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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만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환자에게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
시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형태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
며,심사기관과의 마찰과 행정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따
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당정액방식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개
발하여 2005년 7월부터 일부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
다.
한편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한방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
환자들이 양방치료보다 한방치료를 선호함에 따라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
료를 받는 노인환자들이 많아졌다. 이처럼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
는 환자들이 장기요양환자의 특성을 많이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자
들에 대한 분류체계나 자원이용수준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과 인천 지역에 위치한 5개 한방병원에 7

일 이상 입원중인 60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RUG-Ⅲ(Resource
UtilizationGroup-Ⅲ)를 적용하여 분류체계의 유용성과 각 분류별 자원이
용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RUG-Ⅲ를 적용하여 한방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노인환자를 분류

한 결과 재활집중군이 80.2%로 가장 많았으며 복합증후군이 13.5%,진료
집중군이 6.3%의 순이었다. 특수진료군,인지장애군,행동장애군,체력약
화군은 분류되지 않았다.
2.재활집중군을 일상생활능력 점수를 기준으로 재분류한 결과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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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력 점수가 15-18점인 1등급이 40.3%,8-14점인 2등급이 40.3%,4-7
점인 3등급이 19.4%로 분류되었다.
3.재활집중군 중 1등급 환자들의 자원이용시간은 평균 324.0분,2등

급은 316.9분,3등급은 270.1분의 순으로 일상생활능력 점수가 높은 군 즉,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군에서 자원이용시간이 많았다.
4.인력별 급여수준으로 표준화한 자원이용비용과 환자구성지수에서

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환자일수록 자원이용비
용과 환자구성지수가 높았다.
RUG-Ⅲ는 7개의 대분류군이 최종 44개의 세분류군까지 분류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상적 처치의 종류나 제공되는 재활서비
스의 수,우울정도,일상생활능력 점수 등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방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노인 환자들은 대부분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 증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간 물리치료 시간에 의해 우선
적으로 배분되는 RUG-Ⅲ의 분류 기전 상 80.2%의 환자들이 재활집중군
에 분류됨으로써 다른 대분류군이 의미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RUG-Ⅲ를
우리나라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환자의 분류체계로 사용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향후 우리나라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자원의 양

에 근거한 일당정액수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방병
원 환자들에 대한 분류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
원이용량 평가 시 표준화된 자원이용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인력
들의 직종간 평균 임금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RUG-Ⅲ(ResourceUtilizationGroup-Ⅲ),한방병원,자원이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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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35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8.97%를 차지하였다(통계청,2005).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8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3%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며,2027년에
는 21.7%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2004)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90.9%

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들 중 한 가지의 만성질
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17.1%,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73.8%였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 중 최근 3개월간 만성
질환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2.9%였
다. 노인의료비용은 건강보험재정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현숙(1999)은 급성진료기관의 60세 이상 노인환자 구성비가 29.2%였으
며,급성진료기관에 부적절하게 입원하고 있는 비급성질환 노인 입원환자
구성비는 전체 노인 입원환자의 46.8%에 이른다고 하였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에 반하여 가족형태의 변화 및

여성취업의 증가 등으로 노인부양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어 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자원이 부족하며,이러한 변화는 장기요
양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 장기요양보험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에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63.1%가 수발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았으며,
32.3%는 동거가구원으로부터,4.6%는 비동거가구원으로부터 수발을 받고
있었다. 또한 수발을 받고 있는 노인의 39%가 5년 이상 수발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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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노인의 요양욕구 충족을 위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도 요양시설의 확대가 41.8%로 가장 높았
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3).

노인 및 만성질환자들은 특성상 의료서비스의 강도가 높은 급성전문
치료보다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서비스 강도가 낮은 요양서비스를 필
요로 한다. 이러한 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사에 의한 전문
간호와 간호보조인력의 일상활동 보조서비스가 주를 이루며 그 밖에 물리
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등과 같은 보건전문인력들에 의한 재활서비스로 이
루어진다(장현숙 등 1996).장기요양서비스는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이 상
대적으로 낮고 간호,재활,신체수발서비스를 주로 필요로 하며,약간의
의학적 감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현재의
행위별수가체계는 요양병원들로 하여금 장기요양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요
양서비스보다 과도한 처치 및 검사서비스를 유도하게 되고 이로 인한 장
기요양노인의 요양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노인에 대한 적절한 서
비스 및 효율적인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설립된 요양병원의 목적이 퇴색되
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간의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서 1998년부터 RUG(ResourceUtilizationGroup)-Ⅲ를 요
양시설에 대한 지불보상체계로 사용하고 있다. RUG-Ⅲ는 자원이용수준
에 따른 환자군 분류체계로 요양자의 기능상태에 근거하여 요양서비스에
대한 포괄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들이 임상적으로 매우 다른 특
성을 보이지만 같은 RUG인 경우에는 비슷한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김은경 2004). 우리나라에서도 요양병원의 장기요양서비
스가 비용-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양수가체계를 정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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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주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RUG-III
환자분류체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이지전
2000;김은경 2004).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 행위별수가
제를 적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서비스 공급형태 왜곡과 심사기관과의 마
찰,과다한 행정비용 유발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일당정
액방식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개발하여 2005년 7월부터 시범사
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방병원이 노인환자 진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들의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반하여 한방병원
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장기요양환자의 특성을 많
이 가지고 있는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환자의 자원이용에 대한 연구
는 한방치료에 대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
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뿐만 아니라,한방병원의 환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방병원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가 한방병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기
초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정책과 한방병원 경영
개선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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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환자들에 대해서
RUG(ResourceUtilization Group)-Ⅲ의 환자군 분류체계를 적용해보고,
분류에 따른 자원이용수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한방병원에 요양병원
형 건강보험수가와 같은 보상체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RUG-Ⅲ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한방병원 입원환자를 분류한다.
둘째,RUG-Ⅲ 분류에 따른 자원이용시간을 산출한다.
셋째,RUG-Ⅲ 분류군별 자원이용수준의 차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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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RUG-Ⅲ

RUG-Ⅲ는 미국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들을 자원이용량이 유사한 군
으로 분류하는 체계이다. RUG-Ⅲ는 장기요양자 기능상태 평가도구
(ResidentAssessmentInstrument-Minimum DataSet;RAI-MDS)에 따라
요양자를 임상특성에 따라 7개의 대분류군으로 분류한 후,각각의 대분류
군 안에서 일상활동수준(ADL)에 따라 중분류하고,다시 분류군의 특성에
따라 우울 여부 및 재활간호서비스 수를 기준으로 세분류하여 최종 44개
군으로 구성된다(그림 1).
RUG-Ⅲ 분류체계는 다음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대분류는 입소자의

주요 임상적 특성 및 기능상태에 따라 자원이용이 상이한 7개의 군으로
분류된다.즉,재활집중군(rehabilitation),진료집중군(extensiveservices),
특수치료군(special care), 복합증후군(clinically complex), 인지장애군
(impaired cognition), 행동장애군(behavioral problems), 체력약화군
(reducedphysicalfunctions)이다.
중분류는 다시 일상활동수준(ActivitiesofDailyLiving;ADL)점수 합

계에 따라 분류된다. ADL점수는 침상에서의 움직임,이동,화장실 이
용,식사와 관련된 일상활동수준의 점수의 합으로 계산된다. 4점에서 18
점 사이의 점수로 계산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활동수준이 낮고 자원
필요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ADL점수에 따라 재활집중군은 2~3개군,진
료집중군은 3개군,인지장애군과 행동장애군은 각각 2개군,체력약화군은
5개의 군으로 나뉜다. 진료집중군은 ADL7점 이상인 요양자만 해당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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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는 진료집중서비스의 수,우울 여부 및 재활간호서비스의 수에
따라 세분된다. 즉 진료집중군은 진료집중서비스의 수에 따라 3개 군으
로,복합증후군은 우울여부에 따라 2개 군씩으로,인지장애군,행동장애군,
체력약화군은 재활서비스의 수에 따라 각각의 중분류군이 2개 군씩으로
나뉜다.
결과적으로 RUG-Ⅲ 분류체계는 재활집중군 14개군,진료집중군 3개

군,특수치료군 3개군,복합증후군 6개군,인지장애군 4개군,행동장애군 4
개군,체력약화군 10개군으로 총 44개 군으로 구성된다.
RUG 분류과정은 우선적으로 자원이용량이 가장 많은 재활집중군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판단한 후,이에 해당되는 대상들은 재활집중군으로
분류하고,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들은 다음 군인 진료집중군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판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특수진료군,복합
증후군,인지장애군,행동장애군을 분류해 내고,이들 중 어느 군에도 해
당되지 않는 대상자들을 체력약화군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대분류군의
평균 자원이용량은 체력약화군을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
나,세분류군의 수준에서도 그 순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
일 대분류군 내 세분류군 간에는 자원이용량이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알고
리즘을 갖는다. 이러한 알고리즘 때문에 각 분류군의 자원이용량의 평균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각 대분류군 내의 세분류군은 자원
이용량의 내림차순 관계를 가진다. 또한 동일한 RUG 대상들은 비슷한
임상특성을 나타내고 인력자원의 이용량이 유사한 자원이용군으로 구성된
다는 동질성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Fries등,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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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RUG-Ⅲ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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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군 대분류 기준 중분류 기준 세분류 기준

재활집중군

￭최상위군
▪주당 450분 이상 재활 치료
▪3가지 치료 중 2가지 이상
▪한 치료가 주당 5일 이상

14-181)
8-13
4-7

￭상위군 ▪주당 300분 이상 재활 치료
▪한 치료가 주당 5일 이상

15-18
12-14
8-11
4-7

￭중위군 ▪주당 150분 이상 재활 치료
▪한 치료가 주당 5일 이상

16-18
8-15
4-7

￭하위군
▪주당 45분 이상 재활 치료
▪한 치료가 주당 3일 이상
▪2가지 이상의 재활간호서비스

12-16
4-11

진료집중군
￭최소 RUG-Ⅲ 일상생활능력 7점 이상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환자
▪비경구적 영양법 ▪기관절개술
▪흡입배농 ▪인공호흡기

진료집중서비스≥3
진료집중서비스2
진료집중서비스1

특수진료군

￭최소 RUG-Ⅲ 일상생활능력 7점 이상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환자
▪정맥내 투약 ▪다발성 경화증
▪사지마비
▪구토,체중감소,폐렴,또는 탈수를 동반한 발열
▪제3기 또는 제4기 압력궤양
▪패혈증 ▪방사선치료
▪혼수 ▪비강영양법 ▪화상

17-181)

14-16

7-13

복합증후군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환자
▪실어증 ▪흡인
▪뇌성마비 ▪폐렴
▪장내 출혈 ▪투석
▪화학요법 ▪탈수
▪편마비 ▪요로감염증
▪월4회 이상 의사 방문 ▪수혈
▪호흡요법 ▪말기질환
▪압력궤양을 제외한 창상처치
￭진료집중군이나 특수진료군 기준에 부합
되나 RUG-Ⅲ 일상생활능력이 4-6점인 경우

17-181) 우울증
비우울증

11-16 우울증
비우울증

6-10 우울증
비우울증

4-5 우울증
비우울증

표 1.RUG-Ⅲ의 환자군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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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RUG-Ⅲ의 환자군 분류 기준(계속)
대분류군 대분류 기준 중분류 기준 세분류 기준

인지장애군

￭RUG-Ⅲ 일상생활능력 점수가
4-10
￭다음 3가지 인지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환자
▪단기기억
▪소재인식;계절,병실,의료인력,요
양시설,입원사실 등에 대한 인식여
부

6-101) ≥22)
0-1

4-5 ≥2
0-1

행동장애군

￭RUG-Ⅲ 일상생활능력 점수가
4-10
￭다음 일상생활 장애가 있는 환자
▪부적절한 행동,신체적ㆍ언어적
폭력,배회
▪환각

6-101) ≥22)
0-1

4-5 ≥2
0-1

체력약화군
￭위 범주중 해당이 없는 환자
￭인지장애 혹은 행동장애 범주에
속하나 RUG-Ⅲ 일상생활능력 점수
가 11점 이상인 경우

16-181) ≥2
0-1

11-15 ≥2
0-1

9-10 ≥2
0-1

6-8 ≥2
0-1

4-5 ≥2
0-1

1)일상생활능력 점수
2)재활서비스 수
자료 :이지전(1999),pp12-13



- 10 -

2.RUG-III를 적용한 노인환자군 분류와 타당성 검증

우리나라에서는 이지전(1999)과 김은경(2004)이 노인전문요양병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장기요양시설 등에 입원 중인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RUG-III를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지전(1999)의 연구에서는 노인전문요양병원 2개소,노인전문요양시

설 2개소에 입원 중인 60세 이상 298명의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RUG-III를
적용하였다.연구 결과 44개 군 중 35개 군으로 분류되었다.대분류군에
서 복합증후군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집중군(18.8%),체력약화군
(13.1%),재활집중군(12.8%),특수진료군(10.7%),인지장애군(5.4%),행동장
애군(0.3%)의 순으로 분류되었다. RUG-III의 타당성 검정 결과,대분류와
중분류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환자구성지수와 선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
나 대분류간에서 순서에 일관성이 없었다. 또한 중분류 내에서도 선형성
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유를 첫째,우리나
라 노인들이 대분류군 내에서 서로 중첩되게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고 둘
째,재활집중군의 재활서비스 수준과 같은 대분류 기준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제공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으로 들었다.
김은경(2004)은 치매요양병원 2개소,노인전문병원 2개소,노인전문요

양시설 2개소의 53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44개군 중 24개 군으로
분류되었으며 복합증후군이 38.1%로 가장 많았고 체력약화군(34.7%),행
동장애군(15.3%),인지장애군(11.9%)의 순이었다.자원이용량이 많은 상위
3군인 재활집중군,진료집중군,특수치료군은 분류되지 않았다. 도구의
타당도 검정에서는 동일 RUG 내 자원이용량의 동질성,RUG간 자원이용
량의 차이,중증도에 따른 자원이용량의 차이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연구자는 이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RUG-Ⅲ 분류체계를 이용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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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의 RUG별 요양수가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기술
하였다.

3.우리나라 한방병원 입원환자의 특성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2월 1일부터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 시작되었다. 이는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선택권의 확대
와 함께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10년 동안 한의사는 42,554명에서 72,503명으로 70.4%,한의원
은 3,528개소에서 7,243개소로 105.3%,한방병원은 33개소에서 141개소로
327.3%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2002). 2004년 현재 우리나라 한방병원
은 152개소였으며 이 중 30.9%인 47개소가 서울․인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4).
한방병원의 이용에 관한 김승희(2000)의 연구결과 한방병원을 선호하

는 이유로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높다는 점이 78.8%로 가장 많았
다. 특히 뇌혈관질환이나 치매,만성퇴행성질환과 난치성질환의 경우 환
부 또는 병원체를 직접 치료하는 양방치료보다 사전예방과 환자의 체질에
따라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한방치료를 더 선호
하게 되며,체력이 약화된 노인들이 한방치료를 더 선호하게 된다고 하였
다(김용복,2002). 실제로 서미경(1996)의 연구에서 1개 한방병원에 1년간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60대 이상의 환자가 전체의
50.1%를 차지하였으며,김용복(2002)의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
하는 비율이 63.4%였다.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 30대 이하에서는 운동기계 환자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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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40대 이상에서는 심계환자,즉 중풍질환이 많았다. 전체 입원환자
중 졸중풍환자가 42.2%,중풍후유증이 13.4%로 전체 환자의 55.6%가 중풍
환자였다. 진료 내용에서는 총 진료비 중 입원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1%로 가장 많았으며,투약료가 31.6%,처치료가 18.3% 였다.처치료의
경우 급여항목인 침,부황이 76.7%로 한방 입원환자의 경우 검사나 처치
와 같은 진료의 내용 및 진료비의 변이 정도가 큰 항목보다는 입원료와
투약,침,부황이 진료내용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 한편,입원환자
들의 평균 재원기간은 16.7일이었으며,중풍후유증 환자와 졸중풍환자가
각각 16.9일과 16.8일이었다(김용복,2002).
따라서 우리나라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중 장기간의 치료를 필

요로 하는 노인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이들의
특성상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와 같은 일당정액수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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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연구 자료

이 연구는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에 위치한 5개 한방병원에 7일 이상
입원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한방병원
에 조사일 현재 입원 중인 환자는 총 342명이었으며 이 중 이 연구의 대
상에 포함된 환자는 96명(28.1%)이었다.조사 대상 한방병원은 조사 과정
에 의료 인력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됨에 따라 협조가 가능한 범위에
서 선정되었다(표 2).
이 연구를 위한 조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환자의 일

반적 특성과 환자군 분류를 위한 조사이고,다른 하나는 의료 인력의 업
무시간에 대한 조사이다.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구에 참여하는 한
방병원을 방문하여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도구를 배포하
였다. 조사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들에게 이 연구의 취지와 조사 방법에
대해 조사지를 가지고 교육하였으며,조사지침을 만들어 제공하였다. 조
사일은 각 한방병원의 형편을 고려하여 휴일 등을 제외한 평일 중 하루를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환자군 분류를 위한 조사지는 일반적 특성 14

문항,물리치료의 주당 횟수와 건당 치료시간 6문항,재활간호의 종류 및
횟수 9문항,임상적 증상 및 증후와 처치의 종류 31문항,인지 기능 5문
항,우울증 상태 5문항,일상생활능력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환자 특성 조사를 위한 항목들은 장기요양자의 기능상태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도구인 RAI-MDS(ResidentAssessmentInstrument-Minimum Data
Set)가 사용되었다. RAI는 공식적인 국제표준 기능상태 평가도구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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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1999년 '한국 RAI연구회'에서 번역한 후 '국제 RAI연구회'의 공
식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RAI는 이미 도구에 대한 신뢰도,타당도,
유용성 등이 입증되었다(Fries등,1994;Morris등,1997;Bjorkgren등,
1999;Gruber-Baldini등,2000).국내에서는 김은경(2004)이 우리나라 노인
전문병원과 치매요양병원,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530명을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동일 분류내 자원이용량의 동질성과 분류간 자원이용
량의 차이,중증도에 따른 자원이용량의 차이를 잘 반영함으로써 타당성
과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의료인력의 업무시간에 대한 조사는 입원환자에게 업무시간의 대부분

을 사용하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입원실의 간호사,간병
인,병동담당 의사,물리치료사가 포함되었다. 각 한방병원에서 조사일
에 근무한 모든 관련 인력이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업무량 측정은 간호
사,간병인,병동담당 의사의 경우 조사일 당일의 24시간 동안 하였으며,
물리치료사는 조사가 끝난 후 1주 동안 해당 환자들에게 제공한 물리치료
시간을 조사하였다. 조사지에는 업무 내용과 각 업무별 소요 시간,대상
환자의 이름을 자기기입식으로 직접 적도록 하였으며,분 단위로 기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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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한방병원
A B C D E

소재지 인천 인천 인천 경기 서울
병상수 114 50 73 100 186
소유
형태 개인 개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의료법인

주요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표 2.조사대상 한방병원 특성

2.변수 정의 및 측정 방법

가.환자군 분류를 위한 변수

RUG-Ⅲ에서는 환자를 대분류,중분류,세분류의 3단계에서 각각의 기
준에 의해 분류한다.
대분류는 환자의 의학적 특성에 따라 총 7개의 군으로 분류된다. 각

각의 군은 재활집중군(special rehabilitation category), 진료집중군
(extensiveservicecategory),특수진료군(specialcarecategory),복합증후
군(clinicallycomplexcategory),인지장애군(impairedcognitioncategory),
행동장애군(behavior problems category),체력약화군(reduced physical
category)으로 명명하였다(이지전,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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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활서비스
대분류상 재활집중군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의 3가지 재활서

비스에 의해 분류된다.재활서비스의 종류,수,일주일에 몇 번이나 제공
받는지,일주일간 받은 재활서비스의 시간에 의해 최상위군,상위군,중위
군,하위군의 4군으로 중분류된다.

2)재활간호서비스
인지장애군,행동장애군,체력약화군의 세분류 기준으로 사용된다.절

단환자 간호,능동적 관절운동,수동적 관절운동,보조기 착용 및 간호,일
상생활동작 훈련,식사 및 음식 삼키기 훈련,활동 훈련,이동 훈련,배설
훈련과 같은 9가지 재활간호서비스 중 2개 이상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실
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분류된다.

3)의학적 상태 및 의료서비스
진료집중군,특수진료군,복합증후군을 나누는 변수이다.
집약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진료집중군은 비경구적 영양법,

흡입배농,기관절개술,인공호흡기 이용과 같은 서비스의 이용여부에 의해
분류되며 세분류는 이용 서비스의 수에 따라 분류된다.
특수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특수진료군은 화상,혼수,다발성경

화증,편마비,패혈증,구토ㆍ체중감소ㆍ폐렴ㆍ탈수를 동반한 발열,제3기
또는 제4기 압력궤양과 같은 임상적 증상 및 증후와 정맥내 투약,방사선
치료,비강 영양법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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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울상태
복합증후군의 세분류 기준에 사용된다. 고통호소가 잦음,안절부절함

또는 위축,불쾌한 기분으로 수면에서 깨어나거나 하루에 7시간 가량 각
성된 상태를 유지함,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체중 감소와 같은 5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 증상이 있다고 분류한다.

5)일상생활능력
재활집중군과 특수진료군에서는 세분류 기준으로 사용되며,복합증후

군과 인지장애군에서는 중분류 기준으로 사용된다.동작,배변처리,이동,
식사 능력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각각의 영역별 상태는 점수로 환
산되어 합산되며 4점~18점의 분포를 갖는다(표 3).
이 연구에서 RUG-Ⅲ에 의해 대분류한 후,일부 대분류군에 대한 세

분류 과정에서 일상생활능력 점수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능력 점수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개발시 적용한
기준에 따라 3등급하였다.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에서는 질병군 분류
체계(AdjacentDiagnosisRelatedGroup;ADRG)를 근간으로 하여 임상적
특성과 자원소모량이 유사한 ADRG에 동일한 일당 정액값을 부여하는 방
식을 채택하였다. 환자군 분류는 17개의 장기요양질병군을 대분류체계로
생성하고,동일 장기요양형 질병군내에서는 기능상태에 따라 세분류하였
다. 기능상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로 측정하며 1등급(15-18점),2등
급(8-14점),3등급(4-7점)의 3등급으로 분류되었다(보건복지부,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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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능력
변수 세부 내용 점수

동작

▪환자 혼자 혹은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다 1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3점
▪거의 혼자서는 할 수 없다(1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4점
▪움직이려면 두 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5점

배변처리

▪환자 혼자 혹은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다 1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3점
▪거의 혼자서는 할 수 없다(1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4점
▪화장실에 가려면 두 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5점

이동

▪환자 혼자 혹은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다 1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3점
▪거의 혼자서는 할 수 없다(1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4점
▪자리를 이동하려면 두 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5점

식사

▪환자 혼자 혹은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다 1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2점
▪거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비강 영양법이나 비경구적 영양법 포함) 3점

표 3.RUG-Ⅲ 일상생활능력(ActivityofDailyliving)점수 기준

자료 :이지전(1999),pp29

나.자원 할당을 위한 변수

1)활동시간
간호사,간병인,의사,물리치료사의 활동시간을 각각의 환자에게 배

분하였다.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은 환자 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개별활동과 여

러 명의 환자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집단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개별활동
은 해당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며 집단활동은 대상 환자의 수에 따
라 배분되어 각각의 환자에게 귀속된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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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

개별활동

집단활동

A

A B
C D

A A

B

C

D

활동의
종류

활동대상
환자

환자별
활동시간

그림 2.활동시간 배분 과정

2)활동시간의 비용화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간병인과 같은 직종별 임금의 차가 크기

때문에 활동시간의 합만으로 각 환자에게 사용되는 자원을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직종간 임금을 표준화하기 위해 간호사 임금을 1로
하였을 때 각 서비스 제공자의 상대적인 값을 구하였다.

3)환자구성지수
각 의료기관별 자원이용비용의 수준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각 기관

별 자원이용비용의 평균을 개인자원이용비용으로 나누어 환자구성지수
(Case-MixIndex,CMI)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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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석 방법

자료는 부호화하여 입력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SAS9.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그

리고 환자들을 RUG-Ⅲ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각 환자군별 자
원이용은 각 환자에게 배분된 서비스 공급자들의 활동시간의 합과 직종별
상대 임금을 이용하여 기술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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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4).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69.1세(표준편차 ±9.17)였으며,연령구간별로

는 60-69세가 4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70-79세(38.5%)였다. 80세
이상은 거의 없었다.
여자 환자가 66명(68.7%)으로 남자 환자 30명(31.3%)의 약 두 배였다.
거주지는 조사 대상 한방병원의 위치에 영향을 받아 환자의 대부분이

인천지역(58.3%)과 서울지역(23.9%)에 거주하였다.
종교는 무교를 포함한 기타(35.4%),기독교(34.4%),불교(10.4%),가톨

릭(6.3%)의 순이었다.
환자의 대부분(81.3%)이 건강보험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다.
입원 경로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을 경유하여 입원한 경우(57.3%)가 가

정에서 곧바로 입원한 경우(38.5%)보다 많았다.
전체 대상자의 78.1%가 뇌졸중을 주진단명으로 가지고 있었으며,뇌

졸중 종류에서는 뇌경색이 45.8%,뇌출혈이 32.3%였다. 뇌졸중에 포함되
지 않은 대상자들 중에서도 주진단명이 좌측마비 또는 우측마비로서 뇌졸
중으로 인한 마비로 추정되는 환자들이 있었다. 기타 진단명으로는 대퇴
골절,허리통증,급성심근경색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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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빈도(%)

연령

60-69세 43(44.8%)
70-79세 37(38.5%)
80-89세 10(10.4%)
90세 이상 1( 1.0%)
불명 5( 5.2%)

성 남자 30(31.3%)
여자 66(68.7%)

거주지

인천ㆍ부천 56(58.3%)
경기 6( 6.3%)
서울 23(23.9%)
기타 9( 9.4%)
불명 2( 2.1%)

종교

가톨릭 6( 6.3%)
기독교 33(34.4%)
불교 10(10.4%)
기타(무교 포함) 34(35.4%)
불명 13(13.5%)

보험 유형
건강보험 78(81.3%)
의료급여 1종 7( 7.3%)
의료급여 2종 1( 1.0%)
불명 10(10.4%)

입원 경로
병원 경유 55(57.3%)
가정에서 37(38.5%)
불명 4( 4.2%)

주진단명
뇌경색 44(45.8%)
뇌출혈 31(32.3%)
기타 21(21.8%)
계 96(100.00%)

표 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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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UG-Ⅲ 변수의 분포

RUG-Ⅲ에서 환자군 분류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5).
일상생활능력 점수의 분포에서는 한 사람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

(12-15점)가 45.8%로 가장 많았다.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좋은 환자(4-7점)가 20.8%,두 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16이상)가
17.7%의 순이었다.
재활간호서비스 이용 수준은 주당 1가지 이상의 재활간호서비스를 받

는 환자가 57.3%였다. 이 중 주당 3가지 이상의 재활간호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16.3%였으며,주당 1-2가지의 재활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들
이 40.6%였다.
한방병원의 특성상 재활치료 중 언어치료를 시행하는 곳은 한 개의

의료기관 밖에 없었으며 대부분이 물리치료 중심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었다.환자의 87.5%가 주당 45분 이상의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우울증 여부를 보여주는 5가지 증상 중 3가지 이상을 나타내는 환자

는 한 명이 있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환자가 82.3%로 가장 많았으며
1개의 증상을 가진 환자는 13.5%,2개의 증상을 가진 환자는 3.1%였다.
진료집중도를 나타내는 비경구적 영양법,흡입배농,기관절개술,인공

호흡기 치료에서는 단 하나의 집중치료도 받지 않는 환자가 86.5%였고 1
가지 이상의 집중치료를 받는 환자가 14.5%였다.
화상,혼수,다발성경화증,뇌성마비,패혈증,구토ㆍ체중감소ㆍ폐렴ㆍ

탈수를 동반한 발열,제3기 또는 제4기 압력궤양,정맥내 투약,방사선치
료,비강영양법과 같은 특수진료 서비스 중 1개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
는 환자는 19.8%였다.
진료집중서비스와 특수진료서비스를 받는 환자가 적은 것은 유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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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의 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가 적은 한방병원의 특성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한편 모든 환자가 복합증후를 나타내는 변수인 실어증,흡인,뇌성마

비,투약,항암약물치료,탈수,편마비,내출혈,수혈,폐렴,말기질환,요로
감염증,호흡요법,압력궤양을 제외한 창상치료 중 1개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환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인지장애를 보여주는 의사결정,단기기억,소재인식에 대해서는 3개

이상의 증상을 보인 환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많은 환자들이 인지장애가
없었다. 인지장애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재인식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부적절한 행동,폭력,언어폭력,배회,환상과 같은 행동장애 변수에

대해서도 행동장애군으로 분류되기 위한 2개 이상의 증상을 나타내는 환
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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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빈도(%)

일상생활능력점수

4-7 20(20.8%)
8-11 13(13.5%)
12-15 44(45.8%)
16이상 17(17.7%)
불명 2( 2.1%)

재활간호
(실시횟수/주)

0 41(42.7%)
1-2 39(40.6%)
3이상 16(16.7%)

물리치료
(분/주)

0-44 12(12.5%)
45-149 24(25.0%)
150-229 40(41.7%)
300-450 20(20.8%)

우울증 증상
(증상수)

0-2 95(99.0%)
3이상 1( 1.0%)

진료집중변수
(해당서비스 수)

0 83(86.5%)
1 5( 5.2%)
2 3( 3.1%)
3이상 5( 5.2%)

특수진료변수
(해당서비스 수)

0 77(80.2%)
1이상 19(19.8%)

복합증후변수
(해당서비스 수)

0 0( 0.0%)
1이상 96(100.0%)

인지장애변수
(해당서비스 수)

0-2 96(100.0%)
3 0( 0.0%)

행동장애변수
(해당서비스 수)

0-1 96(100.0%)
2이상 0( 0.0%)
계 96(100.0%)

표 5.RUG-Ⅲ 변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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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UG-Ⅲ 분류체계에 따른 대상자 분포

RUG-Ⅲ를 이용하여 환자를 분류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환자의 80.2%가 재활집중군으로 분류되었으며,진료집중군이

6.39%,복합증후군이 13.5%였다.
재활집중군 내에서 물리치료 시간에 따라 중분류한 결과 주당 물리치

료 시간이 150분 이상 300분 미만인 중위군이 43.8%로 가장 많았다. 주
당 물리치료 시간이 45분 이상 150분 미만인 하위군은 19.8%,주당 물리
치료 시간이 300분 이상 450분 미만인 상위군이 16.6%의 순이었다.
진료집중군에서는 3가지 이상의 집중치료를 받는 환자가 1.0%,2가지

의 집중치료를 받는 환자가 2.19%,1개의 집중치료를 받는 환자가 3.2%였
다.
복합증후군에서는 일상생활능력 점수가 11-16점인 환자가 4.2%,6-10

점인 환자가 2.1%,4-5점인 환자가 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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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빈도(%)
재활집중군1) 최상위군 -

상위군 16(16.6%)
중위군 52(43.8%)
하위군 19(19.8%)
소계 77(80.2%)

진료집중군2) 1군 1( 1.0%)
2군 2( 2.1%)
3군 3( 3.2%)
소계 6( 6.3%)

복합증후군3) 1군 -
2군 4( 4.2%)
3군 2( 2.1%)
4군 7( 7.2%)
소계 13(13.5%)

계 96(100.0%)

표 6.RUG-Ⅲ 대분류,중분류에 따른 대상자 분포

1)재활집중군의 중분류는 주당 재활치료 시간으로 나누어짐.최상위군은 주당 450분 이
상,상위군은 주당 300분 이상,중위군은 주당 150분 이상,하위군은 주당 45분 이상의
재활치료를 의미함

2)진료집중군의 중분류는 진료집중서비스의 수로 나누어짐.1군은 3개 이상의 진료집중서
비스,2군은 2개의 진료집중서비스,3군은 1개의 진료집중서비스를 의미함

3)복합증후군의 중분류는 일상생활능력점수 수준으로 나누어짐.1군은 17-18점,2군은
11-16점,3군은 6-10점,4군은 4-5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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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상생활능력점수를 이용한 재활집중군의 재분류

위의 결과(표 6)에서 RUG-Ⅲ를 이용하여 환자를 분류한 결과 재활집
중군 이외에 다른 대분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의 수가 적어 각 대분류군
을 중분류와 세분류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환자군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재활집중군을 대상으로 일상생활능력 점수를 이용하여
재분류를 시행하였다(표 7).
일상생활능력 점수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에

서 사용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보건복지부,2002).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2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15-18점),한 사람 정도의 도움이 필
요한 2등급(8-14점),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거나 약
간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4-7점)으로 구분하였다.

분류 빈도(%)

재활집중군 1등급(15-18) 31(40.3%)

2등급(8-14) 31(40.3%)

3등급(4-7) 15(19.4%)

계 77(100.0%)

표 7.일상생활능력점수를 이용한 재활집중군의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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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환자군별 자원이용 수준

가.기관별 의료인력별 자원이용량 표준화

한방병원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시간은 평균 228.4분
(표준편차 ±37.0)이었다. 간호사로부터 제공된 시간이 평균 37.7분(표준편
차 ±28.9),간병인 144.1분(표준편차 ±87.0),의사 12.3분(표준편차 ±17.6),
물리치료사 34.3분(표준편차 ±14.7)이었다(표 8).
자원이용량을 산출할 때 단순한 서비스 제공시간의 개념만을 사용하

는 것은 의료인력 직종간의 임금 수준이 다르므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각 의료인력 직종간의 시간 사용량을 간호사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표
준화하여 자원이용비용을 구하였다. 간호사의 임금을 1.0으로 했을 때,
의사의 임금 수준이 1.29로 약간 높았다. 물리치료사는 0.93,간병인은
0.44였다.

의료인력 자원이용시간
(분)

자원이용비용
(분*표준화된 급여)

급여
표준화 기준

간호사 37.7±28.9 37.7±28.9 1.00
간병인 144.1±87.0 63.4±38.3 0.44
의사 12.3±17.6 15.9±22.7 1.29
물리치료사 34.3±14.7 31.9±13.7 0.93
계 228.4±37.0 148.9±25.9

표 8.의료인력 직종별 자원이용량 표준화

임금 수준에 따라 표준화하였을 때,환자 한 사람이 간병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는 시간은 63.4분(표준편차 ±87.0)으로 감소하였으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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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15.9분(표준편차 ±22.7)으로 증가하였다.

나.환자분류군별 자원이용수준

재활집중군을 중심으로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점수에 따라 분류한 각
군의 자원이용수준은 다음과 같다(표 9).
일상생활능력 점수가 15-18점인 1등급 환자들의 평균 자원이용시간은

324.0분(표준편차 ±72.8)이었으며,2등급(8-14점)환자들은 평균 316.9분(표
준편차 ±70.7),3등급(4-7점)환자들은 평균 270.1분(표준편차 ±98.7)으로
일상생활능력 점수가 높을수록,즉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이 많이 필요한 환자일수록 자원이용시간이 많았다.

분류 빈도 자원이용
시간

자원이용
비용

환자
구성지수

재활집중군 1등급 31 324.0±72.8 218.4±36.3 1.22±0.1

2등급 31 316.9±70.7 207.9±43.5 1.16±0.7

3등급 14 270.1±98.7 185.2±83.7 1.06±0.4

계 77 303.6±80.7 203.8±54.5 1.14±0.4

표 9.환자 분류군별 자원이용시간,자원이용비용,환자구성지수

일상생활능력 점수 수준으로 재분류한 군별 자원이용비용과 환자구성
지수 또한 자원이용시간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즉,일상생활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이용비용 및 환자구성지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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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1.연구대상 및 연구자료에 대한 고찰

이 연구에서 사용한 RUG-Ⅲ는 환자분류를 위한 조사지와 각 의료인
력의 시간사용을 기록하는 조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에 참여
하는 의료인력이 자신의 업무시간을 분단위로 기록해야 한다. 일상적인
병원의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24시간 동안 업무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없이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연구대상 한방병원의
확보가 매우 어려워 대표성 있는 한방병원의 선정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이 연구의 우선적인 제한점이다. 또한 우리나라 한방병원들의 대부분이
100병상 이내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 연구에 참여한 한방병원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들이 많지 않아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
다.
조사자간 응답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조사에 참여하는 인력들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업무시간 기록의 상세함에서 의료기관 및 조사
자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개 한방병원에서 의사의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자원사용량 조사가 누락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RUG-Ⅲ가 미국의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노인환자를 분

류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므로,이 연구에서는 도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7일 이상 입원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
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노인전문병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의 대표성에 문제가 적었던 것에 비해,이 연구의 대상인 한방병원의 경
우 60세 미만의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환자만
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연령에 의한 환자 특성의 변이를 줄일 수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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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가지는 반면,한방병원의 장기 입원환자 전체에 대한 대표성에 제
한을 가진다.

2.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RUG-Ⅲ는 그동안 수행된 많은 연구와 적용을 통해 많은 장점이 검증
되었다.유사한 자원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대분류군은 자원 이용에
서는 동질성을 가지지만 중분류,세분류군 간에는 자원이용에 유의한 차
이가 있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상적
타당성이 있으며 환자의 욕구에 근거하고 있고 분류에 필요한 자료가 최
소한이라는 점도 들 수 있다.
Carpenter등(1997)은 영국의 재활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RUG-Ⅲ가 임상적 특성과 재활서비스,자원 사용량,재원기간
등의 복합적인 기준을 활용한 환자군 분류보다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면
서 유용한 환자군 분류체계가 된다고 하였다. RUG-Ⅲ를 이용하여 환자
를 분류하는데 4-1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특히 재원 중과 퇴원시 분류
의 일치성이 유의하게 높아 안정적인 환자군 분류체계로서 유용하다고 주
장하였다.김은경(2004)등도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적용한
RUG-Ⅲ 분류체계가 동일 RUG내 자원이용량의 동질성과 RUG간 자원이
용량의 차이,중증도에 따른 자원이용량의 차이를 잘 반영하는 등 분류체
계로서의 타당성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RUG-Ⅲ가 장기요양 환자들의 분류 체계로서 많은 장점을 가

지고 있으나,RUG-Ⅲ에서 제시하는 44개 세분류군으로 환자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특성이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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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zioli등(2002)이 이탈리아의 11개 중장기 요양기관에 입소하고 있는
1,0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RUG-Ⅲ의 44개 세분류군 모
두에 대상자들이 분류되었으며,급여수준을 고려한 재활서비스 시간과 간
호시간사용량의 44-61%를 설명함으로써 도구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이지전(1999)의 연구에서는 35개 세분류군으로,
김은경 등(2004)의 연구에서는 14개의 세분류군으로 분류되었다.이는 분
류의 다양성이 입소자들의 특성에 의한 영향과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의
료 및 재활서비스의 종류와 강도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대상에 포함된 한방 병원들은 100병상 내
외의 규모에,개인 또는 의료법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설치되어 있는 진
료과목도 거의 동일하여 입원 중인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과 제공되는 서
비스의 종류가 유사함에 따라 RUG-Ⅲ가 내포하고 있는 세분류군 모두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RUG-Ⅲ의 안정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시설 및 인력,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각 한방병원의 규모,인력수준,급여,서비스의 질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
하지 못하였다. 환자구성지수 등을 사용하여 기관간 차이를 보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제한점을 가진다.

3.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RUG-Ⅲ의 대분류군에 따른 분류에서
재활집중군(80.2%)으로 분류되었다. 단지 19.8%만이 진료집중군(6.3%)과
복합증후군(13.5%)로 분류되었다. 이지전(1999)의 연구에서 복합증후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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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진료집중군이 18.8%,체력약화군이 13.1%,재활집중군이 12.8% 둥
으로 분류된 것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또한 김은경(2004)의 연구결과
에서 나타난 복합증후군 38.1%,체력약화군 34.7%,행동장애군 15.3%,인
지장애군 11.9%의 결과와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수행되었던
두 연구 결과에서는 모두 복합증후군이 가장 많았으며 재활집중군의 비중
은 매우 낮았다. 이는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질병 특성이 반영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뇌경색 또는 뇌출혈로 인한
마비 증상을 동반하고 있어 매일 규칙적으로 침치료와 함께 20-30분의 물
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RUG-Ⅲ의 특성상 물리치료 시간의 양에 의해 재
활집중군이 우선적으로 분류된 후 배타적으로 다른 군을 분류해 나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활집중군에 대부분의 환자가 분류된 것이다. 따라서 외
국의 많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과 우리나라의 노인전문병원 및 장기
요양병원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다고 하나 RUG-Ⅲ를 우리나라의 한
방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대분류 단계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후 RUG-Ⅲ

의 중분류와 세분류 기준에 따른 분류를 중단하고 일상생활능력 점수 수
준에 따라 3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대부분의 환자들의 진단명이 동일하
고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정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양
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일상생활능력 점수이기 때문이다.
Fries(1985)등의 연구에서도 재원기간,진단명,처치 등이 장기요양환자의
자원사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자원이용량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력들의 시간 사용이었으며,이는 환
자들의 일상생활능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
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에서는 17개의 장기요양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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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대분류체계로 생성하고,동일 장기요양형 질병군내에서는 기능상태
에 따라 세분류하였다. 기능상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으로 측정하
며 1등급(15-18점),2등급(8-14점),3등급(4-7점)의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세분류 체계인 일상생활능력 점수에 따른 3등
급 분류를 적용하였는데 1등급,2등급,3등급의 순으로 자원이용시간이 많
았다.
한편,한방병원 인력들의 시간사용 내용을 살펴볼 때 간호사들의 활

동은 전체 환자들에 대한 인계,환자상태 파악을 위한 순회,투약 및 관리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간호사가 개인 환자들에게 제공한 서비스
는 통증완화를 위한 투약,검사,환자 교육 등으로 시간 사용량의 비중이
낮았다. 의사들의 경우에는 침치료 등 직접적인 치료서비스를 환자 개개
인에게 제공한 시간과 환자 의무기록 정리,환자상태 파악 등 전체 환자
를 대상으로 사용한 시간들이 많았다. 개인 환자들에게 침치료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한 경우 입원 중인 모든 환자들에게 고르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환자 특성에 따른 인력의 시간 사용은 간호사,의사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간병인의 시간사용에서 일상생활능력 점수가 높은
군에서 보다 많은 식사보조,운동보조,배변보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었
으며,물리치료사의 경우 일상생활능력 점수가 높은 군에게 보다 많은 시
간의 물리치료가 제공되었다.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의료인력의 시간사
용을 표준화한 자원이용량의 경우 직종간 임금의 차이에 의해 결과에 영
향을 받는다. Fries등(1994)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활보조인력이 0.50,물리치료사가 1.25의 수준이었으며,김은경 등(2004)
의 연구에서는 생활보조인력이 0.31,물리치료사는 0.94수준이었다.이지
전(1999)의 연구에서는 간병인이 0.58,물리치료사가 0.79,의사가 4.76이었
던 반면,이 연구에서는 간병인 0.44,물리치료사 0.93,의사가 1.29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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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노인요양병
원에 비해 의사들의 시간사용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자원
이용량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실을 담당하는 의
사들이 모두 수련의로서 다른 의사들에 비해 임금이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방병원 의사들의 실제 임금 수준이 적용된다면 자원이용량이 많
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 결과,RUG-Ⅲ나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장기요양형 건강보험수
가’의 환자분류 기준이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의 분류체계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게 사용되는 자원의 양에 근거한 일당정액수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한방병원 환자들에 대한 분류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노인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병원과 비교했을 때,한방치료
의 특성상 의사 인력의 직접적인 치료서비스 시간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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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방병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2005년 7월 이
후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
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장기요양환자에게 적용 가능
한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과 인천 지역에 위치한 5개 한방병원에 7

일 이상 입원중인 60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RUG-Ⅲ(Resource
UtilizationGroup-Ⅲ)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분류체계의 유용성과 분류군
별 자원이용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RUG-Ⅲ를 적용하여 한방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노인환자를 분류

한 결과 재활집중군이 80.2%로 가장 많았으며 복합증후군이 13.5%,진료
집중군이 6.3%의 순이었다. 특수진료군,인지장애군,행동장애군,체력약
화군은 분류되지 않았다.
2.재활집중군을 일상생활능력 점수를 기준으로 재분류한 결과 일상

생활능력 점수가 15-18점인 1등급이 40.3%,8-14점인 2등급이 40.3%,4-7
점인 3등급이 19.4%로 분류되었다.
3.재활집중군 중 1등급 환자들의 자원이용시간은 평균 324.0분,2등

급은 316.9분,3등급은 270.1분의 순으로 일상생활능력 점수가 높은 군,즉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군에서 자원이용시간이 많았
다.
4.인력별 급여수준으로 표준화한 자원이용비용과 환자구성지수에서

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환자일수록 자원이용비
용과 환자구성지수가 높았다.



- 38 -

이 연구결과 대상자들이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대부분
재활집중군에 분류됨에 따라 RUG-Ⅲ의 분류체계가 우리나라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환자의 분류체계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자원이용량에서 의사들의 시간사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
에 의한 영향으로 기존의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한방
병원의 의사 임금수준을 고려한 자원이용량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자

원의 양에 근거한 일당정액수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방병원 환자들에 대한 분류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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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의료료료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능능능력력력 측측측정정정지지지

♤ 병 원 명 : ♤ 병 동 :

♤ 기록일시 : ♤ 기록자명 :

I.다음은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환자명 :________________ 2.주소지 :_________시,도 _________군

3.성별 :남 ☐   여 ☐               4.출생년도 :_________년

5.종교 :가톨릭 ☐    기독교 ☐   불교 ☐   기타 ( )

6.보험형태 :의료보험 ☐    의료보호 1종 ☐    의료보호 2종 ☐

7.입원일자 :_________년 _________월 _________일

8.입원경로 :병원에서 후송 ☐    가정에서 ☐     기타 ( )

9.주상병명 :____________

10.부상병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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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다음은 환자들의 의료이용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어보시고 정확히 대답하여 주십시오

1.위의 환자가 다음의 각 재활치료를 받는 횟수 및 시간을 기록하여 주
십시오

-물리치료 :_______________일/주 ____________분/회

-작업치료 :_______________일/주 ____________분/회

-언어치료 :_______________일/주 ____________분/회

2.다음은 nursingrehabilitation의 항목입니다.위의 환자에게 실시하는
항목을 표시하여 주시고,1주에 몇 회 실시하는지를 기록하여 주십시
오

-amputationcare_____회/주
-activerangeofmotion_____회/주
-passiverangeofmotion_____회/주
-splint/braceassistance_____회/주
-dressing/groomingtraining_____회/주
-eating/swallowingtraining_____회/주
-locomotion/mobilitytraining_____회/주
-transfertraining_____회/주
-anytoiletingprogram _____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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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음 중 위의 환자에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suctioning☐ 2.oxygentherapy☐
3.ventilator/respirator☐ 4.coma☐
5.parenteralfeeding☐ 6.quadripoegia☐
7.tracheostomy☐ 8.fever(withvomiting,weightloss,

pneumonia,ordehydration)☐
9.burns☐  10.multiplesclerosis☐  
11.IVmedications☐ 12.septicemia☐  
13.tubefeeding☐ 14.pressureulcers(stage3or4)☐
15.aspiration☐ 16.radiationtreatment☐
17.chemotherapy☐ 18.aphasia☐ 
19.hemiplegia☐ 20.cerebralpalsy☐ 
21.transfusion☐ 22.dehydration☐  
23.stasisulcer☐ 24.internalbleeding☐
25.dialysis☐ 26.pneumonia☐ 
27.4+physicianvisitspermonth☐ 28.terminalillness☐ 
29.short-term memory장애 ☐ 30.urinarytractinfection☐ 
31.orientation(현재의 계절,자신의
방위치,스태프의 이름이나 얼굴,
자신이 요양병원에 있다는 사실)
장애 ☐

32.respiratoryoroxygentherapy☐

33.woundcareotherthanpressure
ulcercare(includingfootcare
dressing)☐

34.hallucinations있음 ☐

35.decision-making(notindependent)
장애 ☐

36.inappropriatebehavior,physical
abuse,verbalabuse,wandering
있음 ☐

4.다음은 환자에게 depressedmood의 증상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
입니다.해당 항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고통호소가 잦음 (expressionsofdistress)☐
-불쾌한기분으로수면에서깨어나거나하루에7시간가량각성된상태를유지함 ☐
-안절부절함 (agitation)또는 위축 (withdraw)☐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
-체중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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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다음은 환자들의 일상생활능력(Activity Daily Living)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입니다.모두 4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해당하
는 곳이 표시하여 주십시오.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능능능력력력변변변수수수 세세세부부부사사사항항항

111...동동동작작작 (((mmmooobbbiiillliiitttyyy)))
:의자에서 일어서기

---환자 혼자 혹은 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다 ☐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
-거의 혼자서는 할 수 없다(1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움직이려면 2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

222...화화화장장장실실실출출출입입입 (((tttoooiiillleeetttiiinnnggg)))
:화장실 오고가기,
뒷처리,옷올리기 등

-환자 혼자 혹은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다 ☐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
-거의 혼자서는 할 수 없다(1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화장실에 가려면 2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

333...이이이동동동 (((tttrrraaannnsssfffeeerrriiinnnggg)))
:침상까지 가고,오기

-환자 혼자 혹은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다 ☐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
-거의 혼자서는 할 수 없다(1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리를 이동하려면 2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

444...식식식사사사 (((eeeaaatttiiinnnggg)))

-환자 혼자 혹은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다 ☐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
-거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tubefeeding이나 parenteralfeeding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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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The purpose ofthis study is to classify elderly inpatients in
orientalmedicinehospitalsinKoreausingRUG-Ⅲ andtomeasurethe
levelofresourcesused.RUG-Ⅲ wasdevelopedinUnited Statesfor
MedicareandMedicaidreimbursementsystem usedforskillednursing
facilities.
OrientalmedicinehospitalsarerapidlyincreasinginKoreaanda

lot of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or
cerebrovasculardiseasepreferorientalmedicinetowesternmedicine.In
spiteofthesetrend,therewerefew studiesaboutthecharacteristicsof
thesepatientsandtheirresourceuse.
Theresultswereasfollows:
1.Asformajorcategory ofRUG-Ⅲ,the specialrehabilitation

group wasmostfrequent(80.2%).Theclinicalcomplexand ext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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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groupwere13.5% and6.3% respectively.
2. The special rehabilitation group was reclassified into 3

sub-groupsaccordingtotheirADL(ActivityDailyLiving)level. The
highADLgroup(ADL15-18)was40.3% ofthespecialrehabilitation
groupandused324.0minutesofstaffs'timeonaverage.Themiddle
ADL (ADL 8-14)and low ADL (ADL 4-7)group were40.3% and
19.4%,andused316.9minutesand270.1minutesrespectively.
3.Thestandardizedlevelofresourceusewasalsohighinpatients

whoneededmoreassistance.
Thecerebrovascularhemorrhageand cerebralinfarction,themain

cause of admission for elderly patients to the orientalmedicine
hospital,usually accompany the paralysis oflimbs.So,80.2% of
patientswereclassifiedintothespecialrehabilitationcategory,forthey
routinelyneededrehabilitationtherapysuchasphysicaltherapy.
These findings suggestthatthe application ofRUG-Ⅲ is not

feasibletotheelderlypatientsin orientalmedicinehospital.Further
study is needed to develop appropriate classification method for
elderlypatientsadmittedtotheorientalmedicinehospital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RUG-Ⅲ(ResourceUtilization Group-Ⅲ),orientalmedicine

hospital,resourc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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