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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1,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2

이상곤1감  신2

Incidence and Estimation of Socioeconomic Costs of Falls in the 
Rural Elderly Population

Sang Gon Lee, PhD1, Sin Kam, MD2

1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Background: This study was done to delineate the incidence and socioeconomic cost of fall-related injuries in the rural elderly 
population.
Methods: From February 1, 2010 to March 31, 2010, a questionnaire-based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on 2,295 
persons 65 years or older living in rural communities (1 Myoen and 1 Eup of Gyoengsangnam-do). The socioeconomic cost
due to falls in the elderly in 2009 was estimated using direct and indirect costs. The direct costs included medical costs 
covered by health insurance and those not covered by insurance. The indirect costs included nursing care, diapers, transpor- 
tation, health function foods, medical assistance device, and productivity loss.  
Results: Of the 2,295 subjects, 735 (32.0%) had suffered from fall-related injuries during the previous year. The direct 
costs of these injuries calculated to be 596,466,000 Won (56.6%). The indirect costs was 458,081,000 Won (43.4%). Of 
the indirect cost, loss of productivity was 274,993,000 Won, health function foods was 65,531,100 Won, nursing care was
48,755,000 Won, and transportation was 43,122,000 Won. The total socioeconomic costs (direct costs+indirect costs) of the 
study subjects was 1,054,547,000 Won. The socioeconomic costs per person was 459,500 Won for the total number of study
subjects and 1,435,000 Won for the 735 subjects. 
Conclusion: When the above calculated socioeconomic cost for the 2,295 subjects is applied to the 1,067,262 Korean rural
elderly population in 2009, the socioeconomic costs owing to fall-related injuries can be estimated to as much as
343,614,988,000 Won. In the future, the socioeconomic costs due to injuries such as falls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Therefore, injury prevention programs and studies for reducing the socioeconomic costs in the
elderly community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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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눈부신 경제적 발전에 따른 국민보건과 의료의 질적 

향상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1%를 넘어서 고령화사

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게 되었고, 2022년에는 15.0%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 이 같은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인 

노인의 낙상은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사고사의 주요 원인이 

되며, 작은 낙상일지라도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등 노쇠 현상

으로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낙상 발생률

을 보면 매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약 20%, 양로

원에 거주하는 노인의 약 30%가 낙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낙상으로 인한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 낙상으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는 주로 고관절, 허리, 손목, 대퇴

부 골절이 나타나며, 고관절 골절의 약 80-90%가 낙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3). 낙상으로 인하여 보행 기능을 상실

하게 되면 기동성이 저하되며, 독립적 생활수행 능력의 감소

는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골절 수술 및 부동에 따르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4). 이와 같이 노인에게 있어 낙상은 심각한 건강 

위험요인으로서 비단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인이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육체적ㆍ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 심각한 가족문제를 야기하는 사회문

제가 되기도 하며, 노인의 낙상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5). 

국내에서 노인의 낙상에 대한 연구 등이 있으나, 대부분 

연구들은 낙상위험 요인을 조사하였을 뿐 낙상에 대한 경제

적 손실과 가족 및 사회적 부담을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6-14). 또한 기존 국내에서 선행된 사고 및 질병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는 소수 있으나, 노인의 낙상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함으로서 노

인의 손상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상

대상은 경남지역 1개 군의 1개 면과 다른 1개 군의 1개 

읍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628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2개 군의 1개 면과 1개 읍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각 읍, 면별 노인 인구 수 및 초고령화 정도를 고려하여 

선택하였고, 1개 면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의료의 접근성과 

이용성에 초점을 두고 1개 읍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지역

의 노인에 대하여 면접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으로 조사하였다.

2. 방  법

1개 면에 대한 조사는 2개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과 

요양보호사 10명에 대하여 연구자가 사전에 설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1개 읍에 대한 조사는 요양보호사 

15명에게 연구자가 사전에 설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여 2010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 하였다. 설문 

내용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낙상관련 요인, 낙상으로 

인한 입원유무, 입원횟수, 손상명 및 손상부위, 입원일수, 

수술 여부, 외래진료, 횟수, 기간, 한방진료 유무 및 진료비, 

치과진료 유무 및 진료비, 교통비, 간병비, 기저귀비, 보조용

품 구입비, 건강식품 구입비, 주보호자의 간병과 문병인 

방문 등 총 설문 항목은 55문항이었다. 

3. 사회경제  비용 추계 방법

2009년 한 해 동안 연구 대상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실태와 낙상으로 인하여 의료 이용을 한 노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추계하였다. 직접비인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산출하기 위해 설문조사에서 입원 유무, 손상

명, 손상부위, 입원기간, 외래방문 유무, 외래방문 회수, 외래

방문 기간을 조사하였고, 조사에서 손상명과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0) 

코드의 상병 기호 및 질병 범주별로 분류하였다. 건강보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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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진료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내원일당 급여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2009년 65세 이

상 노인의 65-69세, 70-74세, 75세 이상의 연령 범주별 ICD- 

10 코드상 총 진료비, 급여비, 내원일당급여비 등의 통계 

자료를 제공받아서 적용하였으며, 건강보험급여 진료비 산

출은 입원 및 외래를 이용한 대상자에 따라 연령별, 코드별로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입원 또는 외래방문 일수) × (내원일당 급여비+법정환

자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2006)의 ‘2005년 건

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입원환자는 건강보험급여비의 26.3%, 외래환자는 8.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약제 비용과 한방외래 환자의 비용

을 산출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의 ‘2009년 진

료비 통계 자료’를 참고로 하여 산출하였다. 간접비로는 

간병비, 기저귀비, 교통비. 건강식품 구입비, 보조용품 구입

비, 생산성 손실비를 산정하였으며, 설문을 토대로 2009년 

한국간병인협회의 간병비, 한국물가정보, 통계청, 노동부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농촌지역사회 노인 낙상관련 직접비

와 간접비를 2009년 우리나라 농촌 노인 인구를 16개 지역별

로 노인 인구와 성별을 고려하여 노인 낙상 발생률을 보정한 

후 환산하여 지역사회 농촌노인의 낙상사고 관련 사회경제

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개 읍면지역 자료

로 우리나라 전체 농촌 노인에 대한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지역별 발생률의 차이, 경제수준, 연령 및 성별 구조, 의료기

관 분포 및 접근성 등 고려하여야 할 것이 많으나, 이를 모두 

고려하여 보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도별 낙상 발생

률만을 보정한 후 대략적으로나마 농촌지역 노인의 낙상관

련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일부 농촌 지역사회 낙상관련 사회경

제적 비용을 우리나라 2009년 농촌 노인 인구 1,067,262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계하였다.

       16

   Cy=∑(C×Ri×Ni) 

       i=1

   Cy=농촌지역 노인의 낙상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i=1 (서울), i=2 (부산),i=3 (대구), ----- i=16 (제주)
   C=낙상 경험 노인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

   Ri=지역별 보정 낙상 발생률

   Ni=지역별 노인인구수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 대상 2,628명 중 2,295명

(87.3%)의 자료로 SPSS ver. 15.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농촌지역

사회 재가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과 앞에서의 사회

경제적 비용 추계 방법을 이용하여 농촌 지역사회 노인의 

낙상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결  과

1. 일반  특성과 낙상발생률  손상 유형

연구 대상자 2,295명 중 남자 810명(35.3%), 여자 1,485명

(64.7%)이었으며, 평균연령은 74세였다. 연구대상 노인 중 

최근 1년간 낙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35명으로 

발생률은 32.0%였다. 연구 대상 노인 2,295명 중 12.3%가 

낙상을 1회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2회 이상이 19.7%였다. 

낙상 경험자의 낙상 시 손상부위는 무릎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발 19.6%, 허리 15.2%, 손목 9.5% 순이었다. 낙상 

시 가장 많은 손상은 벗겨진 상처로 24.9%였고, 염좌 및 긴장 

24.5%, 골절 14.1%, 열린상처 6.0%의 순이었다(Table 1). 

2. 낙상으로 인한 직 비 추계

1)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급여 진료비

지난 1년간 낙상 경험자 중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는 

117명인데, 1회 입원 113명, 2회 입원 4명으로 121건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진료비를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입원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89,226,077원으로 나타났으

며, 건강보험 급여진료비 219,708,170원, 법정 본인부담금 

69,517,907원이었다. 총 입원일수는 2,958일로 1인당 평균 

입원 진료비는 2,390,000원이었고,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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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falls incidence and injury 
type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No. (%)
Sex
   Male
   Female

  
810 (35.3)

1,485 (64.7)
Age (yr)
   65-69
   70-74
   75-79
   ≥80

  741 (32.3)
  607 (26.4)
  583 (25.4)
  364 (15.9)

Residence period of home (yr) 
   1-9
   10-19
   ≥20

   97 ( 4.2)
  135 ( 5.9)

 2,063 (89.9)
Main means of mobilization
   Walking
   Bicycle
   Private car
   Tax
   Bus
   Power tiller
   Stick
   Crutch
   Walker
   Wheelchair
   Others (motorbike)

  191 (8.3)
   80 (3.5)
  209 (9.1)
   23 (1.0)

1,599 (69.7)
   53 (2.3)
   66 (2.9)
    1 (0.0)
   18 (0.8)
    4 (0.2)
   51 (2.2)

Occupation
   Farming
   No job
   Forestry
   Fishery
   Laborer 
   Crafts
   Others

1,444 (62.9)
  600 (26.1)

    4 (0.2)
   51 (2.2)
  143 (6.3)
   43 (1.9)
   10 (0.4)

Falls experienced 
   Yes
   No

 
 735 (32.)

1,560 (68.0)
No. of falls
   1
   ≥2
   No falls

  283 (12.3)
  452 (19.7)
1,560 (68.0)

Total 2,295 (100.0)
Injury site
   Head
   Neck
   Chest
   Back
   Shoulder
   Elbow
   Wrist
   Buttock
   Knee
   Foot

   11 (1.5)
   14 (1.9)
   13 (1.8)

  112 (15.2)
   35 (4.8)
   59 (8.0)
   70 (9.5)
   48 (6.5)

  229 (31.2)
  144 (19.6)

Injury type
   Fracture
   Dislocation
   Sprain, Strain
   Open wound
   Internal organs injury
   Abrasion wound
   No injury
   Others

  104 (914.1)
   15 (2.0)

  180 (24.5)
   44 (6.0)
    1 (0.1)
 183 (24.9)
 206 (28.0)

   2 (0.3)
Sub-total  735 (100.0)

25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의 ICD-10 코드상 손상 유형별 

급여진료비가 가장 많았던 것은 S82 (아래다리[발목포함] 골

절)로 24명이 477일간 입원하여 진료비는 45,541,564원이 

산출되었다. 1위에서 5위까지의 입원 총 진료비는 163,039,848

원으로 전체 입원진료비의 56.4%를 차지하였다(Table 2). 

2) 외래환자의 건강보험급여 진료비

지난 1년간 낙상으로 인하여 외래를 이용한 노인 환자는 

324명이었다. 외래 환자의 총 진료비는 85,520,648원이었

으며, 건강보험 급여진료비 62,835,799원, 법정본인 부담금 

22,684,849원이었다. 병원 외래를 이용한 횟수는 4,503회로 

1명당 평균 14회 이용하였고, 1인당 평균 외래 진료비는 

264,000원이었다. 외래환자 ICD-10 코드상 손상유형별 1위

에서 5위까지의 외래 총 진료비는 46,675,468원으로 전체 

외래진료비의 54.6%를 차지하였다(Table 3).

3) 약제 비용과 한방 외래환자 급여비

지난 1년간 낙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외래를 

이용한 노인 환자의 약제비를 산출하였다. 병원 입원 121건의 

총 입원일수 2,958일과 외래를 이용한 환자 324명의 총 외래진

료 횟수 4,503회를 이용하였으며, 약제비는 건강보험심사평

가원(2010)의 ‘2009년 진료비 통계지표’상 노인입원환자 일

당 요양급여 약제비 37,951원, 외래환자의 건당 요양급여 

약제 6,548원을 적용하였다. 또한 건강보조식품 구입 시 진통

제를 구입한 노인은 247명으로 3,705,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를 포함하여 산출한 약제 비용은 145,450,000원이었다

(Table 4). 지난 1년간 낙상으로 인하여 한방외래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노인 환자는 260명이었고, 진료 횟수는 총 736회

였으며, 1인당 한방진료 횟수는 3회였다. 한방 외래 환자의 

급여 진료비 산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의 ‘2009년 

진료비 통계지표’상 내원 시 회당 급여비 16,364원을 적용하

여 총 진료비를 산출한 결과 12,044,000원이었다. 

4) 비급여 진료비 산출 및 직접비 종합

지난 1년간 낙상으로 인하여 의료 이용을 한 환자의 비급

여 진료비를 산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06)의 ‘2005

년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내용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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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enefit treatment amount of inpatients according to injury

ICD-10 Disease categories Case Adm. days
Treatment amount (Won)

Insurer Insured All
S01 Head, open wound  4  276 21,925,994 7,712,694 29,638,688
S02 Fracture, head or face  1   14 1,728,328 593,646 2,321,974
S06 Head, intracranial injury  1  180 24,345,900 6,132,289 30,478,189
S22 Fracture: ribs, chest, back  1   18 1,155,006 391,432 1,546,438
S23 Dislocation, strain, sprain: chest joints  4   73 3,332,193 1,147,499 4,479,692
S31 Open wound: abdomen, pelvis  1    3 396,081 117,841 513,922
S32 Fracture, spine and pelvis 12  337 21,329,596 7,165,502 28,495,098
S33 Dislocation, strain, sprain: spinal and pelvic joints 14  445 20,105,170 6,945,514 27,050,684
S42 Fracture, shoulder and arm  1   25 2,187,800 686,102 2,873,902
S43 Dislocation, strain, sprain: arm joints  2   25 1,669,400 531,493 2,200,893
S46 Muscle injury, shoulder  1   10 1,209,830 346,821 1,556,651
S51 Open wound, lower arm  1    7 566,160 173,166 739,326
S52 Fracture, lower arm 13  224 22,158,496 6,727,813 28,886,309
S53 Dislocation, strain, sprain: elbow joints  1   50 3,807,950 1,229,794 5,037,744
S56 Tendon/muscle injury, lower arm  2   24 2,301,744 679,483 2,981,227
S62 Fracture, wrist and hand  2   29 2,422,227 737,088 3,159,315
S70 Minor injury, buttocks and femur area  1   10 576,140 193,736 769,876
S72 Fracture, femur  4  178 19,154,452 5,778,186 24,932,638
S76 Tendon injury, buttocks and femur area  1   40 3,030,240 966,792 3,997,032
S81 Open wound, lower leg  3   20 1,449,480 454,010 1,903,490
S82 Fracture, ankle and lower leg 24  477 34,587,764 10,953,800 45,541,564
S86 Tendon/muscle injury, lower leg  5   56 4,199,509 1,297,112 5,496,621
S91 Open wound, ankle and leg  1   40 3,076,080 939,747 4,015,827
S92 Fracture, foot except ankle 16  345 20,447,382 6,762,337 27,209,719
S93 Dislocation, strain, sprain: ankle area  5   52 2,545,248 854,010 3,399,258

Total  121 2,958 219,708,170 69,517,907 289,226,077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Diseases; Won, Korean currency.

로 하여 입원환자 급여진료비의 26.3%, 외래환자 급여진

료비의 8.9%를 적용하였다. 한방 외래환자의 비급여 진료

비는 본인 직접 지출비용으로 설문으로 조사하였는데, 총 

850,000원이었다. 낙상 노인 환자의 입원 및 외래 비급여와 

약제비와 한방 직접지출 비용은 총 67,930,000원이었다. 

지난 1년간 낙상으로 인하여 의료이용을 한 노인 환자의 

건강보험급여 진료비는 528,536,000원이었고, 비급여와 직

접지출 비용 67,930,000원과 합하면 낙상으로 인한 직접비

는 총 596, 466,000원으로 낙상 경험자 1인당 812,000원이

었다(Table 5). 

3. 낙상으로 인한 간 비 추계

1) 간병비와 기저귀비, 교통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보조용품 구입비 산출

낙상 경험자의 간병비는 입원으로 인해 소요되는 환자 

간병비로 간병인의 인건비 또는 보호자가 직접 돌볼 경우 

해당시간에 대한 보호자의 기회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환자가 낙상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

용한 29명의 간병일수 722일(하루 종일 671일, 주간 29일, 

야간 22일)에 대하여 간병비를 산출하였다. 2009년 한국간

병협회의 24시간 간병비는 70,000원, 주간 35,000원,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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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enefit treatment amount of outpatients according to injury 

ICD-10 Disease categories Case Visit days
Treatment amount (Won) 

Insurer Insured All
S00 Minor injury, head 2   4 60,404 28,937 89,341
S03 Dislocation, strain, sprain: Skull 1   1 14,213 5,692 19,905
S09 Injury, scalp 1   21 452,088 269,083 721,171
S13 Dislocation, strain, sprain: neck 6   32 394,672 109,720 504,392
S20 Minor injury, chest 6  130 1,794,368 683,295 2,477,663
S22 Fracture, ribs, chest, and back 2   10 165,230 76,619 241,849
S23 Dislocation, strain, sprain: chest joints 1    6 78,594 22,733 101,327
S31 Open wound, abdomen and pelvis 1  12 147,384 42,303 189,687
S32 Fracture, spine and pelvis 7  130 2,261,050 1,136,234 3,397,284
S33 Dislocation, strain, sprain: back and pelvic joints 36  839 9,966,571 2,446,985 12,413,556
S40 Minor wound, shoulder and arm 12  129 1,705,848 697,614 2,403,462
S42 Fracture, shoulder and arm 3   17 284,043 163,179 447,222
S43 Dislocation, strain, sprain: arm joints 9   88 1,062,716 286,409 1,349,125
S50 Minor wound, lower arm 2   12 156,404 54,736 211,140
S52 Fracture, lower arm 3   34 651,624 320,816 972,440
S53 Dislocation, strain, sprain: elbow joints 2   22 297,924 92,364 390,288
S60 Minor wound, wrist and hand 6   30 378,682 135,393 514,075
S61 Open wound, wrist and hand 3 88 1,189,320 431,938 1,621,258
S62 Fracture, wrist and hand 8 59 998,480 454,374 1,452,854
S63 Strain, sprain: wrist and hand 13 327 4,513,085 1,544,895 6,057,980
S66 Tendon/muscle injury, wrist and hand 1 2 34,108 14,893 49,001
S70 Minor injury, buttocks and femur area 36 396 5,396,970 2,118,193 7,515,163
S71 Open wound, buttocks and femur areas 1 8 108,168 36,129 144,297
S73 Dislocation, strain, sprain: buttocks 6 119 1,549,066 486,008 2,035,074
S80 Minor wound, lower leg 25 194 2,528,513 873,847 3,402,360
S81 Open wound, lower leg 10 130 1,729,402 580,130 2,309,532
S82 Fracture, ankle and lower leg 18 368 6,596,148 3,306,398 9,902,546
S83 Dislocation, strain, sprain: knee Joints 48 645 8,247,024 2,539,199 10,786,223
S86 Tendon/muscle injury, lower leg 2 9 123,441 43,435 166,876
S90 Minor wound, ankle and foot 21 201 2,564,093 948,385 3,512,478
S91 Open wound, ankle and leg 4 96 1,208,766 391,460 1,600,226
S92 Fracture, foot except ankle 13 172 3,139,823 1,367,144 4,506,967
S93 Dislocation, strain, sprain: ankle 15 172 3,037,577 976,309 4,013,886

Total  324 4,503 62,835,799 22,684,849 85,520,648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Diseases; Won, Korean currency.

35,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간병비는 총 48,755,000

원이었다. 낙상 노인 환자가 입원으로 인하여 기저귀를 사용

한 대상자는 13명으로 260장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기저귀를 생산하는 업체는 약 10개로 2009년 한국물가정보

의 기저귀 가격 확인 결과 제품에 따른 차이가 있어 10개 

업체의 성인용 기저귀 수량과 가격을 고려하여 평균치를 

산정하였고, 장당 가격 1,2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312,000원으로 나타났다.

낙상 노인 대상자의 교통비, 건강식품 구입비, 보조용품 

구입비를 산출하였다. 교통비 산출은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관리연구소 건강증진사업지원단(2009)의 ‘우리나라 손상 

폐해 감소전략 개발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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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cation costs of patients and analgesics of health function foods

Expense per days/times* (Won) Use no. of days/times Total (Won)
Inpatients 37,951 2,958 days 112,259,000
Outpatients  6,548 4,503 times  29,486,000
Analgesics of health function foods   3,705,000
Total 145,450,000
*Expenses includes medication costs of insurer and insured. 
Won, Korean currency.

Table 5. Total direct costs of the study subjects with falls 
Benefit treatment amount Non-benefit treatment amount Total

Inpatients  289,226,000         57,783,000  347,009,000
Outpatients   85,521,000          5,592,000   91,113,000
Medication costs  141,745,000          3,705,000*  145,450,000
Outpatients of oriental medicine   12,044,000           850,000   12,894,000
Total  528,536,000        67,930,000  596,466,000
Values are Won (Korean currency).
*Analgesics costs of health function foods.

손상으로 인한 의료 이용 시 입원 및 외래 방문건당 교통비를 

산출하였는데, 입원 시 평균 왕복 교통비는 14,000원, 외래 

이용 시 9,200원이었고, 이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총 

43,122,000원이었다. 낙상사고로 인하여 노인이 건강기능

식품을 구입한 대상자는 468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비용은 

65,531,000원으로 나타났는데 1명당 평균 140,000원이었

다. 또한 지팡이, 휠체어, 보행기, 전동휠체어 등 보조용품을 

구입한 자는 106명으로 본인 지출비용이 25,368,000원이었

고, 1명당 평균 239,000원으로 나타났다.

2) 생산성 손실비 산출

지난 1년간 낙상 경험자가 입원 또는 외래를 이용한 경우의 

생산성 손실비, 낙상 경험자를 간호한 간호인, 문병인의 생산

성 손실비를 산출하였다. 환자의 생산성 손실비를 산출하기 

위해 2009년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연총 

임금을 적용하였는데, 65세 이상 남자 11,921,570원, 여자 

8,007,215원으로 이를 365일로 나누어 일당을 구하였다. 낙상

으로 입원한 환자 117명 121건과 외래환자 324명에 대한 

생산성 손실비는 총 135,553,000원이었다. 낙상으로 입원한 

대상자를 간호한 인원은 104명으로 간호한 시간을 고려하여 

하루 종일, 낮, 밤으로 구분하여 간병비용을 적용하여 생산성 

손실비를 산출한 결과 총 75,110,000원으로 나타났다. 문병비

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시 포함시키지 않는 연구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병 시 교통비, 시간비용 등이 발생하

므로 비용부담으로 포함시켰으며, 입원한 대상자의 문병인은 

114명으로 총 1,418회 환자문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청의 2009년 사회지표상 근로자 월평균 임금 2,722,000원을 

30일로 나누어 일당 90,733원을 구하였고, 문병인의 생산성 

손실비 산출 시 과추계 가능성이 있어 산출비용의 50%를 적용

하였으며, 산출 비용은 64,330,000원으로 나타났다. 입원 및 

외래를 이용한 노인 환자, 환자를 간호한 담당자, 환자를 면회한 

문병인의 총 생산성 손실비는 274,993,000원으로 산출되었다

(Table 6).

4. 농  지역사회 노인의 낙상 련 사회경제

 비용 추계

1) 본 연구 대상자의 낙상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본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인 농촌지역 노인 2,295명 중 

낙상 노인 735명이 지난 1년간 낙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경

제적 비용은 총 1,054,547,000원으로 추계되어, 전체 연구 

대상 노인 1인당 459,500원이었고, 낙상 경험 노인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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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ocioeconomic costs of rural elderlies due to falls in this study
Division Categories     Cost
Direct costs Benefit treatment amount 528,536,000 (50.12)

Non-benefit treatment amount 67,930,000 (6.44)
Subtotal 596,466,000 (56.56)

Indirect costs Nursing care 48,755,000 (4.62)
Diaper 312,000 (0.03)
Transportation 43,122,000 (4.09)
Health function foods 65,531,000 (6.21)
Medical assistance device 25,368,000 (2.41)
Loss of productivity 274,993,000 (26.08)
Subtotal 458,081,000 (43.44)

Total 1,054,547,000 (100.00)
Values are presented as Won (%).
Won, Korean currency.

Table 6. Costs to productivity loss of patients, nursing and, visitors
Division Indicator Total (Won)
Patients Inpatients

  Male (n=39): daily pay 32,661 (Won)×1,347 (day)=43,994,367 (Won)
  Female (n=82): daily pay 21,937 (Won)×1,611 (day)=35,340,507 (Won)
Outpatients
  Male (n=98): daily pay 16,330 (Won)×1,273 (day)=20,788,090 (Won)
  Female (n=226): daily pay 10,969 (Won)×3,230 (day)=35,429,870 (Won)

 135,553,000
    

Nursing aid All days (n=56): 70,000 (Won)×841 (day)=58,870,000 (Won)
Days (n=38): 35,000 (Won)×372 (day)=13,020,000 (Won)
Nights (n=10): 35,000 (Won)×92 (day)=3,220,000 (Won)

 75,110,000

Visitors Times 
  1,418 (time)×daily pay 90,733 (Won)×50/100=64,329,697 (Won)

 
 64,330,000

Total 274,993,000
Won, Korean currency.

평균 1,435,000원이었다. 사회경제적 비용 중 직접비는 

56.56%, 간접비는 43.44%로 나타났는데, 직접비 중 건강보

험급여 진료비 50.12%, 비급여 진료비 6.44%, 간접비 중 

생산성 손실비가 26.08%,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6.21%, 간병

비 4.62%, 교통비 4.09%, 보조용품 구입비 2.41%, 기저귀비 

0.03% 순이었다(Table 7).

2) 우리나라 농촌 지역사회 노인의 낙상관련 사회경제

적 비용추계

지난 1년간 일부 농촌지역 노인 2,295명 중 735명이 낙상

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054,547,000원

으로 낙상 경험 노인 1인당 1,435,000원이 산출되어,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일부 농촌 지역사회 낙상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을 우리나라 2009년 농촌 노인 인구 1,067,262명에 

대하여 시도별 농촌 노인 인구와 성별을 고려하여 노인 낙상 

발생률을 보정한 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농촌지역 노인의 

낙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3,436억원

으로 나타났다(Table 8). 

고   찰

본 연구 대상자 2,295명 중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노인은 32.0%로 나타났는데, 서구 선진국의 낙상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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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ocioeconomic costs of elderlies due to falls in rural community- Korea, 2009

Division Categories
Cost (Won)

Elderly (n=2,295)* Elderly (n=1,067,262)†

Direct costs  Benefit treatment amount 528,536,000 169,408,506,000
 Non-benefit treatment amount  67,930,000  21,773,431,000
 Subtotal 596,466,000 191,181,937,000

Indirect costs  Nursing care  48,755,000  21,234,266,000
 Diaper     312,000     100,004,000
 Transportation  43,122,000  13,821,528,000
 Health function foods  65,531,000  21,004,321,000
 Medical assistance device  25,368,000 8,131,097,000
 Loss of productivity 274,993,000 88,141,835,000
 Subtotal 458,081,000 152,433,051,000

Total      1,054,547,000 343,614,988,000
*Elderyly persons 65 years or older living in rural communities (1 Myoen and 1 Eup of Gyoengsangnam-do), †Elderly persons 65 
years or older living in rural communities.
Won, Korean currency.

30.0%와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은 수준 이었다15). 낙상을 

1회 경험한 노인은 12.3%, 2회 이상 낙상이 빈번한 노인은 

19.7%로 나타났는데, Stolze 등16)의 연구에서 낙상이 빈번한 

노인은 15%로 본 연구에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낙상이 

많은 노인일수록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Cho와 Yoon6)
은 

2회 이상의 낙상을 경험한 노인들은 낙상의 내재적 위험요인

과 외재적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낙상의 

빈도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손상의 정도가 심해져 노인의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낙상 시 손상부위로는 무릎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손상 유형으로는 손상이 없었다가 

28.0%로 가장 많았고, 벗겨진 상처 24.9%, 염좌 및 긴장 

24.5%, 골절 14.1% 순으로 나타났다. Kim8)은 낙상 후 상해

부위로는 하지가 30.2%로 가장 높았고, Ham13)
의 연구에서 

신체손상은 하지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

와 비슷하였다. Kim8)의 손상 형태는 골절과 좌상이 각각 

2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Ham13)
의 연구에서는 

타박상이 46.3%, 골절 24.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노인의 낙상 시 손상부위로는 주로 

하지나 무릎이 가장 많은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손상유형으로는 연구자 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낙상으

로 인해 손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손상이 있을 때는 대부분 

벗겨진 상처, 염좌 및 긴장, 골절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낙상 경험자 735명 중 입원한 노인이 입원 건 기준으로 

16.5%, 외래를 이용한 경우는 44.1%이었는데, 입원 중 골절

이 63.6%로 가장 많았다. Kim8)은 낙상 대상자 중 입원했다고 

응답한 자는 33.3%, Kim14)
은 5.7%로 나타났고, Tinetti 등15)

은 낙상한 노인들의 10%는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고 5%는 

골절을 경험하며, 2.5%는 골절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노인이 

낙상으로 입원한 경우는 국외 연구 결과 보다는 높게 나타났

고, 국내 연구 결과들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Kim8)
과 Kim14)

의 연구에서 낙상 이후 손상 형태에 

따라 입원유무만 확인하였고, 외래를 이용했는지 조사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Tinetti 등15)은 골절에 대해서

만 입원이 필요하다고 한 점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

면 골절 뿐만 아니라, 염좌 및 긴장, 장기손상, 탈구, 개방성 

창상 등 이러한 외상으로 입원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낙상 경험자 735명 중 한방외래 치료를 받은 노인환자는 

260명인 35.4%로 나타났고, 치과 진료를 받은 대상자는 

없었다. 국내외 연구에서 낙상 노인환자의 한방진료나 치과

진료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할 수 없지만, 

낙상으로 인하여 신체부위의 손상 시 한방치료를 많이 받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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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낙상 후 보조용품 구입자는 낙상 경험자 중 14.4%로 나타

났다. 따라서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기에도 좋은 

보조기구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급여 대상에 휠체어, 보행차, 지팡이, 보행보조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치매 노인에서 낙상 발생률이 높으므로 사용하

기 용이하고 실용성이 높은 보조기구를 보급하는 것은 낙상 

노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상 경험자 중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노인은 468명

(63.7%)이었는데, 파스를 구입한 노인이 33.7%로 가장 높았

고, 진통제 23.5%, 관절건강기능식품 구입 13.9%, 칼슘제 

구입 10.6% 순으로 나타나 많은 노인들이 낙상 후 건강기능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 등9)의 연구에서 

건강기능식품 섭취 여부와 낙상 경험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는데, 낙상 노인집단에서 56.6%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노인들이 관절의 통증을 경감시키

고 연골 성장을 촉진하며,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막아준

다는 관절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글루코사민과 콘드

로이틴 설페이트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가격이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여 복용함으

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일반적으로 질병 비용은 유형의 비용과 무형의 비용으로 

구분되며 유형의 비용을 다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

눌 수 있다. 직접비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외래방문, 투약, 검진 등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

며 응급의료, 연구, 교육에 소요된 비용까지도 포함하기도 

한다. 간접비용은 보통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접근하

는데 있어서 지출되는 교통비용 및 시간 비용, 노동 감소나 

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산성 상실분 등을 포함한다17-18). 

국내의 질병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연구들로 

Lee19)는 우리나라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

한 결과 총 비용은 36조 8,710억원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적

용 인구 1인당 60대와 70대에 57만 4천원에서 74만 6천원으

로 나타났다. Kim20)은 우리나라의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

제적 비용은 연 3조 7,370억원으로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의 

1인당 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68만 6천원으로 산출되

었고, Kang 등5)은 치매 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 실태 분석에

서 609명의 설문 조사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47억 

9천만원 정도로 1인당 평균 직접비 507만원, 간접비 280만원

이 사용되었다. 외국의 낙상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은 추계한 

연구로는 Englander 등21)의 연구에 의하면 1995년 미국 전체 

인구에 대한 낙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결과 총 640억 4천만 달러였는데, 노인이 낙상으로 

인해 지출한 직접 비용은 200억 1천만 달러로 1인당 평균 

7,399달러였다. 또한 2020년에는 노인이 낙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310억 4천만 달러로 55%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일부 농촌 지역사회 노인 2,295명을 대상으로 

1년간 낙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총 비용은 1,054,547,000원으로 추계되어 낙상경험자 

1인당 1,435,000원으로 직접비 812,000원, 간접비 623,000

원이었다. 일부지역 농촌노인의 낙상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을 2009년 우리나라 농촌 노인인구 1,067,262명22)에 대하여 

지역별 낙상 발생률을 보정한 후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결과 총 3,436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질병, 치매, 뇌졸중, 

낙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낙상은 질병에 비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고 치매나 뇌졸중 보다는 비용이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 노인인구의 낙상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3,436억원으로 우리나라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

제적 비용의 0.9%,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9.2%에 해당되는 비용이나, 전체 노인 인구수를 고려해 

볼 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낙상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에 있어 직접비인 진료비

를 산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손상관련 감시 분류 체계가 미흡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간접비를 포함하여 비용을 추계하

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외국의 낙상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내용과 본 연구 방법을 비교

해 보면, Englander 등21)의 연구에서 낙상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미국 보건통계청의 자료를 제공 받아 

직접비용(치료비, 간병비, 약제비, 의료장비 구입비, 보험비

용, 직업 재활비용 등)과 간접비용(생산성 손실비, 조기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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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소득 손실비)에 대하여 추계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데 

비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경제적 비용

을 추계하였고 노인의 조기 사망에 대한 소득 손실비는 제외

시켰다. 왜냐하면 노인이 낙상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고 외국의 연구에서 노인의 낙상관련 1인당 평균 비용 

7,399달러 중 직접비용은 6,215달러(85.0%), 생산성 손실비 

1,145달러(15.5%),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비 39달러

(0.5%)로 조기사망에 대한 소득 손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비용추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질병 및 손상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시 연구자 마다 직접비와 간접비

의 구성 항목이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생산성 손실비

를 제외한 타 항목을 직접비로 간주하면 직접비는 74%, 

간접비 26%로 외국의 낙상관련 직접비 및 간접비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일부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에 

제한이 있고, 추계 방법론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낙상이 노인의 심각한 

보건문제이나,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연구가 부족

한 실정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직접비 및 간접비

의 추계가 요구되므로 국민건강영양조사 또는 지역사회건

강조사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를 위한 항목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 노인의 낙상은 심각한 건강 위협요인으로서 

앞으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때 낙상경험 노인 

또한 증가되고, 낙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도 증가

될 수 있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손상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요  약

연구배경: 일부 농촌 지역사회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낙상 

발생률과 낙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

고자 하였다.

방법: 노인의 낙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고자 경남지역 하동군의 금남면과 산청군의 산청읍

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2,295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낙상 시 입원유

무, 입원횟수, 손상명, 손상부위, 입원일수, 외래진료여부, 

외래진료횟수, 외래진료기간, 한방진료 유무 및 진료비, 교

통비, 간병비, 기저귀비, 보조용품 구입비, 건강식품 구입비, 

입원 시 간병인, 문병인, 문병횟수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연구기간은 2010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였다. 

결과: 지난 1년 동안 낙상 발생률은 32.0%였고, 2회 이상 

낙상의 경험이 있는 노인은 낙상 경험자의 61.5%로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은 낙상의 빈도가 증가됨으로써 빈곤한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 

경험자 735명이 낙상 시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054,547,000원으로 1인당 1,435,000원 이었다. 

총 비용 중 직접비는 56.6%로 건강보험급여 진료비와 건강

보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였고, 간접비는 43.4%로 간병

비, 기저귀비, 교통비, 건강식품 구입비, 보조용품 구입비, 

생산성 손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2009년 우리나라 농촌 노인 인구 1,067,262명에 대해 

지역별 낙상 발생률을 보정한 후 낙상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을 대략적으로 추계한 결과 3,436억원이었다.  

결론: 2009년 우리나라 농촌 노인의 낙상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3,436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전체 노인의 약 20%로 

도시노인과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폭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추측되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인인구의 

손상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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