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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외상성 척수손상은 평생 후유증이 고착되어 개인과 사회에 큰 부

담이 되는 질환이지만 암과 같은 내과적 질환과는 달리 역학적 정

보를 활용하여 예방 및 관리정책에 반영한다면 상당수에서 예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는 국가 혹은 지역 단위로 외상성 

척수손상과 관련된 연구를 활발히 발표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는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역학적 연구는 현재까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군(軍)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후향적 코호트 연

구로 신국방의무기록체계에 등록된 모든 군내 외상성 척수손상 환

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외성성 척수손상의 발생률 및 증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연구 대상은 2012 년 5 월부터 2017 년 12 월까지 신국방의무기

록체계에 등록된 외상성 척수손상과 관련된 진단명(제 7 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이용)을 가진 환자 3011 명을 1 차로 분류한 뒤 

동일 진단명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 등을 정

리하였고, 2 차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중복 정리된 477 명의 

환자 의무기록을 전수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미(美)척수손상학회 

(ASIA, American Spinal Cord Injury)의 척수손상 정의에 부합하

는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 89 명을 선정하였다.

  해당 연구기간 동안 군내 외상성 척수손상의 평균 발생률은 연간 

인구 1 백만 명당 24.99 명이었다. 계급별로는 장교 19 명(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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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30 명(33.7%), 병 38 명(42.7%), 장교 후보생(2.25%)이었

으며, 육군(86.5%), 해군(7.9%), 공군(5.6%)의 분포를 보였고, 손

상 시 평균 연령은 29.82(±9.99)세였다. 

  국제학회지 공통 분류기준에 따라 손상원인을 구분했을 때, 낙상

으로 인한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가 37 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는 16 명(18.0%), 낙상을 제외한 

훈련 간 손상 환자는 14 명(15.7%), 스포츠 손상 환자는 11 명

(12.4%), 다이빙 손상 환자는 7 명(7.9%), 기타(장난 등) 손상 환

자는 4 명(4.5%)의 분포를 보였다. 

  손상 부위별로는 경수부가 64 명(71.9%)로 가장 높았으며, 흉수

부 9 명(10.1%), 요천수부 16 명(18.0%)의 분포를 보였다. 장애정

도는 AIS(미 척수손상학회 손상척도, ASIA Impairment Scale) 

A 등급(손상 부위 이하 운동/감각신경 완전 마비)이 19 명(21.3%), 

AIS B 등급(손상 부위 이하 운동신경 완전 마비, 감각신경 부분 마

비)이 5 명(5.6%)를 보여 ‘완전마비’는 24 명(27.0%)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AIS C 등급(손상부위 이하 중등도의 운동신경 마비)

은 14 명(15.7%), AIS D 등급(손상부위 이하 경도의 운동신경 마

비)은 51 명(57.3%)으로 ‘불완전마비’는 총 65 명(73.0%)이었

다.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severity)를 ‘완전마비’와 ‘불완전

마비’로 구분하여 수집된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군 

경력이 짧고 수상 시 연령이 낮을수록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군에서 발생한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발생률을 제시

한 첫 역학적 연구이며, 국내 최초로 특정 인구집단의 외상성 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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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발생률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데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

를 기반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외상성 척수손상

의 예방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하며, 이번에 수집 및 정

리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앞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후속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 한국군, 위험요인

학 번: 2016-2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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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외상성 척수손상

  민족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이 올해로 휴전 68 주년을 맞게 되었

다.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개발과 더불어 국방력 신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2018 년 IMF(International Money 

Fund) 기준 GDP(국내총생산)가 1 조 5,380 억 달러로 세계 11 위

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IMF, 2018).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

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남북간 

팽팽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외상성 손상은 암과 같은 내과적 질환과는 달리 예방이 가능하

기 때문에 역학적 분석을 기초로 한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정책을 

제시한다면 그 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외상성 척수손상에 대한 개인적, 사회·경제적 부담

  군(軍)에서 발생하는 외상성 척수손상은 외상성 뇌손상 및 외상

성 절단손상과 함께 전역 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평생 후유증

이 남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부담이 큰 질환 중 하나이다.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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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公傷)으로 인정받은 환자 중 일부는 전역 후 보훈대상자로 선

정되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

하거나 보훈심사에서 제외된 환자는 전역 시 장애보상금만 수령하

고, 평생 진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군인연금법, 2017). 

  또한 척수손상 환자는 손상 부위에 따라 운동 및 감각장애는 물

론이거니와 대소변 장애 및 성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욕창이나 폐렴, 요로감염, 경직, 관절구축, 통증, 자율신경계 

장애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요

구된다(Banerjea, 2008).

3) 활발한 국외 연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국내 연구

  앞서 언급한 대로 외상성 척수손상은 예방 가능한 중증질환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지역별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

으며, 아시아만 하더라도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방글라데시 연구까

지 국제학회지에 보고된 바 있다. 발표된 국외 연구는 모두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로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한 역학적 정보와 

함께, 손상원인과 기전을 분석하여 예방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외상성 척수손상에 

대한 데이터로 국제학회지에 보고된 연구가 없을 뿐더러 국가적 혹

은 지역별 데이터도 부재한 상황이다(Park, 1998; Chung, 1999; 

Kim, 2009). 

  아마도 국가별 혹은 지역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대상자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의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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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시스템(혹은 체계적 설문방식)으로 부터 레지스트리를 통합하여 

구축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일 것이다.

4) 연구에 용이한 군 인구집단 특성 및 의료정보시스템

  군 인구집단은 단일집단으로, 집단의 특성상 구성원들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과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척수손상과 같은 중증 

질환은 거의 모든 환자가 군병원에 입원하는 등 군병원에 대한 접

근성이 높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용이하며, 군병원 입원 시 구체적 

수상원인이 기술되어 있는 발병경위서를 필수적으로 해당부대에서 

군병원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통하여 수상 당시의 상황을 구체

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군병원이 하나

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통계 및 의무기록 접근

이 편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군(軍)이라는 인구집단은 전체 구성원 규모를 비교적 정확히 규정

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정확한 역학적 데이터 추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군은 1970 년대부터 구축된 군내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데이

터베이스를 근거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내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단순

히 예방 및 관리정책뿐 아니라 향후 정신질환 이나 직업재활 관련 

정책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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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고찰

1. 국내 외상성 척수손상에 대한 연구

  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에 대한 국내 역학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998 년 박금주 등이 처음으로 서울지역 총 46 개 병원

에 입원하고 있는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 429 명에 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20 대에서 30 대 및 40 대 보다 많고, 남자가 여자에 비하

여 4 배 많으며, 손상원인으로는 교통사고(49.2%)와 추락(25.2%)

이 주요 원인임을 보고하였고, 이듬해 같은 연구팀에 속해 있던 정

낙수 등이 그 중 서울지역에 살고 있는 204 명에 대하여 주요 손상 

원인으로 교통사고(42.1%)와 추락(32.1%)이 가장 빈번한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분석하고자 하는 인구 모집단의 

규모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인구집단에서 연간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엄

밀한 의미에서 역학적 연구라고 말하기 어렵다(Park, 1998; Chung, 

1999).

  2009 년에는 국립재활원에서는 척수손상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개

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 국립재활원에 입원

한 경험이 있는 척수손상환자 2,220 명의 손상요인을 분석하여, 교

통사고(55.4%), 추락(33.4%), 스포츠(4.7%)등이 주요 수상원인이

었다고 발표하였다(Kim, 2009). 마찬가지로 이 연구도 단일 기관에 

입원한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특징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쳐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적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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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외상성 척수손상에 대한 연구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나라별 혹은 지역별로 외

상성 척수손상의 발생과 관련된 연구를 활발히 보고해 오고 있으며, 

검색된 모든 연구는 발생률(incidence)과 유병률(prevalence)등의 

역학적 정보와 함께 인구학적 정보 및 손상기전을 기술적으로 분석

한 연구(Descriptive study)였다. 

  외상성 척수손상에 대해 가장 활발히 연구한 국가는 미국으로 

1970 년대부터 지금까지 시기별·지역별로 많은 연구를 발표하고 

있으며(Kraus, 1975; Bracken, 1981; Burney, 1993; Price,  

1994; DeVivo, 1997; Burke, 2001; Jackson, 2004; Vitale,  

2006; Jain, 2015), 캐나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역학 연

구를 진행하였다(Tator, 1993;, Dryden, 2003;, Pickett, 2003; 

Pickett, 2006; Pirouzmand, 2010; Lenehan, 2012; Noonan, 

2012). 이외에도 유럽(Garcia-Reneses, 1991; Martins, 1998; 

Karacan, 2000; van Asbeck, 2000; Ahoniemi, 2008; Hagen, 

2010; Knutsdottir, 2012) 및 아시아(Lan, Lai et al. 1993, 

Shingu, Ohama et al. 1995, Hoque, Grangeon et al. 1999, 

New and Sundararajan 2008, Ning, Yu et al. 2011, Ning, Wu 

et al. 2012)에서도 국가별 외상성 척수손상에 대한 역학적 연구를 

발표하였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척수손상에 대한 역학적 

비교를 한 연구도 있다(Chiu, 2010; Rahimi-Movaghar, 2013).

  국외연구의 수상원인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통사

고(40-60%), 추락(20-30%), 폭력(10-15%), 스포츠(10-15%)

등이 외상성 척수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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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가 여자(15-20%)보다 많고, 주로 젊은 나이(16-30

대)가 가장 빈번(30-60%)하다고 알려져 있다.

3. 군(軍) 발생 외상성 척수손상에 대한 연구

  그 동안 군(軍) 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에 대한 문헌은 미군(美

軍)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미군은 두 번의 세계 대전과 세계 

각지의 크고 작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자국군의 외상에 대해

서 체계적인 정리를 하고 있다. 특히 척수 손상과 같이 장애가 고착

되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퇴역군인을 치료하

는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군 척수손

상에 대한 첫 보고는 Munro 가 1946 년에 2 차 세계대전 이후 발

생한 군인 및 민간인 척수손상 환자 678 명의 의무기록을 정리한 

연구이다(Munro, 1948). 이후 1972 년에 Deyoe 등이 미군 척수손

상 퇴역군인들을 긴 기간 추적 관찰하여 합병증이나 타 질환의 유

병률에 대하여 보고하였고(Deyoe, 1972), 1988 년에 Seil 등은 이

들의 생존율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한 바 있다(Seil, 1988). 

1993 년 Samsa 등은 미군 내에서 발생한 5545 명의 외상성 척수

손상 퇴역군인들이 외상성 비척수손상 퇴역군인 환자들에 비하여 

생존율이 낮았고, 이들의 대부분이 척수손상 전문병원에 재입원하였

으며, 특히 사지마비 환자에서 반복적인 입원을 하였다고 보고하였

다(Samsa, 1993, Samsa, 1996). 

  1990 년대부터는 기존에 확보한 외상성 척수손상을 가진 퇴역군

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Radnitz 와 Rintala 등은 군내에서 발생한 척수손



- 7 -

상 환자들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고(Radnitz, 1996; 

Radnitz, 1998; Radnitz, 1998; Rintala, 2005), 2000 년대는 건

강관리, 통증 관리 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French, 2007; Banerjea, 2008; Smith, 

2008; Ullrich, 2008), 특히 Smith 등은 미(美) 보훈처에 등록된 

총 18,372 명의 척수손상 퇴역군인 중 5690 명을 대상으로 건강관

리 연구를 수행하여 만성병과 흡연, 물질 사용 장애의 유병률이 높

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2010 년부터는 척수손상 퇴역군인들에 대

한 직업과 지역사회 정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Ottomanelli, 2009, Ottomanelli, 2014;, Cotner, 

2015; Fritz, 2015;, Sutton, 2015;, Madari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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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은 모든 군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여 전산으로 

의료통계가 가능해진 2012 년 5 월부터 2017 년 12 월까지 5 년 8

개월간 군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인 신국방의무기록체계(New 

Defense Medical Information System)에 등록된 외상성 척수손

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차로 상기 기간 동안 신국방의무기록

체계에 외상성 척수손상과 관련된 진단명(KCD-7, 제 7 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이용)으로 등록된 모든 환자를 전산으로 분류하

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중복 환자를 정리하였으며, 

2 차로 한 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해당 환자들의 의무기록

을 전수 검토하여 외상성 척수손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환자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표 1). 

표 1. 1차 분류를 위해 검색한 외상성 척수손상과 관련된 진단명

코 드 진 단 명

S14 경부척수 손상

S24 흉부척수 손상

S34 요수 손상

T09.3 상세불명 척수 손상

T91.3 척수손상 후유증

G82 사지·하반신 마비

G95 척수병증 등 질환



- 9 -

  외상성 척수손상의 정의는 미(美)척수손상학회(ASIA, 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의 척수손상 정의를 이용하였으며, 손상 

부위는 국제 공통 기준에 따라 경수부 손상, 흉수부 손상, 요천수부 

손상으로 나누고, 요천수부 손상에는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원추수질증후(conus medullaris syndrome)을 포함하

였다. 또한 발생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국방백서 및 국방위원회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육/해/공군 국군장병의 총 인원수를 파악하였

다(국방백서, 2012; 국방백서 2014; 국방백서 2016). 

2. 수집 정보

  의무기록 검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외상성 척수손상으로 분류된 

환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정보를 획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남, 녀), 신분 및 계급(장교/부사관/병사, 각 신분별 구

체적 계급), 소속(육/해/공군)을 확인하고, 생년월일과 입대일, 발병

일을 활용하여 손상 시 연령과 군 경력을 계산하였다. 또한 군병원 

입원 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파악하는 입원간호정보조사지를 활

용하여 결혼여부(기혼, 미혼), 최종학력(고졸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음주여부 및 음주량(월간 음주 횟수와 1 회 음

주량으로 월간 음주량 계산), 흡연여부,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를 파악하였다.

  손상원인 및 군복무 지속여부와 관련된 변수로, 손상원인을 국제

학회지 공통 분류기준(교통사고, 낙상, 스포츠, 다이빙, 폭력 등)에 

군 특성상 ‘훈련’ 항목을 추가하여 분류하였으며, 발병경위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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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 확인서를 통하여 공상(公傷)여부를 확인하고, 전역여부(전

역, 계속복무)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장애와 관련된 변수로, 손상 부위(경수부, 흉수부, 요천수부로 구

분하며, 요천수부에는 마미증후군, 원추수질증후군까지 포함), 장애 

부위(사지마비 및 하지마비), 장애 정도(ASIA Impairment Scale

에 따라 A(완전마비)에서부터 E(정상)등급까지 분류)와 중증도(완

전마비, AIS A, B; 불완전마비, AIS C, D)를 분류였고, 배뇨/배변 

기능(정상, 비정상), 근전도 검사 시행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국방부 IRB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뒤 연구

를 진행(AFMC-18007-IRB-18-008)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방법

1) 기술적 분석 (Descriptive analysis)

  연간 발생률은 분모를 국방백서 및 국방위원회 통계자료에 명시

된 해당 연도의 전체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수로, 분자를 의무기록을 

검토를 통한 해당 연도의 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 환자 수로 정의

하여 발생률(Incidence Rate)을 산출하였다. 최종 선정된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손상과 관련된 변수, 장애와 관련된 변수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손상 원인은 국제 공통 손상분류 기준을 이

용하였으며, 손상원인에 따른 손상부위와 장애정도를 확인하였다.

2) 통계적 분석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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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美)척수손상학회의 기준에 따라 손상부위 이하로 운동능력(근

력)을 완전히 소실한 AIS(ASIA Impairment Scale) A 등급과 B

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완전마비’로 분류하고, 운동능력이 일부 

보존된 C 등급, D 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불완전 마비’로 분류

하여 중증도(Severity)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통계적으로 분

석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는 연속변수의 평균분석 방법으로 

t-test 를, 범주형 변수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chi-square test 를 

활용하였으며, 변수간 상관분석을 위하여 correlation 

test(Pearson’s, Spearman’s)를 사용하였고,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예측하기 위하여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est 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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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

  2012 년 5 월부터 2017 년 12 월까지 신국방의무기록체계에 등록

된 모든 환자 중 제 7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외상성 척수손

상과 관련된 진단명을 가진 환자는 총 3011 명 이었다(그림 1). 이

중 중복환자 등 2534 명을 제외한 477 명에 대하여 의무기록을 전

수 검토한 결과 89 명이 본 연구를 위한 최종 외상성 척수손상 환

자로 선정되었다.

그림 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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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분

연도별 발생률 (Incidence Rate, 100만명 당)

전체 평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24.99 21.13 37.83 25.40 15.94 20.80 27.51

육군 27.52 23.72 45.95 26.26 20.30 20.41 26.92

해군 17.75 0.00 14.49 28.57 0.00 28.57 28.57

공군 13.57 23.08 0.00 15.38 0.00 15.38 30.77

  국방부에서 공공목적으로 발간하는 ‘국방백서’ 상 대한민국 국

군장병의 총 인원은 2012 년 639,000 명, 2013 년 634,500 명 

2014 년 630,000 명, 2015 년 627,500 명, 2016 년 625,000 명이

었으며(2012 년의 연구기간은 8 개월간으로 인-년(person-year)

을 426,000 명으로 환산), 2017 년은 국방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

면 618,000 명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외상성 척수

손상 환자의 수는 2012 년(5 월부터 12 월까지) 9 명, 2013 년 24

명, 2014 년 16 명, 2015 년 10 명, 2016 명 13 명, 2017 년 17 명

으로 파악되어 표 2 와 같이 연도별 발생률은 100 만 명당 2012 년 

21.13 명, 2013 년 37.83 명, 2014 년 25.40 명, 2015 년 15.94

명, 2016 년 20.80 명, 2017 년 27.51 명으로 계산되었고, 전체 평

균 발생률은 100 만 명당 24.99 명이었다(그림 2). 

표 2.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연도별-군별 발생률

※ 2012년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의 발생률로 전체 군 병력의 규모를 기

간에 맞게 보정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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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연도별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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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변수 인원 수(%)

성별
남 89 (100.0%)

녀 0 (0.0%)
신분

장교 19 (21.3%)

부사관 30 (33.7%)
병 38 (42.7%)

기타   2 (2.25%)
소속

육군 77 (86.5%)
해군 7 (7.9%)

공군 5 (5.6%)

손상 시 연령
20세 이상 25세 미만 41 (46.1%)

25세 이상 30세 미만 15 (16.9%)
30세 이상 35세 미만 6 (6.7%)

35세 이상 40세 미만 7 (7.9%)

40세 이상 45세 미만 8 (9.0%)
45세 이상 50세 미만 8 (9.0%)

50세 이상 4 (4.5%)
손상 시 군 경력

1년 미만 13 (14.6%)
1년 이상 2년 미만 28 (31.5%)

2년 이상 5년 미만 13 (14.6%)

5년 이상 10년 미만 7 (7.9%)
10년 이상 20년 미만 9 (10.1%)

20년 이상 30년 미만 15 (16.9%)
30년 이상 4 (4.5%)

결혼 여부

기혼 28 (31.5%)
미혼 61 (68.5%)

최종학력
고졸 이하 23 (25.8%)

대학 재학 31 (34.8%)
대학 졸업 30 (33.7%)

대학원 이상 5 (5.6%)

표 3.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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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여부
음주(+) 62 (69.7%)

음주(-) 27 (30.3%)
흡연여부

흡연(+) 40 (44.9%)

흡연(-) 49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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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특징

1)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 과 같

다. 2012 년 5 월부터 2017 년 12 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척수손상 

환자 89 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계급별로는 장교가 19 명(21.3%), 

부사관 30 명(33.7%), 병 38 명(42.7%)이었으며 기타(장교 후보

생 2 명, 2.25%)의 분포를 보여 한국군 전체 신분 비율과 비교했을 

때, 병에서 보다 군 간부(장교 및 부사관)에서 손상의 비율이 더 높

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그림 3. (A)한국군 전체 신분비율 및 (B)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

상 환자의 신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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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한국군 전체 군 비율 및 (B)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군 비율

그림 4 를 보면 전체 군 규모로는 육군이 해군과 공군의 약 7 배 규

모이나,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는 육군 77 명(86.5%), 해군 7 명

(7.9%), 공군 5 명(5.6%)의 분포를 보여 육군이 해군의 10 배, 공

군의 12 배 정도로 손상의 비율이 높았다. 손상 시 평균 연령은 

29.82(±9.99)세였으며, 손상 시 연령을 20 세부터 5 세 단위로 구

분했을 때, 20 세 이상 25 세 미만에서 41 명(46.1%), 25 세 이상 

30 세 미만에서 15 명(16.9%)를 차지하여 30 세 미만에서 반 이상

의 척수손상 환자가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상 당시 평균 군 

경력은 8.82(±10.12)년으로 경력을 연 단위로 구분하여 확인했을 

때, 1 년 미만의 군 경력을 가진 척수손상 환자는 13 명(14.6%), 1

년 이상 2 년 미만은 28(31.5%), 2 년 이상 5 년 미만은 13 명

(14.6%)로 5 년 미만의 군 경력에서 반 이상의 척수손상 환자가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 년 이상 30 년 미만에서 1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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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를 보여 충분한 군 경력이 경과한 경우에도 쌍봉모양

(bimodal shape)으로 발생함을 확인했다.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는 입원 당시 28 명(31.5%)이 기혼, 61 명(68.5%)이 미혼이

었고, 고졸 이하는 23 명(25.8%), 대학 재학 중은 31 명(34.8%), 

대학 졸업은 30 명(33.7%), 대학원 이상은 5 명(5.6%)이었다. 입

원 당시 62 명(69.7%)에서 음주력을, 40 명(44.9%)에서 흡연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평균 키는 

174.84(±5.76)cm 이었으며, 체중은 73.75(±11.21kg)으로 체질

량 지수(BMI)는 24.07(±3.06) kg/m2 이었다. 

표 4.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손상원인 및 군복무 지속여부

Characteristics 인원 수(%)

손상원인

교통사고 16 (18.0%)

낙상 37 (41.6%)

훈련(낙상제외) 14 (15.7%)

스포츠 11 (12.4%)

다이빙 7 (7.9%)

기타 4 (4.5%)

공상여부

공상 65 (71.9%)

비공상 24 (28.1%)

전역여부

전역 34 (38.2%)

계속복무 55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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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손상관련 정보

  국제학회지 공통 분류 기준에 따라 손상원인을 구분했을 때 교통

사고로 인한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는 16 명(18.0%), 낙상으로 인한 

손상은 37 명(41.6%), 낙상을 제외한 훈련 간 손상은 14 명

(15.7%), 스포츠 손상은 11 명(12.4%), 다이빙 손상은 7 명

(7.9%), 기타(장난 등) 손상이 4 명(4.5%)의 분포를 보였다(표 4).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낙상 중 훈련과 관련된 낙상이 11%를 

차지하여 훈련과 관련된 손상은 27%까지 확인이 되었다(그림 5).

그림 5.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의 손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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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는 손상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낙상을 세부원인별

로 분류하였다. 개인 부주의로 넘어지는 경우가 17 명(45.9%), 건

물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8 명(21.6%), 훈련 중 공중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12 명(32.4%)를 차지하였다. 개인 부주의로 넘어지는 경우 

평균 연령이 37.35 세, 입대 후 평균 15.94 년이 경과하여 건물에서 

떨어지거나 훈련 중 추락하는 경우에 비하여 평균 연령이 높고, 입

대 후 경과기간이 길었다. 장교의 경우 개인 부주의로 넘어지는 경

우가 7 명(77.8%)으로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였으며, 부사관의 경

우는 개인 부주의로 넘어지거나(6 명, 46.2%), 훈련 중 추락하는 

경우(7 명, 53.8%)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병의 경우는 군 신분 

중 유일하게 건물에서 추락하는 경우(8 명, 33.3%)가 발생하여 통

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개인 부주의로 넘어지는 경우는 

기혼의 비율(11 명, 84.6%)이 높았다. 음주여부와 흡연여부는 낙상

의 세부원인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경수부 손상은 개인부주의

로 인한 넘어진 경우에 높은 비율(14 명 73.7%)을 보였고, 흉수부 

손상의 경우는 건물에서 추락(2 명, 33.3%), 훈련 중 추락(3 명, 

50.0%)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요천수부 손상도 흉수부 손상과 

마찬가지로 건물에서 추락(5 명, 41.7%), 훈련 중 추락(5 명 

41.7%)하는 경우에서 많이 발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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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낙상의 세부원인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정보 및 손상부위

변수
개인부주의 넘어짐

17명(45.9%)
건물에서 추락
8명 (21.6%)

훈련 중 추락
12명 (32.4%)

유의확률
(p-value)

평균 연령(세) 37.35(±11.77) 21.75(±1.04) 26.17(±7.08) 0.005

입대후 경과(년) 15.94(±12.31) 1.01(±0.54) 5.08(±7.03) 0.104
신분, 명(%) 0.001

    장교 7 (77.8%) 0 (0.0%) 2 (22.2%)
    부사관 6 (46.2%) 0 (0.0%) 7 (53.8%)

    병 4 (26.7%) 8 (53.3%) 3 (20.0%)
결혼여부, 명(%) 0.002

    기혼 11 (84.6%) 0 (0.0%) 2 (15.4%)

    미혼 6 (25.0%) 8 (33.3%) 10 (14.7%)
음주여부, 명(%) 0.467

    음주력(+) 14 (48.3%) 5 (17.2%) 10 (34.5%)
    음주력(-) 3 (37.5%) 3 (37.5%) 2 (25.0%)

흡연여부, 명(%) 0.575

    흡연력(+) 8 (53.3%) 2 (13.3%) 5 (33.3%)
    흡연력(-) 9 (40.9%) 6 (27.3%) 7 (31.8%)

손상부위, 명(%) 0.011
    경수부 14 (73.7%) 1 (5.3%) 4 (21.1%)

    흉수부 1 (16.7%) 2 (33.3%) 3 (50.0%)
    요천수부 2 (16.7%) 5 (41.7%) 5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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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연령대에 따른 손상 원인(비율)

  손상환자의 연령대에 따른 손상 원인은 그림 6 에서 보는 바와 같

다. 교통사고는 전 연령대에 고른 비율을 보였으나, 50 세 이상에서

는 관찰되지 않았다. 낙상 또한 전 연령대에 고른 비율을 보였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훈련은 45 세 미

만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고,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관찰되지 않았

다. 스포츠는 20 세 이상 35 세 미만, 45 세 이상 50 세 미만에서 

관찰되었고, 고령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았다. 다이빙 손상은 35 세 

미만에서만 관찰되었다. 

  군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상으로 인한 공상 환자는 65 명(71.9%)

이었고, 군 복무 간 영외에서 군 업무와 관련 없이 손상이 발생한 

환자는 24 명(28.1%)이었다.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를 추적관찰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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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연구기간 동안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전역을 한 환자는 34 명

(38.2%)이었고, 군복무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는 55 명(61.8%)로 

군 복무를 지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3)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장애관련 정보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손상 부위별 분류는 경수부가 

64 명(71.9%)로 가장 높았으며, 흉수부 9 명(10.1%), 요천수부 

16 명(18.0%)의 분포를 보였다. 장애부위별로는 경수부 손상 이후 

발생하는 사지마비(팔다리마비)가 64 명(71.9%), 흉수부 이하 손상 

이후 발생하는 하지마비가 25 명(28.1%)의 분포를 보였다(표 6). 

표 6.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손상부위 및 장애정보

Characteristics 인원 수(%)

손상부위

경수부 64 (71.9%)

흉수부 9 (10.1%)

요천수부 16 (18.0%)

장애부위
사지마비 64 (71.9%)

하지마비 25 (28.1%)
장애정도

완전마비 24 (27.0%)
         AIS A      19 (21.3%)

         AIS B       5 (5.6%)

불완전마비 65 (73.0%)
         AIS C      14 (15.7%)

         AIS D      51 (57.3%)
배뇨/배변기능

정상 47 (52.8%)

비정상 42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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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는 AIS A 등급(손상 부위 이하 운동/감각신경 완전 마

비)이 19 명(21.3%), AIS B 등급(손상 부위 이하 운동신경 완전 

마비, 감각신경 부분 마비)이 5 명(5.6%)를 보여 ‘완전마비’는 

24 명(27.0%)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AIS C 등급(손상부위 이하 중

등도의 운동신경 마비)은 14 명(15.7%), AIS D 등급(손상부위 이

하 경도의 운동신경 마비)은 51 명(57.3%)으로 ‘불완전마비’는 

총 65 명(73.0%)이었다(그림 7.) 배뇨/배변기능을 의무기록에서 확

인했을 때, 정상이 47 명(52.8%), 배뇨 및 배변장애를 호소하는 환

자는 42 명(47.2%)이었다. 

그림 7.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의 장애정도 및 중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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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의 원인별 손상부위는 표 7 및 그림 8 과 같다. 다이빙의 경

우 경수부 손상이 100% 비율을 보인 반면 낙상은 32.4%에서 요천

수부 손상을 보였다. 스포츠 손상의 경우는 요천수부 손상보다는 경

수부와 흉수부 손상이 많았고, 교통사고, 낙상, 훈련으로 인한 손상

은 흉수부, 요천수부의 손상이 다수 확인되었다. 손상의 원인별 장

애정도는 표 7 및 그림 9 과 같다. 다이빙의 경우 절반 이상에서 

AIS A 등급이 확인되었고, 교통사고 및 낙상 등 외부 충격이 클 수

록 완전마비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낙상을 제외

한 훈련과 관련된 손상은 불완전마비(AIS C 14.3%, AIS D 

85.7%)손상만 확인되었다.

그림 8.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손상원인에 따른 손상부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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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손상 원인에 따른 손상부위와 장애정도

손상원인
인원 수

(명)

손상부위 장애정도

경수부 흉수부 요천수부 AIS A AIS B AIS C AIS D

합계 89 64
(71.9%)

9
(10.1%)

16
(18.0%)

19
(21.3%)

5
(5.6%)

14
(15.7%)

51
(57.3%)

교통사고 16 13
(81.3%)

1
(6.3%)

2
(12.5%)

5
(31.3%)

1
(6.3%)

3
(18.8%)

7
(43.8%)

낙상 37
19

(51.4%)
6

(16.2%)
12

(32.4%)
9

(24.3%)
4

(10.8%)
8

(21.6%)
16

(43.2%)

훈련
(낙상제외)

14
12 

(85.7%)
0 

(0.0%)
2 

(14.3%)
0

(0.0%)
0

(0.0%)
2

(14.3%)
12

(85.7%)

스포츠 11
9 

(81.8%)
2

(18.2%)
0

(0.0%)
1

(9.1%)
0

(0.0%)
0

(0.0%)
10

(90.9%)

다이빙 7 7 
(100.0%)

0
(0.0%)

0
(0.0%)

4
(57.1%)

0
(0.0%)

1
(14.3%)

2
(28.6%)

기타 4 4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00.0%)

※ 각 항목은 손상원인별 인원 수(백분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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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손상원인에 따른 장애정

도(비율)



- 29 -

3.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변수별 

분석 결과

  표 8 은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와 수집된 변수간의 

교차분석(chi-square test) 결과를 보여준다. 완전마비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병의 비율이 높았으나, 불완전마비 그룹에서는 장교, 

부사관, 병의 비율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 환자의 소속은 공통적으로 육군에서 많아 두 그룹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완전마비 그룹에서는 주로 입대 후 5 년 

미만의 환자가 많았고, 불완전마비 그룹에서는 입대 후 10 년 

이상의 군 경력을 가진 환자가 약 40%나 되었다. 손상 시 연령을 

5 년 주기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도 완전마비의 경우는 30 세 미만에 

87.5%가 분포한 반면 불완전마비 그룹에서는 25 세미만을 

제외하면 10%내외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결혼여부를 확인했을 때, 

완전마비 그룹에서는 87.5%가 미혼으로 확인된 반면 불완전마비 

그룹은 61.5%가 미혼이었고 38.5%에서는 기혼상태였다. 또한 

완전마비 그룹에서 주로 87.5%가 대학재학 이하의 교육수준을 

보인 반면 불완전마비 그룹에서는 대학재학 이하와 대학졸업 

이상의 비율이 거의 50%정도로 같았다. 음주여부와 흡연여부는 각 

그룹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손상원인은 각 그룹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완전마비의 경우 교통사고(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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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54.2%), 다이빙(16.7%)이 총 손상의 95.8%를 차지했으나 

불완전마비는 교통사고(15.4%), 낙상(36.9%), 다이빙(4.6%)을 

모두 합하여 56.9%정도에 그쳤고 훈련(21.5%)과 스포츠 

손상(15.4%)이 완전마비 그룹(훈련 0.0%, 스포츠 4.2%)에 비하여 

각각 더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마비에서 공상과 

비공상이 반반의 비율을 보였으나 불완전 마비에서는 공상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손상 부위는 완전마비 그룹에 비하여 

불완전마비 그룹에서 경수부 손상의 비율이 높았다. 방광기능은 

완전마비 그룹에서는 모두 비정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불완전마비 

그룹에서는 70.8%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다. 근전도 시행 여부는 

중증도와 관련이 없었다. 전역한 환자의 비율은 완전마비 그룹에서 

불완전마비 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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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척수손상의 중증도

유의확률

(p-value)
완전마비
(n=24)

불완전마비
(n=65)

성별 1.000
   남 24 (100.0%) 65 (100.0%)

   여 0 (0.0%) 0 (0.0%)

계급 0.014
   장교 2 (8.3%) 17 (26.2%)

   부사관 6 (25.0%) 24 (36.9%)
   병 14 (58.3%) 24 (36.9%)

   기타 2 (8.3%) 0 (0.0%)

소속 0.253
   육군 21 (87.5%) 56 (86.2%)

   해군 3 (12.5%) 4 (6.2%)
   공군 0 5 (7.7%)

손상 시 군 경력 0.041
   1년미만 3 (12.5%) 10 (15.4%)

   1년이상 2년미만 12 (50.0%) 16 (24.6%)

   2년이상 5년미만 6 (25.0%) 7 (10.8%)
   5년이상 10년미만 1 (4.2%) 6 (9.2%)

   10년이상 20년미만 0 (0.0%) 9 (13.8%)
   20년이상 30년미만 1 (4.2%) 14 (21.5%)

   30년이상 1 (4.2%) 3 (4.6%)

손상 시 연령 0.127
   20세이상 25세미만 15 (62.5%) 26 (40.0%)

   25세이상 30세미만 6 (25.0%) 9 (13.8%)
   30세이상 35세미만 1 (4.2%) 5 (7.7%)

   35세이상 40세미만 0 (0.0%) 7 (10.8%)
   40세이상 45세미만 1 (4.2%) 7 (10.8%)

   45세이상 50세미만 0 (0.0%) 8 (12.3%)

      50세이상 1 (4.2%) 3 (4.6%)
결혼 여부 0.019

   미혼 21 (87.5%) 40 (61.5%)
   기혼 3 (12.5%) 25 (38.5%)

최종학력 0.004

   고졸이하 6 (25.0%) 17 (26.2%)
   대학재학 15 (62.5%) 16 (24.6%)

표 8.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와 변수 간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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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졸업 3 (12.5%) 27 (41.5%)
   대학원이상 0 (0.0%) 5 (7.7%)

음주여부 0.884
   음주력(+) 17 (70.8%) 45 (69.2%)

   음주력(-) 7 (27.4%) 20 (30.8%)

흡연여부 0.706
   흡연력(+) 10 (41.7%) 30 (46.2%)

   흡여력(-) 14 (58.3%) 35 (53.8%)
손상원인 0.017

   교통사고 6 (25.0%) 10 (15.4%)

   낙상 13 (54.2%) 24 (36.9%)
   훈련(낙상제외) 0 14 (21.5%)

   스포츠 1 (4.2%) 10 (15.4%)
   다이빙 4 (16.7%) 3 (4.6%)

   기타 0 (0.0%) 4 (6.2%)
공상여부 0.005

   공상 12 (50.0%) 52 (80.0%)

   비공상 12 (50.0%) 13 (20.0%)
손상부위 0.001

   경수부 13 (54.2%) 51 (78.5%)
   흉수부 7 (29.2%) 2 (3.1%)

   요천수부 4 (16.7%) 12 (18.5%)

장애정도 < 0.001
   AIS A 19 (79.2%) 0 (0.0%)

   AIS B 5 (20.8%) 0 (0.0%)
   AIS C 0 (0.0%) 14 (21.5%)

   AIS D 0 (0.0%) 51 (78.5%)
방광기능 < 0.001

   비정상 24 (100.0%) 19 (29.2%)

   정상 0 (0.0%) 46 (70.8%)
근전도시행 여부 0.457

   시행 12 (50.0%) 27 (41.5%)
   미시행 12 (50.0%) 38 (58.5%)

전역 여부 < 0.001

   전역 18 (75.0%) 16 (24.6%)
   계속복무 6 (25.0%) 49 (75.4%)

※각 항목은 인원 수(백분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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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는 연속형 변수의 평균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완전마비 

그룹의 경우 척수 손상 시 군 경력이 4.46 년이 경과한 반면 

불완전마비 그룹은 10.43 년이 경과하여 완전마비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군 경력을 보였고, 손상 시 연령 또한 완전마비 

그룹의 평균은 25.25 세였으나, 불완전마비 그룹에서는 평균 

31.51 세로 불완전마비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수상 시 연령이 

높았다. 하지만 음주량은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약 소주 3 병/월로 비슷했으며, 키와 몸무게, 

체질량지수도 양 군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9.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와 변수 간 평균분석

요인

척수손상의 중증도
유의확률

(p-value)완전마비

(n=24)

불완전마비

(n=65)

손상 시 군 경력 4.46 (±7.05) 10.43 (±10.643) 0.013

손상 시 연령 25.25 (±7.21) 31.51 (±10.39) 0.008

음주량 3.15 (±4.92) 3.57 (±8.65) 0.822

키 175.60 (±4.90) 174.56 (±6.06) 0.449

체중 72.56 (±11.24) 74.19 (±11.25) 0.545

체질량지수 23.46 (±2.89) 24.29 (±3.11) 0.257



- 34 -

2)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중증도와 변수간 상관관계

  표 10 에서는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중증도와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연속형 변수의 경우 Pearson 상관변수로, 범주형 

변수는 Spearman 상관계수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군 경력이 

짧고 수상 시 연령이 낮을수록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혼 일수록,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음주력 

및 총 음주량, 흡연,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손상부위도 중증도와는 상관이 없었으나, 중증도와 

방광기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역여부와도 상관성이 

있었다.

표 10.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와 변수 간 상관분석

변수
Pearson 
상관계수

Spearman 
상관계수

계급 (높을수록) 0.161

손상 시 군 경력 (짧을수록) 0.263* 0.219*
손상 시 연령 (낮을수록)   0.280** 0.261*

결혼여부 (미혼) 0.248*
최종학력 (낮을수록) 0.223*

음주 (음주할 수록, 음주량 많을 수록) 0.024 -0.015

흡연 (흡연할 수록) 0.040
키 (클 수록) 0.081

몸무게 (많을 수록) -0.065
체질량지수 (높을 수록) 0.122

손상부위 (경수부 방향) -0.189

방광기능 (비정상) 0.628***
근전도 (시행) 0.076

전역 (시행) 0.460***

*, p-value<0.05; **, p-value<0.01; ***, p-value<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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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위험도 예측

  앞서 유의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다항로지스틱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을 때, 손상 시 연령이 25 세 

이상보다 25 세 미만일 경우 외상성 척수손상의 위험도가 약 5.5 배 

증가하고, 기혼일 때 보다 미혼일 때 위험도가 12 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위험도 

(Odds Ratio)
95% 신뢰구간

유의확률

(p-value)

입대 후 경과

    2년 이상 1.00 - -

    2년 미만 2.500 0.953 - 6.555 0.062

발병 시 만 나이

    25세 이상 1.00 - -

    25세 미만 5.556 1.200 - 25,712 0.028

결혼여부

    기혼 1.00

    미혼 12.000 1.341 – 107.36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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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외상성 척수손상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나라별·지역별로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여 예방정책에 

활용하는 미국과 캐나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활발히 보고가 되고 있는데, 필자가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 

계기는 Ning 등이 발표한 아시아 지역 외상성 척수손상에 대한 

리뷰논문을 읽고 대한민국의 외상성 척수손상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학적 보고가 부재함을 느꼈기 때문이다(Ning et al, 2012). Ning 

등의 연구에서는 2011 년에 Yang 이 한국의 6 개 대학병원의 

데이터 검색하여 47 명의 데이터를 발표한 것이 한국의 유일한 

보고라고 하였지만(Yang, 2011), Yang 의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적고, 유병률이나 발생률 등 역학적 정보는 제시하지 않아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의 역학적 정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이후 

필자는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3 개의 문헌을 찾았는데, 

1998 년 박금주 등이 서울지역 46 개 병원 429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특성을 발표한 연구와 이듬해 

정낙수 등이 1998 년 박금주 등의 데이터 중에 거주지가 서울인 

204 명을 대상으로 1995 년 서울의 인구가 약 1 천만 명이었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발생률을 

1 백만 명당 20.5 명으로 추정한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Park,  

1998; Chung, 1999).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서울지역의 모든 

병원의 병원에 입원한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데이터를 검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로 발생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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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 공공 재활병원인 

국립재활원에서는 미국의 NSCISC(National Spinal Cord Injury 

Statistical Center), 호주의 ASCIR(Australian Spinal Cord 

Injury Resister)와 같이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척수손상 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6 년부터 2006 년 동안 

국립재활원의 입·퇴원 척수손상환자들의 모든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총 2,220 명의 척수손상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체 

척수손상환자의 79.7%가 외상성 척수손상이며, 남자(72.5%)가 

여자(27.5%)보다 높고, 교통사고(55.4%), 낙상(33.4%), 

스포츠손상(4.7%) 순으로 손상의 원인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도 단일기관의 의무기록만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국가별 역학적 데이터로 제시할 수는 없었다.

  Singh 등이 2014 년에 발표한 리뷰논문에 의하면 역학적 정보를 

제시하는데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우선, 해당 지역에 위치한 

병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역학적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고, 두 번째로 국가적 데이터 레지스트리를 활용하거나, 

마지막으로 대규모 설문방식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기도 

한다(Singh, 2014). 하지만 지역별 병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병원 간 통일된 데이터베이스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엔 연구자에 의해 환자 한 명씩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하는데 자료수집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연구자가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의료정보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국가적 데이터 레지스트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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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모든 국민의 건강데이터를 레지스트리로 보유한 국가가 

드물고, 데이터 레지스트리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의무기록이 

아니므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구 

역학적 정보 이외에 의학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다(Ahoniemi, 2008). 마지막으로 설문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는 주로 지역단위 연구에 합당한데, 설문의 특성상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설문의 회수율을 장담하지 못 하므로 정확한 유병률이나 발생률은 

추정(estimat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Katoh, 

2014). 

  앞서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 혹은 국내 특정 인구 집단의 역학적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발표한 연구가 현재까지 

부재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타국의 문헌에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에 대한 

역학적 정보는 국가별(지역별)로, 인구집단별로, 시기별로도 제각기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Kraus, 1975; Chiu, 2010; van den Berg, 

2010; Cripps, 2011; Ning, 2012; Rahimi-Movaghar, 2013; 

Lee, 2014; Singh, 2014). 하지만 대한민국 군 인구집단은 집단의 

특성상 구성원들이 비교적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중증 

질환의 경우 거의 모든 환자가 군병원에 입원을 하여(민간병원 

이용한 경우에도 군병원 의무기록상 근거자료 보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용이하며, 모든 군병원 입원환자는 부대에서 자세히 작성한 

발병경위서를 통하여 수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전국의 모든 군병원이 통일된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연구자가 의무기록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산을 활용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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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통계가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군 특성상 전체 

인구집단의 규모를 비교적 정확히 규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정확한 역학적 정보를 분석할 수 있으며, 군 명령체계를 통하여 

예방지침이나 관리지침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군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신국방의무기록체계를 활용하여 외상성 척수손상과 

관련된 진단명을 가진 모든 군내 환자들의 의무기록 검토하여 최종 

89 명의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를 선정하였고,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국방백서를 활용하여 연도별, 각 군(육/해/공군)별로 정확한 역학적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미군에서 조차 현재까지 자국군의 외상성 

척수손상에 대한 발생률을 발표한 바가 없으니 본 연구는 전 세계 

최초로 군내 외상성 척수손상의 역학적 정보를 발표한 첫 연구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1 년 기준 1 백만 명당 약 40~50 명으로 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북유럽의 경우는 

10-20 명의 낮은 발생률을 보인다(Price, 1994; Dryden, 2003; 

Pickett, 2003; Pickett, 2006; Ahoniemi, 2008; Hagen, 2010; 

Knutsdottir, 2012; Noonan, 2012; Jain, 2015). 미국 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은 알레스카로 연간 100 만 명당 83 명의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알라바마로 

29.4 명이다. 북아메리카 이외 지역의 연구결과를 보면, 포르투갈 

중부지역이 54.8 명으로 높고, 타이페이 20 명, 프랑스 알프스 

12.7 명, 스페인 아라곤 12.1 명으로 낮고, 국가별로는 뉴질랜드가 

49.1 명으로 높고, 피지 10.0 명, 스페인 8.0 명 등으로 발생률이 

낮다(Sing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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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는 국가별로 연간 1 백만 명당 12.06 명에서 61.6 명의 

발생률 분포를 보이며, 개발도상국의 평균은 25.5 명으로 보고된 바 

있다(Ning, 2012, Rahimi-Movaghar, 2013). 하지만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역학적 분석을 실시한 

일본에서 연간 1 백만 명당 40.2 명~121.4 명 정도의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을 보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아시아의 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은 (비교적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하는)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에서 발표한 연간 1 백만 명당 

40-50 명 정도나 혹은 그 이상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Shingu, 1995; Katoh, 2014).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의 군 의료 환경의 특성상 비교적 정확히 발생률을 

분석했음에도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을 연간 1 백만 명당 

평균 24.99 명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여러 리뷰연구에서 젊은 

남자에서 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van den Berg, 2010; Ning, 2012; Singh, 2014), 젊은 

남성이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군의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은 일반 인구집단의 평균 발생률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육군 인원의 비율은 전체 군 규모의 78%이나, 

육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비율은 86% 정도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군과 공군에 비하여 육군에서는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군사훈련이 많고, 특히 레펠 훈련이나 낙하산 훈련 등 상대적으로 

낙상의 위험이 높은 임무가 많은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41.6%로 가장 흔한 

이유였고, 이어서 교통사고(18.0%)와 낙상을 제외한 훈련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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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15.7%)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외 문헌상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척수손상이 약 40-50%를 차지하는데, 본 연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이 적은 이유는 군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들의 경우 군복무 중에는 자가 운전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병의 손상비율(43%)이 전체 

신분에서 병의 비율(68%)보다 적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을 배제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외 문헌에서는 주로 교통사고, 낙상, 직업, 스포츠, 폭력 

등으로 손상 원인을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 특수성을 감안하여 

직업 대신 훈련으로 대체하여 손상원인을 분류하였다. 하지만 훈련 

간 낙상으로 척수손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손상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상기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훈련 간 낙상을 한 경우에는 훈련이 아니라 낙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손상의 기전이 손상부위와 장애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낙상을 ‘fall’이라고 정의하여 

분류하였지만 사실 영단어 ‘fall’에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생기는 ‘떨어짐’과 지면에 발을 딛고 바닥으로 ‘넘어짐’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문헌에서는 낙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는데(Shingu, 1995, Park, 1998), 이 또한 

앞서 훈련과 낙상의 분류 기준처럼 손상의 기전에 따라 장애의 

부위와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낙상을 크게 3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인부주의 ‘넘어짐’은 17 명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고령의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 42 -

의학적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추부 후종인대골화(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증이 많고, 수상 시 넘어지면서 

후종인대골화증의 골절로 인한 경수부 손상의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건물에서 ‘떨어진’ 경우는 총 8 명으로 모두 병이었으며 

휴가 혹은 부대 건물 떨어져 수상하였다. 훈련 중 ‘떨어짐’은 

주로 레펠이나 낙하산 훈련 중에 지면으로 떨어져 생긴 경우이며, 

장교와 부사관의 비율이 높았고 병의 경우도 모두 병장이었다. 이와 

같이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는 주로 개인부주의로 인한 

‘넘어짐’과 훈련 중 ‘떨어짐’의 원인이 100%였던 반면, 병의 

경우는 개인부주의로 인한 ‘넘어짐’과 건물에서 ‘떨어짐’, 훈련 

중 ‘떨어짐’에서 모두 발생하였고, 건물에서 ‘떨어지는’원인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손상 기전은 손상부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다. ‘넘어지는’경우는 경수부 손상이 7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건물에서 ‘떨어지는’경우는 1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흉수부 및 요천수부 손상을 보였는데 이는 

건물에서 추락하여 지면과 충격할 때 다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손상부위의 분포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훈련 중 

‘떨어짐’도 마찬가지로 총 12 건 중 8 건에서 흉수부 및 요천수부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넘어지는’경우는 사지마비를 

초래하는 경수부 손상이 많고, ‘떨어지는’ 경우는 하지마비를 

초래하는 흉수부 및 요천수부 손상이 유의하게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 예시를 들면, 개인부주의로 넘어지는 경우에는 어지러워서 

정신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와 비탈길 등 길에서 미끌어져 넘어지는 

경우, 부대에서 차량이나 자주포, 항공기 점검을 하다가 미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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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휴가 중 음주 후 넘어져 손상이 

발생한 사례가 2 건 있었다. 건물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모두 병으로 

휴가나 부대 휴식 중에 발생하였고, 훈련 중 낙상하는 경우는 모든 

사례에서 레펠이나 낙하산 훈련 등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경우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넘어지는 경우에 비하여 떨어지는 

경우에서 중증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장애의 정도는 모든 국내외 참고문헌에서 인용한 미(美) 

척수손상학회(ASIA, 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의 

척수손상등급(AIS, ASIA Impairment Scale)로 구분하였다. AIS 

등급은 A 등급과 B 등급을 ‘완전(Complete)마비’로 C 등급과 

D 등급을 ‘불완전(Incomplete)마비’로 구분하는데, 주로 

유럽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이러한 분류를 중증도의 기준으로도 

이용 한다(van Asbeck, 2000; Hagen, 2010; Knutsdottir, 2012; 

Kriz, 2017). Hagen 등은 완전마비의 비율을 41.4%로, 

Knutsdottir 등은 39%, van Asbeck 등은 48.7%정도라고 

보고하여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평균 40-50%정도가 

완전손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완전마비는 

27.0%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로는 실제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가 낮다기보다는 전문가에 의하여 전수 검토가 이뤄지다 

보니 놓치기 쉬운 경증(輕症)의 외상성 척수손상의 경우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본 연구에서의 역학적 

정보는 미 척수손상학회의 척수손상 기준에 따라 경증의 외상성 

척수손상까지 포함한 비교적 정확한 역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Chiu 와 Rahimi-Movaghar 는 개발도상국의 외상성 척수손상을 

분석하면서 교통사고가 주요원인인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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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으며(Chiu, 2010, Rahimi-Movaghar, 

2013), 선진국의 경우는 많은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경수부 손상 및 

사지마비가 많고, 개발도상국일수록 낙상으로 인한 흉수부 및 

요천수부 손상과 하지마비가 많다고 분석하였다. 1999 년 정낙수 

등은 서울 지역 환자 204 명을 분석했을 때 경수 손상이 63.2%, 

흉수 손상 21.1%, 요천수 손상 15.7%로 보고하였고, 1993 년 

Burney 또한 미국에서는 경수부 손상이 65%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Burney, 1993, Chung, 1999), 단순히 손상의 부위만을 

언급했을 뿐, 손상의 부위와 손상의 기전을 분석하지 못 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수부 71.9%, 흉수부 10.1%, 요천수부 

18.0%를 언급하면서 그림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상원인에 따라 

손상 부위가 상이함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낙상의 경우 

낙하산 훈련이나 높은 곳에서 다리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흉요수부 

손상과 함께 하지마비가 많았고,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구르는 등의 

낙상에서는 경수부 손상이 많았다. 다이빙 손상의 경우는 

100%에서 경수부 손상이 있었음은 인상적인데, 실제로 해외 

문헌에서도 다이빙손상을 별도의 손상기전으로 분류할 만큼 

특징적으로 경수부에만 손상이 생기므로 향후 예방지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Kraus, 1975, Karacan, 2000). 

  한국군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손상원인에 따른 장애정도를 

살펴보면, 다이빙의 경우는 절반이상(57.1%)에서 완전마비를 

보였고, 훈련이나 스포츠는 90%이상에서 불완전마비를 보였다. 

교통사고나 낙상과 같이 몸에 큰 충격을 받는 경우 완전마비의 

비율이 높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상을 ‘떨어짐’과 

‘넘어짐’으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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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비하여 완전손상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를 통하여 몸에 

전해지는 충격의 크기가 손상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상의 원인과 손상 시 연령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리뷰연구에서는 외상성 척수손상이 연령 축에서 쌍봉 모양(bimodal 

shape)의 발생률 분포를 보이는데 젊은 연령대에서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고, 고령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척수손상이 높음을 

언급하였다(Pickett, Simpson et al. 2003, Singh, Tetreault et 

al. 2014). 본 연구에서도 뚜렷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현상을 

보였다. 교통사고는 전 연령대에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주로 40 세 

미만에서 비율이 높았고, 낙상 또한 전 연령대에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35 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훈련과 

관련된 손상은 45 세 미만에서만 관찰되었고,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스포츠로 인한 손상의 비율이 높았다. 다이빙 손상은 

35 세 미만에서만 관찰되어 특징적인 분포를 보였다. 

  군병원 입원환자는 모두 입원 시 입원정보조사지에 결혼, 학력, 

음주력, 흡연력 및 키, 체중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각 변수들과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었는데, 결혼 여부와 최종학력은 중증도와 관련이 있었으나, 

음주력과 흡연력은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와 관련이 없었으며,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BMI) 또한 손상의 중증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국가 의료정보 

레지스트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히 분석하기 제한되며, 본 

연구와 같이 의무기록을 전수 검토를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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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특성상 장애보상을 위하여 손상을 공상(公傷)과 

비공상(非公傷)으로  구분하는데, 공상의 경우가 71.9%로 

많았으며, 외상성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는 38.2%로 

확인되었다. 공상은 영내에서 발생한 손상이거나, 업무와 관련된 

손상, 혹은 업무를 위하여 출퇴근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비공상은 영외에서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손상을 말하는데, 환자들의 많은 인원이 영내에서 생활하는 병사나 

젊은 간부들이었기 때문에 공상의 비율이 높았다. 

  질병이나 외상 등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3 개월 이내에 

군병원에서는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의무조사제도라고 한다. 유병률(prevalence)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질병(손상)을 가진 환자들이 모집단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하는데, 

군은 전투력 보존을 위하여 의무조사제도를 통해 질환(손상) 

환자들을 전역시키므로 군내에서는 정확한 유병률을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생률(Incidence Rate)로 외상성 

척수손상에 대한 역학적 정보를 제시하였다. 전역 비율(38.2%)에 

비하여 계속복무의 비율(61.8%)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군내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중증도도 영향을 미쳤을 테지만, 

공상으로 인정받은 간부들의 경우는 의무조사를 통하여 전역을 

하더라도 보훈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으나, 비공상인 

환자는 전역을 동의하지 않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지속하기를 

원하므로 상대적으로 계속복무의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가 최초의 시도이다. 외상성 척수손상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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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면 가장 이상적인 연구가 되었겠지만,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외상성 척수손상이나 혹은 군병원을 이용하는 

다른 손상 환자들을 전수 검토하여 비교분석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대로 AIS 등급으로 

완전손상과 불완전손상으로 나눠 그 특징을 표 8 에 나타내었다. 

계급이 낮고 젊을수록 중증도가 높고, 계급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중증도가 낮게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Lenehan 등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의 외상성 척수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해외 문헌에도 언급되어 있다(Lenehan, 2012).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경수부 손상이 많으나 중증도가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구조적으로 경수가 손상에 취약해지나, 

젊은 나이 대만큼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는 동작을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Pickett, 2006; Devivo 2012; 

Lenehan, 2012). 

  발병 시의 군 경력과 중증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완전마비의 경우 

약 87.5%가 5 년 미만의 군 경력을 보인데 반하여, 불완전마비는 

군 경력에 관계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20 년 이상 30 년 미만의 

군 경력이 있는 경우 21.5%나 불완전마비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병 시 연령을 5 세 간격으로 구분했을 때, 20 세 이상 

30 세미만 척수손상 환자가 87.5%가 완전마비임에 반해 

불완전마비는 20 세 이상 30 세 미만에서 53.8%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완전마비의 경우는 미혼이 87.5%를 차지했고, 

불완전마비의 경우는 38.5%가 기혼이었다. 이는 표 9 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완전마비 환자들의 경우 평균 군 경력이 

4.46 년, 손상 시 평균 연령이 25.25 세였으나, 불완전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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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평균 군 경력이 10.43 년 경과하였고, 손상 시 평균 

연령은 31.51 세였다. 하지만 음주량과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는 

중증도와 관련이 없었다. 즉, 신체적 조건이 손상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외부적인 충격이 손상의 중증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변수 간 교차분석을 통하여 계급, 손상 시 군 경력과 연령, 결혼 

여부, 최종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인자가 중증도 차이와 관련이 

있고,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는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인자는 주로 연령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변수들은 

연령과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계급이나 군 경력, 결혼, 학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변수 간 상관 분석을 통하여 군 경력이 짧고 

손상 시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 최종학력 낮을수록 중증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광기능 과 

전역여부가 중증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중증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방광기능과 

전역이 시행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군 집단의 역학적 정보를 발표한 의의 

외에도 우리나라 척수손상의 정보를 완성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한국의 척수손상 환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대한척수장애인협회(Korean Spinal Cord Injury Association)에서 

매년 발간하는 ‘척수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척수손상장애인들의 보건 분야에 대한 후속 연구들도 진행되어 

척수손상 예방에서부터 척수손상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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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Kim, 2013). 하지만 

대한척수장애인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군내 데이터를 

온전히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실 온전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척수손상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척수손상의 

정보를 완성하는 2 차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역하지 않고 군복무를 계속하는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가 55 명(61.8%)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 환자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종적으로 관찰 한다면 미군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Deyoe 1972, Seil 1988). 또한 미군과 같이 보훈(報勳)과 

의무기록을 연계한다면 종적 추적관찰 뿐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의 빈도까지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보훈병원(Veterans 

Hospital)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정신질환이나, 만성질환, 더 

나아가 척수 장애인의 취직문제나 삶의 질까지 살펴보는 종적 

연구가 후속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손상예방을 위한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젊은 군인의 경우 다이빙손상이 많으므로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이를 사전에 교육한다면 중증의 사지마비를 발생시키는 다이빙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훈련 시 반드시 헬멧이나 안전장비를 

확인하고 착용시킴으로써 훈련 간 발생하는 척수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전산 상 척수손상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진단명을 기준으로 군내에서 발생한 외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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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 환자를 가능한 모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당시 담당 

군의관이 진단명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았거나 척수타박상(spinal 

contusion)과 같은 굉장히 경한 정도의 외성성 척수손상의 경우는 

몇 일간의 휴식으로 자연적으로 회복하므로 자가 인내하며 군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 외상성 척수 손상 환자에서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 하지만 민간과 달리 군병원은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민간에 비해서는 전수(全數)에 가까운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를 모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모집단의 

정확한 정의이다. 국방백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자료이므로 

장병들이 전역과 입대를 하며 매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확한 

인원수를 반영하지 못 한다. 하지만 해당 년도의 평균 군 장병 

인원수를 비교적 공신력 있게 나타내면서 군 보안에 위배되지 

않아야 했으므로 국방백서를 활용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의무기록 검토를 통한 정보수집방법을 

사용했으므로 설문조사만큼의 많은 정보를 획득하지 못 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설문조사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회수율이 낮은 경우 정확한 발생률을 파악하지 못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한 

의무기록을 전수 검토함으로서 정보획득 방법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로 개인수준에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분석이 불충분 했다. 연구목적으로 환자의 

의료정보에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윤리 상 개인정보 획득에 

제한이 있어 수집한 정보 중에서는 흡연, 음주 정도 밖에 교정 

가능한 변수가 없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부대의 위치나 성격, 개인의 임무 등을 분석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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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군 보안 등의 사유로 육/해/공군 등 군 별 분류까지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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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신국방의무기록체계를 활용하여 전국의 군병원에 

등록된 모든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의무기록 검토를 통하여 군내 

외상성 척수손상에 대한 발생률이 연간 100 만명당 24.99 명임을 

확인하였으며, 환자의 신분(계급), 소속, 연령, 군 경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손상과 관련된 변수, 장애와 관련된 변수로 

나눠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특징을 분석하여, 짧은 군 경력의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고, 낙상이 가장 흔한 원인이었으며, 

경수부 손상과 불완전 마비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상성 척수손상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로 낮은 계급 

및 짧은 군 경력 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군에서 발생한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발생률을 

역학적 방법으로 제시한 첫 연구이며, 국내에서도 특정 인구집단의 

발생률을 전수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본 연구를 

근거로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외상성 척수손상의 

예방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길 바라며, 이번에 수집 및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앞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후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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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idence Estimation and
Severity Determinants of

Traumatic Spinal Cord Injury
in Korean Military

Jeong-Gil Kim, M.D.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al University

  Traumatic spinal cord injury is a catastrophic disease that 

affects individuals and society due to persistent sequela. 

However, unlike medical diseases such as cancer, many 

spinal cord injuries can be prevented by using 

epidemiological information for preventive policy. For this 

reason, overseas researches about traumatic spinal cord 

injuries have been actively reported at the national or 

regional level, but there are no epidemiological studies 

conducted on specific population groups in Korea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ncidence 

and severity determinants of traumatic spinal cord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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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eviewing the medical records of all patients with 

traumatic spinal cord injuries registered in the 

N-DEMIS(New Defense Medical Information System). 

  From May 2012 to December 2017, a total of 3,011 

patients with a diagnosis of traumatic spinal cord injury 

registered on N-DEMIS were listed and duplicate patients 

were eliminated. Then, 89 patients with traumatic spinal cord 

injuries who finally meet the definition of 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ASIA) were reviewed by a rehabilitation 

specialist among the medical records of 477 patients who 

were primarily sorted.

  The average incidence of traumatic spinal cord injury in 

the study was 24.99 per 1 million people per year. The 

military officers were 19 (21.3%), NCOs(non-commissioned 

officers) 30 (33.7%), soldiers 38 (42.7%), and cadets 2 

(2.25%). And army (86.5%), navy (7.9%) and air force 

(5.6%) were identified and the mean age at injury was 

29.82 (± 9.99) years.

  According to the common classification criteria of overseas 

researches, 37 cases (41.6%) suffered traumatic spinal cord 

injury due to falls, 16 cases (18.0%) were injured by motor 

vehicles accidents, There were 14 (15.7%) liver injuries, 11 

(12.4%) sports injuries, 7 (7.9%) diving injuries and 4 

(4.5%) other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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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ere 64 patients (71.9%) of cervical spinal cord 

injuries, 9 patients (10.1%) of thoracic spinal cord injuries, 

and 16 patients (18.0%) of lumbosacral spinal cord injuries. 

The degree of impairment was classified as AIS (ASIA 

Impairment Scale). Twenty four patients had complete 

paralysis which made of AIS A grade(complete motor and 

sensory injury) 19 (21.3%) and AIS B grade (complete 

motor but incomplete sensory injury) 5 (5.6%). On the other 

hand, patients with incomplete paralysis were 65 (73.0%), 

consisted with AIS C grade (incomplete motor injury below 

fair power) 14 (15.7%), AIS D grade (incomplete motor 

injury above fair power) 51 (57.3%), respectively.

  When the severity of traumatic spinal cord injury was 

classified as 'complete paralysis' and 'incomplete paralysis', 

the shorter the military career and the lower the age at the 

time of injury, the more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with the severity of traumatic spinal cord injury.

   This is the first study to present the incidence of 

traumatic spinal cord injuries in military by epidemiological 

method and this study is the first to analyze the incidence of 

specific population in Korea. Based on this study, we 

propose a preventive and management policy for prevention 

of traumatic spinal cord injuries and hope that future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based on this collec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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