손상 역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가 가장 높았다. 타 연구의 자살연구에서도 농림어업 종

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에서 자살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5]. 이는 사회  지 가 낮은 직업군과 많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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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는 직업군이 의도  손상에 노출될 험이 큰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으로 여성, 나이가 을수록, 졸 이하의 교육

수 , 서비스  매종사자, 무직, 단순노무 종사자가 폭

력에 의한 손상의 험 집단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정책 

수립  방 사업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고

험 집단에 우선순 를 두고, 책 마련  사후 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이 연구 해석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이 

있다. 자료원이 병원 기반 표본조사 자료이므로 국가 

표성을 갖기 어렵고, 3개 병원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

에 병원이 속한 지역의 특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다. 한, 응 실 내원 환자의 자료이므로 환자가 보험 문

제로 인하여 폭행 당한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자료가 일부 락되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폭

력 손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특수한 손상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

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20세 이상 성인

이기는 하지만, 특정 분야가 아닌 폭력에 의한 손상 반

에 해 다루었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에 해 다루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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