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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연구배경

중증화상은저혈량성쇼크, 창상패혈증등으로 사망 위험이높으며, 대량수액치료, 조

기가피절제술, 화상드레싱및상처수복을위한수차례의수술적치료등고도의치료

집중을필요로한다. 그러나화상치료에숙련된의료진의부족및비용-효과의문제로

모든요양기관에서화상에특화된치료인력과시설을갖추기어려우며, 화상치료자원

이 집중된 화상센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화상환자의 생존과 치료의 질 향상이라

는 화상센터 운영의 목적이 인정되는 반면에, 화상센터의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는

부족하다. 화상센터 운영의 임상적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는 화상센터와 비화상센터

간에입원환자의임상특성및치료결과에대한비교가필요하다. 그러나아직까지국

내에서전국단위의비교연구는없었으며세계적으로도부족한실정이다.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화상으로입원치료를받은환자를대상으로화상센터에서입원치료

를받은군과비화상센터에서입원치료를받은군의임상특성및치료결과의차이를

조사하고, 화상센터의이용이생존과독립적인연관이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표본코호트 중 화상으로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병과진료내역을기준으로조작적정의를통해화상치료명세서내역을추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화상입원환자 데이터세트를구축하였다. 화상센터는 보건복지

부의전문병원기준을참고하여선정하였다.화상치료를위해단일요양기관에입원한

환자들을화상센터에입원한환자군과비화상센터 (병원급이상한정, 요양병원제외)

에입원한환자군으로나누어,두군간의인구학적특성, 손상특성, 치료특성및치료

결과를 비교하였다. 수술 빈도와 사망 빈도에 대해서는 중증도에 따라 세분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또한 다변수 분석을 통해 화상센터 입원이 생존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

는지를알아보았다.

연구결과

2007년부터 2014년까지표본코호트에서화상입원에피소드환자는 3,300명이었으며, 

두군데이상병원에입원한사례와요양병원및의원급요양기관에입원한사례를제

외한최종연구대상은 2,690명이었다.화상센터는 2007년 4개소, 2010년 7개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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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개소였다. 화상센터군은 916명으로 34.1% 였다. 

화상센터군의평균연령은 34.5세로비화상센터군 (47.0세) 보다적었으며 (P < 0.001), 

연령대가 높을 수록 화상센터에 입원하는 분율이낮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으로유의하지않았다 (P = 0.056). 두군에서소득분위에따른빈도차이는적었으나,화

상센터군에서의료급여환자의빈도가낮았다 (P < 0.001).

손상깊이가깊을수록,손면적이넓을수록화상센터군의분율이증가하였다.화상센터

군에서는두경부손상 (24.6%)이상대적으로많았으며, 흡입화상은화상센터군에서 3.1%

로비화상센터군 (0.6%)보다많았다 (P < 0.001).

중증도에따른화상센터군의분율은경증화상에서 35.1%, 중등도화상에서 28.5%,중증

화상에서 83.3%이었으며, 중증화상환자는화상센터와의거리에관계없이화상센터에

입원하는빈도가 75%이상으로높았다.

화상센터군의중환자실입실빈도는 7.0% (vs 2.7%; P < 0.001) 였으며수술경력빈도는

45.2% (vs 10.3%; P < 0.001)였다.수술행위횟수의평균은화상센터군에서 1.04건, 비화

상센터군에서 0.15건이었다.중증도에따라경증화상 (37.9% vs 6.7%; P < 0.001) 과중

등도화상 (72.0% vs 20.3%; P < 0.001)에서는화상센터군에서수술경력빈도가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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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았으나, 중증화상에서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8.0% vs 

60.0%, P = 1.000).

입원기간 및 입원비용의 중앙값은 화상센터군에서높았으며, 입원비 자기부담비율의

중앙값은화상센터군에서 15.2%로비화상센터군 (21.9%)보다낮았다 (P < 0.001). 전체

사망빈도는화상센터군에서 2.8%로비화상센터군 4.1%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

없었다 (P = 0.105).중증도에따라경증화상 (0.4% vs 1.7%; P = 0.012)과중등도화상(4.6% 

vs 10.6%; P = 0.018)에서는 화상센터군에서사망률이 유의하게낮았으나, 중증화상에

서는두군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60.0% vs 80.0; P = 0.626)

다변수분석에서 55세이상, 남성, 손상체표면적이 20% 이상인경우사망위험이유의

하게 높았다. 또한 화상센터에 입원한 경우 비화상센터에 입원한 경우보다 사망의 위

험이유의하게낮았다 (adjusted OR 0.48; 95% CI 0.26-0.90; P = 0.021).

결론

화상으로입원하는환자의약 1/3은화상센터에입원하였으며,연령, 중증도및화상센

터와의거리등에따라화상센터입원에차이가있었다. 화상센터는비화상센터보다수

술빈도가높았으며,경증화상및중등도화상에서화상센터군의사망률이유의하게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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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다변수분석에서화상센터입원은사망위험의감소와독립적인연관이있었다.

중심단어:화상, 화상센터, 역학, 사망률, 건강보험공단표본코호트



vi

차  례

국문요약······························································································ i

표목차 ································································································ vii

그림목차 ····························································································· viii

서론···································································································· 1

연구목적······························································································ 4

연구방법······························································································ 5

연구결과······························································································ 14

고찰···································································································· 19

결론···································································································· 31

참고문헌······························································································ 55

영문요약······························································································ 59



vii

표목차

Table 1. KCD 7 diagnostic code of burn disease················································ 33

Table 2. Burn related procedure code····························································· 34

Table 3. Variable of burn-episode dataset in the study ········································· 36

Table 4. 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scoring system···································· 37

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1

Table 6. Injury characteristics······································································ 44

Table 7. Logistic regression for hospitalization to burn center ······························· 46

Table 8. Treatment characteristics································································· 47

Table 9. Operation rate according to subgroups················································· 48

Table 10. Treatment outcomes ····································································· 51

Table 11. Mortality according to subgroups ····················································· 52

Table 12. Logistic regression for hospitalized patient’s mortality ··························· 54



viii

그림목차

Figure 1. Tabl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32

Figure 2. Flow diagram about construction of burn-episode dataset ························ 35

Figure 3. Flow diagram of patients included in the study ····································· 38

Figure 4. Burn centers defined in the study······················································ 39

Figure 5. Annual change in proportion of hospitalized burn patients························ 40

Figure 6. Proportion of burn center admiss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42

Figure 7. Proportion of burn center admission according to distance from burn center ·· 43

Figure 8. Proportion of burn center admission according to injury characteristics········ 45

Figure 9. Operation rate according to clinical severity ········································ 49

Figure 10. Annual mortality rate ·································································· 50

Figure 11. Mortality rate according to clinical severity········································ 53



1

서론

화상은모든장기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중증외상의한형태이다 1,2. 중증화상

은저혈량성쇼크, 창상패혈증등을일으키며, 장기적으로만성적인면역저하나영양불

량을유발하여초기뿐만아니라중장기사망률또한높은질환이다 3. 화상의병태생리

학적인이해와감염관리등의일반적중환자관리의질향상등으로지난 50년간화상

의생존율은점차향상하였으나 4, 중증화상은아직도높은사망률을보이고있다 5.

화상환자의 생존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주요 의학적 변화는 초기대량수액치료,

조기가피절제술,감염관리향상,흡입화상환자의기도관리향상및피부이식수술등의

기술적 발전 등이 있다 6–9. 이와 더불어 생존을 비롯한 화상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키기위해서는치료의기술적발전뿐만아니라응급의학과, 화상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재활의학과, 간호사, 영양사등다양한분야의숙련된의료진에의한종합적인

팀접근이강조되고있다 10–12.

화상은 응급처치부터 재활치료까지 치료 스펙트럼이 넓고 각 영역의 기술적

고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자원의 집약 및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상치료 기술 및 인력을 집중하고 화상치료에 특화된 다학제의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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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상센터 시스템이 필요하다 13–15. 국내에서도 2014 년 기준 1 개

대학병원, 1개종합병원및 6개병원급기관이화상센터로서전문화상치료를제공하고

있다. 

미국,유럽및호주에서화상센터시스템의구축을위한임상적근거는주로외상센터

시스템에관한연구를기반으로하였다. 그러나외상센터시스템을뒷받침하는임상적

근거는명확한반면에 16–18,화상센터에대한임상적근거는아직부족하다 12.  

Pegg 등 19은 화상환자를 손상 초기에 화상센터로 이송함으로써 조기 수술을 통해

상처 수복 기간을 단축시켰고 권역의 화상환자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였다고 고찰

하였으며, Ehrl 등 15은중화상환자에서화상센터로의직접입원이타의료기관입원을

경유한 경우 보다 중환자실 재원기간과 입원기간이 짧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화상센터와 비화상센터의 치료 결과를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Zonies 등 20과 Palmieri

등 21이 시행한 미국의 전국단위 화상 입원환자 데이터 분석에서는 비인증 화상센터

혹은비화상센터의입원대비인증된화상센터의입원에의한치료결과향상의근거를

밝히지못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화상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단일센터의 치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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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나 단면적인 역학조사보고 외에 화상 입원환자의 임상 특성 및 치료결과에 대한

전국단위의조사연구는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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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건강보험공단표본코호트를이용하여화상으로입원치료를받은환

자를 대상으로화상센터에서입원치료를받은군과 비화상센터에서 입원치료를받은

군의임상특성및치료결과의차이를조사하고, 화상센터이용과생존과의연관성을

확인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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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및자료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로서 2007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화상

입원환자들을대상으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표본코호트데이터베이스는자격및보험료테이블, 출생및사망

테이블, 진료 테이블, 건강검진 테이블과 요양기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

테이블은 2006 년을 기준으로 추출된 기준 표본 약 100 만 명에 대하여 2002 년부터

2015년도까지공단에청구된모든명세서내역, 진료내역및상병내역자료를포함하고

있다 (Figure 1).  

본연구에서는사망데이터가추가되어있는 2007년도이후부터입원후 1년동안의

사망을확인할수있는 2014년도까지의데이터를분석에이용하였다. 

2.  화상에피소드데이터세트구축

가. 대상질환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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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과관련된진단코드는화상손상깊이및화상손상부위정보를내포하는 T20 ~ T29 

코드와 화상 손상면적 정보를 내포하는 T31 코드 및 화상깊이 정보를 내포하는 T30 

코드외에, 일광화상에대한 L55 코드, 화상후유증에대한M61, T95 코드등이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7)의 기준에 따라 진단코드 T20 에서부터

T31까지를 화상진단코드로 정의하였으며, 화상후유증 및일광화상등은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않았다. T20~T31코드의상세내용은 Table 1과같다.

나. 화상진료의정의

화상의치료는크게손상된조직의복구 (repair) 및재상피화를위한급성기상처치료와

손상 조직의 복구 후 상태 및 후유의 관리를 위한 만성기 흉터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화상급성기치료는소독치료를기본으로한다. 소독치료의종료는 ‘손상된

조직의복구및재상피화의완료상태’ 혹은 ‘거의완료된상태’로볼수있으며급성기

치료의 종료를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는 각 표본의 전체 진료내역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소독치료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급성기 화상치료로서, 상병내역에 화상진단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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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있으며진료내역에화상드레싱에해당하는코드 (건강보험행위분류기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화상 급성기 치료에 해당하는 진료로 정의하고 데이터 추출의

근거로하였다. 화상진단코드를가지고있으나화상드레싱코드가없는경우는급성기

치료를 벗어난 진료로 간주하고 제외하였다. 조작적 정의에 사용된 화상드레싱을

포함한화상관련치료코드는 Table 2와같다.

다. 화상에피소드의정의및연구데이터세트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는각각의청구건에대하여데이터가생성됨으로환자기반의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 주제에 대한 에피소드 정의를 통해 환자 데이터세트를 구축할

필요가있다 22.

화상입원에피소드 데이터세트는 4 단계에 걸쳐 구축되었다. 1 단계에서는

화상진단코드를 포함하는 상병내역 데이터의 청구고유번호를 기준으로 명세서내역

데이터를 축소하였다. 2 단계에서는 화상드레싱코드를 포함하는 진료내역 데이터의

청구고유번호를 기준으로 1 단계에서 얻어진 명세서내역 데이터를 다시 축소하여

화상명세서내역데이터세트를구축하였다. 

3 단계에서는 화상명세서내역 데이터세트의 각 내역을 개인고유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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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개시일자로 정렬 후 개인고유번호가 같고 내원이 연속된 집합마다

화상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이후 화상고유번호를 키 값으로 하는 화상에피소드

데이터세트를구축하였다. 내원연속의기준은내원간격 90일이내로하였으며, 90일

이상 시간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새로운 화상에피소드로 간주하였다. 내원 간격은 해당

요양개시일자와 직전 명세서의 요양개시일자에 입내원일수를 합산한 일자와의 차로

정의하였다.

최종 단계로화상에피소드 데이터세트에서입원경력이 있는에피소드를 추출하고

연구에 필요한 변수들을 조합 및 생성하여 화상입원에피소드 데이트세트를

구축하였다 (Figure 2). 

3. 화상센터의정의

화상센터의 정의는 전문병원 인증기준을 참고하였다 23. 인증기준에 따르면

화상전문병원은해당요양기관이진료한전체입원연환자중주요진단범위(MDC ‘Y’ 

화상)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45%이상이어야하며, 해당 요양기관의 최소 병상

수는 60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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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화상센터 후보군을 조작적 정의로추출 후기존에 알려진국내 화상

치료 요양기관과 대조하여 화상센터를 선정하였다. 화상센터 후보군 추출의 기준은

연구기간 중 각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전체 명세서내역의 입원일수 총합 중 주상병

(SICK_SYM1) 혹은부상병 (SICK_SYM2)이화상 (T20~T31)인경우에의한구성비율이

45%이상, 연평균 화상 입원 인원이 15명 (실제 추정치 750명) 이상, 병상 수 60병상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구성비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았으나 실제 대학병원급

화상병원으로알려진 1개기관을별도로추가하였다. 

4. 연구변수의정의

화상입원에피소드데이터세트에구축된주요변수는 개인특성변수, 손상특성변수, 

치료특성변수및치료결과변수이다 (Table 3). 

가. 개인특성변수

표본코호트의 자격 테이블은 개인고유번호에 따라 모든 연도의 데이터가 제공되어

있다. 연령, 성별, 소득 10 분위에 대한 변수는 에피소드 별 최초 입원일의 연도와

개인고유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자격 테이블에서 추출하였다. 환자별 화상센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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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환자주소지 (시군구)의지오코드 (위도, 경도)와화상센터주소지의지오코드를

이용하여직선거리로계산하였고, 화상센터별로계산된거리중최소값으로정하였다.

나. 손상특성변수

각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상병내역데이터의 진단코드 집합에서 코드의 빈도를

기준으로 에피소드를 대표하는 T2, T3 코드를 선정하였다. 코드의 빈도가 같은 경우

마지막명세서내역의진단코드를우선으로하였다.

손상면적 변수는 각 에피소드의 대표 T3 코드에 내포된 손상면적 정보를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Table 1), T3 코드가없거나T3코드가손상면적정보를내포하지않은경우

진료내역데이터에 포함된 화상관련처치코드 (Table 2) 중 화상드레싱 및

화상가피절제술에해당하는코드에내포된손상면적정보를이용하였다.

화상깊이변수와손상부위변수는 각에피소드의 T2 및 T3코드의정보를기준으로

정의하였다 (Table 1).대표 진단코드가 없거나, 대표 진단코드의 정보가 불충분한경우

결측으로처리하였다. 

화상중증도는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ABSI)24 (Table 4)를이용하여 2-5점은

경증, 6-9점은중등도,10점이상은중증으로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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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료특성변수

중환자실입실경력변수는이분형변수로각에피소드의진료내역데이터에서건강보험

행위분류 정보를 제공하는 ‘분류코드 (MCARE_DIV_CD)’에 ‘중환자실입원료’에

해당하는 코드 (AJ1, AJ2, AJ3, AJ5)의 포함 여부로정하였다. 수술경력 변수는 이분형

변수로 ‘분류코드’에화상관련주요치료코드 (Table 2) 중수술에해당하는코드의포함

여부로정하였다. 수술범주별시행여부도같은방법으로변수화하였다. 

또한 화상관련처치코드 (Table 2) 를 기준으로 하여 각 에피소드별로 수술 행위의

횟수와화상드레싱행위의횟수를변수화하였다. 

라. 치료결과변수

사망은최초입원일기준으로 1년이내총사망을조사하였으며, 명세서내역테이블의

‘진료결과구분 (MCARE_RSLT_TYPE)’과 출생및사망 테이블의 사망연월

(DTH_YYYMM) 정보를 이용하였다. 입원기간 및 입원비용은 요양기관에 두 번 이상

입원한 경우 각각의 기간 및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입원비용 본인부담비율은

입원비용에서본인부담금의백분율로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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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방법

화상에피소드 데이터세트를 입원경력이 있는 에피소드로 축소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다. 두 군데 이상의 요양기관에 입원한 에피소드의 경우 환자군을 구분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제외하였다. 또한 화상센터와 비슷한 규모의 의료기관과의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종별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으로 제한하였다. 요

양병원에입원한환자는연령이높고화상치료와무관하게재원기간이상대적으로길

수있으며, 의원급의료기관에입원한환자는화상의중증도가낮은경향이있어, 연구

에포함시선택편향의위험이있다. 

각 화상입원에피소드를 화상센터에 입원한 군과 비화상센터에 입원한 군으로

나누어 두 군 간의 개인 특성, 손상 특성, 치료 특성 및 치료 결과를 비교하였다.

수술률과 사망률에 대하여 연령, 손상면적 및 ABSI에 의한 중증도에 따라 세분하여

별도로 비교하였다. 다변수 분석을 통해 화상센터 입원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분석하였으며,화상센터의입원이사망위험의감소와독립적인연관이있는지

알아보기위한다변수분석을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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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적분석

통계적 분석을 위해 R Statistical Software version 3.3.3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을 사용하였다. 비연속형 변수의 경우 빈도 및 백분율로 표

기하였다. 연속형변수의경우 정규성 검정후 정규분포를 따르는경우평균 ± 표준편

차를 표기하였고정규분포를따르지않는경우중앙값 ± 사분위범위로표기하였으며,

치료결과분석에서는평균 ± 표준편차및중앙값 ± 사분위범위를모두표기하였다. 두

군 간의비교에서범주형 변수의경우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였다. 연속형 변수의 비교의 경우 모수분석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고, 비모수분

석은Mann-Whitney U test를이용하였다. 또한사망및화상센터이용대한다변수분석

은로지스틱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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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표본코호트에서화상입원에피소드환자는 3,300명이었다. 

2개이상의병원에입원하였거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외의종별에입원했던

에피소드를제외하고최종적으로연구에포함된에피소드는 2,690명이었다 (Figure 3).

총 8개의의료기관이화상센터로정의되었다. 2014년기준서울 2개소, 부산 2개소, 

대구 2개소,대전 1개소, 경기 1개소였으며, 상급종합병원 1개소, 종합병원 1개소, 병

원 6개소가화상센터로정의되었다. 연도별로 2007년 3개소, 2010년 7개소, 2014년 8

개소였다 (Figure 4).

연구 대상자 중 화상센터군은 916명 (34.1%), 비화상센터군은 1,774명 (65.9%)이었

다. 연도별 화상센터군의 분율은 2007 년 19.6%, 2010 년 34.3%, 2014 년 40.5% 였다

(Figure 5).

1. 개인특성

화상센터군의평균나이는 34.5세로 비화상센터군 47.0세보다작았다 (P < 0.001). 연

령대별화상센터군의분율은 0-5세에서 49.0%, 6-15세에서 37.8%, 16-54세에서 33.5%,

55-74세에서 27.5%, 75세이상에서 19.5% 였다. 남자의 빈도는 두 군에서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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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화상센터그룹 54.5% vs 비화상센터그룹 50.4%; P =

0.056). 두군간의소득분위에따른차이는작았으나화상센터군에서의료급여환자의

빈도가 낮았다(4.2% vs 10.9%). 가장 가까운 화상센터와의 거리 구간별 화상센터군의

분율은 0-29km에서 46.6%, 30-59km에서 25.1%, 60-89km에서 23.6%, 90-119km에서

17.5%, 120km이상에서 7.6%였다 (Table 5) (Figure 6). 화상센터와의거리가 30km이상

인경우경증 (ABSI 2-5) 및중등도화상 (ABSI 6-9)에서는화상센터입원이 25% 미만이

었으며거리가증가함에따라감소추세를보였고, 중증화상 (ABSI 10이상)에서는거리

와관계없이 75%이상을유지하였다 (Figure 7).  

2. 손상특성

3도 화상의 빈도는 화상센터군에서 15.2%, 비화상센터군 8.1%로, 화상센터군에서 손

상이깊은환자가많았다 (P < 0.001). 손상부위에따라화상센터군에서는두경부화상

이 211명 (24.6%)으로가장많았고손목-손화상이 157명 (18.3%)으로 두번째로많았

으며, 비화상센터군에서는 엉덩이-다리 화상이 379명 (22.1%)로 가장 많았고 손목-손

화상이 314명 (18.3%)으로두번째로많았다 (P < 0.001).손상면적에따른화상센터군

의분율은체표면적 9% 이하화상에서 32.5%, 10-19% 화상에서 37.6%, 20-39% 화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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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4.7%, 40-59% 화상에서 73.3%, 60% 이상화상에서 76.5%였고, ABSI에 의한중증

도에따라서는경증화상에서 35.1%, 중등도화상에서 28.5%, 중증화상에서 83.3%였다

(Table 6) (Figure 8). 

3.화상센터입원에대한다변수분석

연령 10세가 증가 할 때마다 화상센터 입원 가능성은 15% 감소 하였다 (adjusted OR 

0.85; CI 0.82-0.88; P < 0.001). 또한화상센터와의거리가 5km 증가할때마다화상센터

입원가능성은 8%감소하였다 (adjusted OR 0.92; CI 0.90-0.93; P < 0.001). 소득분위에

따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나, 의료수급권자는소득분위 1-3 그룹에비

하여 화상센터입원할가능성이 0.46배낮았다 (CI, 0.30-0.70; P < 0.001).체표면적 10-

19% 화상은 9%이하의 화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차이가 없었으며 (adjusted OR 1.23; 

CI 0.99-1.59; P = 0.065), 20-39% 화상은 1.81배 (CI, 1.09-3.01; P = 0.023), 40-59% 화상은

15.13배 (CI, 4.03-56.75; P < 0.001), 60% 이상의화상은 8.20배 (CI, 1.99-33.69; P = 0.00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흡입화상이 동반된 경우 화상센터에 입원할 가

능성은 5.75배높았다 (CI, 2.47-13.40; P < 0.001) (Table 7).

4. 치료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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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입실한환자의빈도는화상센터군이 64명 (7.0%)으로비화상센터군 48명

(2.7%) 보다높았으며 (P < 0.001), 수술경력환자의빈도는화상센터군이 414명 (45.2%)

로비화상센터군 182명 (10.3%) 보다높았다 (P < 0.001). 주요화상수술중가피절제술

(P < 0.001), 부분층피부이식술 (P < 0.001), 사체피부이식술 (P < 0.001)을받은환자는화

상센터군에서 빈도가 높았으며, 전층피부이식술을받은 환자는 비화상센터군에서 빈

도가높았다 (P < 0.001). 국소피판술의빈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수술

행위의 평균 횟수는 화상센터군에서 1.04건으로비화상센터군 0.15건 보다 통계적으

로유의하게많았다 (P < 0.001). 드레싱처치의평균횟수는화상센터군에서 18.11건으

로비화상센터군 12.10건보다통계적을유의하게많았다 (P < 0.001) (Table 8).세부그

룹에따른수술률의비교결과, 모든연령그룹에서화상센터의수술률이높았으나, 체

표면적 40% 이상 손상의 경우와 중증화상의 경우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9) (Figure 9).

5. 치료결과

사망률은 화상센터군에서 2.8%로 비화상센터군 4.1%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P = 0.105). 경도및 중등도화상에서는 두군 모두에서 사망률의감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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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보였으며, 중증화상에서는사망률감소추세가명확하지않았다 (Figure 10). 입원

기간의중앙값은화상센터군 13일, 비화상센터군 11일로차이가있었다 (P < 0.001). 입

원비용의중앙값은화상센터군 184만원, 비화상센터군 126만원으로차이가있었으며

(P < 0.001), 입원비용 본인부담비율의 중앙값은 화상센터군에서 15.2%로 비화상센터

21.9%보다 낮았다 (Table 10). 세부그룹에 따른 사망률의 비교 결과, 모든 연령 세부그

룹에서두군의사망률차이는없었으며, 손상면적세부그룹에서는체표면적 9% 이하

의화상에서만사망률의차이를보였다 (Table 11).중등도세부그룹에서는모든그룹에

서화상센터군의사망률이낮았으나, 중증화상 (ABSI 10점이상)에서는통계적으로유

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Figure 11).

6. 사망에대한다변수분석

사망의위험을높이는데독립적인영향을미치는인자는고령 (55-74세, 75세이상), 남

성, 체표면적 20% 이상의 손상면적 이었다. 단변수분석에서 화상센터의 입원과사망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관계가없었으나 (OR 0.68; CI 0.43-1.07; P = 0.098), 다변수

분석에서는화상센터입원이사망위험의감소와독립적인연관이있었다. (adjusted OR 

0.48; 95% CI 0.26-0.90; P = 0.021)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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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연구의의

본연구는다기관이참여한연구의설계및수행이어려웠던화상센터와비화상센터의

임상적비교를건강보험공단표본코호트분석을통해전국단위로수행할수있었다.

건강보험공단표본코호트는전체국민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에서표본을직접추출

하고 세분회된 층에 의한 층화무작위추출법을 이용하였기때문에 전체 건강보험가입

자에대한대표성이인정되며 22, 전국단위의질병동향연구에적합하다 25. 

국민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는건강보험공단에청구된명세서기반의데이터베이스

로서, 특정환자나질병을기준으로데이터가설계되지 않았다. 거시적인질병통계나

의료이용의현황을파악하는연구에대해서는데이터의단순가공을통해명세서기반

의분석적접근이가능하나, 환자기반의분석적접근을위해서는질병및목적하는변

수 등에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연구목적에 적합한 분석데이터세트의 구축이 필요

하다 26. 

기존의국내화상역학에대한연구는단일센터단위의연구가대부분이고전국단위

의 연구는적었으며 27–31, 전국단위 연구는환자 기반의 연구가아닌 명세서 기반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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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27–30. 본 연구는 청구자료를 기초로 4단계의 전처리과정을

거쳐환자기반의연구데이터세트를구축하였으며, 화상으로입원한환자를대상으로

역학에대한단면적인기술분석외에치료형태나치료결과등에대하여기존연구보

다 다양한 분석을 시행하여 국내 화상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화상센터와 비화상센터에 입원한 환자의 임상 특징과 치료 결과를 비교함으로

써중증화상의수용, 활발한수술적치료,중등도화상의사망감소등화상센터운영의

임상적근거를제시할수있었다.

임상특성의차이

화상센터와비화상센터에입원한화상환자의임상특성에대한전국단위의비교연구

는 Zonies 등 20이미국의 Healthcare Cost and Utilization Project (HCUP) 입원환자데이터

를분석한연구가유일하다.

Zonies 등 20의 연구에 따르면 화상센터군에서의 평균 연령은 비화상센터군보다 낮

았으며, 화상센터에서는 15세 이하의환자 분포가높고 비화상센터에서는 5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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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환자분포가높다는결과는본연구와일치하였다. Zonies 등 20은노년기환자가비

화상센터의 이용이많은 원인으로 고령 환자는 기왕력 등을 이유로 기존에 다니던 병

원을선호하는경향과고령환자에게수술등의공격적인치료를하는것은오히려결

과를나쁘게한다는치료에대한소극적경향을들고,이러한경향이고령인구에서화

상사망률이급격히증가하는데영향을미친다고고찰하였다. 

또한 Zonies 등 20은 환자의 보험 유형이 화상 입원 병원을 결정에 있어 독립적인 영

향을 미치는변수로작용하였으며, Commercial insurance 환자에 비하여 Medicaid환자

는화상센터보다비화상센터를이용하는경향이있었음을밝혔다. 본연구에서도의료

급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비화상센터 이용이 많았다. 그러나 건강보험 환자 내

에서는화상센터입원에소득분위에따른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화상센터입원에소

득에따른차이보다는보험유형에의한차이가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본연구

에서는 알 수 없었으나 Zonies 등 20 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하는

Worker’s compensation 환자는 Commercial insurance 환자보다화상센터이용이많았다. 

중증도와접근성에따른화상센터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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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화상학회는화상전원가이드라인 (ABA Burn Referral Criteria)을통해체표면적 10% 

이상화상, 3도화상, 특수화상등은최적화된화상치료를위해서화상센터로이송할

것을 권고하고있다 32. Zonies등 20 의 연구에서는전체 연구대상자의 48%가화상센터

에입원하여본연구에서보다높은빈도를보였다.나이가증가함에따라화상센터입

원이줄어드는경향은본연구결과와같았으나,본연구에서손상면적이작을수록화

상센터 입원이 줄어들었던것과달리 Zonies 등 20의 연구에서는 손상면적이화상센터

입원과 독립적인 연관이 없었다. 이는 미국에서 화상 전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환

자의 화상센터 입원이 비교적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사망위험이 높

은 중증화상은화상센터로 이송이 활발하지만사망위험이 비교적 낮은중등도화상에

서는그렇지못하다는것을시사한다.

Han 등 33의단일센터에서수행한화상입원환자분석연구에따르면, 연구기간중해

당기관이국내의유일한화상센터임에도불구하고입원환자의 72.5% 가서울및서울

근교에거주하는환자였으며본연구에서도유사한결과를관찰하였다. 또한 ABSI에

의한중증화상은화상센터와의거리와관계없이높은화상센터입원빈도를보인반면

중등도화상에서는 화상센터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화상센터 입원 빈도가 낮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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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관찰하였다. 

화상센터와의접근성은화상센터로운영되는기관수및지역적분포와관련이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화상센터는 2014년 기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은

2015년 기준 128 개소가운영되고있다 34. 인구 천만명 당국내약 1.6개소로 미국 약

4.2개소에비하여적다.미국대부분의주에서 1개이상의 화상센터가운영되고있는

반면,국내에서는서울및 6개광역시중 4 개지역에서만화상센터가운영되고있으며,

8개도중 1개지역에서만화상센터가운영되고있다.중등도화상의낮은화상센터입

원은운영기관부족과지역적편중에의한낮은접근성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된다.

사망률과수술률

본 연구에서 전체 연구대상자의 사망률은 3.7% 로 2003 년도 California Office of 

Statewide Planning and Development database (OSHPD)를 이용한화상 입원환자연구에

서의사망률 3.4%및 1988년부터 2008년까지미국의 National Inpatient Sample (NIS)을

이용한화상입원환자연구에서의사망률 3.5%와비슷하였다 21,35.

본연구에서경증및중등도화상의사망률은화상센터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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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화상센터입원은사망위험의감소와독립적인 연관이있었다. 기존연구에서

화상환자사망률에대하여화상센터규모에따른차이혹은ABA인증센터와비인증센

터 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있었으나, 화상센터와 비화상센터 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찾을수없었다. 

Light등 36은북미의 National Burn Repository (NBR)의분석을통해화상센터중에서

도기관에따라사망률의차이가있었으며, 화상입원환자수를기준으로한치료기관

의 규모가생존율과독립적인연관이있다고 보고하였다. Hodgman등 37은 NBR을 이

용한 소아 화상에 대한연구에서 입원율을 기준으로 한 치료기관의 규모가 소아 화상

생존율과 독립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NBR은 미국 및 캐나다의 화상센터에

서 자발적으로보고한화상역학및치료결과데이터를기반으로구축되어있다. 상기

두연구는화상센터와비화상센터를비교한연구는아니었으나의료기관별로 화상치

료능력이다를수있으며, 화상치료경험이많고화상치료에대한집중이높은기관에

서치료결과가좋을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이는치료리소스집중의관점에서화상

센터시스템의필요성에대한간접적인근거를제공한다.

본연구결과국내의화상센터는 2014년기준 8개기관에불과하였지만국내에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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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화상입원의 1/3 가량을담당하였다. 또한가피절제술및부분층피부이식술등화

상치료를위한주요수술은화상센터에서더활발히시행되었음을알수있었다. 특히

넓은면적의화상환자에게있어조기피복 (early wound closure)에필요한사체피부이식

술은약 90%가량이화상센터에서시행되었으며, 화상센터군은중증도및연령대와관

계없이 높은 수술률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화상센터군의 전체 수술률은 약 45%로

Palmieri 등 21이보고한미국화상센터에서의수술률약 60%보다다소낮았으나, 중등

도화상의수술률은 72%로높았다. 두연구의중증도에따른구성비율차이를고려한다

면  Palmieri 등 21의연구와비슷하거나약간낮은수준일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결과는국내에서화상센터에치료경험이집중되고있으며, 비화상센터에서

보다 적극적인 화상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험의 집중과 적극적인 치

료는 중등도화상에서 생존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경증및중등도화상에서는두군의사망률차이를확인할수있었으나,중증

화상에서는두군간의사망률차이를입증하지는못하였다. 중증화상환자는표본수가

적었으며 80%이상이화상센터로입원하였기때문에통계적인비교가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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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용

화상치료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고식적 화상 드레싱은 비교적

저가의합성드레싱제품을사용하고상처피복을위한이식수술은대부분본인의피부

를이용하기때문에치료소모품에의한비용발생이적었다.최근에는화상상처의병

태생리에대한이해와생명공학기술의발전으로화상상처피복을위한다양한제품들

이 개발되었으며, 화상상처의 임시피복 (temporary wound closure)을 위한 생합성 드레

싱 제품이나 부족한 진피층을 보완하기 위한 인공진피 제품 및 피부공여부 부족을 대

체하기 위한 동종 혹은 자가 배양 세포치료 제품등이 사용되고있다 38,39. 이러한 치료

제품은상처의피복을촉진시키고나아가흉터를완화하는등화상치료의질향상에도

움이되나, 대부분고가이며건강보험이적용이제한적이다. 

화상센터는 최신 경향의 치료 제품에접근 및 운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비화

사상센터에비하여사용량이많을것으로추정되나,공단청구데이터를통해서는이를

확인하지는못하였다.저자의치료경험과 2008년사체피부가국내에도입된이후사

체피부를이용한수술이해마다증가하는 40정황으로보았을때,전반적으로화상센터

그룹에서 다른 치료 제품군의 사용량도 늘어났을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요인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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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센터의입원비용증가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화상센터의 입원비용은 비화상센터에 비하여 높았으나, 입원비용에 대한본인부담

금의비율은화상센터에서더낮았다. 이는화상센터에서효율적으로요양급여비용을

활용한것으로해석된다.화상치료행위의수가나치료소모품에대한보험적용기준

은 화상 깊이, 범위, 부위등에 따라다양하고복잡하여, 비보험 의료비를낮추기위해

서는 화상관련 건강보험 심사에 대한 숙련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위한 산정특례제도에 2010년부터 화상질환도 적용되어 중화

상환자의비용부담절감에도움을주고있다. 결과에서제시하지않았으나 2010년이

후손상면적 20% 이상환자에서산정특례적용환자의비율은화상센터군에서 81.6%,

비화상센터군 23.3%로큰차이를보였다.화상센터는경험의축적을통해화상과관련

된 복잡한 수가 체계나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비화상센터 보다 용이하고, 

이러한요인이본인부담금비율의감소로이어졌을것으로보인다. 

연구제한점

본연구는건강보험공단의표본코호트를이용하여국가단위의화상입원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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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능하였으나자료원의근본적인문제로제한점이있다. 

본 연구의결과는국내화상환자입원특징이반영된 결과로서, 타연구에비하여경

증 화상의 비중이 비교적 높아 사망률등의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있어서 화상센터

와비화상센터의비교에중점을두고해석해야한다. 

건강보험공단표본코호트는특정질병의연구목적으로구축되지않았고청구자료를

집합해 놓은 자료이다.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의료 이용량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정확

하다고볼수있으나화상에피소드의구축, 화상센터의선별, 치료결과의산출등에있

어조작적정의에의존하였기때문에선택편향 (bias)의위험이있다. 

또한청구데이터는검사결과등의임상정보를포함하고있지않아중증도를비롯한

손상특성을정하는데있어서청구데이터에기재된질병코드에의존하였다. 화상은질

병코드를산정하는데있어객관적기준이부족하다. 특히손상깊이와손상면적은임상

의의이학적검사에따른주관적판단에전적으로의존하게된다. 질병코드는각요양

기관마다 적용기준이 다소 상의할 수 있으며, 비숙련 임상의에 의한 진단은 신뢰도가

다소떨어질수있다. 

본연구에서중증화상의표본수가다른세부그룹에비하여적었기때문에중증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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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데있어ABSI 점수를 2점단위가아닌 4점단위로분류하였다. 또한중증도가

높을수록화상센터를이용하는경향이있어중증화상에서두군의사망혹은수술빈

도를비교하는데제약이있었다.

본연구에서는중증환자가일부누락되어있을수있다. 전원된환자의경우전원의목

적이나사유에대하여확인할수없었기때문에본연구대상에제외하였으나. 전원의

경우 중증질환이 더 포함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

료를받는경우일상화상에비하여입원빈도나중증도가다를수있으나, 본연구는건

강보험공단자료만을대상으로하였음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가누락되어중증도

등에있어실제화상역학과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 

향후연구방향

본연구를통해경증,중등도화상에있어서화상센터의의의를확인할수있었으나,중

증화상은표본수가작고 80%이상이화상센터로입원하였기때문에화상센터와비화

상센터간의수술률이나사망률의차이를통계적으로증명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향

후중증화상환자의표본을확충한추가분석이필요하다.표본은건강보험공단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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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데이터를 이용하여 확충 할 수 있다. 또한 동반질환

이나 기저질환, 치료방법, 입원시기, 전원에관련된요소 등 사망에 영향을미칠 수있

는다양한변수를고려한심도있는분석이필요하며, 사망외에화상치료의중요한치

료결과로여겨지는근골격계후유증이나정신과적후유증등을고려한연구가필요하

다. 

본연구결과중등도화상환자의화상센터이용이비교적적었으며,이는화상센터의

부족과 지역 분포의 편향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화상센터 부족으로

인한지역혹은권역의화상치료리소스공백이나화상치료의지역적편차가있는지에

대하여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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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복잡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화상치료가유기적으로 제공되고숙련된의료진의유지

및 양성을 위해서는 화상치료를 전담하는 센터가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수행하

기어려웠던화상센터운용근거에대한연구를건강보험공단표본코호트를이용한전

국단위의화상입원환자분석을통해수행할수있었다.화상으로병원급이상요양기

관에입원하는전체환자의약 35%,중증화상의약 80%가화상센터에입원하였고, 화

상 관련 주요 수술은 화상센터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화상센터 입원이 사망 위험

의감소와독립적인연관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중증화상의경우생존향

상을통계적으로입증하지는못하였으며, 이에대한검증을위해서는표본을확충한추

가연구가필요하다. 또한화상센터의이용에접근성에따른차이가있으며, 특히중등

도화상의경우상대적으로화상센터이용이낮음알수있었다.화상치료에있어서지

역에따른형평성의차이가의심되며이에대한추가연구및대책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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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abl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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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CD 7 diagnostic code of burn disease

Description Code

Injured site

Head and Neck T20

Trunk T21

Shoulder and arm T22

Wrist and hand T23

Buttock and leg T24

Ankle and Foot T25

Eye and internal organs T26 - T28

Multiple site T29

Burn depth

First degree Burn T2x1, T301

Second degree Burn T2x2, T302

Third degree Burn T2x3, T303

First degree corrosion T2x5, T305

Second degree corrosion T2x6, T306

Third degree corrosion T2x7, T307

Injured TBSA

≤ 9 % T310

10-19% T311

20-29% T312

30-39% T313

40-49% T314

50-59% T315

60-69% T316

70-79% T317

80-89% T318

≥ 90% T319

TBSA, total body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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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urn related procedure code

Code Category of procedure Injured TBSA

N0011 / N0012 Burn dressing ≤ 9%

N0051 / N0052 Burn dressing ≤ 9%

N0053 Burn dressing 10~18%

N0054 Burn dressing 19~36%

N0057 / N0058 Electrical burn dressing (current) -

NA055 Burn dressing 37~54%

NA056 Burn dressing ≥ 55%

NA057 / NA058 Electrical burn dressing (frame) -

N0041 / N0042 Burn escharectomy ≤ 9%

N0043 Burn escharectomy 10~18%

N0044 Burn escharectomy 19~36%

N0048 Burn escharectomy 37~54%

N0049 Burn escharectomy ≥ 55%

SB171 ~ SB177 Cadaveric skin graft -

SB271 ~ SB277 Cadaveric skin graft with autograft -

N0071 ~ N0073 Biologic dressing -

N0170 ~ N0179 Split thickness skin graft -

S0171 ~ S0176 Full thickness skin graft -

S0161 ~ S0168 Local flap -

SB161 ~ SB168 Local flap -

SA161 ~ SA165 Free flap -

SC161 ~ SC165 Free flap -

TBSA, total body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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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 diagram about construction of burn-episode dataset. 20t, 명세서내역; 30t, 진

료내역; 40t, 상병내역; RN_KEY, 청구고유번호; RN_INDI, 개인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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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riable of burn-episode dataset in the study

Variable Type of variable Value

Identification key Nominal Episode ID, Person ID

Type of admission hospital Dichotomous Burn center / Non-burn center

Representative diagnostic code

     T2 group Nominal T20 ~ T29

     T3 group Nominal T30 ~ T3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group Ordinal 0-5y / 6-15y / 16-54y / 55-74y / >74y

     Sex Dichotomous Female / Male

     Income group Ordinal 1~10 groups and Medicaid group

     Distance to 

         nearest burn center
Continuous Kilometer

Injury characteristics

     Burn depth Ordinal First / Second /Third degree

     Injured site Nominal
Head-Neck / Trunk / Shoulder-Arm / Wrist-

Hand / Hip -Leg / Ankle-Foot

     Injured TBSA Ordinal ≤ 9% / 10-18% / 19-36% / 37-54% / ≥ 55%

     Inhalation injury Dichotomous Yes / No

     ABSI group Ordinal 2-5 group / 6-9 group / ≥ 10 group

Treatment characteristics

     ICU history Dichotomous Yes / No

     Operation history Dichotomous Yes / No

     Important procedure Dichotomous Yes / No

     Operative procedure Continuous count 

     Dressing procedure Continuous count 

Treatment outcomes

     Mortality Dichotomous Yes / No

     Length of hospitalization Continuous day

     Admission cost Continuous 10,000 won

     Self-rate of admission cost Continuous %

TBSA, total body surface area; ABSI, 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ICU,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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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scoring system24

Variable Patient characteristics Score

Sex Female 1

Male 0

Age in years 0 – 20 1

21 – 40 2

41 – 60 3

61 – 80 4

81 – 100 5

Inhalation injury 1

Full thickness burn 1

TBSA burned (%) 1 - 10 1

11 - 20 2

21 - 30 3

31 - 40 4

41 - 50 5

51 - 60 6

61 - 70 7

71 - 80 8

81 - 90 9

91 - 100 10

Total burn score Threat to life Probability of survival (%)

2 - 3 Very low > 99

4 - 5 Moderate 98

6 -7 Moderately severe 80 - 90

8 - 9 Serious 50 - 70

10 -11 Severe 20 - 40

12 - 13 Maximum < 10

TBSA, total body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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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low diagram of patients includ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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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Burn centers defined in the study. High GH, high general hospital; GH, general 

hospital; H,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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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nnual change in proportion of hospitalized bur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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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urn Center Non-Burn Center

P 
(n = 916) (n = 1774)

Age, year, median ± IQR 34.5 ± 48 47.0 ± 36 < 0.001

Age group, n (%)

   0-5 y 235 (25.7) 245 (13.8) < 0.001

   6-15 y 68 (7.4) 112 (6.3)

   16-54 y 412 (45.0) 819 (46.2)

   55-74 y 155 (16.9) 408 (23.0)

   ≥ 75 y 46 (5.0) 190 (10.7)

Sex, n (%)

   Male 498 (54.4) 894 (50.4) 0.056

Income group, n (%)

   1-3 group, 193 (21.3) 349 (19.9) < 0.001

   4-7 group 365 (40.2) 678 (38.7)

   8-10 group 312 (34.4) 535 (30.5)

   Medicaid 38 (4.2) 191 (10.9)

Distance to nearest Burn Center,

km, median ± IQR
8.5 + 22.7 38.0 + 91.3 < 0.001

Distance to nearest Burn Center

Group, n (%)
< 0.001

   0-29 km 704 (76.9) 806 (45.4)

   30-59 km 92 (10.0) 275 (15.4)

   60-89 km 65 (7.1) 211 (11.9)

   90-119 km 25 (2.7) 118 (6.7)

   ≥ 120 km 30 (3.3) 365 (20.6)

SD, standard deviation; IQR, 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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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roportion of burn center admiss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ome, income group; Distance, Distance to nearest bur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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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roportion of burn center admission according to distance from bur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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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jury characteristics

Injury characteristics
Burn Center Non-Burn Center

P 
(n = 916) (n = 1774)

Burn Depth, n (%)

   First degree 0 (0.0) 30 (2.2) < 0.001

   Secondary degree 575 (84.8) 1226 (89.8)

   Third degree 103 (15.2) 110 (8.1)

Injured Location, n (%)

   Head-Neck 211 (24.6) 293 (17.1) < 0.001

   Trunk 111 (13.0) 269 (15.7)

   Shoulder-Arm 74 (8.6) 146 (8.5)

   Wrist-Hand 157 (18.3) 314 (18.3)

   Buttock-Leg 154 (18.0) 379 (22.1)

   Ankle-Foot 149 (17.4) 311 (18.2)

Injured TBSA, n (%)

   ≤ 9% 696 (76.1) 1446 (82.0) < 0.001

   10-19% 161 (17.6) 267 (15.1) 

   20-39% 34 (3.7) 42 (2.4)

   40-59% 11 (1.2) 4 (0.2)

   ≥ 60% 13 (1.4) 4 (0.2)

Inhalation injury, n (%) 28 (3.1) 10 (0.6) < 0.001

ABSI, n (%) < 0.001

   2-5 group 715 (78.1) 1324 (75.1)

   6-9 group 175 (19.1) 438 (24.6)

   ≥ 10 group 25 (2.7) 5 (0.3)

TBSA, total body surface area; ABSI, 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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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roportion of burn center admission according to injur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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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ogistic regression for hospitalization to burn center

Univariable analysis Multivariable analysis

Crude OR (95% CI) P Adjusted OR (95% CI) P

Age, 10 year 0.85 (0.82-0.88) < 0.001 0.85 (0.82 – 0.88) < 0.001

Sex, male 1.17 (1.00 – 1.38) 0.051 1.01 (0.85 – 1.21) 0.881

Income group

   1-3 group - - - -

   4-7 group 0.97 (0.78 – 1.21) 0.808 0.87 (0.69 – 1.10) 0.254

   8-10 group 1.05 (0.84 – 1.32) 0.643 1.09 (0.85 – 1.40) 0.480

   Medicaid 0.36 (0.24 – 0.53) < 0.001 0.51 (0.34 – 0.78) 0.002

Dist to Burn Center, 

5 km
0.92 (0.91 – 0.93) < 0.001 0.92 (0.90 – 0.93) < 0.001

Injured TBSA

   ≤ 9% - - - -

   10-19% 1.25 (1.01 – 1.55) 0.040 1.25 (0.99 – 1.59) 0.065

   20-39% 1.68 (1.06 – 2.67) 0.027 1.81 (1.09 – 3.01) 0.023

   40-59% 5.71 (1.81 – 18.01) 0.003 15.13 (4.03 – 56.75) < 0.001

   ≥ 60% 6.57 (2.19 – 20.78) < 0.001 8.20 (1.99 – 33.69) 0.004

Inhalation injury 5.56 (2.69 – 11.50) < 0.001 5.75 (2.47 – 13.40) < 0.001

OR, odd ratio; CI, confidential interval; Dist, Distance; TBSA, total burn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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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reatment characteristics

Treatment Characteristics
Burn Center Non-Burn Center

P 
(n = 916) (n = 1774)

ICU history, n (%) 64 (7.0) 48 (2.7) < 0.001

Operation history, n (%) 414 (45.2) 182 (10.3) < 0.001

Escharectomy, n (%) 270 (29.5) 99 (5.6) < 0.001

STSG, n (%) 205 (22.4) 80 (4.5) < 0.001

Cadaver skin graft, n (%) 62 (6.8) 5 (0.3) < 0.001

FTSG, n (%) 2 (0.2) 21 (1.2) 0.008

Local flap, n (%) 11 (1.2) 18 (1.0) 0.695

Operative procedure, mean ± SD 1.04 ± 2.19 0.15 ± 0.53 < 0.001

Dressing procedure, mean ± SD 18.11 ± 14.88 12.10 ± 10.76 < 0.001

ICU, intensive care unit; STSG, split thickness skin graft; FTSG, full thickness skin graft;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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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Operation rate according to subgroups 

Subgroup Burn Center Non-Burn Center P

Age group, n/total (%)

   0-15 y 122/303 (40.3) 22/357 (6.2) < 0.001

   16-74 y 266/567 (46.9) 132/1227 (10.8) < 0.001

   ≥ 75 y 26/46 (56.5) 28/190 (14.7) < 0.001

Injured TBSA, n/total (%)

   ≤ 9% 306/696 (44.0) 135/1446 (9.3) < 0.001

   10~39% 92/195 (47.2) 41/309 (13.3) < 0.001

   ≥ 40% 16/24 (66.7) 4/8 (50.0) 0.432

ABSI, n/total (%)

   2-5 group 271/715 (37.9) 89/1324 (6.7) < 0.001

   6-9 group 126/175 (72.0) 88/434 (20.3) < 0.001

   ≥ 10 group 17/25 (68.0) 3/5 (60.0) 1.000

SD, standard deviation; IQR, 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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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Operation rate according to 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50

 

Figure 10. Annual mortality rate. (a) mild and moderate burn, (b) severe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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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reatment outcomes

Treatment outcomes
Burn Center Non-Burn Center

P
(n = 916) (n = 1774)

Mortality, n (%) 26 (2.8) 73 (4.1) 0.105

Length of hospital, day

    median ± IQR 13 ± 15 11 ± 13 < 0.001

    mean ± SD 18.0 ± 17.9 15.0 ± 14.4 < 0.001

Admission cost, 10,000 won

    median ± IQR 184 ± 226 126 ± 152 < 0.001

    mean ± SD 398 ± 920 192 ± 240 < 0.001

Self-payment, 10,000 won

    median ± IQR 28 ± 35 21 ± 34 < 0.001

    mean ± SD 52 ± 111 34 ± 49 < 0.001

Self-rate of admission cost, %

    median ± IQR 15.2 ± 13.3 21.9 ± 9.3 < 0.001

    mean ± SD 15.5 ± 7.2 18.3 ± 8.1 < 0.001

SD, standard deviation; IQR, 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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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ortality according to subgroups 

Subgroup Burn Center Non-Burn Center P

Age group, n/total (%)

   0-15 y 0/303 (0.0) 1/357 (0.3) 1.000

   16-54 y 8/412 (1.9) 14/819 (1.7) 0.821

   ≥ 55 y 18/201 (9.0) 58/598 (9.7) 0.890

Injured TBSA, n/total (%)

   ≤ 9% 4/696 (0.6) 59/1446 (4.1) < 0.001

   10~39% 9/195 (4.6) 10/309 (3.2) 0.475

   ≥ 40% 13/24 (54.2) 4/8 (50.0) 1.000

ABSI, n/total (%)

   2-5 group 3/715 (0.4) 23/1324 (1.7) 0.012

   6-9 group 8/175 (4.6) 46/434 (10.6) 0.018

   ≥ 10 group 15/25 (60.0) 4/5 (80.0) 0.626

SD, standard deviation; IQR, 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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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ortality rate according to 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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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Logistic regression for hospitalized patient’s mortality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Crude OR (95% CI) P Adjusted OR (95% CI) P

Burn Center Use 0.68 (0.43 – 1.07) 0.098 0.48 (0.26 – 0.90) 0.021

Age

   0-5 y - - - -

   6-15 y 0.00 (0.00 – Inf) 0.980 0.00 (0.00 – Inf) 0.979

   16-54 y 8.72 (1.17 – 64.84) 0.035 4.27 (0.55 – 32.96) 0.163

   55-74 y 28.87 (3.93 – 212.06) < 0.001 22.76 (3.07 – 168.51) 0.002

   ≥ 75 y 109.77 (15.02 – 802.36) < 0.001 99.70 (13.49 – 736.96) < 0.001

Sex, male 1.87 (0.98 - 3.59) 0.57 1.66 (1.04 – 2.65) 0.032

Injured TBSA

   ≤ 9% - - - -

   10-19% 0.87 (0.45 – 1.67) 0.675 0.92 (0.47 – 1.82) 0.817

   20-39% 3.88 (1.79 – 8.42) < 0.001 4.45 (1.87 – 10.62) < 0.001

   40-59% 8.25 (2.27 – 29.96) < 0.001 9.27 (1.90 – 45.18) 0.006

   ≥ 60% 154.00 (43.17 – 549.41) < 0.001 360.58 (77.06 – 1687.18) < 0.001

Inhalation injury 10.28 (4.85 – 21.82) < 0.001 2.80 (0.61 – 12.97) 0.269

OR, odd ratio; CI, confidential interval; TBSA, total body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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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Background

Severe burns are at high risk of mortality due to hypovolemic shock,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and wound sepsis, and require highly intensive care, such as massive fluid 

resuscitation, early wound excision and stepwise surgical procedure for wound closure. Due 

to lack of burn experts and cost-effectiveness, it is difficult for all medical institutions to have 

burn-specific care personnel and facilities, and the role of the burn center in which the burn 

care resources are concentrated is highlighted. However, while the burn center system’s 

purpose to increase the patient's survival and improve the quality of care is recognized, there 

is a lack of clinical evidence for the effectiveness of burn centers. To establish the clinical 

evidence of burn center system, it is necessary that comparison of patient epidemiology and 

clinical outcomes between burn centers and non-burn centers. There is a lack of study on 

comparison between burn centers and others.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rend of 

treatments between burn center hospitalization and non-burn center hospitalization, and to 

ensure that the utilization of burn centers is related to mortality.



60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us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and conducted on burn patients who received hospitalization treatment in the sample cohort 

between January 1, 2007 and December 31, 2014. The burn hospitalization dataset was 

constructed using an operational definition based on ICD-10 codes for burn and burn-dressing

codes. The burn centers were defined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Special Hospital’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Burn center group’ and ‘Non-burn center group’ depending on the admission hospital. Age, 

sex, payer’s status, region group were compared as demographic factor. Burn depth, injured 

location, injured TBSA% (total body surface area), accompanying inhalation injury and 

clinical severity based on Abbreviated Burn Index were compared as injury factor. ICU 

admission history, surgical history, count of surgical procedure and count of dressing 

procedure were compared as treatment factor. Mortality, length of hospital stay, charge of 

hospitalization and self-rate of charge were compared as treatment outcome. Multi-variable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independent factors associated with burn-center admission 

and mortality.

Results

Of 2,690 patients finally included in the study, 916 (34.1%) were admitted to a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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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Patients treated at burn centers were younger than those treated at non-burn center (34.5

years versus 47.0 years; P < 0.001). The closer the burn center was, higher the admission rate 

to the burn center (P < 0.001). Patients with Medicaid had lower rates of burn center admission 

than those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Total body surface area (TBSA) 40-59% burn 

patients were hospitalized 2.8 times more at burn center than non-burn center and burn ≥TBSA 

60% were hospitalized 3.25 times more at burn center. Burn center admitted more patients 

with head-neck burn (24.6% vs 17.1%; P < 0.001), had more patients with third degree burn

(15.2% vs 8.1%; P < 0.001) and inhalation injury (3.1% vs 0.6%; P < 0.001). Patients treated 

at burn center had a higher rate of ICU admission history (7.0% vs 2.7%; P < 0.001) and 

surgical history (45.2% vs 10.3%; P < 0.001). On multi-variable analysis, the older age and 

the longer distance to the burn center, the lower odd ratio about burn center admission.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BSA, the higher odd ratio about burn center admission. Independent 

factors associated with mortality include 55-75year group (OR, 22.76), ≥ 75year group (OR, 

99.70), and higher TBSA group (20-39% OR, 4.45; 40-59% OR 9.27; ≥ 60% OR, 360.58). 

The burn center admission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risk of mortality

(OR 0.48; CI 0.26-0.90; P < 0.021).

Conclusion

A total of 35% patients were treated at burn centers. Major burn-related surgery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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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ly in burn centers. Burn center admission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the decrease 

in the risk of mortalit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patients with severe burn can take optimal 

treatments and increase their survival by hospitalization in the burn center.

Keywords: burn, burn center, burn epidemiology, burn mortality, nationwide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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