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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응급의료센터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환자 중 48시간 이내에 응급의료센터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예방 가능한 사유를 분석하여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 사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일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002년 3월, 6월, 9월, 12월 기간에 응급의

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하 다가 48시간 이내에 재방문한 환자 168

명을 환자군으로 선정하고 같은 기간 내에 응급의료센터에서 퇴원 후 재

방문하지 않은 대조군 136명을 표본추출하여 환자군과 대조군의 특성비

교를 하기 위해 t-test, χ
2
-test를 실시하 으며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환자군의 1차 내원시 주요 증세로는 복통이 16.6%로 가장 많았고 질환

군 분포에서는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15.5%, 단일 질환으로는 

급성위장염 환자가 가장 많이 내원하 다. 내원경로에 있어서 대조군이 처

음 응급의료센터 내원시 타 병원을 경유하여 소견서를 첨부하고 내원한 비

율이 81.4%로 환자군의 66.6%에 비해 높았으며 1차 내원시 제공된 검사ㆍ

처치 서비스에 있어 대조군이 일반검사와 특수검사를 받고 퇴원한 경우에 

반해 환자군은 주로 일반검사만을 받고 퇴원하 으며 퇴원형태에 있어서는 

환자군의 경우 자의퇴원이 13.1%로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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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센터를 재방문하게된 사유를 예방 가능성에 따라 예방 가능한 

재방문과 불가피한 재방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예방 가능했던 재방

문은 30.4%이었으며 불가피한 재방문이 66.1%이었다. 응급의료센터 재방

문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응급의료센터에서 퇴원 후 향방이 집으로 

퇴원한 환자가 병동으로 입원한 환자에 비해 재방문할 확률이 27.6배 높았

으며, 응급의료센터에서 체류시간이 짧을수록 재방문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정상퇴원에 비해 자의퇴원 환자일수록 재방문할 가능성이 5.9배 

높았으며 퇴원시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사람에 비해 관찰요함으로 퇴원

한 사람이 재방문할 가능성이 8.7배 높았다. 재방문 동기를 재방문 위험요

인에 따라 분류한 결과, 질환관련 요인으로 재방문을 하게된 경우는 69.1%

이었으며, 환자관련 요인 13.6%, 의사관련 요인 8.6%, 의료체계관련 요인으

로 재방문이 이루어진 경우는 8.6%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응급의료센터 퇴원시 환자상태나 퇴원방향, 퇴원

형태 등이 재방문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감안할 때 응급의료센터에

서 환자에 대한 적절한 퇴원관리로 예방 가능한 재방문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기관이 일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는 것에 

자료를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었으나 환자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1차 

방문시 이루어진 응급의료의 내용과 환자의 특성을 심층분석하고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재방문 방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 / 재방문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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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의 응급환자를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진

단, 치료하여 사망률을 줄이고 심각한 후유증을 예방하여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응급의료센터에는 중증의 응급환

자뿐 아니라, 일시적인 신체의 기능장애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응급치료만으로 치료가 종료되어 귀가하는 환자들도 내원한다.

   이와 같이 많은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상당수의 경증 환자들이 치료받기 

원하여 내원하고 있으나 적절하고 신속하게 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도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센터의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성과와 더불어 응급의료센터에서의 치료만으로 귀가하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 치료의 제공 여부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현대사회는 도시화ㆍ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산업재해 환자, 각종 약물중독 환자 및 급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이종길, 1993), 이와 함께 만성퇴행성 질환의 경우도 뇌졸중을 포함

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질환 등에 대한 응급의료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6).

   그러나 이런 국민적 수요에 비해 응급의료를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의 응급상황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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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

(Fint, 1985).

   Robert 등(1990)은 응급의료센터에서 현재 눈앞의 현실로 부딪치는 것

들, 예를 들면 환자들의 난동이나 폭력 행사, 당직의사의 성실성 및 의무

감, 응급의료센터 진료수가 등에 관한 연구 및 해결책이 선행되어야만 응

급의료센터의 전체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 다. 

또한 요즘과 같이 의료분쟁이 심화되어 가는 환경에서는 응급의료센터의 

질적 관리는 응급의료센터 경 의 필수 요소라고 보고하 다.

   이에 응급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의 분

석과 적정성평가 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환자 중 72시간 이내에 응

급의료센터를 재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환자의 경과를 추적

하거나 추가적인 투약이 필요하여 의료진이 미리 지침을 주어 환자가 재방

문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재방문이 이루어지는 '예고된 재방문'과 의료진의 

지침이나 권유없이 환자의 상황에 의하여 재방문이 이루어지는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을 하는 환자 중에는 1차 내원시 의료진의 진단 

착오나 응급처치의 미비,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에 관한 이해부족 

또는 교육부족 등 1차 응급진료 과정 중의 오류에 의하여 응급의료센터를 

재방문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경우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 환자 중 예방 가능한 환자의 비율

을 분석하는 것은 응급의료센터의 환자진료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 3 -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Keith 등(1989)의 연구에서는 재방문 환자의 85%, 김성중 등(1991) 국

내 연구에서는 93%가 48시간 이내에 재방문을 하여, 재방문 질 지표로 적

용할 기간은 48시간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재방문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재방문 사유를 분석하여 문제제기에 국한되었던 것(장석준 등, 2000; 김

주 등, 1999; 김성중 등, 1991)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환자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1차 방문시 이루어진 응급의료의 내용과 환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재방문 방지를 위한 방안을 도출

하고자 하 다.

   또한 예고되지 않은 응급의료센터 재방문(이하 재방문이라 칭함) 환자

의 사유별 특성에 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방문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개

선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과 아울러 응급환자의 효율적 관리에 하나의 지

표를 제시하여 응급환자 관리체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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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응급의료센터의 질 평가 지표인 48시간이내 응급의

료센터 재방문 의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 가능한 사

유를 분석하여 응급의료센터의 질 향상 전략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고되지 않은 응급의료센터 재방문률을 산출한다.

   둘째, 예고되지 않은 응급의료센터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1차 내원시 

진료형태와 환자 특성을 조사하고

   셋째, 응급의료센터 재방문 사유를 심층 분석하여 예방 가능한 재방문

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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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양질의 의료관리

  가. 정의와 역사적 발전 과정

   “양질의 보건의료란 그 시대의 사회, 문화 및 전문지식의 발전 정도에 

따라 내용이 결정된다”고 하 다. 양질의 보건의료를 위한 조건으로 의과

학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료행위, 예방의 강조, 의료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긴 한 지적 협조, 각 개인에 대한 전인적인 치료, 환자와 의사 간에 긴

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의 유지,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통합, 조정, 주민의 필요충족에 요구되는 모든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제시하 다(Lee 등, 1933).

   한편 Myers(1978)는 “질(Quality)이란 보건의료의 의학적 적정성(optim 

-al care in medicine)과 보건의료의 사회적 적정성(optimal care in socie 

-ty)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의하면

서, 양질의 의료를 위한 구성요소로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 그리고 효율성

으로 나누어 설명하 다.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환자가 의료를 필요로 

할 때 쉽사리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며, 포괄성(Comprehens 

-ive)은 보건의료의 내용에 예방, 치료, 재활 및 건강 증진 사업 등 관련되

는 다양한 서비스가 조정되어 포함되는 것이다.

   지속성(Continuity)은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가 시간적ㆍ지리적

으로 상관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되는 것을 뜻하며, 효율성(Efficiency)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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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최소화 하거나 일정한 

자원의 투입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하 다.

   한편, Donabedian(1980)은 근대적 의미에서 의료의 질 관리에 대한 개

념과 이론을 정립하 으며, 양질의 의료란 진료의 모든 과정에서 예상되

는 이익과 손해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환자의 복지를 가장 높은 수준으

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라 정의하 다. 이에 따라 전통적

으로 양질의 의료는 과학적, 기술적 요소(technical domain)와 대인관계 요

소(interpersonal domain) 그리고 진료의 편의나 쾌적함(amenity)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Donabedian(1983)은 의료의 질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

으며 그 중 절대적 정의(absolutist definition) 란 비용에 상관없이 현재

의 의학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 으

며, 개인적 정의(individualized definition) 는 소비자 개개인의 편익, 위

험 및 비용이 함께 고려된 입장으로 언급하 다. 한편 사회적 정의(social 

definition) 는 자원의 사회적 배분의 정당성이 감안된 것으로서 사회적인 

가치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제공자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

다.

   적정보장의 개념의 질 관리(quality assurance, QA) 는 과거에서 현

재까지 수행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소급 검토(retrospective Inspection)를 

통해 단순한 조사 또는 감사(audit)의 도구로 활용되었고, 업무 수행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징계하는 의미가 있었으나, 의료의 질 향상

(quality improvement, 이하 QI라 칭함) 은 현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

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측면의 활동으로,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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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시 검토가 가능하고 기관 전체의 체계(system)와 업무진행 과정을 

조사해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아가는 한 단계 발전된 의료 질 개

선 활동이다.

   이런 활동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로 발전되

어 지속적 질 향상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 의 개념이 

정립되게 되었고, 현재는 과정뿐 아니라 결과의 향상까지 추구하는 성과향

상(performance improvement, PI)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조우현, 

2001).

   현대적 의미로서의 역사를 볼 때 흔히 크리미아 전쟁 당시의 Florence 

Nightingale이 환자 간호와 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전쟁터에서 사망률을 

6개월 동안에 32%에서 20%로 감소시켰으며 진단별 사망률(diagnosis 

specified mortality)을 계산하 다는 점에서 Florence Nightingale은 현재와 

같은 결과(outcome)를 있게 한 QI 활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에 QA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1904년 미국의학협회에서는 

의학교육위원회(council on medical education)를 구성하여 의학교육개혁의 

기초를 세웠으며, 1910년 현대의학의 시금석이라 불리는 Flexner 보고서에 

의하자면 의학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혁신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자질과 능

력을 갖춘 인력들이 의료분야의 전문직종에 투입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

는 것은 의료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고 

하 다.

   미국병원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질을 판단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시

도는 1912년 3차 Clinical Congress of Surgeons of North America에서

고, 그 이후 1917년 미국외과학회에서는 1918년에 시작된 자발적인 병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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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을 공포하 으

며, 이는 그 후 한동안 실시되었던 의료감사(medical audit)의 시발점이라

고 볼 수 있다.

   1952년에는 JCAH 미국병원신임합동위원회가 결성되고, 병원표준화사업

이 이관, 병원신임여부를 심사하게 되면서 질의 관점에서 의료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 다. 1972년 JCAH는 의료의 질 평가 방법으로 

의료감사를 개발하여 의사들이 환자의 의무기록을 소급하여 검토하는 PEP 

(Performance evaluation procedure for audit and improving patient care)

를 개발하여 병원들이 의료의 질을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하 다.

   1979년 이후 QA의 체계가 problem-focused 접근방법에서 facility 

-oriented system으로 변하 으며, 1985년 JC standard manual과 accrediti 

-on manual for hospital에 QA 장이 포함되어 의료기관은 이 시기에 포괄

적으로 조정된 QA program을 위하여 ten-step process 를 소개하 다. 

1986년에는 QA 접근방법을 구조와 과정의 검토로부터 결과(out -come)로 

바꾸고자 하 으며 이 시기에는 이 조직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에서 이 조직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

이 있었다 (강성홍 등, 2001).  

   미국에서는 Harvard Community Health Center, Hospital Corporation 

of America, 유타주의 Health system 등이 의료 분야에 있어 총체적 질 

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의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 으

며(조우현 등, 2001),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CQI 프로그램을 본격적으

로 운 하고 있고 병원표준화심사에도 QI 항목이 삽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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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법론과 모형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하여 개념적으로 구조적, 과정적 및 결과적 접근방

법으로 구분하 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1) 구조측면의 접근 

   구조는 의료 제공자의 자원, 작업 여건이나 환경을 말한다. 구조적 접근

은 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재정적인 자원의 측면에서 각각

의 항목이 표준에 부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대표적 제도인 신임제도

(accredition)는 정부기관이나 민간조직기구가 보건의료기관들이 설정된 표

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제도이며, 정부기관이나 기

구에서 개인에게 일정 수준의 능력을 지녔음을 증명해 줌으로써 특정한 직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면허제도 또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

한 접근방법의 한 가지라 할 수 있다.

   2) 과정측면의 접근

   의료 제공자와 환자간에 혹은 이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관한 것

으로서 의료의 질 평가에 있어서 주된 관심의 역이다. 과정적 접근의  

대표적인 방법으론 의무기록 조사를 들 수 있으며, 의무기록 조사는 의무

기록조사위원회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선정

하고, 진료 표준을 설정하여 표준의 충족여부를 의무기록을 통하여 조사하

는 것으로 충실한 의무기록의 작성은 진료의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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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측면의 접근

   의료의 결과는 현재 및 과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실제 또는 건강상태에서 바람직하거나 그렇지 못한 상태로의 

변화를 말한다. 결과는 보편적으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제공자들의 책임

과 연계된 건강수준으로 정의되고 있다(Donabedian, 1985).

   QI 모형에 있어서 A. Shewhart 는 예방의 원칙에 입각해서 합리성과 

경제성을 추구하여 품질기능에다 통계적 기법을 접목시켜 1924년에는 유명

한 관리도(control chart)를 제시하 으며, Deming은 질 향상을 위한 과정

으로 PDCA cycle에서 조직의 구조보다는 과정을 위한 계속적인 순환, 그

리고 객관적인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강조하 다(그림 1).

ACT ON WHAT WAS 

LEARNED

  ACT (4)    PLAN (1)

    

     CHECK      DO

       (3)         (2)

PLAN A CHANGE 

OR TEST

CARRY OUT CHANGE

OR TEST, PREFERABLY

ON SMALL SCALE

OBSERVE THE

EFFECTS OF THE

CHANCE OR TEST

                         그림 1. PDCA Cycle

   Freigenbaum과 Juran은 TQM의 이론적 구조를 제공하 으며, Josef 

M, juran은 질 관리 프로그램이 포함해야 할 요소를 계획(Plan), 관리

(Control), 개선(Improvement)이라 주장하 다.

   Philipcrosby는 질 증진에 있어 통계적 방법보다는 조직과 경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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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여 무결점(zero defect)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 으며, 일본에서는 

Kaoru Ishikawa에 의해 어떤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조직적이고도 

압축된 형태로 제시하는데 사용되는 인과관계도(Cause and effect diagram)

를 제시하 으며 이를 Fishbone diagram이라 한다(강성홍 등, 2001).

 

  다. 적용 역 및 기대효과

   QI 적용 역으로 이용도 관리(utilization management)의 목적은 가장 

비효과적인 환경에서 최고의 질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자원이 사

용되는 것이라 하 다(Powell, 2000).

   환자 진료와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향상을 꾀하고 이를 통한 내부

고객 및 외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관의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계획

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기관 전체의 성취도 향상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과 관리를 적정진료관리(quality system manageme 

-nt)라 정의할 수 있으며, 주요 활동은 병원의 운 전략을 수립하고, 진료 

환경이나 체제의 개선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탁관철, 1998).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의료서비스 중 발생하는 위험 상황이나 

사고의 결과로 벌어지는 경제적 손실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프

로그램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증진시키며 

의료상 또는 비 의료상의 원내 사고와 그로 인한 손실을 극소화하며 재정

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용의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3가지 기

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강성홍 등, 2001).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환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서

비스한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홍준현, 2001)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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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특히 진단과 치료과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의무기록은 중요한 도구로 이용된다.

   그러므로 치료에 관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완전한 의무기록

을 작성하여만 사실 그대로의 평가가 가능하며, 빈약하고 불완전한 기록은 

부족한 치료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게 된다(유승흠, 1993).

   QI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비용ㆍ효과적인 측면에서 시

간, 장비, 인력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자동화의 측면에서는 실시간 지표

를 모니터링하고 변동 추이를 분석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분석은 

물론 위험집단 선정 및 평가도구로서의 기능과 관리 기준을 제시할 수 있

다는 점이다.

2. 응급의료센터의 질 평가도구

  가. 응급의료센터 재방문률 지표 정의

   응급의료의 질(quality)은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

로서 환자의 고통을 해소시키고,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생명의 위협

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대상 환자는 중

증의 응급환자에서부터 일시적인 응급치료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까

지 다양한 형태의 환자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의 질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려면, 응급의료가 시행되는 

과정에 포함되는 단계와 다양한 응급환자의 치료과정을 모두 평가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과정을 평가하

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각 요소들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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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지표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응급의료센터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성,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객관성, 평가의 용이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응급의료센터의 평가를 위해 적합하게 도출된 지표는 퇴원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체류시간, 단순 열상환자의 치료 적절성, 전원 환자에 대한 

평가, 재방문 환자에 대한 평가를 들 수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나. 재방문률 지표와 응급의료센터 질과의 관련성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접근은 Donabedian이 제안한 바와 같이, 구조

(structure), 과정(process), 결과(outcome)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조와 과정에 의한 질 평가는 비교적 시행이 용이하지

만, 간접적인 평가라는 제한점이 있는데 반해 결과는 의료서비스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황정해, 2002). 따라서, 초기에는 

구조나 과정 측면의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결과 측면을 강조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과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지표들로는 사망률, 후유증 발생률, 유병률, 

서비스 취소율, 서비스 재이용률, 신체기능상태, 삶의 질(quality of life), 

자원 이용 및 비용, 적신호 사건지표(sentinel event indicator)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사망률, 후유증 발생률과 서비스의 재이용률 지표가 많이 사용

되고 있다(Lezzoni, 1997).

   결과 평가 중 서비스의 재이용률은 특정 진료를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진료를 받은 경우로, 진료후 단기간 내에, 특히 계획에 없던 재진료를 

받는 것은 처음의 진료에 질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근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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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Ashton 등, 1986).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불필요하게 응급의료센

터를 찾게 되는 경우로 인하여 치료비의 낭비나 응급의료센터 업무과중에 

향을 받고 있다(김성중 등, 1991). 또한 응급의료센터 환자의 과 화 및 

정체 현상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응급환자의 양질의 진료 및 적시 치료는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장석준 등, 1992).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 중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응급의료센터로 재방문하는 환자는 1∼5%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김

성중 등, 1991). 응급의료센터를 재방문하는 경우는 재방문에 대한 예상 혹

은 계획여부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응급치료 후 의료진이 환자에게 응급의료센터를 다시 방문하도록 

권장하여 환자가 재방문한 경우로서 예고된 재방문 이다. 둘째, 예고된 

재방문을 제외한 모든 재방문의 경우이며 이를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 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은 재방문의 예방 가능성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1차 내원시 진단오류, 부적절 또는 불완전한 응급치

료, 입원 또는 퇴원 판단의 오류 등 응급진료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 

환자에게 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 던 경우, 응급의료센터 이

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부족으로 재방문한 경우로서 예방 가능한 재방문

을  들 수 있다. 둘째, 1차 내원 후 퇴원한 뒤 새로운 질환 발생과 증상 재

발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재방문 이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따라서 응급의료센터 재방문 향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 가능한 재방

문과 불가피한 재방문으로 분류하여, 예방 가능한 재방문의 원인 및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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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해 보고, 재방문에 대한 위험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는 것은 응급의료센터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는 보고가 있다(Liaw, 1999).

   또한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 환자 중 예방 가능한 환자의 비율을 분석하

는 것은 응급의료센터의 환자진료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

용될 수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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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의 개념적 틀

           1차 내원 특성

그림 2. 연구의 개념적 틀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  응급의료센터 방문 특성

  내원달

  내원요일

  퇴원요일

  내원경로

  응급의료센터 체류시간

  1차 내원시 재방문 소요시간

 의학적 특성

  소견서 첨부여부

  진료과

  의사년차

  진단명

  투약 

  협의진료 

  검사ㆍ처치

 퇴원관리 특성

  퇴원시 상태

  퇴원 후 향방

  퇴원 형태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 사유

 -질환관련 요인

 -의사관련 요인

 -환자관련 요인

 -의료체계관련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

  환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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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하는 일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응급의료

센터에서 2002년 3, 6, 9, 12월에 진료를 받고 퇴원하 다가 48시간 이내에 

동일 응급의료센터로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을 한 환자이다. 이 기간동안 

총 193명이 재방문을 하 으며 이 중 예고된 재방문 환자 25명을 제외한 

168명을 환자군으로 선정하 다. 대조군으로는 같은 조사기간 동안 동일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환자 중 중증도 보정을 위해 환자군의 1차 내원시

와 동일 진단명으로 퇴원 후 재방문하지 않은 환자로 정의내렸으며 환자군

과 1:1 짝짓기를 시도하 다. 환자군과 진단명이 일치하는 대조군의 환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연령군(±5세)과 일치하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대조군 선정

하 다. 그 결과, 총 136명의 대조군이 선정되었으며 제한된 표본수로 인해 

완벽한 짝짓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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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자료 및 조사기간

  가. 조사자료

   조사자료는 대상 병원 의료정보과에 소장되어 있는 진료환자에 대한 병

원 전산 정보자료와 의무기록실에 소장된 환자 의무기록을 구조화된 조사

표를 사용하여 수집되었다. 재방문 사유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을 위해 응

급의학 전문의가 2차 재검토하 다.

   

  나. 조사기간

   계절변화에 따른 응급의료센터 방문률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각 계절

별로 2002년 3월, 6월, 9월, 12월 기간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고 퇴원

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 다.

 

4. 연구에 사용된 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환자군을 2, 대조군을 1로 이분하여 분석하 으며, 

여기에서 환자군은 의료진의 지침이나 권유없이 환자의 상황에 의하여 재

방문이 이루어지는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 의 경우라고 정의하 다. 

  가. 재방문 향요인 (1차 내원특성)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에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1차 내원시 요인

들을 말하며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급의료센터 방문 특성, 의학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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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퇴원관리 특성 등 4개 역으로 구분하 으며, 각 역에 포함되는 변

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은 연령, 성, 거주지역, 환자 종류 등을 포함하 다. 조사 대상

자의 연령은 0세에서 11세(소아기), 12세 이상부터 19세(청소년기), 20세 이

상 40세 (성인기), 41세 이상부터 64세(장년기), 그리고 65세 이상(노년기)

으로 구분하 다. 거주지역은 서울ㆍ경인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누었으

며, 환자 종류는 건강보험, 보호, 산업재해, 일반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2) 응급의료센터 방문 특성  

   응급의료센터 방문 특성은 분기별 내원시기, 내원 및 퇴원요일, 내원경

로, 응급의료센터 체류시간을 포함하 다. 내원경로는 대상 응급의료센터를 

직접 내원한 경우와 타 병원을 경유한 환자나 대상 병원의 외래를 경유 후 

내원한 경우로 구분하 다. 응급의료센터 체류시간은 응급의료센터에 접수

된 시점으로부터 환자가 치료받고 퇴원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한다.

   3) 의학적 특성 

   1차 내원시 환자의 의학적 특성은 소견서 첨부여부, 진료과, 의사년차, 

투약, 검사ㆍ처치, 협의진료를 포함하 다. 타 병원 경유 환자 중 소견서 

첨부 여부와 첨부하 을 경우 기재된 진단명을 조사하 다. 진료과는 내과, 

응급의학과, 피부과, 정신과, 신경과를 내과계로, 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비뇨기과, 산부인과를 외과계로 그 외 소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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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로 구분하여 과별 건수와 진료 내용을 검토하 다.

   진료의사년차는 인턴, 전공의, 전임의 및 교수로 나누었다. 질환분포를 

국제 질환사인분류(1994) ICD-10에 의해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 신경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질환, 기타 질환으로 구분하여 질환 code와 건수를 

조사하 다.

   내원 당시 투약유무와 퇴원시 처방한 투약 처치의 내용들을 검토하 으

며 수술여부, 협의진료 유무와 과별 건수를 조사하 다. 검사ㆍ처치에 있어

서는 시행유무를 먼저 조사하 고, 일반검사로는 혈액화학검사, 소변ㆍ대변

검사, 매독혈청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간 기능, 신장 기능검사 

등을 포함하여 구분하 으며 그 외 검사는 특수검사로 구분하 다. 처치나 

치료요법의 경우에는 특수검사 변수 안에 포함시켜 조사하 다.

   4) 퇴원관리 특성

   퇴원관리 특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퇴원시 상태, 퇴원 후 향방, 퇴

원형태를 포함하 다. 퇴원시 상태는 응급의료센터 주치의 기록, 간호기록

지 내용에 의해 3가지로 구분하 다. 첫째,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호전

되지 않은 경우, 진단뿐 또는 치료못함, 혹은 가망없음(hopeless)이라 명시

되어있는 경우를 모두 호전안됨 으로 구분하 다. 둘째, 관찰(observati 

-on)요함이라 기록되어 있는 경우 관찰요함 으로 구분하 다. 셋째, 응급

의료센터 주치의 기록지의 치료결과에 관한 내용 중 증상이나 질환이 완쾌

나 경쾌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호전 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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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후 향방은 외래 예약없이 집으로 간 경우와, 병동으로 입원한 경

우, 외래 예약후 귀가한 경우와 타 병원으로 전원된 경우로 나누었다. 퇴원 

형태는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내용 중 의사의 퇴원결정에 의해 퇴원한 환자

를 정상퇴원 이라 하 으며, 의사지시에 따르지 않고 환자나 보호자 스

스로의 뜻에 의해 퇴원한 경우를 자의퇴원(against medical advice, 

AMA) 으로 하 다(강현옥 등, 2000).

   총진료비는 응급의료센터에서 행해졌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의 

총액으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한 금액이다.

  

  나. 재방문 사유

   재방문 동기 및 사유를 재방문 위험요인(risk factor)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 으며(장석준 등, 2000; Liaw 등, 1999; Miro 등, 1999; Kelly 등,  

1993)하 으며, 재방문 예방 가능성에 따라 2가지로(김성중 등, 1991; 이신

호 등, 2002) 구분하 다(표 1).

 

   1) 재방문 위험요인에 따른 분류

    (1) 질환관련 요인(disease-related factors) : 

질환 특성상 불가피한 상태악화와 새로운 질환 발생, 증상이 재발

한 경우

    (2) 의사관련 요인(physician-related factors) : 

진단 미비로 인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환자에 대한 설명부

족의 경우 

    (3) 환자관련 요인(patient-related fac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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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퇴원의 경우나, 의사지시사항 불이행, 응급의료센터 이용에 대

한 환자의 이해부족 등의 경우이며,

    (4) 의료체계관련 요인(system-related factors) :

병원간 미흡한 의료전달체계나 입원이나 검사목적으로 외래 후 재

방문한 사례 등을 포함시켜 조사, 분석하 다.

   2) 예방 가능성에 따른 분류

    (1) 예방 가능한 재방문 : 진단의 미비로 인한 환자의 상태악화나 자의

퇴원의 경우, 병원 간의 의료전달체계의 미흡과, 입원이나 검사 목

적으로 재방문한 경우를 포함하여 환자에 대한 설명부족 등이 해

당되며,

    (2) 불가피한 재방문 : 질환 특성상 불가피한 상태악화와 증상이 재발

한 경우, 새로운 질환 발생 등이 포함되었다.

   

5. 통계분석방법

   환자군과 대조군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학적 특성, 응급의료센터 

방문 특성, 퇴원관리 특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각에 대한 단변량 분석

을 실시하 으며, 재방문 사유별 특성에 대해 χ
2
-test를 통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성을 검증하 다. 또한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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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방문 사유

예방 가능성에 

따른 분류
요인에 따른 분류 재방문 사유

불가피한 

재방문
질환관련 요인

 질환 특성상 불가피한 상태 악화

 새로운 질환 발생

 증상 재발

 투약 부작용, 감염, 합병증

예방 가능한 

재방문

의사관련 요인
 진단의 미비로 인한 상태 악화

 환자에 대한 설명부족

환자관련 요인

 자의퇴원

 응급의료센터 이용에 대한 

 환자 이해부족

의료체계관련 요인
 미흡한 병원 간 의료전달체계

 입원, 검사 목적으로 재방문



- 24 -

Ⅳ. 연 구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비교분석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전체 조사대

상자 중 남자가 58.4%, 여자가 41.6%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며, 연령분포는 11세 미만의 소아환자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 41세 이상 64세 미만의 환자가 27.2%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재방문 환자군의 평균연령은 34세이었으며 재방문하지 않은 군의 평균

연령은 32세이었다.

   환자 종류를 보험, 일반, 보호, 산재로 분류하고자 하 으나 전체 내원

환자 중 일반과 산재는 없었고 보험과 보호 환자만이 내원하 으며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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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전체  

  n(%)

    환자군   

     n(%)

    대조군     

     n(%)
 χ2 P값

성별

 남

 여

177(58.42)

126(41.58)

 97(57.24)

 71(42.26)

80(59.26)

55(40.74)
 0.0713 0.7895

연령

 소아기  (0∼ 11세)

 청소년기(12∼19세)

 성인기  (20∼40세)

 장년기  (41∼64세)

 노년기  (65세∼  )

 평균연령

100(33.00)

15( 4.95)

54(17.82)

84(27.72)

50(16.50)

33.69±26.39

55(32.74)

10( 5.95)

28(16.67)

41(24.40)

34(20.24)

 34.45±27.55

45(33.33)

 5( 3.70)

26(19.26)

43(31.85)

16(11.85)

32.75±24.95

 

 5.7424

  -0.56*

0.2192

0.5776

거주지역 

 서울ㆍ경인

 기타

275(90.76)

 28( 9.24)

154(91.67)

 14( 8.33)

121(89.63)

14(10.37)
 0.3703 0.5428

환자 종류

 보험

 일반

 보호

 산재

291(96.04)

  -

 12( 3.96)

162(96.43)

  -

  6( 3.57)

129(95.56)

  -

  6( 4.44)
 0.1500 0.6985

*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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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급의료센터 방문 특성

   응급의료센터 방문 특성에 따른 조사 대상군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내원달에 따른 방문 환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3월은 2,673명의 응

급실 내원 환자 중에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 환자는 35명(1.31%)이었으며 6

월은 2,802명의 내원환자 중 32명(1.14%), 9월의 경우엔 2,692명의 내원환

자 중 55명(2.04%)으로 이는 전체 재방문 환자 중 32.74%로 가장 많은 재

방문 환자가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12월에는 2,588명의 내원환자  

중 45명(1.74%)이 재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준에 포함되는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 환자는 연구대상 기간의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10,755명 중 1.6%에 해당되는 총 168명이었다. 내원달은 표본추출시 동일

한 시기를 맞추었기 때문에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응급의료센터 내원요일에 있어서 재방문한 군은 토요일(15.48%)과 일요

일(18.45%)을 포함한 주말의 경우 33.9%를 차지하는데 반해 대조군은 토

요일(12.59%)과 일요일(15.56%)을 포함한 주말의 경우 28.2%로 현저한 차

이가 있었다(p=0.5548).

   내원경로에 있어서는 환자군의 경우 타 병원을 경유하거나 외래를 경유

하여 방문한 경우가 14.3%이었음에 반해 대조군은 타 병원을 경유하거나 

외래를 경유하여 방문한 경우가 28.2%로 약 2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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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급의료센터 방문 특성

변   수
  전체  

 n(%)

  환자군    

  n(%)

  대조군       

  n(%) 
χ
2

P값

내원달

 3

 6

 9

 12

 64(21.12)

 59(19.47)

 99(32.67)

 81(26.73)

 35(20.83)

 32(19.05)

 55(32.74)

 46(27.38)

 29(21.48)

 27(20.00)

 44(32.59)

 35(25.93)

0.1095 0.9907

내원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9(16.17)

 40(13.20)

 36(11.88)

 36(11.88)

 47(15.51)

 43(14.19)

 52(17.16)

 24(14.29)

 17(10.12)

 21(12.50)

 21(12.50)

 28(16.67)

 26(15.48)

 31(18.45)

 25(18.52)

 23(17.04)

 15(11.11)

 15(11.11)

 19(14.07)

 17(12.59)

 21(15.56)

4.9148 0.5548

퇴원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7(15.51)

 43(14.19)

 32(10.56)

 38(12.54)

 44(14.52)

 53(17.49)

 46(15.18)

 25(14.88)

 21(12.50)

 17(10.12)

 19(11.31)

 25(14.88)

 30(17.86)

 31(18.45)

 22(16.30)

 22(16.30)

 15(11.11)

 19(14.07)

 19(14.07)

 23(17.04)

 15(11.11)

4.1023 0.6628

내원경로

 타 병원 경유

 외래

 직접 내원

 45(14.85)

 17( 5.61)

241(79.54)

 18(10.71)

  6( 3.57)

144(85.71)

 27(20.00)

 11( 8.15)

 97(71.85)

 8.9486 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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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방문시 응급의료센터 평균 체류시간은 재방문 환자군의 경우 7시간 

16분으로 재방문하지 않은 군의 21시간 31분에 비해 체류시간이 짧은 것으

로 나타났다(표 4).

   응급의료센터에서 퇴원 후 재방문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시간 

52분으로 12-18시간대에 가장 많았으며, 재방문 환자의 78.5%가 24시간 이

내에 재방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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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급의료센터 체류시간 및 재방문 소요시간 분포

    변  수 
  전체  

  n(%)

    환자군    

     n(%)

     대조군     

     n(%)
χ2 P값

응급의료센터 

평균체류시간
13.24±22.25   6.76±7.715  21.317±30.385 5.43* ＜0.0001

재방문 

소요시간

 6시간미만  

 6∼12시간미만  

 12∼18시간미만  

 18∼24시간미만

 24∼30시간미만 

 30∼36시간미만

 36∼42시간미만  

 42∼48시간미만

 평균소요시간

 13( 7.73)

 36(21.42)

 52(30.95)

 31(18.45)

 15( 8.92)

 16( 9.52)

 20(11.90)

 10( 5.95) 

20.52±12.03

*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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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의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재방문 환자군이 

타 병원을 경유하여 소견서를 첨부하고 내원한 경우는 12명(66.67%)이었으

며 대조군은 27명의 타 병원 경유 환자 중 22명(81.48%)이 소견서를 가지

고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센터 진료과는 대조군 표본추출시 재방문 환자의 1차 응급의료

센터 내원시와 동일한 질환군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두 군의 질환군, 진료

과의 분포차이는 없었으며(p=0.3596), 재방문 환자군의 경우 내과계는 54.76 

%, 외과계는 10.71%, 소아과는 34.52% 으며, 재방문하지 않은 군은 내과

계 51.85%, 외과계 16.30%, 소아과는 31.8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질환을 ICD-10 분류에 의해 살펴본 결과, 질환군 분포는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15.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화

기계 질환 14.97%, 신생물 질환 14.37% 순이었다.

   진료의사년차별로 살펴보면, 환자군이 전공의 1년차가 39.88%, 2년차가 

41.07%로 대조군의 전공의 1년차 41.48%, 2년차 40.74%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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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학적 특성

변   수
     전체  

 n(%)

  환자군   

  n(%)

  대조군    

  n(%)
χ2 P값

소견서 첨부

 유

 무

 34(75.56)

 11(24.44)

  12( 66.67)

    6( 33.33)

  22(81.48)

   5(18.52)

1.2834 0.2573

진료과

 내과계

 외과계

 소아과

162(53.47)

 40(13.20)

101(33.33)

  92(54.76)

  18(10.71)

  58(34.52)

 70(51.85)

 22(16.30)

 43(31.85)

2.0456 0.3596

의사년차

 인턴

 전공의 1년차

 전공의 2년차

 전공의 3년차

 전공의 4년차

 전임의

 교수

 

  4( 1.32)

123(40.59)

124(40.92)

 26( 8.58)

  5( 1.65)

 17( 5.61)

  4( 1.32)

   2( 1.19)

  67(39.88)

  69(41.07)

  13( 7.74)

   1( 0.60)

  14( 8.33)

   2( 1.19)

  2( 1.48)

 56(41.48)

 55(40.74)

   13( 9.63)

  4( 2.96)

  3( 2.22)

  2( 1.48)

7.9827 0.2394

진단명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

 신경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순환기 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비뇨․생식기계 질환

 손상ㆍ중독 및 외인 질환

 기타 질환

   49(16.23)

   44(14.57)

    8( 2.65)

   18( 5.96)

    4( 1.32)

   13( 4.30)

   26( 8.61)

   48(15.89)

   28( 9.27)

   10( 3.31)

   54(17.88)

   26(15.57)

   24(14.37)

    6( 3.59)

   11( 6.59)

    3( 1.80)

    8( 4.79)

   12( 7.19)

   25(14.97)

   16( 9.58)

    7( 4.19)

   29(17.36)

   23(17.04)

   20(14.81)

    2( 1.48)

    7( 5.19)

    1( 0.74)

    5( 3.70)

   14(10.37)

   23(17.04)

   12( 8.89)

    3( 2.22)

   25(18.51)

4.5047 0.9528

투약 

 유 

 무

253(83.50)

 50(16.50)

  137(81.55)

   31(18.45)

  116(85.93)

   19(14.07)
1.0414 0.3075

협의진료

 유

 무

   32(10.56)

  271(89.44)

   17(10.12)

  151(89.88)

   15(11.11)

  120(88.89)
0.0780 0.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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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센터 내원기간 동안 투약의 내용을 경구, 근육 주사, 정맥 주사 

등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한 결과, 두 군의 투약유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075).

   협의진료의 경우 재방문 환자군의 10.12%가 협의진료를 받았으며, 진료

과별 분포를 보면 외과, 이비인후과가 협의진료가 많았다. 반면, 재방문을 

하지 않은 군은 11.11%가 협의진료가 있었으며 안과, 신경과 순으로 나타

났고, 두 군 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7800).

   내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ㆍ처치 서비스의 구성을 비교하 다(표6). 재

방문 환자군 중 일반검사만을 받은 환자는 62.5%인데 반해 대조군은 48.89 

%에 그쳤다. 일반검사와 특수검사를 모두 시행한 경우는 대조군이 39.26%

로서 재방문군의 25%보다 현저히 높았다(p=0.0442). 

   

표 6. 검사에 따른 비교

    변   수
 전체 

 n(%)

 환자군  

 n(%)

 대조군   

 n(%)
χ
2

P값

검사․처치

 일반검사

 특수검사

 일반+특수검사

 안함

  171(56.44)

    7( 2.31)

   95(31.35)

   30( 9.90)

 

105(62.50)

 5( 2.98)

  42(25.00)

  16( 9.52)

 

   66(48.89)

    2( 1.48)

   53(39.26)

   14(10.37) 

8.0894 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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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퇴원관리 특성

    응급의료센터 치료결과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주치의 기록, 간호기록지

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환자의 퇴원시 상태를 3가지로 구분하여 분

석하 다. 첫째, 호전안됨, 진단뿐 또는 치료못함, 가망없음(hopeless)이라 

명시된 퇴원은 호전안됨 으로 구분, 둘째, 관찰(observation)요함이라 기

록되어 있는 경우 관찰요함 으로 구분, 셋째, 증상이나 질환이 완쾌나 경

쾌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호전 으로 분류하 다(표 7).

   분석 결과, 호전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의 비율은 재방문한 환자군, 대조

군 각각 58.33%, 57.04%로 매우 비슷하 다. 호전안됨 의 경우 대조군  

(42.22%)이 환자군(35.12%)보다 다소 높았으나, 관찰요함 의 상태로 퇴

원한 환자의 비율은 환자군이(6.55%) 대조군(0.74%)보다 현저히 높았다

(P=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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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퇴원관리 특성

   변    수
  전체   

  n(%)

  환자군 

  n(%)

  대조군  

  n(%)
 χ2 p값

퇴원시 상태

 호전

 호전안됨

 관찰요함

175(57.76)

116(38.28)

 12( 3.96)

98(58.33)

59(35.12)

11( 6.55)

77(57.04)

57(42.22)

 1( 0.74)

 7.3813  0.0250

퇴원 후 향방

 집

 병동

 외래예약

 타 병원

203(67.00)

42(13.86)

45(14.85)

13( 4.29)

123(73.21)

  2( 1.19)

 36(21.43)

  7( 4.17)

80(59.26)

40(29.63)

 9( 6.67)

 6( 4.44)

56.8465 〈0.0001

퇴원 형태**

 정상퇴원

 자의퇴원

279(92.08)

 24( 7.92)

146(86.90)

 22(13.10)

   133(98.52) 

     2( 1.48)

13.8425  0.0002

총 진료비  192,651±184,844  342,303±375,481  4.24* <0.0001

* t-test

** 정상퇴원: 의사의 퇴원지시에 의해 퇴원한 경우 

** 자의퇴원: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않고 환자 스스로의 뜻에 의해 퇴원한 경우

   퇴원 후 향방에 있어서 재방문 환자군은 외래 예약없이 집으로 귀가한 

사람이 73.21%로 가장 많았고, 외래 예약을 하고 퇴원한 사람이 21.43%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대조군의 경우 집으로 귀가한 사람이 59.26%, 

병동으로 입원한 경우가 29.63% 으며 외래 예약 후 귀가한 사람은 6.67%

에 불과하 다(p＜0.0001).

   퇴원 형태는 의무기록 내용에 의사의 퇴원지시가 있었다는 말이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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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경우를 ‘정상퇴원 이라 하여 조사한 결과, 재방문 환자군의 

86.90%가 이에 해당되었으며, 재방문하지 않은 군은 98.52%가 정상퇴원으

로 분류되었다. 이에 반해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서 환자 스스로의 뜻에 의

해 퇴원하는 경우를 ‘자의퇴원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재방문 환자의 

13.1%가 자의퇴원을 하 으며, 이는 대조군의 1.48%에 비해 높았다

(p=0.0002).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퇴원시점까지의 총진료비를 비교한 결

과, 대조군의 평균진료비가 342,303원으로 재방문 군의 평균진료비인 

192,651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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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센터 재방문 환자의 증상, 질환 분포

  가. 주요 증상별 분포

   재방문 환자의 1차 응급의료센터 내원시 주요 증상은 복통이 16.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순위로 발열, 두통이었고, 48.21%가 기타 각 부위의 

통증을 주호소(chief complain)로 내원함에 비해, 재방문시에는 환자의 

16.27%가 발열이 주요 증상이었으며, 다음은 복통 순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1차 내원시와 재방문시 주요 증상별 분포(환자군)

 주 증상 
   1차 방문   

     n(%)

   2차 방문   

     n(%)

 복 통

 발 열

 두 통

 측복부 동통

 구 토

 흉 통

 발 작

 기 타

   28(16.67)

   18(10.71)

   12( 7.14)

    7( 4.17)

    8( 4.76)

    8( 4.76)

    6( 3.57)

   81(48.21)

   23(13.86)

   27(16.27)

    9( 5.36)

    7( 4.17)

    9( 5.36)

    4( 2.38)

    3( 1.79)

   86(51.19)

 총 환자수  168(100.00)   16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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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질환별 분포

   조사 대상자의 1차 응급의료센터 내원시와 재방문 후 퇴원시의 질환을 

국제질환사인분류(1994) ICD-10 code로 분류한 질환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질환분류 중에서 1차 응급의료센터 내원시에는 특정 감염성 질환

이 15.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화기계 질환 14.88%, 신생물 

질환이 14.29% 순이었다. 반면, 재방문시에는 신생물 질환과 소화기계 질

환이 14.29%로 1차 내원시의 진단명과 차이가 24건(14.3%)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9). 

표 9. 1차 내원시와 재방문시 주요 질환별 분포 (환자군)

 최종진단명 ICD-10 code
  1차 방문 

  n(%)

 2차 방문 

  n(%)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

 신경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비뇨․생식기계 질환

 손상․중독 및 외인 질환

 기타 질환

A00-B99

C00-D48

F00-F99

G00-G99

H00-H59

I00 - I99

J00 - J99

K00-K93

N00-N99

S00-T98

   26(15.48)

   24(14.29)

    6( 3.57)

   11( 6.55)

    3( 1.79)

    8( 4.76)

   12( 7.14)

   25(14.88)

   16( 9.52)

    7( 4.17)

   30(17.86)

  21(12.50)

  24(14.29)

   5( 2.98)

  10( 5.95)

   ㆍ

   8( 4.76)

  17(10.12)

  24(14.29)

  16( 9.52)

   6( 3.57)

  37(22.02)

  총 환자수      168(100.00)     16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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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단일 질환별 빈도

   단일 진환별 빈도에서는 총 168명의 재방문 환자 중 급성 위장염이 17

명(10.12%)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요관의 결

석과 상기도 감염 순 등이었다. 기타 질환에는 대상포진, 급성인두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 등이 포함되었다(표 10).

표 10. 단일 질환별 빈도 

  진단명  ICD-10    n(%)

 급성 위장염

 요관 결석

 상기도 감염

 폐의 악성신생물

 장 중첩증

 간 경화증  

 장 폐색증

 기타 질환

  A09

  N20.1

  J06.9

  C34.9            

  K56.1

  K74.6

  K56.7

  17(10.12)

   8( 4.76)

   7( 4.17)

   5( 2.98)

   4( 2.38)

   3( 1.79)

   3( 1.79)

 121(72.02)

 총 환자수  16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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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센터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

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급의료센터를 내원 후 

퇴원시 향방이 병동으로 간 사람에 비해 집으로 퇴원한 사람이 재방문할 

확률이 27.6배 높았으며 응급의료센터에서 체류시간이 짧을수록 재방문할 

확률이 높았다.(p=0.0029).

   그 외 퇴원형태가 정상퇴원 환자에 비해 자의퇴원 환자일수록 재방문할 

확률이 5.9배 높게 나타났으며 퇴원시 환자상태가 호전되어 귀가한 사람에

비해 의무기록에 관찰요함으로 명시된 사람이 재방문할 확률이 8.7배로 높

았다(p=0.042)(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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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변   수   Odds Ratio(95%CI)        P값 

내원경로

 타 병원 경유

 외래

 직접 내원

     

      Reference

  1.098(0.235-  5.129)

  1.753(0.744-  4.131)

0.9058

0.1990

응급의료센터 

 체류시간

 

 0.957(0.930-  0.985)

    

0.0029

 

검사 

 안함

 일반검사

 특수검사

 일반+특수검사

 

      Reference

  1.864(0.781-  4.446)

  1.325(0.186-  9.435)

  1.867(0.690-  5.052)

 

 0.1606

 0.7788

 0.2190

퇴원시 상태 

 호전됨

 호전안됨

 관찰요함

   

      Reference

  2.496(0.573- 10.875)  

  8.796(1.080- 71.624)

0.2232

0.0421

퇴원 후 향방

 병동

 집

 외래

 타 병원

   

      Reference

 27.695(3.626-211.540)  

  1.262(0.254-  6.269)

  0.500(0.086-  2.911)

0.0014

0.7761

0.4407

퇴원형태

 정상퇴원

 자의퇴원

      

     Reference

  5.924(1.187- 29.574)

  

  

 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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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센터 재방문 사유

   응급의료센터를 예고없이 재방문한 168명을 대상으로 재방문의 사유를 

조사한 결과, 예방이 가능했던 재방문이 총 51건(30.36%), 불가피한 재방문

이 총 111건(66.07%)이었다. 예방이 가능했던 재방문은 진단의 미비로 인

한 재방문 13건(7.74%), 자의퇴원의 경우가 22건(13.09%), 그 외 병원 간의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한 6건(3.57%), 입원이나 검사 목적으로 인한 경

우 8건(4.76%)과 환자에 대한 설명부족 1건(0.6%)을 포함하 다. 

   반면, 불가피한 재방문은 1차 내원시 호전 상태로 귀가 후 증상의 재발

로 재방문한 경우인 64건(38.09%), 새로운 질환 발생 29건(17.26%), 질환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18건(10.71%) 등을 포함하 다.  

   그 외 응급의료센터 도착 당시 사망한 환자는 2건(1.19%)이었으며, 의

무기록의 미비로 재방문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4건(2.38%)이었다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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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응급의료센터 재방문 사유

재방문 사유        환자수(n)     %

 예방 가능한 재방문

  진단의 미비

  자의퇴원

  병원간 의료전달체계 미비

  검사ㆍ치료 목적

  입원목적

  환자에 대한 설명부족

  투약 부작용, 감염

      13

      22

      6

      4

      4

      1

      1

    7.74

   13.09

    3.57

    2.38

    2.38

    0.60

    0.60    

        총 환자수            51          30.36

불가피한 재방문

 증상 재발

 새로운 질환 발생 

 질환 특성상 불가피한 상태악화 

   

     64

     29

     18

   38.09

   17.26

   10.71 

        총 환자수     111          66.07

기록 미비로 확인 불가능      4     2.38

도착시 사망            2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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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방문 사유별 1차 내원 특성 비교

   재방문 환자의 재방문 사유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재방문 환자의 사유별 특성분포

   재방문의 사유를 재방문 위험요인에 따라 분류한 결과, 재방문 환자 중 

질환관련 요인 69.13%, 환자관련 요인 13.59%, 의사관련 요인 8.64%, 의료

체계관련 요인 8.64% 등 4가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에 대한 

변수별 차이를 비교하 다.

   

  

n=112

(69.13%)

n=22

(13.59%)
n=14

(8.64%)

n=14

 (8.64%)

0

20

40

60

80

100

질환 요인 환자 요인 의사 요인 의료체계 요인
(재방문 사유)

n=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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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연령, 거주지역에 따른 4가지 재방문 요인에 대해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5) 소아기 연령에서는 주로 의사관련

요인(50%)으로 재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표 13. 재방문 사유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빈도(%)

  변  수
 질환요인 

  n=112

 환자요인 

   n=22

 의사요인 

  n=14

의료체계요인

   n=14
P값

성별

 남

 여

  67(59.82)

  45(40.18)

  11(50.00)

  11(50.00)

  8(57.14)

  6(42.86)

   9(64.29)

   5(35.71)
 0.8161

*

연령

 소아기 

 청소년기

 성년기

 장년기

 노년기

  33(29.46)

   7( 6.25)

  21(18.75)

  27(24.11)

  24(21.43)

   7(31.82)

   2( 9.09)

   3(13.64)

   5(22.73)

   5(22.73)

   7(50.00)

   0( 0.00)

   3(21.43)

   3(21.43)

   1( 7.14)

   3(21.43)

   1( 7.14)

   1( 7.14)

   7(50.00)

   2(14.29)

 0.8286
**

거주지역

 서울․경인

 기타

 104(92.86)

   8( 7.14)

  20(90.91)

   2( 9.09)

  13(92.86)

   1( 7.14)

 14(100.00)

   0( 0.00)
 0.7461

**

* χ2-test   ** Fisher'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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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센터 1차 방문시의 내원달, 내원요일, 내원경로 등은 재방문 요

인들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반면 1차 방문 요일이 

일요일이었던 환자들은 주로 의사관련 요인(35.71%)으로 재방문을 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14). 그 외 진료과, 의사년차, 투약, 검사 유무, 협의진료 여

부, 소견서 첨부여부에 따른 4가지 재방문 요인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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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재방문 사유별 응급의료센터 방문 특성 비교 

빈도(%)

 변  수
 질환요인 

 n=112

 환자요인 

    n=22

 의사요인 

     n=14

의료체계요인

    n=14
P값

내원달

  3

  6

  9

 12

  20(17.86)

  21(18.75)

  39(34.82)

  32(28.57)

   5(22.73)

   5(22.73)

   5(22.73)

   7(31.82)

   3(21.43)

   3(21.43)

   5(35.71)

   3(21.43)

   4(28.57)

   3(21.43)

   4(28.57)

   3(21.43)

 

0.9791**

내원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9(16.96)

   7( 6.25)

  13(11.61)

  19(16.96)

  20(17.86)

  15(13.39)

  19(16.96)   

   1( 4.55)

   7(31.82)

   1( 4.55)

   1( 4.55)

   4(18.18)

   5(22.73)

   3(13.64)   

   1( 7.14)

   1( 7.14)

   2(14.29)

   1( 7.14)

   2(14.29)

   2(14.29)

   5(35.71)

   2(14.29)

   1( 7.14)

   4(28.57)

   0( 0.00)

   2(14.29)

   3(21.43)

   2(14.29)

 

0.0572**

내원경로

 타 병원

 외래

 직접 내원

   9( 8.04)

   5( 4.46)

  98(87.50)

   5(22.73)

   0( 0.00)

  17(77.27)

   1( 7.14)

   0( 0.00)

  13(92.86)

   2(14.29)

   1( 7.14)

  11(78.57)

 

0.3726
**

* χ
2
-test

 
   ** Fisher'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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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재방문 사유별 의학적 특성 비교

                                                                    빈도(%)

 변  수
 질환요인 

  n=112 

 환자요인 

   n=22

 의사요인 

   n=14 

의료체계요인

    n=14
P값

소견서

 유

 무

  6(66.67)

  3(33.33)

   3(60.00)

   2(40.00)

   1(50.00) 

   1(50.00)

  2(100.00)

  0(  0.00)
 1.0000**

진료과

 내과

 소아

 외과

 63(56.25)

 38(33.93)

 11( 9.82)

  14(63.64)

   8(36.36)

   0( 0.00)

   5(35.71)

   7(50.00)

   2(14.29)

   5(35.71)

   5(35.71)

   4(28.57)

 0.1232**

의사년차

 인턴

 전공의 1년차

 전공의 2년차

 전공의 3년차

 전공의 4년차

 전임의

 교수

  2( 1.79)

 39(34.82)

 44(39.29)

 11( 9.82)

  1( 0.89)

 13(11.61)

  2( 1.79)

   0( 0.00)

  11(50.00)

  10(45.45)

   1( 4.55)

   0( 0.00)

   0( 0.00)

   0( 0.00)

   0( 0.00)

   9(64.29)

   3(21.43)

   1( 7.14)

   0( 0.00)

   1( 7.14)

   0( 0.00)

   0( 0.00)

   7(50.00)

   7(50.00)

   0( 0.00)

   0( 0.00)

   0( 0.00)

   0( 0.00)

 0.7413**

투약

 유

 무

 94(83.93)

 18(16.07)

  17(77.27)

   5(22.73)

  12(85.71)

   2(14.29)

   9(64.29)

   5(35.71)
 0.3065**

협의진료

 유

 무

103(91.96)

  9( 8.04)

  19(86.36)

   3(13.64)

  12(85.71)

   2(14.29)

  11(78.57)

   3(21.43)
 0.3997

**

검사ㆍ처치

 안했음

 일반검사

 특수검사

 일반+특수검사

  8( 7.14)

 72(64.29)

  3( 2.68)

 29(25.89)

   3(13.64)

  15(68.18)

   0( 0.00)

   4(18.18)

   2(14.29)

   9(64.29)

   0( 0.00)

   3(21.42)

   2(14.29)

   6(42.86)

   2(14.29)

   4(28.57)

 0.3797**

* χ
2
-test

 
   ** Fisher'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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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시 상태, 퇴원 후 환자향방과 퇴원 형태 등은 위의 4가지 재방문 

요인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01). 특히 병원 간의 의료전달체계관련 요인으로 재방문을 한 환자들의 

경우 1차 내원 후 퇴원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환자(85.71%)가 많았다. 

또한 환자관련 요인으로 재방문을 한 경우는 1차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퇴

원형태가 주로 자의퇴원을 한 환자(90.9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표 16. 재방문 사유별 퇴원관리 특성 비교

빈도(%)

 변  수
 질환요인

 n=112 

환자요인

n=22

  의사요인

    n=14 

의료체계요인

    n=14
P값

퇴원시 상태 

 호전 

 호전안됨 

 관찰요함

  83(74.11)

  22(19.64)

   7( 6.25)

  10(45.45)

  12(54.55)

   0( 0.00)

   2(14.29)

  10(71.43)

   2(14.29)

   1( 7.14)

  12(85.71)

   1( 7.14)

〈0.0001**

퇴원 후 향방

 집

 병동 

 외래

 타 병원 이송

  91(81.25)

   2( 1.79)

  19(16.96)

   0( 0.00)

  21(95.45)

   0( 0.00)

   2( 8.33)

   1( 4.55)

   5(35.71)

   0( 0.00)

   9(64.29)

   0( 0.00)

   2(14.29)

   0( 0.00)

   7(50.00)

   5(35.71)

〈0.0001
**

퇴원 형태

 정상퇴원

 자의퇴원

 111(99.11)

   1( 0.89)

   2( 9.09)

  20(90.91)

  13(92.86)

   1( 7.14)

 14(100.00)

   0( 0.00)
〈0.0001**

* χ2-test    ** Fisher'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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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응급의료센터의 질적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로서 응급의

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 후 48시간 이내에 재방문한 환자와 같은 기

간동안에 동일한 질환으로 진단받고 퇴원 후 재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이들의 특성별 비교를 통해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심층 분석하 다.

   또한 이에 따른 부적절한 사유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센터를 재방문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향후 응급의료센터 내

원 환자의 질적 관리 방안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기준에 포함되는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 환자는 총 168명으로 

이는 연구대상 기간의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10,755명 중 1.6%에 해당되

는 것으로 외국 타 병원의 1.4%(Miroo 등, 1999)와 유사하 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11세 이하의 소아 환자가 33%로 가장 많이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령층은 자신들의 증상에 대해 확실히 표현을 할 

수 없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부모의 지나친 불안감 

때문에 쉽게 재방문을 결정하리라고 여겨진다(김성중 등, 1991).

   응급의료센터 내원 경로에 있어서는 환자군에 비해 대조군이 1차 내원

시 타 병원을 경유하여 소견서를 가지고 내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1차 

방문시 응급의료센터 체류시간은 환자군의 경우 평균체류시간이 7시간 16

분임에 반해 대조군의 평균 체류시간은 21시간 31분으로 재방문 환자군의 

체류시간이 짧았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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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후 재방문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시간 52분으로 12-18시

간대에 가장 많았으며 78.5%가 24시간 이내 재방문을 하 다. 이는 국내 

타 병원에서 조사된 77.6%와 별 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외국의 자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응급의료의 질 평가에 사용될 기준으로 48시간이

내 재방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Kimberly 등, 1989).

   응급의료센터 진료과의 분포는 대조군의 표본추출시 재방문 환자의 1차 

내원시와 동일한 질환군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두 군의 질환군과 진료과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소아과 환자가 34.5%로 가장 많았고 

이들은 주로 발열증세를 호소하며 상기도 감염을 주 질환으로 내원하 으

며 외국 타 병원 사례에서도 역시 13.4%(Mintegui 등, 2000)가 발열증세와 

호흡기 질환으로 소아과 환자가 가장 많이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과계에서는 응급의학과(31.5%), 외과계에서는 비뇨기과(3%) 환자가 많이 

내원하 다.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의 질환군을 ICD-10 분류에 의해 살펴본 결과,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1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화기

계 질환 14.9%, 신생물질환 14.3%의 순이었다. 단일 질환별 빈도에 있어서

는 급성 위장염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요로 

결석과 상기도 감염이었다. 재방문 환자의 1차 응급의료센터 내원시 주요 

증상은 복통이 1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순위로 발열, 두통 등이었다.

   응급의료센터 1차 내원 후 퇴원시 치료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호전되지 않고 퇴원한 경우에(38.3%) 비해 호전된 상태로 퇴

원한 경우(57.8%)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찰요함의 상태로 

퇴원한 경우는 환자군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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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센터에서 1차 내원시 진료를 모두 마친 환자의 퇴원 후 향방에 

있어서 재방문을 한 환자군의 73.2%가 외래 예약없이 집으로 귀가하 으

며 외래 예약후 퇴원한 환자가 21.4%로 그 다음으로 많았던 반면, 대조군

의 경우 59.3%는 외래 예약없이 집으로 곧바로 귀가하거나 병동으로 입원

(29.6%)한 경우가 많았었다. 이는 내원 환자에 대한 진료의사의 적절한 판

단에 의한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퇴원형태에 있어서는 재방문 환자군의 13.1%가 자의퇴원을 하여 재방

문이 없었던 군의 1.5%에 비해 자의퇴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

내 타 대학병원에서 조사한 27.7%의 자의퇴원 비율보다는 낮은 것이었으

나(김 주 등, 1999) 이러한 요인이 재방문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초래한

다고 볼 수 있다.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퇴원시점까지의 총 진료비의 평균을 비교한 결

과, 환자군(192천원)보다는 대조군(342천원)이 높았으며 이는 환자군에 비

해 대조군이 응급의료센터 체류시간이 길었던 점과 재방문 환자군이 일반

검사만을 주로 받고 퇴원한 것에 비해 대조군은 일반검사와 특수검사를 모

두 받고 퇴원한 경우가 많았던 앞의 연구결과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를 재방문하게 된 사유를 예방 가능성에 따라 살펴본 결

과, 예방이 가능했던 재방문이 총 51건(30.4%)으로 이 가운데 진단의 미비

로 인한 재방문이 13건(7.7%)으로 이는 비슷한 규모의 국내 타 병원의 

20%가 이러한 이유로 재방문을 하게 된 것과(김성중 등, 1991) 외국의 연

구에서 약 8%가(Kimberly 등, 1989) 이러한 이유로 재방문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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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의무기록에 근거한 미국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위해 사건 중

과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유형의 오류는 부정확한 진단 또는 진단의 

지연과 부정확한 치료 및 치료의 지연, 약물관련이나 마취관련 오류의 순

으로 나타났다(Thomas 등, 2000).

   또한 의사의 지시에 반대하여 환자 스스로의 뜻에 의해 자의퇴원을 한 

경우가 환자군에서 22건(13.1%)으로 대조군의 2건(1.5%)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질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응급의료센터 

이용에 관한 설득과 교육으로 환자의 불만을 감소시켜 자의퇴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준다. 아울러 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에 대한 인

식변화 등의 복합적인 노력 역시 절실히 필요한 부분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 부적절한 재방문 사유로 1차 방문시 외래를 예약하고 퇴원한 환

자들이 외래 내원 후 입원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는 2.4%로 경미한 편이었

다. 그 중에는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으나, 입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자 입원 방법으로써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사례도 있

어 이러한 현상은 응급의료센터 과 화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진료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줄 수 있다(장석준 등, 1992).

   특히 재방문 후의 입ㆍ퇴원여부를 보면 168명 중 26명(15.5%)이 재방문  

후 병동으로 입원이 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신생물 질환, 신경계 질환, 비뇨

생식기계 질환을 가진 환자 고 그 중 3명은 중환자실로 입원되었다. 그  

외에 병실부족으로 환자를 전원시킨 후 다시 재방문을 하게된 경우와 3차 

병원에서 진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환자를 2차 병원으로 전원시킨 후 

본원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등 병원 간의 의료전달체계 미비로 인한 사유

가 6건(3.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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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에서는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일

부 과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응

급의료센터의 경우는 진료의뢰서 없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의료가 

필수적이지 않은 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이 가중되어 응급의료센터에서

의 환자 적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한남숙 등, 2000). 이러한 응급의료

센터 이용체계에 대한 환자의 이해부족이 예방 가능한 응급의료센터 재방

문 가능성과 과 화 현상을 간접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

법에 의한 응급 환자, 비응급 환자의 구분을 더욱 정확히 하여 비응급일 

경우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자발적으로 자제할 수 있는 국민계몽운동이 필

요하다(윤여규 등, 1994; 김명숙, 1995; Askenasi 등, 1984). 

   또한 응급환자 중에서 긴급한 응급처치를 요하는 환자는 전체 응급 환

자의 10-15%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응급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가 양호하

다고 보고되고 있다(임경수, 1988; Jameel 등, 1989). 이에 반해 질환의 자

연경과 및 특성상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상태가 악화되어 

재방문할 수 밖에 없었던 18건(10.7%)을 포함하여 새로운 질환 발생 29건

(17.3%)과 응급의료센터에서 1차 진료 후 증상이 재발되어 내원한 64건

(38.1%) 등은 불가피한 방문이었다. 그 예로 백혈병 환자가 혈소판 부족으

로 인한 비출혈로 내원한 경우와 같이 병 자체가 아닌 부수적이면서 치명

적이지 않은 현상으로 인해 재방문을 한 환자의 경우는 불가피한 재방문으

로 구분하 다.

   그 외에 의무기록의 내용이 미비하여 재방문의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4건(2.4%)이었다.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환에 관계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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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서비스한 검사ㆍ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홍준현, 2001) 특히 법적 증거로서 의무기록이 검토되는 경

우 차트에 기재된 것은 존재하고 실시되었다고 간주하며 기재가 없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었으며 경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김옥남, 

1996). 따라서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특히 진단과 치료과정을 평가

하는데 의무기록은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므로 의무기록의 적시성과 충실성

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외된 예고된 재방문 환자는 총 193명 중 25명(13%)으로 

이들의 대부분은 검사나 치료 목적(84%)으로 재방문을 한 경우로 응급의

료센터의 외래 기능은 응급의료센터 과 화 상태에서는 실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유지해야 하는 기능으

로 생각한다(장석준, 1992). 

   본 연구에서 응급의료센터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조사한 결과, 응급의료센터를 내원 후 퇴원 후 향

방이 집으로 곧바로 귀가한 환자가 병동으로 입원한 환자에 비해 재방문할 

확률이 27.6배 높았으며, 응급의료센터에서 체류시간이 짧을수록 재방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원 형태가 정상퇴원에 비해 자의퇴

원 환자가 재방문 확률이 5.9배 높았으며 퇴원시 환자상태가 호전되어 귀

가한 사람에 비해 관찰요함(observation)으로 퇴원한 사람이 재방문할 가능

성이 8.7배 높았다. 

   단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변수 던 1차 내원시 내

원경로, 검사ㆍ처치 서비스 제공 등 2개의 변수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

해 다른 변수의 향을 통제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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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방문의 사유를 재방문 위험요인(risk factor)에 따라 분류한 결과, 질

환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태악화와 새로운 질환이나 증상의 재발로 인해 재

방문시 이를 질환관련 요인으로, 자의퇴원이나 의사지시사항 불이행, 응급

의료센터 이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부족 등으로 재방문시 이를 환자관련 요

인으로, 진단의 미비로 인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환자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인한 재방문시 의사관련 요인으로, 병원 간의 미흡한 의료전달체

계나 입원이나 검사 목적으로 외래 후 재방문한 사례를 의료체계관련 요인

으로 구분하여 이 요인에 대한 각 변수별 차이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질환관련 요인으로 재방문을 하게된 경우는 69.1%로 외국 타 

병원 사례의 73.7%(Liaw 등, 1999)에 비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내, 국

외 조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방문 사유 중 가장 많은 요인으로 작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위로 재방문 환자의 13.6%가 환자관련 요인으

로 내원하 으며 외국의 타 병원 사례 27%(Kelly, 1993)와는 약간의 차이

가 있었다. 의사관련 요인이 8.6%로 이와 관련된 국외 조사에 의하면 응급

의료센터 내원 환자 중 재방문 고위험군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프로그램 개발은 의사관련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

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Mccusker 등, 1997). 그 외 의료체계관련 요인으로 

인한 재방문율은 8.6%로 나타났다.

   소아기 연령에서는 주로 의사관련 요인으로 인한 재방문률이 높았던 점

을 감안할 때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응

급의료센터 이용에 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1차 

내원요일이 주말이었던 환자가 의사관련 요인으로 주로 재방문이 이루어졌

던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요일에 비해 주말에 환자가 집중하는 응급의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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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직의사들의 수적 증가와 아울러 내원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퇴원시 상태, 퇴원 후 환자향방

과 퇴원형태 등은 위의 재방문 요인과의 차이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재방문 환자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1차 방문시 이루어진 응급의료의 내용과 환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재방문률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출하 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각 병원마다 응급의료센터 진료형태와 시설 

및 인력상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병원이 한 대학병원이라는  

점과 본 조사 대상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하는 환자가 주로 중증의 질환

으로 치료받기 위하여 내원하는 환자가 많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자료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시간 내에 비교가 용이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조사 

대상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후향적 환자-대조군 연구를 시행하 으나 추후 

재방문 환자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통한 응급의료센터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도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길 제언한다.

   또한 각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서 표준화된 양식과 분류기준을 적용하

여 지속적인 조사와 평가는 물론 예방 가능한 재방문 환자 감소방안으로 

고위험군 산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는 응급의료센터의 질적 향

상을 위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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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서울에 소재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002년 3월, 6월, 9월, 12월 기

간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하 다가 48시간 이내에 재방문한 

환자 168명을 환자군으로 선정하고 같은 기간 내에 환자군의 1차 내원시와 

동일한 질환으로 응급의료센터에서 퇴원 후 재방문하지 않은 대조군 136명

을 표본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사대상기간에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10,755명 중 1.6%에 해

당되는 168명이 예고되지 않은 재방문 환자 으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11

세 이하의 소아 환자가 33%로 가장 많았다. 응급의료센터 평균 체류시간

은 재방문 환자군이 7시간 16분으로 대조군의 21시간 31분에 비해 현저히 

짧았다. 

   둘째, 대조군은 처음 응급의료센터 내원시 타 병원을 경유하여 소견서

를 첨부하고 내원한 비율이 81.5%로 환자군의 66.7%에 비해 높았으며, 환

자군의 1차 내원시 주요 증세로는 복통이 16.7%로 가장 많았고 질환군의 

분포에 있어서는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15.5%로, 단일 질환으로

는 급성 위장염 환자가 10.1%로 가장 많았다.

   1차 내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ㆍ처치에 대한 서비스를 비교 분석한 결

과, 환자군이 일반검사만을 주로 받고(62.5%) 퇴원한 것에 비해 대조군은 

일반검사와 특수검사를 받고(39.3%) 퇴원한 경우가 많았으며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퇴원시 상태는 관찰요함의 상태로 퇴원한 환자의 

비율이 환자군이(6.55%) 대조군(0.74%)보다 현저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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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형태에 있어서는 환자군의 경우 자의퇴원이 13.1%로 대조군1.5%에 비

해 높았다.

   셋째, 응급의료센터를 재방문하게 된 사유를 예방 가능성에 따라 예방

가능한 재방문과 불가피한 재방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예방 가능했

던 재방문이 51건(30.4%)으로 이 가운데 진단의 미비로 인한 환자의 상태

악화가 13건(7.7%)이었으며 자의퇴원 후 재방문이 이루어진 경우가 22건

(13.1%)이었다. 또한 병원 간의 의료전달체계 미비로 인한 재방문(3.6%)과 

입원목적이나(2.4%) 검사목적(2.4%)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경우 등은 예방 

가능한 재방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111건(66.1%)은 불가피한 재

방문이었다.

   넷째, 응급의료센터 재방문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응급의료센터

에서 퇴원 후 향방이 집으로 퇴원한 환자가 병동으로 입원된 환자에 비해 

재방문할 확률이 27.6배 높았으며, 응급의료센터에서 체류시간이 짧을수록 

재방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원시 형태가 정상퇴원에 

비해 자의퇴원 환자일수록 재방문할 확률이 5.9배 높았으며 퇴원시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사람에 비해 관찰요함으로 퇴원한 사람이 재방문 확률이 

8.7배 높았다.

   마지막으로 재방문 사유를 재방문 위험요인에 따라 분류한 결과, 질환

관련 요인으로 재방문을 하게 된 경우는 69.1%이었으며, 13.6%는 환자관

련 요인, 의사관련 요인 8.6%, 의료전달체계관련 요인으로 인한 재방문은 

8.6%이었다.

   위의 재방문 요인에 대한 변수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퇴원시 상태, 퇴

원 후 환자향방과 퇴원형태 등은 위의 4가지 재방문 요인에 대해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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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다(p<0.05).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예방 가능한 재방문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응급의료센터의 질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

분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응급의료센터 퇴원시 환자상태나 퇴원향방, 퇴원형

태 등이 재방문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감안할 때 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에 대한 적절한 퇴원관리로 예방 가능한 재방문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 방안으로 병원의 재원일수를 줄이고 병상가동률을 높여 응급의료센

터 환자의 필요한 입원을 도모함으로서 필요한 응급환자를 시의 적절하게 

진료하여 병실부족으로 인해 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 후 다시 본원 응급

의료센터로 내원하여 입원하는 사례를 줄여할 것이다. 또한 자의퇴원 환자

의 경우가 정상퇴원에 비해 재방문률이 높았던 점과 소아과 환자가 의사관

련 요인으로 인한 재방문이 주로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할 때, 의료진의 입

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환의 경과 및 치료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

명과 아울러 검사시간의 지연이나 병원 응급의료센터 시스템에 대한 설득

과 교육으로 환자의 불만을 감소시켜 자의퇴원을 최소한 줄여야 할 것이

다. 아울러 환자와 보호자의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복합적

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기관이 일개 종합 전문요양기관이라는 것에 자료를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지역내 유사한 수준별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층연구가 진행된다면 병원 간에 유용한 

비교 자료뿐 아니라 응급의료센터의 적정진료 평가자료 및 응급의료센터 

관리에 유용한 지표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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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for unexpected revisit to emergency medical center

Mi Sun L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e-Young Kang, Ph.D.)

   

   The primary aim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unexpected revisit to an emergency medical center 

(EMC) and to examine reasons for revisit. During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2002, a total of 168 patients (revisit rate: 

1.31%) were identified as returning to the EMC within 48 hours of a 

previous discharge. As a 1:1 matched control, we included 136 patients 

who: had been discharged from the EMC during the same time period: 

did not return to the EMC; had the same diagnosis with the case; and 

were within the age range of 5 with the case. Due to th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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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patients visiting the EMC during the study period, we 

couldn't make a perfect matching. As risk factors for revisit,  

characteristics of a previous discharge were classified into four areas: 

socio-demographic, EMC visit-related, medical, and discharge manage 

-ment factors. Reasons for revisit were categorized into disease-related, 

physician-related, patients-related, and system-related factors. Data 

were collected by medical chart review with an assistance from 

clinicians of the EMC.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patients who 

headed home after being discharged had a 27.6 times higher risk of 

revisiting emergency medical center than those who were hospitalized.  

As patients staying shorter in the EMC, they tended to revisit.  Also, 

patients discharged on his own will without following medical advice 

had 5.9 times higher risk of revisiting than those following medical 

advice. Patients who were discharged requiring continual observation 

were more likely to revisit by 8.7 times than those discharged with 

improved condition. Revisits were due to disease-related factors in 

69.1% of cases, patient-related factors in 13.6%, physician-related 

factors in 8.6% and system-related factors in 8.6%.

   Based on the study results, it appears that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revisit are discharge management factors such as 

patient's condition at discharge, whether the discharge accorded with 

medical advice, and whether going home or admitted to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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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fore, appropriate discharge management is necessary to prevent 

EMC revisit. While the disease-related factors are inevitable cases by 

the nature of the problem, the other three factors are considered as 

preventable cases. This indicates that there's an ample room to reduce 

revisit rates by improving preventable cases.

     

   In this research, the subject of the institution of study was an 

tertiary care so there were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data.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that by comparing the case 

and control group, the content of emergency treatment during first 

hospital visit and patients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in depth, and 

factors that influence hospital revisit was determined, so as to bring 

forth plans to prevent hospital revisit.

Keyword: unexpected revisit / risk factors of re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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