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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vestigating epidemiological features of burn victims from a national frame has not been attempted recently.
M ethods: South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NHIS) provides a vast array of feature data on common diseases.
A database search from January 2013 to December 2017 was undertaken with disease codes related to burn injuries and
burn dressing procedures. After data cleaning, feature analysis was done with final dataset of 1,800 records.
Results: Demographic analysis showed gender preference to woman by 6:4. Age distribution showed bimodal peaks at 0∼9
years and 40∼60 years. Burns to the lower extremity seemed to increase with burn depth. Marked decrease in duration of
hospitalization for first- and second-degree burns were noted over five years.
Conclusion: Incidence to age analysis showed bimodal peaks in pediatric (age 0∼9) and middle-aged (age 40∼60)
individuals. A decreasing trend towards shorter hospitalization is noted in mild to moderate burns. Further attention is needed
to prevent third-degree burns to the elderly. (J Korean Burn Soc 2018;21:5 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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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큰 장점이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계하여

서

론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2018년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빅 데이터

화상은 가정 혹은 산업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고, 치료에

개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치료 후 일상 생활 및

서 급여를 인정하는 질환 및 손상에 대하여 연령, 성별, 발

업무 복귀까지 장시간 재활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

생 지역 등 인구학적 요소부터, 진료 건수, 진료비 총액 등

상 발생률 및 손상 정도의 변화 양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통계학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1)

추적 관찰 할 필요가 있다 .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본 연구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획득 가능한 최근 5개년

보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드문 국가로서, 화상에 대한

(2013∼2017년) 간의 화상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화상 발

보험 청구 내역을 통해 화상의 전체 발생률, 성별 및 연령

생의 양상을 다양한 차원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별 발생률, 중증도 별 발생 빈도와 같은 자료를 집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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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집계된 약 270만명 분
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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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arch Terms and Codes Used for Database Search

Category
Diagnosis

Treatment

KCD code
T20.1, T20.2, T20.3
T21.1, T21.2, T21.3
T22.1, T22.2, T22.3
T23.1, T23.2, T23.3
T24.1, T24.2, T24.3
T25.1, T25.2, T25.3
N0011, N0012, N0051, N0052
N0053
N0054
N0055
NA056

Description
First,
First,
First,
First,
First,
First,
Burn
Burn
Burn
Burn
Burn

second, and third degree burn, head and neck area
second, and third degree burn, trunk
second, and third degree burn, upper extremity excluding hand and wrist
second, and third degree burn, upper extremity excluding hand and wrist
second, and third degree burn, lower extremity excluding foot and ankle
second, and third degree burn, foot and ankle
dressing, TBSA up to nine percent
dressing, TBSA 10∼18 percent
dressing, TBSA over 19∼36 percent
dressing, TBSA 37∼55 percent
dressing, TBSA over 55 percent

Fig. 1. Burn incidence by age group and gender showing
bimodal peaks in first decade and 5∼6th decades of life. Female
victims outnumber male victims roughly by ratio of 6:4.

Fig. 2. Injury site proportions according to burn depth. Burns
to the lower extremity account for almost half of total 3rd degree
burns.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중 화상과 연관성이 있는 총
18개의 진단코드 및 화상처치행위코드 8개를 기준으로 하

통해 자료를 추출하였다. 10년 간격 연령 및 성별을 기준으

였다. 수상 부위 및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세 불명의

로 집계한 결과 0∼9세 그룹과 40∼60세 그룹에서 좌측 왜

화상 코드는 집계에서 제외하였다(Table 1). 해당 코드에 대

도를 가지는 이봉분포를 보였다. 0∼9세 그룹 이외의 연령

하여 수상부위, 인원, 성별, 연령(10세 구간), 입원 및 외래

군에서 남성의 화상 수상 빈도가 높았다(남:여 40.81%:59.19%)

여부, 입원일수, 총진료비 데이터를 추출하여 전처리 후 약

(Fig. 1).

1,800개의 레코드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제작하였다. 데이터

손목 및 수부의 3도 화상(남성 54.58%), 발목 및 족부의

핸들링 및 시각화, 분석은 Excel (Microsoft, USA) 및 R

3도 화상(남성 56.23%) 의 경우에서만 남성의 발생비율이

statistical software (The R foundation, Austria)를 이용하

여성의 발생 비율을 상회하였다.

였다.

2. 화상의 깊이 및 면적 관련 분석
결

과

수상 부위를 기준으로 두경부, 체간, 상지(수부 포함), 하
지(족부 포함)의 네 카테고리로 나누어 화상의 수상 깊이

1. 발생 규모, 발생 부위 분석

별 비율을 분석하였다(Fig. 2). 하지 화상의 약 50%가 3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술한 진단 코드를

화상으로 조사된 반면, 상지 화상은 50%이상이 1도 화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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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체간과 두경부의 화상은 화상의 깊이에 따른 빈도가

우 13.4일에서 8.86일 정도로 각각 75%, 34%의 단축을 보였

큰 차이가 없었다. 화상 수상 면적을 5급간으로 나눈 뒤 면

다. 화상의 발생 빈도를 수상 면적별로 구분하여 시계열 분

적에 따른 남녀 발생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상 면적이

석을 시행한 결과 체표면적 대비 10∼18%, 19∼36% 그룹

넓을수록 남성의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

의 발생빈도 감소 및 9% 이하 면적 그룹의 발생빈도 증가
가 나타났다. 37%이상의 중등도 화상 발생빈도는 약한 감

3. 시계열 분석

소추세를 보였다(Table 3). 또한, 3도 화상 환자를 대상으로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시행받은 집단을 대상으로 화상의

연령군 분석을 시행한 결과, 매년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군

깊이에 따른 1인당 평균 재원 기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4).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1도에서 3도로 변화할 수록 재
원 기간이 증가하는 양상(각 깊이별 평균 4.54, 11.73, 23.24

고

찰

일)을 보였다. 특징적으로, 해가 거듭할 수록 1도와 2도 화
상 환자의 재원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화상의 발생 양상을 조명한 연구는

(Table 2). 2013년 대비 2017년의 재원기간을 비교하여 보면

2005년 김현철 등에 의해 시행 된 연구가 있다3). 당시의 연

1도 화상의 경우 평균 6.65일에서 1.71일로, 2도 화상의 경

구는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가 고도화되지 않았던 관계로
화상의 중증도 산출 및 성별, 연령 등의 여러 역학적 변수들
의 추출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주로 지역별 화상 발생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하지만 현
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풍부한 자료를 통계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화상 환자의 자료를 이용해 성별, 연령별, 수상 부위
별, 화상 깊이에 따른 화상 환자 현황 분석을 시행하였다.

Fig. 3. Gender proportions according to injured body surface area.

Table 2. Length of Hospital Stay according to Burn Depth

Burn degree/year
1st degree (days)
2nd degree (days)
3rd degree (days)

2013

2014

2015

2016

2017

7.71
13.29
23.74

6.65
13.40
23.52

4.83
13.62
23.41

1.80
9.46
23.34

1.71
8.86
22.21

Fig. 4. Yearly change of age distribution of third-degree burns.

Table 3. Yearly Trend of Burn Incidence according to Burned Surface Area

Burn area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9
10∼18
19∼36
37∼54
＞55

495,460
7,618
1,334
273
162

501,988
6,874
1,258
255
146

508,759
6,155
1,066
227
139

528,680
5,691
1,070
214
119

521,806
5,185
982
216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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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도별로 변화하는 화상 양상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

다양한 종류의 가정용 열원의 증가로 화상의 기회는 더

해 과거 연구에 비해 심도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화상으로 인한 의료비 발생과 노동력

화상 환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에서, 0∼9세 소아의 화상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화상의 발생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

빈도가 40∼60세 근로자 연령층에서 보이는 높은 빈도와

서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추후 다양한 데이터가

근사한 발생빈도를 보인다는 점과, 성인 이상의 나이에서

제공된다면 직업연관성, 열원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는 것

여성의 화상 발생 빈도가 남성에 비해 일관성 있게 높게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집가능한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

나타난다는 결과는 주시할 만 하다. 열원이 될 수 있는 다양

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군에 대한 분석을 따로 시

한 기구들이 가정 내에 많이 분포됨에 따라 소아의 안전사

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생각되며 추가

고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며 아직까지

연구를 통해 집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가사노동 비중이 높다는 것을 시사
한다. 하지만 수상 면적이 커질수록 남성의 비율이 증가하

결

론

는 것은 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추
측할 수 있다. 화상 깊이 별, 부위별 집계 결과 하지에서 깊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보험 청구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은 화상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발견이다.

화상은 0∼9세 및 40∼60세 연령군 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이는 당뇨족과 척추 질환 등으로 하지의 감각 저하 환자들

수상 면적이 늘어날수록 남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에서 화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연관 지을 수 있겠

보인다. 상지에 비해 하지 화상 환자에서 깊은 화상의 빈도

다. 또한, 비슷한 수준의 열원에 노출되었다고 하여도 하지

가 증가한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서 1도 및 2도 화상의

의 창상 치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

재원 기간은 최근 5년 간 빠른 속도로 짧아지고 있으며, 이

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3도 화상으로 진행하게 될

는 다양한 고기능 창상치료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

4)

가능성이 높은 점도 유의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

된다.

최근 5년간 1도 및 2도 화상의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눈에 띄게 단축되고 있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다. 바세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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