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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injury rates and risk factors for preschool children in
Daegu city and Kyungpook province.

Method : A quest ionnaire survey about medical ly
at tended in jur ies dur ing the preschool  per iod was
performed in nine primary schools located in Daegu city,
Pohang city and Goryung County. The overall injury rate
was estimated using person-year. The causes and patterns
of the injuries, and their risk factors were examined.

Result : A total of 469 medically attended injuries were
reported in 330 of the 959 study subjects during the
preschool period. The overall annual injury rate was 7.5 per
100 children. The injury rate increased sharply during the
period from infant (2.4) to 1 year of age (7.5), and the peak
injury rate (9.2) was reported for 5 year olds. The most
common causes of injuries were falling (36.0%), followed
by being struck by an object (23.7%), and traffic accidents
(14.1%). Among the traffic accidents, 72.8% occurred while

playing on the road, riding a bicycle or roller-skating.
A proportional hazard model showed that males (hazard

rat io=1.49, p<0.001 compared with female) and the
mother's higher education level (hazard ratio of college or
higher= 1.51,  p=0.013;  h igh school=1.32,  p=0.085
compared with those of middle school or lower) were
significant risk factors of childhood injury.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efforts for children's safety should be made, especially from
the toddler stage, and in male children. To develop a more
specific childhood injury prevention program, a surveillance
system for injuries should be established. Further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occupation and injury
rates is also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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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및교통의발달과인구의증가로생
활환경이복잡해지고다양해짐에따라각
종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장애가 증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적어도 25%의 소
아가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경험하고 이
중 3분의 1은 심각한 사고로 수술이나 입
원치료를받든지, 혹은학교결석등과같
은 일상생활의 제한을 하루 이상 초래한
다고 보고하 다 [1]. 우리나라아동의사
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1-9세 아동
의사망원인중사고가 1위를차지하고있
으며 [2], 2001년한해동안원인분류가능
한 1-4세아동사망의 44.7%, 5-9세아동사

망의 59.2%가 사고에 의한 것이었다 [3].

또한사고는장애의주요원인으로서 2000

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따르면 전체 지체
장애아의 후천적 장애 원인 중 71%가 사
고로인한것이었다 [4].

Heinrich 법칙에따르면사망이나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사고 건수는 경미한 사고
나사고가일어날뻔한경우의건수에비
해빙산의일각에지나지않는다 [5]. 우리
생활주변에서드물지않게볼수있는중
대사고 이면에는 그 보다 훨씬 많은 수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 그 이
면에는 그 보다도 훨씬 많은 사고의 가능
성이 잠재하고 있다. 사고의 위험성이 실
제 사고로 이어질 때는 사망이나 불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망이나 불구는 아니
더라도외형적인흉터를남기거나정신적
상처를입게된다.

특히학령전기아동은신체기능의미숙
으로 인하여 위험에 대한 주의력이나 판
단력이 미숙한 반면 호기심이 강하여 흥
미나 관심 있는 것에 열중하면 주변을 잊
어버리는경향이있다. 또한이시기의아
동은자기중심적이어서사고가많이일어
날수있고, 재발의위험성도높으며 [6] 가
벼운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응급실에내원한 15세미만의소아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 [7]에 의하면 만 8세
미만이 전체 소아 환자의 72.1%를 차지하
고,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다

른연구 [8]에서도 6세미만이전체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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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아기 중 학령
전기 아동의 사고 빈도가 학령기 아동에
비해월등히높음을알수있다.

사고가이렇게중요한어린이건강문제
임에도아직우리나라에서는사고발생률
이나 발생 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사고와 관련된 우리 나라 연구의
대부분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 [7-11]로 사고 발생률을
산출해낼수가없었다. 특히종합병원응
급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중증 환
자만선택적으로조사되었을가능성이많
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어린이 인구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현황과 관련요인을
조사하기위하여시도되었다.

대상 및 방법

본조사는대도시로서대구광역시, 중도
시로서 포항시, 농촌 지역으로서 경상북

도 고령군을 선택하여 각 시군별로 경제
적수준, 주거형태등을고려하여조사대
상 초등학교를 지역 별로 중심부에 위치
한 학교,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난 주택가
에위치한학교,변두리에위치한학교를 1

개교씩편의추출한후각학교 1학년학생
의 40-50%를 대상으로 하 다. 조사 대상
어린이 수는 대구광역시 295명, 포항시
450명, 고령군 321명, 총 1,026명이었다. 조
사기간은 2000년 6월한달간이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 조사를 이용하 다.

설문지는 연구자들이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하여 2000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
지 천시소재의 1개초등학교학생 85명
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
하여 완성하 다. 설문지 내용은 크게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고 내용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 다. 일반적 특성은 대
상아동의성,출생년월,출생순위와부모
의연령,학력및경제수준에관한항목등

으로 구성하 다. 사고 원인은 교통사고,

추락, 부딪힘, 베임이나 찔림, 화상, 끼임,

이물질 관련 사고로 나누고 각각의 사고
에 대한 발생 년월, 사고 발생 장소, 다친
부위,사고발생시보호자동반유무,사고
후처치등에관한문항으로구성하 다.

설문지는각학교보건교사를통해각학
급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기재 요령을 설명한 후 가정 통신문 형식
으로가정으로전달하여학부모들이작성
한것을학생을통해회수하 다. 연구대
상자에게 배부된 설문지 1,026부 중 회수
된것은 974부(회수율: 94.9%) 으며그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959부를최종분석대상으로하 다.

본연구에서사고의정의는회상으로인
한 바이아스(bias)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정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사고 중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로 하고 그러

Table 1. Annual injury rate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

481
478

263
387
309

532
366
58

69
367
488
35

101
474
353
31

62
796
68
33

74
414
226
107
51
87

959

Gender
Male
Female

Geographic area
Daegu
Pohang
Goryung

Birth order
1st
2nd
≥3rd

Educational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known

Educational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known

Maternal age
<30
30~39
≥40
Unknown

Monthly family income (×104 Won)
<100
100~199
200~299
300~399
≥400
Unknown

Total

3170.5
3106.9

1733.3
2506.0
2015.4

3473.3
2388.9
373.0

446.2
2398.7
3185.7
223.9

644.5
3096.3
2317.0
196.7

4144.9
5186.7
439.4
211.0

470.6
2704.9
1471.8
705.0
631.0
273.7

6,258.4

Number of 
children

Observed
person-year

191
139

92
150
88

187
129
17

15
122
180
13

25
159
136
13

21
274
21
23

25
134
81
35
15
25

330

279
190

130
208
131

263
184
21

21
177
251
20

33
233
183
20

28
389
29
23

34
193
112
53
53
24

469

Number of 
injured children

Number of 
injury

Injury rate (95% confidence interval)

6.0  (  5.2-6.9)
4.5  (  3.8-5.3)

5.3  (  4.3-6.5)
6.0  (  5.1-7.0)
4.4  (  3.5-5.4)

5.3  (  4.6-6.1)
5.4  (  4.5-6.4)
4.6  (  2.8-7.3)

3.4  (  2.0-5.6)
5.1  (  4.3-6.1)
5.7  (  4.9-6.5)
5.8 (3.4-10.0)

3.9  (  2.6-5.7)
5.0  (  4.3-5.9)
5.9  (  5.0-6.9)
6.6  (3.8-11.4)

0.5  (  0.3-0.8)
5.3  (  4.7-5.9)
4.8  (  3.1-7.3)

10.9  (7.2-16.4)

5.3  (  3.6-7.9)
5.0  (  4.2-5.9)
5.5  (  4.4-6.8)
5.0  (  3.6-6.9)
2.4   (  1.4-3.9)
9.1  (6.2-13.5)

5.3  (  4.7-5.9)

8.8  (  7.8-9.9)
6.1  (  5.3-7.0)

7.5  (  6.3-8.9)
8.3  (  7.2-9.5)
6.5  (  5.5-7.7)

7.6  (  6.7-8.6)
7.7  (  6.7-8.9)
5.6  (  3.7-8.6)

4.7  (  3.1-7.2)
7.4  (  6.4-8.6)
7.9  (  7.0-8.9)
8.9  (5.7-13.8)

5.1  (  3.6-7.2)
7.5  (  6.6-8.5)
7.9  (  6.8-9.1)

10.2  (6.6-15.8)

0.7  (  0.4-0.8)
7.5  (  6.8-8.3)
6.6  (  4.6-9.5)

10.9  (7.2-16.4)

7.2  (5.1-10.1)
7.1  (  6.2-8.2)
7.6  (  6.3-9.1)
7.5  (  5.7-9.8)
8.4  (6.4-11.0)
8.8  (5.9-13.1)

7.5  (  6.9-8.2)

Number of injured children Number of injury

*per 100 children
The birth orders of 1 injured child and 2 uninjured children were unknown and they we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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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우에대해서기록하도록하 다.

연평균 발생률은 총 사고발생인원수와
총 사고건수를 각각 총 관찰 인년(person

year)으로나누어구하 으며,연령별사고
율은 1년간 100명당사고발생인원수와발
생한 사고의 횟수로 나타내었고 다음과
같은공식으로구하 다.

해당연령의연간총사고인원
해당연령의총관찰인월

(person month)÷12

해당연령의연간총사고건수
해당연령의총관찰인월

(person month)÷12

아동의사고위험은활동범위와신체조
절능력에따라달라지므로, 출생후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 각 연령별로 차이가 있
을것이다. 따라서사고발생에관련된위
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연
령에서의 연평균 발생률 외에, 각 연령별
위험도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
고 위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령별
사고발생 위험도(hazard)를 생명표법으로
계산하 다. 그리고 각 변수별 사고 위험
도를 지수순위법으로 검증한 후, 통계적
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을 대
상으로 비례위험모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때, 동일인에게서 반복된
사고는서로독립적인것으로간주하 다.

학령전기 사고호발 경향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고를 경험한
아동 330명을사고발생보고가단 1회 던
경우와 2회이상인경우로나누어, 사회인
구학적변수들과의관련성을카이자승검

정과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결 과

총 조사대상 아동 959명 중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병원을 방문할 정
도의 사고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어린이는
330명이었다. 이들이 경험한 사고는 총
469건이었으며 아동 100명당 연 평균
7.5건의사고가발생하 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연평균 사고

발생은남아의경우 100명당 8.8로서 여
아의 6.1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 사고 발
생률은 대구시가 7.5, 포항시는 8.3, 경북
고령군의 경우는 6.5로 포항시의 사고 발
생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출생 순위가
첫째인경우는사고발생률이7.6, 둘째인
경우는 7.7, 셋째 이상인 경우는 5.6이었
다.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4.7,
고졸인 경우 7.4, 대졸 이상인 경우 7.9,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5.1,

고졸인 경우는 7.5, 대졸 이상인 경우는
7.9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고 발생
에 대한 보고가 많았다. 어머니의 나이가
20대인 경우는 0.7, 30대인 경우는 7.5,
40대인 경우는 6.6이었다. 가족의 월수입
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고 발생률이
7.2, 200만원~300만원 미만은 7.6, 400
만원이상은8.4이었다 (Table 1).
연령별 사고 발생률은 아기의 2.4에

서 1세에 7.5로 급증하여 2세와 3세에서
8.8, 4세에는 7.6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하다가 5세에서 9.2로 가장 높은 발생
률을 보 으며, 6세에서 다시 6.0으로 감
소하 다 (Figure 1).
사고 원인은 추락/넘어짐이 36.2%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부딪힘(23.8%),
교통사고(14.1%), 베임이나 찔림(9.4
%), 화상(8.8%), 끼임(4.5%), 이물관련
사고(3.2%)의 순이었다. 기타 사고로는
중독 1례, 교상 1례가 있었다. 1세 미만
에서는 부딪힘, 화상, 추락이 많았고 만 1
세에서 5세 사이에는 추락/넘어짐과 부

×100

×100

Figure 1. Annual injury rates per 100 children by age.

Table 2. Distribution of injuries by age at accident and causes of injury

Cause of injury
0 1 2 3 4 5 6 Unknown

Total

(      ): %

Fall/Toppling
Struck
Traffic accident
Cutting/piercing
Burn
Jammed
Foreign body

Total

5  (  21.7)
9  (  39.1)
1  (    4.3)
1  (    4.3)
6  (  26.1)
1  (    4.3)
0  (    0.0)

23  (100.0)

24  (  33.3)
14  (  19.4)

3  (    4.2)
10  (  13.9)
16  (  22.2)

4  (    5.6)
1  (    1.4)

72  (100.0)

37  (  44.0)
17  (  20.2)

6  (    7.1)
5  (    6.0)
7  (    8.3)
6  (    7.1)
6  (    7.1)

84  (100.0)

28  (  33.3)
20  (  23.8)
14  (  16.7)

8  (    9.5)
4  (    4.8)
6  (    7.1)
4  (    4.8)

84  (100.0)

29  (  40.8)
18  (  25.4)
13  (  18.3)

4  (    5.6)
4  (    5.6)
1  (    1.4)
2  (    2.8)

71  (100.0)

32  (  37.2)
23  (  26.7)
12  (  14.0)
11  (  12.8)

4  (    4.7)
3  (    3.5)
1  (    1.2)

86  (100.0)

13  (  40.6) 
9  (  28.1)
7  (  21.9)
3  (    9.4)
0  (    0.0)
0  (    0.0)
0  (    0.0)

32  (100.0)

1  (    6.7)
1  (    6.7)

10  (  66.7)
2  (  13.3) 
0  (    0.0) 
0  (    0.0) 
1  (    6.7)

15  (100.0)

169  (  36.2) 
111  (  23.8) 
66  (  14.1) 
44  (    9.4)
41  (    8.8)
21  (    4.5)
15  (    3.2)

467*(100.0)

Age(year)

* Other two cases(intoxication, biting) we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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딪힘이 높은 빈도를 보 다. 교통사고는
3~5세사이에서 많았으며, 화상은 만 1세
에 발생한 것이 16례로 전체 화상의
39%를차지하 다 (Table 2).
손상 받은 신체 부위별로는 추락/넘어

짐은 두경부(68.0%)가 가장 많았고, 다
음이상지(21.9%) 으며, 부딪힘의경우
는 두경부가 86.5%로 대부분을 차지하
다. 교통사고는 하지(40.9%), 두경부

(37.9%) 순으로 많았으며, 화상은 상지
(51.2%), 하지(34.1%) 순이었다. 끼임
과 베임/찔림도 상지가 각각 81.0%와
43.2%로가장많았다 (Table 3). 
교통사고의 경우 66례 중 길에서 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31례
(47.0%)로 가장 많았으며 자전거나 롤
러스케이트 등을 타고 있던 경우가 17례
(25.8%), 도로변에 서 있거나 도로를 건
너다가 사고를 경험한 경우가 8례
(12.1%), 탑승자 사고는 7례(10.6%),
기타경우가3례(4.5%) 다.
추락/넘어짐의 장소는 169례 중 침실이

나 거실이 46례(27.2%)로 가장 많았고
놀이터 32례(18.9%), 길가 27례(16.0
%), 집안의계단26례(15.4%), 유치원이
나 학원 19례 (11.2%), 욕실 8례(4.7%),
기타10례(6.5%)의순이었다.
사고 발생 시점에 보호자가 옆에 있었

던여부에대해서, 옆에보호자가없을때
발생한 경우가 더 많았던 사고원인은 교
통사고(66례 중 41례, 62.1%)와 추락/
넘어짐(169례 중 87례, 51.5%)이었다.
반면 보호자가 옆에 있었던 경우가 더 많
았던 사고 원인은 부딪침(111례 중 51
례, 54.1%), 화상(41례 중 29례, 70.7
%), 끼임(21례 중 14례, 66.7%), 베임
(44례중 30례, 68.2%), 이물질(15례중
8례, 53.3%) 등이었다.
사고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바로 돌아간 경우는 432례
(92.1%), 입원한 경우는 37례(7.9%)
다. 입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
는 교통사고(28.8%)와 화상(9.8%)이었
다 (Table 4). 
출생 후 연령 증가에 따른 연령별 사고

위험도를 생명표법으로 계산한 후, 관련

Table 3. Distribution of injuries by injured site of body and cause

Cause of injury Head and
neck

Upper
extremity

Lower
extremity Trunk Multiple

sites
Total

(      ) : %

(      ) : %

Fall/Toppling
Struck
Traffic accident
Cutting/piercing
Burn
Jammed

Total

115  (68.0)
96  (86.5)
25  (37.9)
15  (34.1)

4  (  9.8)
1  (  4.8)

255  (56.4)

37  (21.9)
8  (  7.2)

10  (15.2)
19  (43.2)
21  (51.2)
17  (81.0)

112  (24.8)

15  (  8.9)
6  (  5.4)

27  (40.9)
10  (22.7)
14  (34.1)
3  (14.3)

75  (16.6)

2  (1.2)
1  (0.9)
1  (1.5)
0  (0.0)
2  (4.9)
0  (0.0)

6  (1.3)

0  (0.0)
0  (0.0)
3  (4.5)
0  (0.0)
0  (0.0)
0  (0.0)

3  (0.7)

169  (100.0)
111  (100.0)
66  (100.0)
44  (100.0)
41  (100.0)
21  (100.0)

452*(100.0)

Site of injury

* 17 cases were excluded for incomplete information.

* Initially sex of child, geographic area, educational level of mother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but geographic area  was
excluded in the processing.

P<0.001 P=0.009

Table 4. Hospital admission rates by cause of injury

Cause of injury Admission Emergency room/
Outpatient department

Fall/Toppling
Struck
Traffic accident
Cutting or piercing
Burn
Jammed
Foreign body
Others

Total

9  (  5.3)
1  (  0.9)

19  (28.8)
3  (  6.8)
4  (  9.8)
1  (  4.8)
0  (  0.0)
0  (  0.0)

37  (  7.9)

160  (  94.7)
110  (  99.1)
47  (  71.2)
41  (  93.2)
37  (  90.2)
20  (  95.2)
15  (100.0)
2  (100.0)

432  (  92.1)

Table 5. Risk factors of non-fatal injury in preschool age by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Variable β S.E Pr>ChiSq Hazard Ratio

Gender
Male
Female

Educational level of mother
College≤
High school
≤Middle schol

0.40
1.00

0.41
0.28
1.00

0.10

0.16
0.16

<0.001

0.013
0.085

1.488

1.506
1.320

P=0.005 P=0.009

Figure 2. Hazard of injurie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through year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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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수준별 위험도를 지수순위법으로
비교한 결과 남자인 경우, 중소도시(포항
지역)의 경우,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높
은 경우에 사고 발생이 유의하게 많았다
(Figure 2). 아동의 성, 거주 지역, 어머
니의교육수준만을설명변수로하여Cox
의 비례위험모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어머니
의 교육수준은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r=0.724, p<0.001), 회귀분석 중 양자
간의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었고, 또한 아
동의 건강에 대한 향이 아버지보다 어
머니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건강에 대한
향력이 크다는 보고가 있어 [25], 아버

지의 교육 수준은 모형에서 제외하 다.
이 때 거주지역은 대구시 거주군을 기준
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를
기준으로 각 변수 수준별로 가변수를 만
들어 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 결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남아가 여아보다
1.49배 높았으며 (p<0.001),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대
졸 이상인 경우 1.51배 (p<0.013), 고졸
이상인 경우 1.32배 (p<0.085) 더 높았
다. 그러나 거주지역은 관련이 없었다
(Table 5). 
사고발생군 중에서는 남아인 경우

(p<0.01),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 (p<0.05) 2회 이상 사
고발생을 보고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
다 (Table 6).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가변
수화하여 성별과 함께 다중 로지스틱 회
귀분석 모형에 투입한 결과 (Table 7),
사고를경험한아동이2회이상의사고를
경험하 을 비차비는 여아인 경우 남아
에 비해 0.485로 낮았으며 (p=0.005),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고졸인 경우 2.120으로 높았다
(p=0.003). 비교적 대상자 수가 적은 중
졸 이하의 경우, 비차비는 1.290으로 대
졸 이상에 비하여 위험이 증가하 으나
유의하지는않았다.

고 찰

본연구결과에서태어나서초등학교입

학전까지사망사고를제외하고, 의료기관
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사고 발생률은
연평균 100명당 7.5건이었다.우리나라지
역사회의 학령 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고율 조사는 보고된 바가 없어 비교해
볼수없었으나, 1988년미국의 1~4세아동
의 사고율 조사 [1]에서는 아동 100명당
14.7이라고 보고하 고, 병원 자료를 바탕
으로 메사츄세츠주의 0~5세 아동을 대상
으로조사한결과 [12]에서는 100명당 17.7

로서본조사결과보다2배이상높았다.

이렇게사고발생률이미국보다낮게나

온이유는첫째,본조사는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학부모를대상으로아동이태어나
서부터 입학 전까지 병원을 방문한 사고
를 조사하 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사고는 누락되었으며, 둘째, 의약분
업 실시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약국이 일
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
에, 경미한사고의경우약국에서약을구
입하여 자가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경우의 사고는 많이 누락되었을 가
능성이 있으며, 셋째, 본 조사에는 사망한
경우와 비교적 심각한 장애로 일반 학교

Table 6. Recurrent injury episod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

118  (61.8)
107  (77.0)

64  (69.6)
104  (69.3)
57  (64.8)

125  (68.3)
85  (65.9)
14  (82.4)

9  (60.0)
77  (63.1)

129  (71.7)
10  (76.9)

17  (68.0)
94  (60.3)

104  (76.5)
10  (76.9)

15  (71.4)
185  (67.5)
15  (71.4)

16  (64.0)
88  (65.7)
59  (72.8)
23  (65.7)
28  (70.0)
11  (73.3)

225  (68.2)

Gender**
Male
Female

Geographic area
Daegu
Pohang
Goryung

Birth order
1st
2nd
≥3rd

Educational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known

Educational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known

Maternal age
<30
30~39
≥40
Unknown

Monthly family income (×104 Won)
<100
100~199
200~299
300~399
≥400
Unknown

Total

73  (38.2)
32  (23.0)

28  (30.4)
46  (30.7)
31  (35.2)

58  (31.7)
44  (34.1)
3  (17.6)

6  (40.0)
45  (36.9)
51  (28.3)
3  (23.1)

8  (32.0)
62  (39.7)
32  (23.5)
3  (23.1)

6  (28.6)
89  (32.5)
6  (28.6)

9  (36.0)
46  (34.3)
22  (27.2)
12  (34.3)
12  (30.0)
4  (26.7)

105  (31.8)

Just once

Number of injury episode

191  (100.0)
139  (100.0)

92  (100.0)
15  (100.0)
88  (100.0)

183  (100.0)
129  (100.0)
17  (100.0)

15  (100.0)
122  (100.0)
180  (100.0)
13  (100.0)

25  (100.0)
156  (100.0)
136  (100.0)
13  (100.0)

21  (100.0)
274  (100.0)
21  (100.0)

25  (100.0)
134  (100.0)
81  (100.0)
35  (100.0)
40  (100.0)
15  (100.0)

330  (100.0)

More than once
Total

*: p<0.05, **: p<0.01 (by Χ2 test)

Table 7. Risk factors of recurrent injury episode by logistic regression in preschool age

Gender1)

Dummy variables for education level of mother2)

≤middle school
high school

0.485

1.290
2.120

0.294~0.800

0.506~3.287
1.283~3.505

0.005

0.594
0.003

Odds ratio

Χ2=17.750 (p=0.001)

95% CI Significance

1)male=1, female=2 
2)reference value : education level of mother is higher than high school(college of more).

If the education level of mother was unknown, that case was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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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닐 수 없는 경우는 모두 제외되었으
며 강간이나 소아 학대와 같은 폭력적이
거나 고의적인 사고는 거의 누락되었을
것으로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조사 시점에서 오래된 과거
일수록 기억해 내기가 힘들고 비교적 최
근의 일들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
회상 오류에 따른 바이아스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사고율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없었고, 2세 이후는 사고 발
생률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보 으며 6

세에는오히려사고율이감소하는결과를
보 다. Rivara 등 [13]의 연구에서는 시간
이 지날수록 별로 심각하지 않은 사고는
잊어버리고 입원을 하거나, 학교를 결석
하거나 혹은 반나절 이상 조퇴를 한다든
가 창상의 봉합을 포함한 수술이 필요했
던 것과 같은 심한 사고는 오래 기억하게
된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학령
전기에 병원을 방문할 정도의 사고에 대
한 조사에는 기억 회상 오류에 따른 바이
아스가크게작용하지않았다고판단된다.

남아의 사고 발생률이 8.8로 여아의 6.2

에 비해 1.4배 더 높았는데 이는 5세 미만
의학령전기아동을대상으로한Gallagher

등 [12]이보고한 1.29배와비슷하 다. 2회
이상의중복사고도남아에서여아보다 2.3

배더많았다. 이렇게남아의사고발생률
이 높은 것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활동량
이더많고장난과모험을더좋아하기때
문으로생각된다.

연령별로 볼 때, 1세 이후부터는 아기
에비해사고발생률이 3배이상급격히증
가하는양상을보이는데이시기는부모의
착된감시가점차느슨해지면서단독보

행도가능해지고호기심과활동량이증가
하는 반면 아직 위험에 대한 인식과 판단
력이미숙하고운동신경의발달이미숙한
때문에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등의사고가많이일어나는것으로여겨진
다. 5세에사고율이가장높은것도어린이
의 성장 발달 단계의 특성과 아울러 유치
원, 어린이집 등을 다니기 시작하여 옥외
활동이증가하기때문일것이다.

응급실내원환아를대상으로조사한국

내의 여러 보고에 의하면 어린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락이 가장 많다는 보고도 있
었지만 [7]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추락이
두번째로많다는보고도있었다 [9-11]. 일
반인구를대상으로한 Scheidt 등 [1]의보
고에서도 추락이나 부딪힘, 베임이 1-4세
의 의학적 주의가 필요한 비치명적 사고
의 반 이상을 차지하 으며 특히 추락이
다른연령대보다 1~4세에높은빈도를보
인다는보고도있었다 [12]. 본조사에서도
추락이 학령 전기 소아 사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이 부딪힘, 교통사
고의 순 이었다. 우리나라의 사망통계에
따르면 추락이 1~4세 어린이 사망사고의
두번째원인이며 5~9세어린이의세번째
를 차지하는데 [3], 미국에서도 15세 미만
의 소아에서는 7번째 사망 원인이지만
1~4세에는 3번째사망원인이다 [15]. Hall

등 [15]은추락으로인한사망의 41%는가
구에서떨어지는등의경미한원인이라고
보고하 다. 본 조사에서도 추락, 또는 넘
어진 장소가 주로 집안(침실, 거실), 놀이
터, 도로, 계단등으로어린이들이주로노
는 장소이었다. 병원 응급실 환자를 대상
으로 조사한 것에는 계단에서 떨어진 경
우가가장많다고보고되었다 [7].

사고로 다친 신체 부위는 머리 부분이
56.4%로 대부분을 차지하 다. 특히 추락
과 부딪힘의 경우는 각각 68.0%, 86.5%로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학
동기전어린이의신체구조상머리의무
게가 신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떨
어질 때나 부딪힐 때 머리를 많이 다치게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전거나 롤러
스케이트를 타다가 다친 경우를 포함한
교통사고 시에는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40.9%로 머리의 37.9%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교통사고는 3~5세 경에 가장 많이 일어
났다. 이 연령군은 단독 보행도 가능해지
고 실외 활동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시기
이다. 최근전세계적으로도보가감소하면
서보행자사고는감소하는경향이나도시
지역, 특히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서는소아들의보행자사고빈도는여전히
높다 [16]. 본 조사에서도 84.9%가 보행자

사고 으며, 그 중 길에서 놀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전체 교통사고의 47.0%를 차지
하 다. 또한자전거나롤러스케이트를타
다가사고를경험한경우가 25.8%, 도로변
에 서 있거나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경우가12.1%를차지하 다.

이렇게도로상에서어린이사고가많이
일어나는것은우리나라에어린이놀이전
용시설이부족하여길에서노는어린이가
많고, 운전자들의 과속, 자전거나 롤러스
케이트를 탈 때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다양한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것
으로 생각된다. 또 교통사고 당시 보호자
가없었던경우가 62.1%로다른사고에비
해 특별히 높았다. 이는 보호자 없이 어린
이들끼리길에서놀고있다가다치게되는
경우가많기때문으로생각된다.

화상은 만 1세 경 가장 많이 발생하 는
데이연령군은기어다니거나갓걷기시
작하는시기로대부분의사고가보호자가
있을 때 일어난 것으로 보아 부적합한 주
방 시설과 부모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났
을것으로여겨진다.

3세 미만에서 중독에 의한 사고가 호발
했다는과거의보고 [9, 21, 22]와는달리중
독의사례는 1예뿐이었다.이는과거일산
화탄소와 살서제에 의한 중독이 많았던
점을고려해볼때 [7, 9], 이러한결과는최
근 주택 형태가 한옥에서 아파트로 다수
변화하 고 난방 에너지원으로서 연탄이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본 조사에서는 사고로 병원 외래, 혹은
응급실을 방문한 어린이 가운데 입원한
경우는 7.9%로어린이 12명중한명꼴이
었으나Gallagher등 [12]과 Fife등 [23]은응
급실에서치료를받은 17~28명의소아중
한 명은 입원을 한다고 보고하 다. 이렇
게 우리나라의 입원율이 미국보다 더 높
은 것은 미국에 비해 중증의 사고가 많았
다기보다는전국민의료보험제도실시이
후 의료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 향상으로
미국의의사나보호자들보다는쉽게입원
을 결정하는 것과, 미국에서는 경미한 상
처도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경미한상처는자가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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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입원율이
높았는데, 이는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부담이 낮아
지는것과관련이있을것이다.

어린이의 성, 가족 수와 형태, 사회 경제
적 상태, 어머니의 나이 등이 소아 사고와
관련된일반적인위험인자로알려져있다
[24]. 본조사에서는조사대상자의일반적
특성 중, 출생 순위와 어머니의 나이는 사
고 발생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사
고발생과유의한관련성이있었던변수는
어린이의 성, 거주 지역, 부모의 교육수준
이었는데, 이들을 설명변수로 비례위험모
형에따른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남아에
서 사고 발생 위험이 1.49배 더 높았고, 사
고를경험한아동중에서도 2회이상사고
를 겪었을 위험이 높았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높을수록사고경험은유의하게증
가하 는데, 반복사고의위험은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낮은경우더욱높았다.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사회경제적 수준
과 반비례하나, Scheidt 등 [1]은 비치명적
인 사고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
족수입이많을수록증가하고의료기관에
대한접근이용이할수록증가한다고보고
하 다. 이러한현상은의료이용행태, 의
료에 대한 접근성, 보고자 바이아스 등이
복합적으로작용하여나타난결과로생각
된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약국을 통한 자가 치료를 하기보다는 병
의원을찾는경향이더높고, 아동의사고
를더잘기억해내기때문일것이다. 또한
어머니의교육수준이높을수록사고가반
복되지 않은 것은 사고를 경험한 아동이
반복되는사고를예방하는행동습관을습
득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점을볼때어머니의교육
수준은 어린이의 사고 경험과 접한 관
련이있다. 어머니가직장에나갈경우어
린이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여 사고 발생
률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나 사고 당시 어
머니의 직업유무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
아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사고 발생률 사
이에 어머니의 직업이 어떠한 향을 미
쳤는지는알수없었다.

지역별 사고 발생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구광역시, 포항시, 경북 고령군을
선택하여 조사하 는데 단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유의하 다. 그러나비례위험
모형에의거한다중회귀분석에서는지역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Table에
는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거주 지역과 부
모의교육수준은통계적으로유의한관련
성이있었고 (p〈0.01), 특히고령군의경우
는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15%임에비해포항시의경우는 41%로지
역별 부모의 교육 수준의 차이로 인한 결
과로생각된다.

이상의결과는일부학교를대상으로조
사하 기때문에지역을대표하는자료로
서는 제한이 있다. 또한 사고발생 측정시

‘의료기관을이용할정도의손상’여부를
설문하 으므로, 손상의 정도에 대한 객
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지 못하 다. 이전
에 해당지역의 손상 양상을 체계적으로
조사·보고한 자료가 없었으며, 사고 당
시의 진료자료를 입수, 검토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어려웠기때문이었다. 객관적
인지표를활용하지않았으므로통계자료
로서의의미는제한이있다할것이나, 연
령과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어린이 사
고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많지않은현실에서, 이결과를토대로보
다 많은 수의 인구를 대상으로 사고시 어
머니의 직업력에 대한 조사 및 가족의 기
능과사고와의관계등을조사하고, 또유
아원 등에 어린이 사고 감시 체계를 구축
하여사고발생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
며 더 구체적인 어린이 사고 예방대책을
제시할수있을것이다.

학동기전 어린이의 사고는 그들의 주된
생활공간인 집과 유아원, 그리고 놀이터
와 도로 등 어디에서나 흔히 일어나고 있
는데 이는 계단의 경사도와 높이가 어린
이가 다니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은 점,

난간이 없거나 있어도 사고 방지에 부적
합하며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용 안전장
치가 없는 점,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어린이가 떨어지기 쉬운 시설이
많은점등의환경요인과높은곳에올라
가기 좋아하는 것과 같은 어린이의 특성,

보호자의 감시 소홀 등 여러 요인들이 복
합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
라서 이 시기에 어린이들의 활동을 감독
하고, 놀이시설을비롯한어린이교육시
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에게 안
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지 발달이
급속해지는 4세이후의학령전기시기에,

효율적인 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변화된
지식과 실천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그 효과
가나타나므로 [14] 이시기의아동에게는
무조건통제하기보다는그들의욕구를충
족시킬수있도록아동에게할수있는범
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주의할 점을 알
려주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으
로 생각한다. 어른들은 철저한 감독을 하
면서도자유로운 역을확대시켜주어그
들의 호기심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 어린이 사고의 예방대책을 마
련하기위해유치원, 놀이방등의유아교
육기관을 통해 어린이 사고 감시체계를
수립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의확보, 자동차를탈때안전벨
트를 하거나 추락 방지를 위해 창문에 안
전 창살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전거를 탈 때 머리를 보호하
기 위해 헬멧을 착용하여 사고를 줄인 보
고들도있다 [17, 18]. 또이러한것은법으
로강화될때효과가더커진다고한다 [19,

20]. 이러한것으로보아어린이들이놀때
적당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더잘설계된연구를통하여사고원인을
파악하고, 그원인을제거함으로써사고를
예방하는근원적대책마련이요구된다.

결 론

생활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고가 사
망과장애의중요한원인이되고있다. 특
히 10세미만소아사망중사고에의한사
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 다. 본 연구는
지역 사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동기
전 사고 발생률과 관련 인자를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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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시행되었다.

대구광역시, 포항시, 경북고령군소재의
각 3개초등학교를편의추출한후각학교
1학년학생의 40~50%를대상으로(대구시
295명, 포항시 450명, 고령군 321명) 이들
이 출생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경험한사고에대하여 2000년 6월한달간
설문 조사를 하 다. 설문지는 담임 선생
님을 통하여 가정 통신문 형태로 배부한
후 보호자가 작성하게 하 다. 총 1,026부
중 974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충실하게 기
재된 15부를 제외한 959부를 분석에 이용
하 다.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병원을
방문할 정도의 사고를 한번 이상 경험한
소아는 330명이었고 이들이 경험한 사고
는총 469건이었다.초등학교입학시나이
를 월단위로 계산하여 총 관찰인년을 분
모로하 을때 100명당연간사고발생률
은 7.5 다. 성별발생률은남아가 8.8로여
아의 6.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p〈0.01). 연령별로는 아기에는 낮
은발생률(2.4)을보이다가만 1세이후증
가하여(7.5) 4세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 고, 만 5세에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
(9.2)을 보 으나 만 6세에는 다시 감소
(6.0)하 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8.3, 대구
7.5, 고령이 6.5로 거주 지역과 사고 발생
간에유의한관련성을보 다 (p〈0.05). 아
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고 발생률이 높았고 (p〈0.05) 학력을 기
재하지않은군에서 8.9로제일높았다. 사
고 원인은 추락이(36.0%), 부딪힘(23.7%),

교통 사고(14.1%)의 순이었다. 1세 미만에
서는 부딪힘, 화상, 추락이 많았고, 만 1세
에서 6세 사이에는 추락과 부딪힘이 높은
빈도를 보 다. 교통사고는 주로 도로 상
에서 놀다가, 혹은 자전거나 롤러스케이
트등을타다가일어난것이 72.8%를차지
하 다.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남아에서 여아에 비해 사고 발생률
이 1.49배 높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 다. 사
고를경험한아동중 2회이상반복사고경
험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 결과 남아인

경우,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반복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아 어린이 사고의 예방
대책으로 안전한 어린이 놀이 시설의 확
보, 아동과보호자, 유아교육기관교사를
대상으로한안전교육실시및가정내어
린이가떨어지기쉬운계단, 가구등의개
선을제안한다. 더구체적인사고예방대
책수립을위해 유아교육기관을통한사
고 감시 체계를 수립하고 어머니의 직업
및 학력과 사고 발생과의 관계를 규명하
는연구가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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