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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들의 위험과 관련된 행태 및 손상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학의 개념을 의학에 적
용한 융복합 연구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0년 8월에서 10월까지 시행한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원시자료 
중 위험행동과 관련된 지표 및 손상발생 관련 지표를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나누어 두 군 간의 차이를 비교분
석하였다. 자동차안전벨트 착용률(85.16% vs 78.81%)은 노인에서 높았고 음주운전경험(12.99% vs 13.24%)은 더 낮았
다. 오토바이 보호장구는 노인이 더 많이 착용하였으나(60.16% vs 51.87%), 자전거 보호장구는 노인에서 더 적게 착
용하였다(2.37% vs 4.82%). 손상경험률은 노인에서 더 높았고(5.6% vs 4.76%) 특히 추락이 많이 발생하였다(1.07% 

vs 2.22%). 결론적으로 노인들은 청장년층에 비해 위험행동은 적게 하였으나 손상은 더 많이 발생하였다.

주제어 : 노인, 위험행동, 안전의식, 손상, 지역사회건강조사, 융복합 연구

Abstract  This convergence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difference of risk behaviors and injury incidence 
between younger(under 65 years) and elderly(over 65 years). For this analysis we used law data of nation-wide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during August to October 2010. Data of drink-driving, seat belt use, injury 
incidence rate, type of injury, cause of injury were used for comparison. Seat belt use(85.16% vs 78.81%) was 
high but drink-driving(12.99% vs 13.24%) was low in elderly. Injury incidence was high especially in 
falls(1.07% vs 2.22%). In conclusion, elderly do less risk behaviors, but experienced much more injuries 
especially 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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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속한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체 인구의 11.3%로 2000

년 7.2%에 비해 3.1%포인트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

입하 다[1]. 이런 고령화 양상은 차 가속화되어 2018

년에는 체 인구의 14%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측하고 있다. 노

인인구의 증가는 사회경제 뿐 아니라 의료 실에도 심각

한 향을 미쳐 질병양상의 변화도 래하고 있다. 과거

에는 주로 성감염성질환으로 인류의 건강이 받았

으나 수명연장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이 주요한 이환과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2]. 노령

인구의 증가와 비례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은  의료에서 차

지하는 비 도 차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최근의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두되

고 있다[3]. 만성퇴행성질환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의료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생리 인 노화에 의한 지각능력과 

운동능력의 하를 가속화하여 노인에서의 손상을 더 증

폭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특히 골 염

과 당뇨 등의 질환은 노인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낙상

의 주요 선행원인으로 알려져 있다[5].

손상과 련된 의료문제는 주로 소아나 청장년층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통계에 의하면 노

인에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1990년 159.7명에서 2000

년 193.1명으로 증가하여 차 그 비 이 커지고 있다[6]. 

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에서의 손상과 그로 인

한 후유장애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신체활동

을 축시킴으로써 추가 인 의료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악순환의 시발 이 되고 있다[7]. 노화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반 인 과정이지만 노화로 인한 인체생리의 변화

는 청장년층과는  다른 질병양상과 경과를 래한다

[8]. 손상도 외는 아니어서 노화로 인한 생리  감각기

능의 하와 반사작용을 포함한 운동능력의 하는 같

은 손상기 에서도 노인에서 더 심각한 손상을 래하며 

손상으로부터의 회복기 도 청장년층보다 더디게 진행

되고 불완 하여 심각한 기능장애를 래할 수 있다. 이

러한 후유장애는 만성질환만큼 큰 의료부담을 래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9]. 한 노년층의 

손상문제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일하는 노년층이 늘어나

면서 실지로 손상의 험에 노출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차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 지속 으로 더 큰 의료문

제로 두될 망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손상 책은 주로 유아나 청소

년에 집 되어 있으며 일부 직업군이나 스포츠 련 활

동이 주로 심의 상이었고 노인에서의 손상은 거의 

간과되고 있었다. 청소년의 경우 손상의 특성 뿐 아니라 

교육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험행동(risk behavior) 개념

[10,11]을 건강을 하거나 손상 등을 유발하는 행태에 

목하여 질병과 손상을 방하는 융복합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어 다양한 손상 방 책과 손상 방지침이 마

련되고 있으나[12,13,14,15], 노인집단에 해서는 이러한 

책이 무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 차원의 손상 책을 

수립하기 해서는 특정 집단의 손상 규모와 손상환자의 

특성을 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는 과제인데 부분

의 노인손상과 련된 연구는 일부 병원의 환자를 상

으로 한 연구들이 부분이며[16,17], 노인들의 손상에 

향을 주는 요인이나 행태와 련된 연구는 건강 험행동

과 정신건강과의 연 성을 보는 연구[18]나 노인들의 안

의식[19]이나 험행동에 한 일부 연구[20] 이외에는 

무한 실정이다. 퇴원환자심층조사 등 일부 손상통계에

서 노인층의 손상 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고, 2008년부

터 시작된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노인들의 손상 경험  

손상 련 안 의식과 험행동에 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자가 노인들의 특성을 악하기 한 

시도를 한 이외에는 그 규모와 특성이 악되지 못하고 

있다[5,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  23만 여명을 무작 로 

추출하여 규모 면 조사를 시행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포함된 험행동  손상 련 지표를 65세를 기

으로 두 연령층으로 나 어 비교분석하여 65세 미만 

청장년층과 상이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험행동  손

상 련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노인 손상 련 국가 

책을 세우는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민을 상으로 시행한 ‘2010년 지역사

회건강조사’의 원시자료  65세 이상 노인들의 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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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행태  손상 련 특성을 악하기 하여 련 

지표를 이차분석한 조사연구이다.

2.1 연구대상

2.1.1 지역사회 건강조사 개요 및 목적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는 2008

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시행되는 국가단 의 통계조

사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시 군 

구 단  건강통계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을 해 시행

되고 있다. 

 

2.1.2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

국 287개의 보건소별로 19세 이상의 성인 900명 내

외를 무작  추출하여 국에서 227,700명 조사를 목표

로 하 다. 주민등록 기 상 19세 이상의 성인을 동/읍/

면 주택유형별로 층화하여 어도 1개 이상의 동/읍/면

이 포함되도록 표본지 을 할당한 후 표본지 에서 통/

반/리 확률계통추출을 통해 표본가구를 추출하 다. 표

본가구에 거주하는 연 계에 있는 가족  19세 이상 

성인은 수 조사하여 보건소당 900명(목표오차 ±3%)을 

목표로 조사를 수행하 다.

2.1.3 조사방법 및 기간

본 조사는 미리 훈련된 조사원이 직  표본가구를 방

문하여 조사자를 1:1로 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설문은 컴퓨터를 이용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으로 진행되어 자료입력의 

오류를 최소화하 다. 면 조사는 2010년 8월 16일에서 

10월 31일까지 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2.1.4 조사문항

가구조사와 련된 세 유형, 주택유형, 월 가구소득, 

교육  경제활동 직업, 결혼여부  상태, 교육수   등

과 건강행태(건강수 , 흡연, 음주, 안 의식, 운동  신

체활동, 식생활  양, 비만  체 조 , 구강건강, 정

신건강), 방 종 여부, 건강검진  암검진 수진여부, 

주요 질환별 의사진단경험률 등 이환율, 의료이용 의료

기  이용  미치료 이유, 사고  독 횟수, 발생기 , 

발생장소 등, 활동제한  삶의 질 활동제한일수, 삶의 질

(EQ 5D, EQ-VAS) 등 총 260문항이  조사되었다<Table 1>.

Categories Contents of survey

Family characteristics
family type, house type, 

family annual income

Health behavior

levels of health, smoking, drinking, safety 

consciousness, 

physical activity, nutrition, obesity, oral 

health, mental health

Vaccination
Influenza, health exam, 

cancer exam

Disease morbidity
major chronic disease (hypertension, DM, 

asthma, degenerative joint disease,  etc)

Medical service use
medical service facility use, 

cause of un-treatment

Injury & intoxication
annual injury experience, annual injury 

rate, mechanism of injury, site of injury

ADL &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EQ 5D, EQ-VAS)

Public health service use
public health service facility use, cause of 

un-us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education, monthly income, 

marital status, occupation

<Table 1> Community Health Survey category

2.1.5 분석대상

총 229,229명의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 조사자료  

성별, 교육수 , 월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  특성과 안

벨트 착용률, 동승자의 안 벨트 착용률, 음주운 차량동

승률, 음주운 경험률, 오토바이 음주운 경험률, 오토바

이 보호장구착용률, 자 거 보호장구착용률 등의 험행

동과 련된 지표  손상발생경험률, 손상발생건수(인

구 천명당), 사고기 별 손상발생경험률(운수사고, 추락, 

부딪힘), 손상치료기 (응 실, 병의원 외래, 입원), 손상

의도별 손상경험률(비의도  손상 , 자해, 타인에 의한 

손상) 등 손상발생 련 지표를 분석하 다.    

2.2 통계분석

조사 상을 65세를 기 으로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 어  두 그룹간의 안 의식과 손상발생의 차이를 보

기 해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

도하 다. 한 안 의식이나 손상발생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교육수 , 소득의 향을 배제하고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그룹의 험행동과 손상발생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성별과 연령, 교육수 , 월가구소

득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시도하 다. 통계검증을 한 유의수 은 

α=0.05로 하 으며, 통계 로그램은 SPSS version 22.0

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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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65 years 65 years and over
Total

N % N %

Gender

male 82,509 78.9 22,066 21.1 104,575
female 92,466 74.2 32,188 25.8 124,654
subtotal 174,975 76.3 54,254 23.7 229,229

Education
no 4,473 16.1 23,238 83.9 27,711
elementary school 19,375 52.9 17,240 47.1 36,615
junior high school 20,473 78.7 5,525 21.3 25,998
high school 72,625 92.8 5,612 7.2 78,237
university 57,510 95.8 2,534 4.2 60,044
subtotal 174,456 76.3 54,149 23.7 228,605 

Monthly house income(won)

<1,000,000 24,918 43.9 31,812 56.1 56,730
1,010,000-2,000,000 38,588 81.8 8,598 18.2 47,186
2,010,000-3,000,000 38,166 89.9 4,268 10.1 42,434
3,010,000-4,000,000 20,685 92.3 1,725 7.7 22,410
>4,010,000 36,867 92.6 2,958 7.4 39,825
subtotal 159,224 76.3 49,361 23.7 208,58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under 65 years(%) 65 years and over(%) p-value
seatbelt use(driver) 78.81 85.16 <.0001

seatbelt use(passenger) 71.39 77.45 <.0001

drink-driving(driver) 12.99 13.24 0.4587

drink-driving(passenger) 8.94 2.14 <.0001

drink-driving(motorcycle) 10.59 17.04 <.0001

helmet use(motorcycle) 51.87 60.16 <.0001

helmet use(bicycle) 4.82 2.37 <.0001

injury incidence(rate) 4.76 5.6 <.0001

injury incidence(per 1,000 person) 51.8건 61.0건 <.0001

injury incidence(rate, traffic accident) 1.08 0.83 <.0001

injury incidence(rate, fall) 1.07 2.2 <.0001

injury incidence(rate, blunt trauma) 0.78 0.58 <.0001

injury incidence(rate, unintentional) 98.5 99.14 0.0066

injury incidence(rate, intentional) 0.77 0.52 0.1466

injury incidence(rate, violence) 0.73 0.34 0.0159

Emergency room visit 40.94 34.28 <.0001

Outpatient treatment 28.43 26.94 0.1020

Inpatient treatment 28.86 36.81 <.0001

<Table 3> Comparison of risk behaviors and injury between young adult and elderly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 229,229명  65세 이상 인구는 54,254명

(23.67%), 65세 미만은 174,975명(76.33%)이었다. 이들의 

성별과 교육수 , 월가구소득 등 사회경제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월가구소득은 체 조사자 229,229명 

 208,585명만이 응답하 으며 다 회귀분석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이들만을 상으로 분석하 다.

3.2 단변량 분석

65세 이상 노인들은 65세 미만 은 연령에 비해서 안

벨트 착용은 더 많이 하 으며(85.16% vs 78.81%), 동

승시 안 벨트 착용도 더 많이 하 다(77.45% vs 71.39%). 

음주운  차량에 동승도 더 게 하 으나(2.14% vs 

8.94%) 음주운  경험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오토바이 운 은 차량운 과 달리 음주운  경험이 

65세 이상에서 더 많았다(17.04% vs10.59%). 보호장구 

착용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서 오토바이 운  시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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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Pr > ChiSq
seatbelt use(driver) 2.114 1.971 2.267 <.0001

seatbelt use(passenger) 1.657 1.585 1.731 <.0001

drink-driving(passenger) 0.737 0.691 0.786 <.0001

drink-driving(driver) 0.326 0.304 0.349 <.0001

drink-driving(motorcycle) 1.147 1.025 1.283 0.0168

helmet use(motorcycle) 1.347 1.243 1.459 <.0001

helmet use(bicycle) 0.653 0.547 0.779 <.0001

injury incidence(rate) 1.051 0.994 1.112 0.0815

injury incidence(per 1,000 person) 1.051 0.994 1.112 0.0812

injury incidence(rate, traffic accident) 0.922 0.811 1.049 0.2199

injury incidence(rate, fall) 1.384 1.254 1.528 <.0001

injury incidence(rate, blunt trauma) 0.744 0.637 0.869 0.0002

injury incidence(rate, unintentional) 1.996 1.128 3.535 0.0177

injury incidence(rate, intentional) 0.395 0.178 0.877 0.0225

injury incidence(rate, violence) 0.655 0.293 1.463 0.3019

Emergency room visit 0.859 0.766 0.964 0.0098

Outpatient treatment 1.061 0.938 1.199 0.3466

Inpatient treatment 0.804 0.741 0.873 0.0954

†independent variables: age group, gender, education, monthly house income

<Table 4> Comparison of risk behaviors and injury between young adult and elderl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들이 더 많이 보호장구를 착용하 으나(60.10% vs 51.87%), 

자 거를 탈 때는 노인들이 보호장구 착용을 더 게 하

다(2.37% vs 4.82%).

손상발생건수는 노인이 더 많았으며(연간 61건 vs 연

간 51.8건) 손상발생 경험도 더 많았다(5.6% vs 4.76%). 

사고원인별로 살펴보면 운수사고, 추락은 노인들이 더 

많이 경험했으나 부딪힘에 의한 손상은 65세 미만에서 

더 많이 발생하 다. 손상의 의도성은 두 연령군에서 차

이가 없었다. 손상발생 시 응 실을 이용하는 비율은 노

인이 은 층에 비해 더 낮았으나(34.28% vs 40.94%), 입

원하여 치료받는 비율은 노인에서 더 높았다(36.81% vs 

28.86%). 안 의식  손상과 련된 지표들의 단변량 분

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 다.

3.3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

안 의식  손상 련 지표들에 향을 다고 알려

진 성별, 연령, 교육수   월가구소득을 반 한  다변량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 연령, 교육수 , 월가구소

득을 변수로 하여 65세 미만 인구를 기 으로 한 65세 이

상 인구집단의 교차비(cdds ratio)를 도출하 다.

다변량 분석 결과 노인들은 상 으로 안 벨트는 

더 많이 착용하 으며 음주운 과 음주운  차량 동승은 

더 게 하 다. 오토바이 음주운 은 단변량 분석 시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하 으나 다른 변수들을 

반 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오토

바이 보호장구는 더 많이 착용하 으나 자 거 이용 시 

보호장구는 더 게 착용하 다. 

단변량 분석 시 손상발생건수와 발생 경험이 노인에

서 더 많았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손상기 과 련해서는 운수사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추락에 의한 손상은 더 많이 발생하

으며 부딪힘에 의한 손상은 더 게 발생하 다. 손상발

생 시 응 실을 이용한 비율은 65세 미만에 비해 더 었

으나 병의원 외래 이용이나 입원율은 차이가 없었다. 비

의도성 손상은 65세 이상에서 더 많았고 자해에 의한 손

상은 더 었으나 타인의 폭력에 의한 손상은 65세 미만

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고찰 및 결론

험행동(risk behavior)이란 교육학에서 험을 무릅

쓰는 청소년기의 행동 특성을 연구하면서 사용되기 시작

한 용어로서 자신  타인에게 신체 , 심리 , 사회  손

실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행 를 포함한다[22]. 청소년

기는 험행동은 약물남용이나 음주, 흡연, 폭력, 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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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  등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건강을 하는 행

동과 가출, 무단결석 등 사회  손실을 래하는 행 로 

크게 나  수 있는데 특히 인터넷 독이나 흡연, 음주 

등 건강과 련된 험행동들은 일부 비행청소년 뿐 아

니라 일반 인 청소년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청소년에 

한 담배와 주류 매 규제 등 국가차원의 폭넓은 방

책이 마련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짧았던 과거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도 을 뿐 아니라 노인기를 보내는 기간도 

짧아서 일반 장년기와 다른 노인기의 행동  특성과 이

들이 신체 , 정신  건강 등에 미치는 향에 해 주목

하지 못하 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90세를 바라보는 

 사회에서는 건강행태가 질병 특히 만성질환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노인기의 행동  특성이 노인

들의 신체  정신  건강에 미치는 향은 매우 요한 

의료사회  이슈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이런 의

미에서 청소년기의 행동특성과 련된 험행동에 한 

개념과 연구방법론을 노인기의 건강행태를 연구하는데 

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으며 노년기의 건강문제를 향상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들

의 험행동과 련해서는 험음주, 흡연, 약물남용, 자

살 등이 주로 심의 상이 되어 일부 연구자들이 이러

한 행동특성과 험인자들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불안

이나 우울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18,20].

손상  이로 인한 후유장애는 노년기의 건강을 

하는 주요 문제로 당뇨, 고 압, 골 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과 서로 한 연 이 있으며 서로 상승효과를 보

여 다. 더불어 노인외상 환자는 청장년층에 비해서 상

으로 회복기간도 더 많이 필요하며 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의 비율도 훨씬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7,9,16,17]. 

2006~2008년 퇴원환자심층조사자료  65세 이상의 자료

를 분석한 2012년 과 최의 연구에서는 노인 상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손상 후 증도 수가 높았다고 보

고하 다[21].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65세 이

상 노인의 손상 련 자료를 분석한 권 등의 연구에서 우

리나라 노인의 1년간 손상발생 경험률은 5.1%, 제일 많

은 사고의 종류는 추락과 미끄러짐이고 동거가족과 재

음주 여부, 주  건강상태, 우울감, 뇌졸 과 골다공증

이 손상발생에 항을 다고 보고하 다[5]. 이러한 요

인들 외에도 안 벨트 착용이나 안 수칙의 이해  

수 등 안 의식  안 과 련된 행태들이 손상의 발생

에 향을 주고 있다. 2011년 정 등의 연구에서는 노인들

의 안 의식이 비노인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19], 이 등이 노인들의 안 의식과 안 사고 발생과

의 연 성을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안 의식은 

높았으나 이들이 안 사고발생과는 유의한 연 성이 없

었다고 하 다[23]. 그러므로 노인들의 안 과 련된 지

식수 과 련 행동을 은 연령 와 비교하여 이들만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은 노인손상 방 책을 마련하는데 

필수 이고 기 인 요소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안 벨트 착용은 노인들

이 더 많이 하고 음주운 은 더 게 하여 기존에 알려진 

인식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특히 음주운 의 경우 단

변량 분석에서는 청장년층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소

득과 성별을 보정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은 

비율을 보 다. 오토바이 음주운 의 경우는 단변량 분

석에서 노인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변

량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

면 노인들이 청장년층에 비행 교통수단의 이용과 련해

서는 더 안 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장구의 착용에서는 특이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오토

바이 헬멧은 노인들이 더 많이 착용하 지만 자 거 이

용시 헬멧 사용은 노인들이 더 게 하여 최근 증하는 

자 거 사고와 련하여 노인들의 험행동을 교정하는 

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교통사고의 경우 단변량 분석에서는 노인들의 발생률

이 높았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차이가 없어서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는 연령이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추락의 경우는 다변량분석에서 1.3

배 이상의 발생률 차이를 보여서 노인 손상의 방에서

는 추락이 가장 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노인의 경우 손상으로 응 실을 방문하는 

비율은 었으나 손상으로 입원치료하는 비율은 더 높아

서 경증의 손상도 노인에서 히 치료하지 않으면 입

원을 요하는 심각한 증상으로 발 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노인들의 손상 방 교육에

서는 가벼운 사고에서도 본인의 증상을 히 단하여 

의료기 에서 처치를 받도록 교육하는 것이 노인손상에

서 후유증을 방하고 재원기간을 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 규모의 단  조사자료를 분석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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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써 자료의 표성은 충분하나 면 설문조사 방식으

로 수행된 것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첫째, 손상의 빈도나 종류, 입원기간 

등의 자료는 본인의 기억으로 답한 것이어서 기억의 

오류 등으로 실지 발생과는 상이 이 있을 수 있다. 지역

사회건강조사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실

지 의료기 의 이용자료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실지 

병원에 입원한 환자  54.8%만이 면 조사에서 1년내에  

입원 치료한 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실지 상과 본

인의 기억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24]. 두 번째로는 

험행동과 련해서 본인의 답과 실지행동 사이에도 간

극이 있을 수 있다는 이다. 특히 노인의 경우 안 의식

과 안 사고 발생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어[23], 향후 노인들의 안 과 련된 

실제 행동을 찰하여 이들의 유형  특성을 밝히는 연

구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으로 노인들은 청장년층에 비해 험행동은 

게 하 으나 손상은 더 많이 발생하 으며 특히 추락발

생은 다른 인구학  특성을 보정한 다변량 분석 결과에

서도 더 많이 발생하여 향후 노인들의 신체  특성과 기

능을 고려한 안 책과 지침의 개발은 시 한 노인건강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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