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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및 전동 킥보드 손상 유형에 대한 분석:
단일 3차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후향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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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Nonmotorized and Electric Kickboard Injury:
Retrospective Analysis from a Single Tertiary Institution
D u-Han Kim, Ki-Cheor Bae, Beom-Soo Kim, Ji-Hoon Kim, Byung-Chan Choi, Chul-Hyun Cho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eimyung University Dongsan Hospital,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Purpose: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kickboard injuries at our orthopedic clinic and emergency
room. Therefore,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cidence and characteristics of nonmotorized and electric kickboard
injuries with emergency room surveillance.
Methods: Between August 2018 and January 2021,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a tertiary hospital
with nonmotorized and electric kickboard injuries were included. The incidence, severity, and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Results: There were a total of 204 patients who visited our emergency room during the study period. There were
139 nonmotorized kickboard injuries with 115 minor, 11 moderate, and 13 severe injuries. Fifty-six electric kickboard
injuries were 47 minor, one moderate, and eight severe injuries. The incidence of injury depended on-site and was
as follows: face and head (63.7%), upper extremity, lower extremity, abdomen and chest, and spine.
Conclusion: Face and head injuries were the most common injuries in body part, while minor trauma was the most
common diagnosis. With the increasing incidence of kickboard injuries, we should be more mindful that protective
equipment and safety rules may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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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 안에서의 이동 수단
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수동 및 전동 킥보드의 이용 또한 늘어나고
있다. 수동 킥보드는 주로 소아나 청소년에게서 이용 빈도가
높은데, 속도의 제어가 어렵고 핸들을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이상에게 권장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치원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와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동

김두한 외. 전동 및 수동 킥보드 손상의 특성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에는 852건으로

4단계 이상의 심각한 손상은 없었기 때문에 3단계로 구분할 수

가파르게 증가하여,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환자에게 필요했던 치료의 단계는 경한 치료(약물 치료,

1

있다 .

단순 봉합, 부목 고정)와 중한 치료(입원 치료, 수술적 처치)로

전동 킥보드(electric kickboard)를 포함하여 전동 휠(wheel),
세그웨이(segway) 등 한 사람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별하였다. 본 연구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No. 2021-05-077).

전기 에너지로 작동하는 경량화, 소형화된 개인 이동수단을 퍼스

통계적 검증은 IBM SPS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한다. 이 중 레저 활동에

NY, USA)을 이용하였다. 독립 표본 T 검정과 카이 제곱 검정을

국한되어 사용되던 전동 킥보드는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으며, 손상 특징 분석에는 Fisher exact test를, 치료 방법

이용하여 대여하면 되는 공유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그 이용이

분석에는 Pearson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일

급격하게 늘고 있다. 대도시화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차 공간의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전동
킥보드는 차세대 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 증대될 것으로
2,3

결

과

예상된다 .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비해 안전 운행에 관한
법과 제도의 확립 및 개선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고, 최고

2018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8개월간 킥보드 관련 사고로

속도가 체감상 빠르지 않아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또한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은 총 204명이었고, 남자 135명, 여자는

부족하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69명이었다. 이 중에서 수동 킥보드 사고는 139명으로 전체 킥보

System)에 접수된 보고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드 관련 손상의 68.1%의 빈도를 보였고, 전동 킥보드 사고는

모빌리티 관련 사고는 2019년에 비하여 2020년에 135%나 증가하

56명(27.5%), 킥보드 관련 보행자 사고는 9명(4.4%)이었다. 손상

4

였다 .

분류별 구별에서 환자의 평균 나이는 수동 킥보드 손상은 6.8세

여러 국내 실태조사에서 신고된 수동 및 전동 킥보드 관련

(±5.2), 전동 킥보드 손상은 29.2세(±13.3), 킥보드 관련 보행자

손상 빈도를 집계하는데,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손상은 47.9세(±30.5)로 나타났다. 수동 킥보드 손상은 대부분

보고하고 있으나 발생빈도에 따른 손상 유형에 대한 연구는 아직

10세 이하에서 발생하였으며(95.7%), 전동 킥보드 및 보행자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저자들은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손상 역시 20세 이하의 연령에서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1).

자료를 바탕으로 수동 및 전동 킥보드 관련 손상의 특징 및 유형에

외상의 중증도는 AIS 손상 등급에 따라 구별하였을 때, 1단계는

대하여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170명, 2단계는 12명, 3단계는 22명으로 대부분 경증 손상이었다
(Table 1). 손상의 부위는 안면부 및 머리가 63.7% (130명)로
가장 많았으며, 상지, 하지, 복부 및 흉부, 척추 순서로 많았다.

연구방법

그 중 복부 및 흉부 손상에서 수동 킥보드 손상과 전동 킥보드
단일 3차 병원의 응급실에 2018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손상 간에 유의한 차이(2.2% vs. 8.9%, p=0.045)가 있었다. 손상을

18개월간 방문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킥

받은 환자들 중 92.6% (189명)는 보존적 치료, 봉합술 등의 경한

보드 손상의 유형을 집계하였다. 손상의 유형은 수동 킥보드,

치료가 필요하였으며, 입원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던 경우

자동 킥보드, 킥보드 관련 보행자 사고로 구별하였으며, 손상의

는 7.4% (15명)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월별 발생 빈도를 분석

부위는 안면부 및 머리, 상지, 하지, 척추(목 및 허리), 가슴 및

하였을 때, 전체 204명 중 80.9% (165명)가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배로 크게 5가지로 구별하여 집계하였다.

4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였다.

손상의 중증도(severity)는 진단명과 방사선 검사 및 신체 진찰
기록에서 외상의 등급을 분류하였고, 그 기준은 간략화 상해

고

찰

기준(abbreviated injury scale, AIS) 중 상해 정도 6단계를 사용하
5

여 비교하였다 . 1단계는 좌상, 열상, 타박상, 단순 염좌, 2단계는

본 연구는 응급실 방문 환자들을 대상으로 킥보드 관련 손상의

주요 관절의 염좌, 장골의 비전위 골절, 3단계는 전위성 골절,

빈도 및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4단계는 다발성 폐쇄성 골절, 5단계는 다발성 개방성 골절, 6단계

킥보드 사용 관련 손상에 대한 국내, 외의 보고는 매우 드문

는 사망에 이르는 골절로 구별하였다. 내원한 모든 환자에서

상황으로, 본 연구에 의하면 수동 킥보드 손상은 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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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nonmotorized kickboard injuries. (B) Electronic kickboard and pedestrian injuries.
Table 1. Demographic data and the severity of injuries
Characteristic

Nonmotorized
kickboard

Electronic
kickboard

Pedestrians

Total

139
6.8±5.2

56
25.7±13.3

9
47.9±30.5

204
14.6±15.9

95
44

37
19

3
6

135
69

115
11
13
0
0
0

47
1
8
0
0
0

8
0
1
0
0
0

170
12
2
0
0
0

No. of patients
Age (yr)
Sex
Male
Female
Abbreviated injury scale
1
2
3
4
5
6

p-value
(nonmotorized
vs. electronic)
＜0.001*
0.759

0.18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f patients or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손상에 비해 평균 나이가 훨씬 낮았으며(6.8세 vs. 25.7세), 대부분

으며, 17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스케이트

조작 미숙에 의한 넘어짐으로 발생하였다. 손상 부위는 안면부

보드 다음으로 2번째로 높은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및 두부 손상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수상 부위 중 안면부 및 머리

수동 킥보드가 2000년 이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동

부위의 손상 비율이 상당히 높게 확인되었는데, 킥보드로 인한

킥보드 관련 손상은 국내, 외에서 소아‧청소년에게 가장 빈도가

안면부 손상의 역학 조사는 국내에서 Park 등8에 의해 보고되었다.

6

높은 손상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본 연구에서도 10세 이하에

최근 5년간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안면부 손상 원인을 스포츠

서 수동 킥보드의 손상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별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킥보드로 인한 손상(8.3%)은 사이클

학령기 때 미세운동 능력이 완성되는 시기로 기구에 대한 공포가

(53.4%), 야구(15.2%), 축구(10.0%), 달리기(8.3%) 다음으로 5번

7

적고 호기심과 욕구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Nathanson 등 은

째 흔한 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추가 분석에서 킥보드로 인한

미국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스키, 스노우보드, 스케이트보

손상은 5년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손상으로 확인되

드, 롤러스케이트, 수동 킥보드 넘어짐 손상에 대한 역학 조사를

었다. Gaines 등9의 수동 킥보드의 손상 유형의 분석 연구에서도

시행하였다. 해당 원인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수를 분석한

머리 부위가 가장 손상 비율이 높았으며(51.9%), 상지 및 하지

결과, 수동 킥보드는 4번째로 많은 손상이 있어 스키보다도 높았

(40.7%), 복부(7.4%), 흉부(3.7%) 순으로 이번 연구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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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jury and treatment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Injury characteristics
Head and face
Head
Face and teeth
Upper extremity
Shoulder
Elbow
Forearm and hand
Lower extremity
Hip and pelvis
Thigh
Knee and lower leg
Foot and ankle
Vertebral column
Abdomen and chest
Treatment
Minor procedure†
Major procedure‡
Total

Nonmotorized
kickboard

Electronic
kickboard

Pedestrians

Total

94
30
64
32
10
16
6
9
0
1
6
2
3
3

31
7
24
11
5
3
3
8
0
0
6
2
2
5

5
2
3
1
0
1
0
2
1
0
0
1
0
1

130

127
12
139

54
2
56

8
1
9

189
15
204

44

19

5
9

p-value
(nonmotorized
vs. electronic)
0.130
0.164
0.751
0.704
0.767
0.286
0.718
0.095
NA
＞0.999
0.107
0.325
0.626
0.045*
0.21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f patients.
NA: not applicable.
†
Medication, simple dressing, suture; ‡admission treatment, oper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패턴을 보고하였다. 손상의 정도(severity)에 관한 분석에서는,

필요한 중증 손상은 6%였다. 추가적인 안전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수동 킥보드는 발로 추진력을 얻어 이동하기 때문에 저속 주행이

사고 당시 헬멧을 사용하고 있었던 이용자는 2%에 불과했음을

이루어져 경증 손상이 대부분이었으며, 보존적 치료나 부목 고정,

지적하면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법적 규제의 확립이

봉합술 등의 단순 처치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Schalamon

중요함을 강조하였다11. 수동 및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손상 유형

10

12

등 은 킥보드와 유사한 소아‧청소년의 놀이 수단인 스케이트보드

을 비교 분석한 국내 연구는 없었지만, Blomberg 등 은 덴마크의

와 손상 정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도인 코펜하겐에서 발생한 킥보드 관련 손상 468예(수동 킥보

스케이트보드의 경우 tricky maneuver를 시도하는 동안 손상이

드 323예, 전동 킥보드 112예, 킥보드 관련 보행자 사고 33예)를

가장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넘어짐에 의한 손상이 많은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타박상, 염좌, 열상 등의

킥보드에 비해 골절의 비율이 높았으며(43% vs. 31%), 수술이

경증 손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수동 킥보드 48.9%, 전동

필요한 경우도 스케이트보드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6.9%

킥보드 26.8%), 골절의 발생 비율도 약 10% (수동 킥보드 9.6%,

vs. 1.8%).

전동 킥보드 11.6%)로 보고되었다. 두 군 간 손상 유형의 비교에서

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로 스마트폰 애플

열상(19.5% vs. 44.6%)은 전동 킥보드 손상에서, 타박상 및 염좌

리케이션을 이용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최근 주목받으면

(48.9% vs. 26.8%)는 수동 킥보드 손상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서 도시 지역에 공유 전동 킥보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다.

11

이에 대한 사고 역시 급격히 늘고 있다. Kobayashi 등 은 전동

킥보드에서 빈도가 높은 손상의 특징과 경향을 관찰하면 예방

킥보드 사고를 당한 103명을 대상으로 손상 유형을 분석한 연구에

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및 적용이

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수상 부위로 안면부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넘어지면서 안면 및 머리에

머리 부위가 44%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증 손상이 58%,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아에 있어서 헬멧 착용을

중증도의 손상이 3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적극적인 치료가

의무화하고, 차로가 아닌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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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또한 전동 킥보드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면 보호대(face

reported.

shield)가 있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동 킥보드의 사고 위험성은 속도의 지각과도 관계가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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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및 확립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캐나다의 연구에
의하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한 후에 사용자가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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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착용하는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헬멧 착용군에서
두경부 손상 비율이 훨씬 더 낮게(19.3% vs. 42.6%) 보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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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나타나지 않은 경증 손상은 종합병원
보다 전문병원이나 1차 병원에서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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