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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퇴원환자 요약정보를 이용한 
일개 대학병원의 이탈환자 특성 및 관련 요인

배경 및 목적
   병원은 환자를 유치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질병력은 물론 개인에 
관한 특성 및 사회적 특성을 포괄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환자의 이탈을 예측하여 해결방안을 세우고 
수익성을 증대하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퇴원환자 요약정보를 이용하여 일개 
대학병원의 이탈환자 특성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이탈환자 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자 한다.

연구 방법
   2011년 일 년 동안 서울 시내에 소재한 일개 대학병원의 퇴원환자 23,448
명 중 중복퇴원환자, 사망환자, 자의퇴원환자, 탈원환자를 제외한 18,104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환자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입원형태, 진료형태, 퇴원형태, 주치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기술 분석과 카이제곱검정, T-검정, Mann- 
Whitney U test,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
석은 일반적 특성만을 대상으로 한 ‘모델1’과 일반적 특성과 입원형태를 대상
으로 한 ‘모델2’, 일반적 특성, 입원형태, 진료형태를 대상으로 한 ‘모델3’, 일
반적 특성, 입원형태, 진료형태, 퇴원형태를 대상으로 한 ‘모델4’를 통하여 분
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V19.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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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최종 연구대상자 18,104명 중 정상퇴원환자는 17,395명 이탈환자는 709
명으로 이탈률은 3.9%이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바탕으로 이탈여부와 관
련된 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자인 경우, 거주지가 충청
도, 전라도, 제주도 등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연령이 많아질수록, 응급실을 통
해 입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내원하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 전원 온 경우, 
진료과가 내과계인 경우, 주진단이 신생물, 순환계통의 질환인 경우, 부진단이 
많을수록, 수술하지 않았을 경우, 합병증이 있을 경우, 협의진료를 했을 경우, 
치료결과가 호전되지 않았을 경우, 퇴원병실이 중환자실인 경우 환자가 이탈
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 결론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탈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 특히 
신생물이나 순환계통 질환의 이탈환자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잠재적 이탈환자를 
병원으로 재탈환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 진료 질병
군일수록 의료이용의 욕구가 높고 의료의 질 적 측면을 우선시하므로 환자가 
이탈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센터별로 효율적이고 유
기적인 협력을 통해 최적화된 진료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 인력의 전문성, 시설의 첨단화, 시스템의 최적화가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개 병원이 아닌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이탈 관련 특성을 파악, 의료기관 이용 패턴에 대한 추
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용어: 이탈환자, 퇴원환자 요약정보



- 1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기업에서의 고객관계전략은 크게 신규고객을 확보하는 것과 기존 고
객을 유지하는 전략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신규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이란 잠
재고객이 새로운 시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나 경쟁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환을 하도록 하여 전체 시장규모 혹은 시장 점유율을 높
이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기존 고객을 유지하려는 기업 전
략의 경우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거나 상표전환 장벽을 높여서 고객의 이탈이
나 전환을 줄이는데 초점을 둔다(Jones and Sasser, 1996).
   특히 기존 시장이 포화상태이고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 성숙기 단
계에서는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유지 전략의 중요성이 
강화된다(Fornell, 1992). 이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신규고객을 획득
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Peppers and 
Rogers, 1993).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 고객의 이탈이나 전환을 일
으키는 요인 중 많은 부분은 기업이 적절한 경영 또는 시장관리 노력을 통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변수임을 주장 가능하게 한다(홍성태, 이원준 2004). 
따라서 기업 측면에서는 이미 획득한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관계를 지속적
으로 유지시켜 수익 가치가 높은 평생 고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고
객의 재구매를 유발시키고 그 과정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수익 증대라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탈고객의 방지를 통해 고객 전환(churn)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경쟁 기업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송지연, 2004). 이



- 2 -

러한 배경에서 기업들은 근래로 올수록 신규 고객의 획득에서 점차 기존 고객
의 유지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기업 경영을 병원이라는 시장으로 한정 지어 살펴보았을 때 최근 의료시장
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항 또한, 신규 환자의 유치와 더불어 어떻
게 하면 기존 고객의 이탈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일개 병원에서 이탈고객의 증가 현상은 의료기관의 수익과 즉결되는 의미
로 병원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이태용 등, 2005).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 경영 수익은 병원에 환자가 방문해서 지출한 비용만으로 생각하는 
수동적인 경향을 보였다(홍준현 등, 2000).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환자가 방
문해서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이 환자의 경향도 파악하여 언제 다시 
우리 병원을 찾아올 것인지 우리 병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보일지도 관심사
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 기존 환자는 구전효과 및 간접홍보 등으
로 다른 신환 환자를 창출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
며, 이를 통해 병원 수익 창출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김은엽 
등, 2009). 
   또한, 환자유지의 측면에서 환자가 이탈하는 행위는 병원의 경쟁력과 직결
된다. 병원산업에서 환자의 이탈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보다는 
대부분 경쟁 의료기관 또는 동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의 이동
을 의미하며, 환자가 의료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
서 이탈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병원 간에 신뢰성 구축이 선행되어
야 하며,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불만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 환자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우성 등, 2002). 병원은 환자를 유치
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질병력은 물론 개인에 관한 특성 및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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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까지 포괄하는 개인에 관한 많의 양의 데이터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병원의 환자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환자의 이탈을 
예측하여 해결방안을 세우고 수익성을 증대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고, 이를 통
해 환자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
다(최병순, 1995).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탈환자의 이
탈특성 및 관련 요인을 명확히 규명해 볼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사료된다. 이
에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퇴원환자 요약정보를 이용하여 이탈환자 특성 
및 이탈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병원경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서울 소재 673병상의 일개 대학병원의 퇴원환자 요약정보를 이
용하여 이탈환자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탈환자 특성과 요인을 토대로 이탈환자 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첫째, 정상퇴원환자와 이탈환자의 일반적 특성, 입원형태, 진료형태, 퇴원
형태, 주치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환자 이탈 발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이탈환자의 이탈사유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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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이론적 배경

1.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요인 

  가. 병원선택 결정요인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고 방문하게 하는 결정요인은 의료진의 요인, 진료환
경요인, 의료시설요인, 아는 사람 요인, 병원 접근성 요인 순으로 그 비중이 
분류된다고 하였다(김윤진 등, 1992). 환자들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하여 환자의 시각에서 만족도를 높
여주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 어느 특정한 병원에 신뢰가 형성되면 다른 병원
으로 전원하는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 
   한옥진(2005)은 병원선택요인이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를 통해 연령이 높을수록, 주위로부터 병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주위의 구전 
영향을 받을수록, 입원할수록, 기대감이 클수록 병원을 권유한다고 하였으며,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충성도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입원유무, 병원이용 시의 신뢰감, 전문성, 친밀감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와 권
유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구전영향, 연령, 입원유무, 친밀감에 대한 기
대감 등의 변수를 밝혀내었다. 따라서 향후 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영향요인을 
최대한 고려하여 환자의 충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고객을 
잘 관리하여 긍정적 구전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잠재고객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두 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는 환자가 기존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불만이 발
생하고 환자 본인이 병원선택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가 타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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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다는 판단이 들면 이탈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원은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 요인들에서 불만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
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이탈을 방지하고 이탈한 고객을 재
탈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양한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의 평가 및 이탈 시
점 예측을 통해 이탈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이탈방지 마케팅을 시도하거나 이
탈한 고객을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나. 전원선택 결정요인

   환자가 기존에 의료서비스를 받던 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함은 
환자가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요인 혹은 불만족에서 비롯된 
일종의 전환(churn) 행동으로써 이탈행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
원에서 전원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환자관리 측면에서 불만족 고객을 관리하는 
것의 한 부분이 되며, 탁관철 등(2000)은 환자의 불만의 근본 원인을 인지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충과 불만족은 어떠한 요인으로 발생하였는지를 구
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환자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홍주연(2010)은 전원 가능성의 높은 환자 특성으로 입원경로 중 응급실, 
내․외과계 중 내과계, 내원지역 중 충청도 지역, 연령이 60~74세 그리고 수술
하지 않은 환자, 치료결과가 호전된 환자에 속하는 환자를 관리해야 하며 동
시에 전원환자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병원은 지속적인 환자관리와 
환자와의 신뢰를 형성하면 꾸준한 병원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조직병리검사 암 진단 후 전원환자들의 병원전원 관련 요인 분석(신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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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연구에서는 환자가 암으로 진단받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타 병
원으로 전원하는 이유로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전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전원 하고자 하는 병원에 아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아도, 교통의 편리함이 없어도,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지 않
아도, 병원 지명도가 높고 뛰어난 의사가 있으며 현대식 병원과 좋은 치료시
설이 있으면 전원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조직병리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명도가 높고 뛰어
난 의사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의사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진료 시스
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2. 고객이탈

  가. 고객이탈 행동

   고객 이탈이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현재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
로 정의된다(정현아, 2007). 고객 이탈 반응은 경쟁적인 시장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많은 대체 상품이 존재하므로 불평을 하는 것
보다 이탈 행동을 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에 더 쉽기 때문이다
(정차영, 2002). 
   고객 이탈행위에 대한 이해는 고객이 사업자를 변경하는 전환(churn) 행동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Lapersonne, Laurnet and Goff(1995)의 연구에 의하
면 소비자 만족, 인구통계학적 특성, 제품 구매특성들이 이탈 행동 혹은 전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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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객이탈과 관련된 선행연구

   Hirschman(1970)은 고객 이탈은 기업에 대한 구매 거부이며, 경쟁 기업들 
사이에서 순익을 변경하므로 성공하는 기업은 고객 이탈에 민감하다고 하였
다. 고객들은 절대로 동질적이지 않지만, 고객이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지
속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밥 스톤, 1999), 김진기
(1998)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요금, 서비스 지
역, 통화 품질, 적절한 서비스 제공능력, 구형 단말기 교환 등이 고객 이탈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현정(2001)은 보험회사 이탈고객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보험료, 납입횟수, 수금방법, 특약유무, 대출금 잔액, 성별 등이 
고객 이탈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기순(2006)의 연구에서는 기존 충성도가 높은 고객일지라도 기업
이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인 프로모션 전략 등에 노출되었을 때 해
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며 이탈의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고 주장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일지라도 본인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하는 
전환 행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탈고객은 이용의사가 있는 고객
이나 기존의 이용 고객에 대하여 이용을 만류하는 등 부정적인 구전효과를 유
발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므로 기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
에 각 기업은 저마다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정차영, 2002). 

   이처럼 병원도 고객이 한 병원을 찾아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신규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초진환
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병원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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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충성도(loyalty)를 갖게 하는 것이 성공의 요소라 할 수 있다(황성완 등, 
2009). 
   김광한(2002)은 환자 이탈군 특성요인과 이탈환자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에서 병원의 퇴원 요약정보를 활용하여 이탈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특성과 요
인을 도출하여 냄으로써, 이탈방지모형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개별병원은 
사전에 환자관리를 통해 병원경영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패턴을 파악, 국가단위의 의료이용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입
원환자 데이터를 이용한 예약부도환자 이탈방지 모형연구에서도 퇴원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퇴원 이후 일정 기간 재입원 예약 혹은 외래진료 예
약부도를 발생시킨 환자를 이탈환자로 정의하고 이탈군의 특성 및 이탈에 영
향을 미치는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으로 이탈환자의 성향과 경영전
략 등에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김은엽, 2009).

3. 퇴원환자 요약정보

  가. 퇴원환자 요약정보의 활용

   진료데이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무기록 부서의 퇴원환자 요약정보
라 할 수 있다(강성홍 등, 1999). 퇴원환자 요약정보는 매일 발생하는 퇴원기
록을 대상으로 워크시트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하
며(홍준현, 1996) 환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Uniform Hospital Discharge Data Set(UHDDS)을 만들어 진
료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설정할 때, 이 내용을 중심으로 
디자인 및 관리하고 있다(이정화,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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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DDS란 보건의료에 사용되는 용어, 서식 등을 약속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표현 및 그 사용범주를 모두가 공통된 개념으로 받아들
여야만 진료 행위 및 이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의 상
호교환이 가능하다(조한익 등, 1997). 표준화의 필요성은 정보화의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표준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지게 된다. 표준화된 정보를 통한 조직 간의 정보통합은 다양한 보건의료기관 
간에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보험자와 병원 간의 정보를 통하여 진료비 산
출 및 객관적이고 신속한 자료교환이 가능하며, 동시에 정부기관이 보건의료
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처럼 조직 간의 정보교환이 빈번해질수록 표준화는 정보화의 인프라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UHDDS는 환자의 병력에 대한 간략한 정보이며 병원 간의 객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자료이다. 표준화된 UHDDS를 사용하게 되면 
병원 간 진료정보를 교환할 때 기본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며 병원
에서 자료정리를 할 때에도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게 되
어 자료공유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또한, 보건행정차원에서 여러 가지 역학 조
사들을 시행할 때 기관마다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OECD, 
2001).

  나. 국내의 퇴원환자 요약정보를 이용한 선행연구

   김유미(2000)의 연구에서는 퇴원환자 요약정보를 이용하여 병원의 고객인 
환자를 세분화하고 목표환자(target patient)를 선정하여 환자군별로 차별화된 
병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다. 부산 소재의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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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퇴원한 환자의 퇴원요약 DB 약 40만 건을 다각적으로 재가공하여 분석
하였고 분석방법은 데이터마이닝기법을 사용하였다. 마케팅 전략은 과거의 구
매 행동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환자를 세분화하고 목표환자를 선정하여 더
욱 차별화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고객 생애가치(Life 
time value)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건강증
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정기적인 검진, 예방, 질
병치료, 재활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애에 걸쳐 토탈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가치에도 힘
써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환자와 관련 있는 각종 정보, 
즉 이름, 주소, 취미 등과 과거의 의료기관 이용기록을 종합한 정보 등으로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목표환자를 선정하고 전화나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하여 특정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마케팅 접근방법을 말한
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의무기
록정보 및 환자의 진료내역을 가지고 있는 원무정보 정도이다. 그러나 여기에 
고객의 건강상태, 라이프스타일, 개성까지 포함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환자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며 더욱 개
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최국렬 등, 2001).
   퇴원환자 진료정보 DB(Data Base)를 이용하여 한 대학병원 자의퇴원 환
자의 특성연구를 위해 10년간의 자퇴환자들의 진료정보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진료정보는 의료제공자와 그들의 고객 모두에게 큰 도움과 
보호를 해주는 귀중한 자산으로 의료진들 사이에 공유함으로써 그 가치를 극
대화할 수 있을 것(홍준현 등, 2001)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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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틀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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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가. 연구대상기관, 대상자 선정

   첫째, 연구 대상 기관은 서울 시내에 소재한 일개 대학병원으로 병상 규모
가 673병상인 2차 의료기관이다. 
   둘째, 연구 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일 년 
동안 퇴원한 전체 환자 23,448명 중 중복퇴원환자 4,745명(여러 번 입․퇴원했
을 경우 마지막 퇴원만 남김), 사망환자 425명, 자의퇴원환자 170명, 탈원환
자 4명을 제외한 18,104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 
18,104명 중 퇴원 당시 ‘전원’으로 퇴원처리 된 환자는 709명(3.9%)이었고, 
‘퇴원지시 후’로 퇴원처리 된 환자는 17,395명(96.1%)이었다.

  나. 조사에 대한 동의

   이 연구는 2011년 일 년 동안 K 대학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
여 퇴원 요약정보 검토를 통해 진행되는 연구이며, 후향적 관찰연구이므로 사
전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행하였다.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
의 초기 추출단계에서 익명화하였으므로,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무기록 정보의 유출 예방을 위해 연구
자 외의 타인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생성된 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구성
하였다. 이 연구는 2012년 10월 9일 K 대학병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심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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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종속
변수

정상퇴원환자 퇴원형태에 ‘퇴원지시 후’로 입력된 환자

이탈환자
퇴원형태에 ‘전원’으로 입력(타 병원 전원을 위한 ‘전원 의
뢰서’가 작성되거나 타 병원 진료를 위한 ‘의무기록 사본 
발급’)된 환자

3. 변수의 구분 및 정의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 변수는 환자 이탈여부이다. 환자 이탈여부는 퇴원환자 요
약정보 중 퇴원형태에 입력된 내용에 따라 <표 1>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1. 종속변수의 정의

  나.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과 ‘입원형태’, ‘진료형태’, ‘퇴원형태’, 
‘주치의 특성’으로 나누었다. 퇴원환자 요약정보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구체적
인 변수는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와 관련된 변수이다. ‘입원형
태’는 입원경로, 내원사유, 내원경위, 진료과, 입원횟수와 관련된 변수이다. ‘진
료형태’는 주진단, 부진단 개수, 수술여부, 합병증 여부, 협의진료여부, 중환자
실 이용과 관련된 변수이다. ‘퇴원형태’는 치료결과, 퇴원병실, 재원일수, 이탈
사유, 전원병원과 관련된 변수이다. ‘주치의 특성’은 성별, 연차와 관련된 변수
이다. 이탈환자의 이탈 후 재방문에 관련된 항목으로는 방문사유에 관련된 변
수이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변수정의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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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일반적 
특성

성별 1. 남자  2. 여자

연령 1. 14세 이하   2. 15~29세   3. 30~44세
4. 45~59세    5. 60~74세   6. 75세 이상

거주지 1. 서울시   2. 경기도   3. 강원도   4. 충청도   
5. 전라도   6. 경상도   7. 제주도

입원
형태

입원경로
1. 외래 : 외래를 통하여 입원
2. 응급실 :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
3. 기타 : 외래, 응급실을 통하지 않고 입원 (분만실, 신생아실)

내원사유
1. 질환 : 질환으로 내원
2. 외상 : 외상으로 내원
3. 교통사고 : 교통사고로 내원

내원경위
1. 직접내원 : 직접 병원에 내원
2. 전원 :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
3. 기타 : 분만실, 신생아실을 통해 내원 

진료과
내과계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외과계 [정형외과, 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안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입원횟수 본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횟수

진료
형태

주진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KCD-6차, 2011년)에 따라 분류
부진단 개수 1. 0  2. 1~2  3. >=3
수술여부 1. 유 : 수술시행          2. 무 : 수술시행 안함
합병증여부 1. 유 : 합병증 있음       2. 무 : 합병증 없음
협의진료여부 1. 협의진료 함            2. 협의진료 안함
중환자실 이용 1. 이용 함                2. 이용 안함

 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변수정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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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퇴원
형태

치료결과 1. 호전(완쾌) 
2. 호전 안됨(진단뿐, 치료안함, 가망 없는 퇴원)

퇴원병실 1. 일반   2. 중환자실   3. 기타(분만실, 신생아실)

재원일수 입원진료를 받은 기간
(재원일 1,672일은 본 연구에서는 결측값으로 처리함)

이탈사유
1. 상위 의료기관으로 가기 위해    2. 개인병원이나 집근처
3. 장기시설                       4.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5. 병원에 대한 불만               6. 경제적 문제

전원병원
1. 의원   2. 병원   3. 종합병원   4. 상급종합병원
5. 장기시설(요양, 재활, 노인 병원)
6. 기타(외국병원, 타병원_병원명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주치의 
특성

성별 1. 남자   2. 여자

연차 1. 1년차  2. 2년차  3. 3년차  4. 4년차 
5. 기타(전공의가 없는 진료과의 전문의)

이탈 후 
재방문 방문사유 1. 진료(외래, 응급실, 입원)  2. 서류발급  3. 방문안함
주: 1) 합병증 있음 : 진단코드에 T80-T88(달리 분류되지 않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합병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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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진단 20대 분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시행하였고, 이탈여부와 일반적 특성, 입원형태, 진료형태, 퇴원형
태, 주치의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
한, 독립변수와 이탈여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
행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V19.0을 사용하였다.

  가. 기술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거주지와 주진단 분포에 대해서 
기술분석을 시행하였다. 

  나. 이변량분석

   이탈여부와 일반적 특성, 입원형태, 진료형태, 퇴원형태, 주치의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 입원경로, 내원사유, 내원경위 진료과, 주진단, 부진단 개수, 수술여부, 
합병증여부, 협의진료여부, 중환자실 이용, 치료결과, 퇴원병실, 주치의(성별, 
연차)특성과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고, 이탈여부에 따른 입원횟수와 
재원일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
였다. p값이 0.05미만의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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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으로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모두 네 가지 모델을 수
행하였다. 『모델1』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 환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의 변수와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
하였다. 
   『모델2』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입원형태 관련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이탈
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모델2』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 입원
경로, 내원사유, 내원경위, 진료과 등의 변수와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
였다. 
   『모델3』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입원형태, 진료형태 변수 모두를 포함하여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모델3』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 
입원경로, 내원사유, 내원경위, 진료과, 주진단, 부진단 개수, 수술여부, 합병증
여부, 협의진료여부, 중환자실 이용 등의 변수와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
하였다. 
   『모델4』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입원형태, 진료형태에 퇴원형태를 포함하
여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모델4』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
지, 입원경로, 내원사유, 내원경위, 진료과, 주진단, 부진단 개수, 수술여부, 합
병증여부, 협의진료여부, 중환자실 이용, 치료결과, 퇴원병실, 재원일수 등의 
변수와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모델 내의 다
른 변수를 통제한 후의 회귀계수 값을 구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의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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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연구대상이 된 인원은 총 
18,104명이었고, 그 중 남자가 9,066명(50.1%), 여자가 9,038명(49.9%)이었
다. 
   성별은 정상퇴원환자에서 남자 49.9%, 여자 50.1%로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이탈환자는 남자 55.6%, 여자 44.4%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비율
을 보였다. 
   연령은 정상퇴원환자에서 14세 이하 24.5%, 45~59세 22.7%, 60~74세 
16.5% 순이었으며 75세 이상은 7.9%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고, 이탈환자는 
60~74세 28.5%, 75세 이상 27.2%, 45~59세 23.3%, 30~44세 10.4%, 14세 
이하 5.5%, 15~29세 5.1% 순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는 정상퇴원환자에서 서울시 71.8%, 경기도 22.5%, 강원도 1.7%, 충
청도 1.6% 순의 비율을 보였고, 이탈환자는 서울시 66.7%, 경기도 21.0%, 충
청도 3.7%, 경상도 3.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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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이탈여부 계정상퇴원환자 이탈환자
성별  남자 8,672(49.9) 394(55.6) 9,066(50.1)

 여자 8,723(50.1) 315(44.4) 9,038(49.9)
연령  14세 이하 4,263(24.5) 39(5.5) 4,302(23.8)

 15~29세 2,115(12.2) 36(5.1) 2,151(11.9)
 30~44세 2,821(16.2) 74(10.4) 2,895(16.0)
 45~59세 3,957(22.7) 165(23.3) 4,122(22.8)
 60~74세 2,867(16.5) 202(28.5) 3,069(17.0)
 75세 이상 1,372(7.9) 193(27.2) 1,565(8.6)

거주지  서울시 12,482(71.8) 473(66.7) 12,955(71.6)
 경기도 3,919(22.5) 149(21.0) 4,068(22.5)
 강원도 297(1.7) 15(2.1) 312(1.7)
 충청도 286(1.6) 26(3.7) 312(1.7)
 전라도 174(1.0) 20(2.8) 194(1.1)
 경상도 219(1.3) 21(3.0) 240(1.3)
 제주도 18(0.1) 5(0.7) 23(0.1)
계 17,395(100.0) 709(100.0) 18,104(100.0)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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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대상자의 주진단 20대 분류(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분포    

   연구대상자의 주진단 20대 분류 분포는 <표 4>와 같다. 정상퇴원환자는 호
흡계통의 질환 17.5%, 손상, 중독, 외인에 의한 특정 결과 15.3%, 소화계통의 
질환 10.5%,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7.3%,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7.1% 
순의 분포를 보였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 0.3%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
다. 이탈환자는 순환계통의 질환 23.7%, 신생물 14.7%, 손상, 중독, 외인에 의
한 특정 결과 13.4%, 소화계통의 질환 10.2%, 호흡계통의 질환 7.3% 순의 비
율을 보였고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과 귀 및 유돌의 질환이 각각 0.6%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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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단 20대 분류 이탈여부 계정상퇴원환자 이탈환자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238(7.1) 25(3.5) 1,263(7.0)
신생물 1,065(6.1) 104(14.7) 1,169(6.5)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 49(0.3) - 49(0.3)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335(1.9) 19(2.7) 354(2.0)
정신 및 행동 장애 226(1.3) 19(2.7) 245(1.4)
신경계통의 질환 470(2.7) 36(5.1) 506(2.8)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254(1.5) 4(0.6) 258(1.4)
귀 및 유돌의 질환 330(1.9) 4(0.6) 334(1.8)
순환계통의 질환 1,129(6.5) 168(23.7) 1,297(7.2)
호흡계통의 질환 3,036(17.5) 52(7.3) 3,088(17.1)
소화계통의 질환 1,832(10.5) 72(10.2) 1,904(10.5)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298(1.7) 7(1.0) 305(1.7)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1,185(6.8) 10(1.4) 1,195(6.6)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1,274(7.3) 29(4.1) 1,303(7.2)
임신, 출산 및 산후기 342(2.0) 5(0.7) 347(1.9)
출산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306(1.8) 8(1.1) 314(1.7)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73(0.4) 8(1.1) 81(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증상 440(2.5) 32(4.5) 472(2.6)
손상, 중독, 외인에 의한 특정결과 2,667(15.3) 95(13.4) 2,762(15.3)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846(4.9) 12(1.7) 858(4.7)

계 17,395(100.0) 709(100.0) 18,104(100.0)

�표 4. 주진단 20대 분류(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분포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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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 분석
    : 이변량 분석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카
이제곱검정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탈환자의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는 남자 4.3%, 여자 3.5%로 남자가 여자
보다 이탈의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3). 
   연령별 분석결과는 75세 이상 12.3%, 60~74세 6.6%, 45~59세 4.0%, 
30~44세 2.6%, 15~29세 1.7%, 14세 이하 0.9% 순으로 연령이 많아짐에 따
라 이탈의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거주지별 분석결과는 제주도 21.7%, 전라도 10.3%, 경상도 8.8%, 충청도 
8.3%, 강원도 4.8%,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3.7% 순으로 이탈의 비율이 높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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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이탈여부 계 χ² 
(p-value)정상퇴원환자 이탈환자

성별  남자 8,672(95.7) 394(4.3) 9,066(100.0) 8.909
(0.003) 여자 8,723(96.5) 315(3.5) 9,038(100.0)

연령  14세 이하 4,263(99.1) 39(0.9) 4,302(100.0) 499.162
(<.001) 15~29세 2,115(98.3) 36(1.7) 2,151(100.0)

 30~44세 2,821(97.4) 74(2.6) 2,895(100.0)
 45~59세 3,957(96.0) 165(4.0) 4,122(100.0)
 60~74세 2,867(93.4) 202(6.6) 3,069(100.0)
 75세 이상 1,372(87.7) 193(12.3) 1,565(100.0)

거주지  서울시 12,482(96.3) 473(3.7) 12,955(100.0) 75.341
(<.001) 경기도 3,919(96.3) 149(3.7) 4,068(100.0)

 강원도 297(95.2) 15(4.8) 312(100.0)
 충청도 286(91.7) 26(8.3) 312(100.0)
 전라도 174(89.7) 20(10.3) 194(100.0)
 경상도 219(91.3) 21(8.8) 240(100.0)
 제주도 18(78.3) 5(21.7) 23(100.0)

계 17,395(96.1) 709(3.9) 18,104(100.0)
주: 1) *p<0.05, **p<0.001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탈여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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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원형태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 분석

   연구대상자의 입원형태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카이제
곱검정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탈환자의 입원경로별 분석결과는 응급실 7.4%, 기타(분만실, 신생아실) 
5.1%, 외래 2.3%로 입원경로가 외래, 기타보다 응급실 경유 입원의 비율이 높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내원사유별 분석결과는 교통사고 8.2%, 질환 4.0%, 외상 2.8%로 교통사고
로 내원한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내원경위별 분석결과는 전원 5.6%, 직접내원 3.6%로 타 의료기관을 통해 
전원 온 경우 이탈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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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형태 이탈여부 계 χ²
 (p-value)정상퇴원환자 이탈환자

입원경로  외래 11,978(97.7) 282(2.3) 12,260(100.0) 266.085
(<.001) 응급실 5,248(92.6) 418(7.4) 5,666(100.0)

 기타 169(94.9) 9(5.1) 178(100.0)
내원사유  질환 14,563(96.0) 611(4.0) 15,174(100.0) 27.950

(<.001) 외상 2,553(97.2) 73(2.8) 2,626(100.0)
 교통사고 279(91.8) 25(8.2) 304(100.0)

내원경위  직접 14,408(96.4) 535(3.6) 14,943(100.0) 27.950
(<.001) 전원 2,959(94.4) 174(5.6) 3,133(100.0)

 기타 28(100.0) - 28(100.0)
계 17,395(96.1) 709(3.9) 18,104(100.0)

주: 1) *p<0.05, **p<0.001
    2) 기타 : 분만실, 신생아실

 표 6. 입원형태에 따른 이탈여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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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이탈여부 계 χ²
 (p-value)정상퇴원환자 이탈환자

내과계 7,838(93.7) 530(6.3) 8,368(100.0) 241.650
외과계 9,557(98.2) 179(1.8) 9,736(100.0) (<.001)

계 17,395(96.1) 709(3.9) 18,104(100.0)
주: 1) *p<0.05, **p<0.001

  다. 진료과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 분석

   연구대상자의 진료과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카이제곱
검정을 한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이탈환자의 내,외과계별 분석결과는 내과계 6.3%, 외과계 1.8%로 내과계에
서 이탈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진료과별 분석결과는 신경과 16.8%, 재활의학과 13.8%, 내과 9.3%, 응급의
학과 8.5%, 정신건강의학과 8.0% 순으로 이탈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 7. 진료과(내, 외과계)에 따른 이탈여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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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이탈여부 계 χ²
 (p-value)정상퇴원환자 이탈환자

내과 3,218(90.7) 331(9.3) 3,549(100.0) 931.724
소아청소년과 3,560(99.0) 35(1.0) 3,595(100.0) (<.001)
신경과 667(83.2) 135(16.8) 802(100.0)
정신건강의학과 184(92.0) 16(8.0) 200(100.0)
재활의학과 50(86.2) 8(13.8) 58(100.0)
피부과 89(100.0) - 89(100.0)
응급의학과 54(91.5) 5(8.5) 59(100.0)
가정의학과 16(100.0) - 16(100.0)
정형외과 3,148(98.6) 46(1.4) 3,194(100.0)
외과 1,639(98.6) 24(1.4) 1,663(100.0)
신경외과 817(93.4) 58(6.6) 875(100.0)
이비인후과 1,247(99.0) 13(1.0) 1,260(100.0)
산부인과 998(99.1) 9(0.9) 1,007(100.0)
비뇨기과 656(99.2) 5(0.8) 661(100.0)
성형외과 378(98.4) 6(1.6) 384(100.0)
안과 299(98.4) 5(1.6) 304(100.0)
흉부외과 198(93.8) 13(6.2) 211(100.0)
마취통증의학과 94(100.0) - 94(100.0)
치과 83(100.0) - 83(100.0)

계 17,395(96.1) 709(3.9) 18,104(100.0)
주: 1) *p<0.05, **p<0.001

표 8. 진료과에 따른 이탈여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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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진단 20대 분류(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 
분석

   연구대상자의 주진단 20대 분류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
며, 카이제곱검정을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탈환자의 주진단 20대 분류별 분석결과는 순환계통의 질환 13.0%, 신생
물 8.9%, 신경계통의 질환 7.1%, 소화기계통의 질환과 기타질환이 각각 
3.8%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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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단 20대 분류 이탈여부 계 χ²
 (p-value)정상퇴원환자 이탈환자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238(98.0) 25(2.0) 1,263(100.0) 482.036
신생물 1,065(91.1) 104(8.9) 1,169(100.0) (<.001)
신경계통의 질환 470(92.9) 36(7.1) 506(100.0)
순환계통의 질환 1,129(87.0) 168(13.0) 1,297(100.0)
호흡계통의 질환 3,036(98.3) 52(1.7) 3,088(100.0)
소화계통의 질환 1,832(96.2) 72(3.8) 1,904(100.0)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1,185(99.2) 10(0.8) 1,195(100.0)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1,274(97.8) 29(2.2) 1,303(100.0)
손상, 중독, 외인에 의한 
특정결과 2,667(96.6) 95(3.4) 2,762(100.0)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846(98.6) 12(1.4) 858(100.0)
기타 질환 2,653(96.2) 106(3.8) 2,759(100.0)

계 17,395(96.1) 709(3.9) 18,104(100.0)
주: 1) *p<0.05, **p<0.001
    2) 기타질환 : 전체 건수가 500건 미만인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유돌의 질환, 피부 및 피하
       조직의 질환,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증상을 포함함

 표 9. 주진단 20대 분류에 따른 이탈여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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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진료형태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 분석

   연구대상자의 진료형태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카이
제곱검정을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이탈환자의 부진단 개수별 분석결과는 3개 이상 11.5%, 1~2개 3.4%, 0개 
1.2%의 비율로 부진단이 많을수록 이탈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1).
   수술여부별 분석결과는 무 5.1%, 유 2.1%로 수술하지 않았을 때 이탈비율
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합병증여부별 분석결과는 유 15.5%, 무 3.8%로 합병증이 있을 때 이탈비
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협의진료여부별 분석결과는 협의진료 함 7.7%, 협의진료 안 함 1.4%로 협
의진료를 했을 때 이탈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중환자실 이용별 분석결과는 이용함 17.1%, 이용 안 함 2.9%로 중환자실
을 이용했을 때 이탈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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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형태 이탈여부 계 χ²
 (p-value)정상퇴원환자 이탈환자

부진단
개수

0개 8,022(98.8) 94(1.2) 8,116(100.0) 685.765
1~2개 6,393(96.6) 227(3.4) 6,620(100.0) (<.001)
3개 이상 2,980(88.5) 388(11.5) 3,368(100.0)

수술
여부

유 6,995(97.9) 152(2.1) 7,147(100.0) 100.495
무 10,400(94.9) 557(5.1) 10,957(100.0) (<.001)

합병증
여부

유 201(84.5) 37(15.5) 238(100.0) 86.688
무 17,194(96.2) 672(3.8) 17,866(100.0) (<.001)

협의진료
여부

협의진료 함 6,655(92.3) 554(7.7) 7,209(100.0) 452.122
협의진료 안 함 10,740(98.6) 155(1.4) 10,895(100.0) (<.001)

중환자실
이용

이용함 1,109(82.9) 228(17.1) 1,337(100.0) 662.081
이용 안 함 16,286(97.1) 481(2.9) 16,767(100.0) (<.001)

계 17,395(96.1) 709(3.9) 18,104(100.0)
주: 1) *p<0.05, **p<0.001

�표 10. 진료형태에 따른 이탈여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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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퇴원형태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 분석

   연구대상자의 퇴원형태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카이
제곱검정을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탈환자의 퇴원병실별 분석결과는 중환자실 70.5%, 일반 3.5%, 기타 
2.1%로 중환자실 퇴원의 이탈비율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치료결과별 분석결과는 호전 안 됨 45.4%, 호전 3.7%로 호전 안 됨의 이
탈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재원일수별 분석결과는 4분위수 8.6%, 3분위수 3.4%, 1분위수 2.6%, 2분
위수 1.7%로 4분위수에 해당하는 9일 이상에서 이탈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 33 -

퇴원형태 이탈여부 계 χ²
(p-value)정상퇴원환자 이탈환자

퇴원병실  일반 16,897(96.5) 613(3.5) 17,510(100.0) 1449.119
 중환자실 36(29.5) 86(70.5) 122(100.0) (<.001)
 기타 462(97.9) 10(2.1) 472(100.0)

치료결과  호전 17,336(96.3) 660(3.7) 17,996(100.0) 496.176
 호전 안 됨 59(54.6) 49(45.4) 108(100.0) (<.001)

재원일수  1분위수 4,318(97.4) 113(2.6) 4,431(100.0) 335.117
 2분위수 4,952(98.3) 84(1.7) 5,036(100.0) (<.001)
 3분위수 4,321(96.6) 154(3.4) 4,475(100.0)
 4분위수 3,804(91.4) 358(8.6) 4,162(100.0)
계 17,395(96.1) 709(3.9) 18,104(100.0)

주: 1) *p<0.05, **p<0.001
    2) 재원일수 : 1분위수 : 1~2일, 2분위수 : 3~4일, 3분위수 : 5~8일, 4분위수 : 9일 이상

 표 11. 퇴원형태에 따른 이탈여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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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특성 이탈여부 계 X² 
(p-value)정상퇴원환자 이탈환자

성별  남자 11,510(96.7) 398(3.3) 11,908(100.0) 30.462
 여자 5,885(95.0) 311(5.0) 6,196(100.0) (<.001)

연차  1년차 9,771(96.9) 310(3.1) 10,081(100.0) 63.718
 2년차 4,923(94.5) 286(5.5) 5,209(100.0) (<.001)
 3년차 1,663(96.9) 53(3.1) 1,716(100.0)
 4년차 840(94.7) 47(5.3) 887(100.0)
 기타 198(93.8) 13(6.2) 211(100.0)

계 17,395(96.1) 709(3.9) 18,104(100.0)
주: 1) *p<0.05, **p<0.001
    2) 기타 : 전공의가 없는 진료과의 전문의

  사. 주치의 특성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 분석

   연구대상자의 주치의 특성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카
이제곱검정을 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이탈환자의 주치의 성별 분석결과는 여자 5.0%, 남자 3.3%로 주치의가 여
자일 때 이탈의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주치의 연차 분석결과는 기타 6.2%, 2년차 5.5%, 4년차 5.3% 순의 비율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 12. 주치의 특성에 따른 이탈여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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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이탈여부 t
(p-value)정상퇴원환자 이탈환자

 입원횟수 2.16±2.71 2.28±2.70 -1.094
(0.274)

 재원일수 7.75±12.41 19.50±32.65 -9.547
(<.001)

주: 1) *p<0.05, **p<0.001

  아. 이탈여부에 따른 입원횟수와 재원일수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이탈여부에 따른 입원횟수와 재원일수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
하였으며 T-검정을 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이탈환자의 평균 입원횟수는 2.28회로 정상퇴원환자의 입원횟수 2.16회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274).
   평균 재원일수는 19.50일로 정상퇴원환자 7.75일 보다 높은 재원일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비모수검정인 Mann-Whitney U test의 결과도 입원횟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684) 재원일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 13. 이탈여부에 따른 입원횟수와 재원일수         mean±S.D. (단위: 횟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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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탈환자의 이탈특성

가. 이탈환자의 이탈사유 및 전원병원 분포

   이탈환자의 이탈사유 및 전원병원에 대한 분석은 전체 이탈환자 709명의 의
무기록 중 퇴원요약지, 간호기록지, 전원의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조사하였다<표 14>.
   이탈환자의 이탈사유는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35.4%, 장기시설 32.2%, 개
인병원이나 집근처 15.5%, 상위 의료기관으로 가기 위해 12.8% 순이었고 성별
로 보면 남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으로, 여자는 장기시설로 가기 위한 이탈
사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원병원 분포는 장기시설 35.8%, 상급종합병원 26.1%, 기타 19.2%, 종합
병원 8.7% 순이었고 성별로 보면 남자, 여자 모두 장기시설로의 전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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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사유 및 전원병원 성별 계남자 여자
이탈사유  상위 의료기관으로 가기위해 57(14.5) 34(10.8) 91(12.8)

 개인병원이나 집근처 63(16.0) 47(14.9) 110(15.5)
 장기시설 107(27.2) 121(38.4) 228(32.2)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147(37.3) 104(33.0) 251(35.4)
 병원에 대한 불만 12(3.0) 6(1.9) 18(2.5)
 경제적 문제 8(2.0) 3(1.0) 11(1.6)

전원병원  의원 15(3.8) 16(5.1) 31(4.4)
 병원 24(6.1) 17(5.4) 41(5.8)
 종합병원 38(9.6) 24(7.6) 62(8.7)
 상급종합병원 119(30.2) 66(21.0) 185(26.1)
 장기시설 120(30.5) 134(42.5) 254(35.8)
 기타 78(19.8) 58(18.4) 136(19.2)

계 394(100.0) 315(100.0) 709(100.0)
주: 1) 장기시설 : 요양, 재활, 노인 병원 
    2) 기타 : 외국병원, 타병원(병원명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

 표 14. 이탈환자의 이탈사유 및 전원병원 분포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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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후 재방문 사유 성별 계남자 여자
 진료(외래, 응급실, 입원) 169(42.9) 145(46.0) 314(44.3)
 서류발급 70(17.8) 37(11.7) 107(15.1)
 방문안함 155(39.3) 133(42.2) 288(40.6)

계 394(100.0) 315(100.0) 709(100.0)

나. 이탈환자의 이탈 후 재방문 사유

   이탈환자의 이탈 후 재방문 사유에 대한 분석은 전체 이탈환자 709명의 진
료 이력을 확인하여 이탈 이후부터 2012년 10월까지 재방문 여부를 확인하여 
사유를 조사하였다<표 15>. 
   이탈 후 재방문 사유로는 진료가 44.3%, 서류발급이 15.1%의 비율을 보였
고,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경우는 40.6%로 조사되었다.
   
 표 15. 이탈환자의 이탈 후 재방문 사유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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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탈여부와 관련된 요인 분석
    : 다중 회귀분석

   이탈여부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16>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탈여부와의 관련성만을 분석한 ‘모델1’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은 여자에 비해 남자(OR= 
1.573, 95%CI=1.345-1.840)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연령대는 14세 이하 환자군에 비해 15세 이상 모든 환자군에서 교차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
겠다. 거주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환자에 비해 충청도(OR=1.602, 95%CI= 
1.050-2.445), 전라도(OR=1.791, 95%CI=1.107-2.899), 경상도(OR=1.848, 
95%CI=1.159-2.946), 제주도(OR=6.369, 95%CI=2.261-17.940)에 거주하
는 환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1’에 연구대상자의 입원형태 요인을 추가하여 통제한 ‘모델2’에서는 성
별, 연령, 거주지, 입원경로, 내원사유, 내원경위, 진료과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연령대는 14세 이하 환자군에 비해 
15세 이상 모든 환자군이, 거주지는 서울에 거주하는 환자에 비해 충청도, 전라
도, 경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놓았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입원경로는 외래를 통한 입원에 비해 응급실(OR=2.806, 95%CI= 
2.374-3.316)이나 기타(OR=7.532, 95%CI=3.478-16.310)의 경로로 입원하
는 환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내원사유는 질환에 
비해 교통사고(OR=2.657, 95%CI=1.670-4.227)로 내원한 경우 이탈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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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내원경위는 직접 내원에 비해 타 의료기관
에서 전원(OR=1.286, 95%CI=1.065-1.552)온 경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료과는 외과계에 비해 내과계(OR=4.528, 95%CI= 
3.664-5.595)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2’에 진료형태 요인을 추가하여 통제한 ‘모델3’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입
원경로, 내원사유, 진료과, 주진단명, 부진단 개수, 수술여부, 합병증여부, 협의
진료여부, 중환자실 이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입원형태 중 내원경위는 ‘모델2’에서 유의하였으나 ‘모델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주진단은 기타질환에 비해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OR= 
0.598, 95%CI=0.377-0.949)과 호흡계통의 질환(OR=0.609, 95%CI=0.423- 
0.878)은 이탈할 가능성이 낮았고, 신생물(OR=3.200, 95%CI=2.324-4.406), 
순환계통의 질환(OR=1.451, 95%CI=1.089-1.935)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진단 개수는 0개 일 때보다, 1~2개(OR=1.357, 95% 
CI=1.045-1.763)일 때, 3개(OR=2.117, 95%CI=1.603-2.794)이상 일 때 이
탈할 가능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술여부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
았을 경우(OR=1.390, 95%CI=1.073-1.802)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합병증여부는 합병증이 있을 경우(OR=2.079, 95%CI= 
1.364-3.167)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협의진료여부
는 협의진료를 시행했을 경우(OR=1.936, 95%CI=1.574-2.382) 이탈할 가능
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환자실 이용은 입원 중에 중환자실을 이
용했을 경우(OR=1.779, 95%CI=1.447-2.188)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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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3’에 퇴원형태 요인을 추가하여 통제한 ‘모델4’에서는 일반적 특성, 입
원형태, 주진단, 부진단 개수, 수술여부, 합병증여부, 협의진료여부, 치료결과, 
퇴원병실, 재원일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입원형태 중 내원경위는 
‘모델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모델4’에서는 직접 내원에 비해 
타 의료기관에서 전원(OR=1.347, 95%CI=1.097-1.655)온 경우 이탈할 가능
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료형태 중 중환자실 이용은 ‘모델3’에서
는 유의하였으나, ‘모델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치료결과는 호전
보다 호전 안 됨(OR=35.562, 95%CI=19.279-65.598)의 경우 이탈할 가능성
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퇴원병실은 일반병실에 비해 중환자실(OR= 
19.278, 95%CI=12.009-30.948)에서 퇴원한 경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재원일수는 1분위수에 비해 2분위수(OR=0.618, 95%CI 
=0.446-0.856)일 때 이탈할 가능성이 낮았고, 4분위수(OR=1.535, 95%CI= 
1.140-2.068)일 때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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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이탈여부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모델 1 모델 2

OR(95% CI) OR(95% CI)

성별 여자 (reference) 1 1

남자 1.573**(1.345-1.840) 1.398*(1.189-1.644)

연령 14세 이하 (reference) 1 1

15~29세 1.845*(1.169-2.913) 4.497**(2.788-7.254)

30~44세 2.882**(1.949-4.264) 6.685**(4.412-10.129)

45~59세 4.577**(3.217-6.512) 9.299**(6.398-13.516)

60~74세 7.511**(5.305-10.634) 13.583**(9.399-19.631)

75세 이상 16.420**(11.524-23.396) 21.031**(14.465-30.579)

거주지 서울시 (reference) 1 1

경기도 0.987(0.816-1.194) 1.011(0.832-1.230)

강원도 1.016(0.595-1.734)     1.182(0.677-2.064)

충청도 1.602*(1.050-2.445)  1.843*(1.187-2.862)

전라도 1.791*(1.107-2.899) 2.027*(1.219-3.372)

경상도 1.848*(1.159-2.946) 2.104*(1.289-3.435)

제주도 6.369**(2.261-17.940) 9.740**(3.357-28.265)

입원경로 외래 1

응급실 2.806**(2.374-3.316)

기타  7.532**(3.478-16.310)

내원사유 질환 1

외상 1.246(0.934-1.662)

교통사고 2.657**(1.670-4.227)

내원경위 직접 1

전원 1.286*(1.065-1.552)

기타 0.000(0.000)

진료과 외과계 1

내과계 4.528**(3.664-5.59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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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변수

모델 3 모델 4

OR(95% CI) OR(95% CI)

성별 여자 (reference) 1 1

남자 1.281*(1.082-1.516) 1.224*(1.026-1.460)

연령 14세 이하 (reference) 1 1

15~29세 2.633**(1.600-4.332) 2.774**(1.587-4.849)

30~44세 2.901**(1.859-4.529) 3.058**(1.843-5.073)

45~59세 2.925**(1.926-4.441) 3.094**(1.908-5.017)

60~74세 3.639**(2.394-5.531) 3.769**(2.323-6.116)

75세 이상 5.186**(3.389-7.935) 5.112**(3.127-8.357)

거주지 서울시 (reference) 1 1

경기도 0.949(0.777-1.160) 0.992(0.794-1.209)

강원도 1.034(0.585-1.825) 1.102(0.623-1.949)

충청도 1.933*(1.235-3.023) 2.072*(1.313-3.272)

전라도 1.870*(1.095-3.192) 1.811*(1.051-3.121)

경상도 1.803*(1.090-2.984) 1.678(0.985-2.858)

제주도 5.651*(1.831-17.439) 5.055*(1.528-16.718)

입원경로 외래 (reference) 1 1

응급실 2.478**(2.052-2.992) 2.217**(1.818-2.704)

기타 3.617*(1.639-7.984) 2.755*(1.049-7.231)

내원사유 질환 (reference) 1 1

외상 1.451(0.910-2.314) 1.319(0.801-2.175)

교통사고 2.690*(1.445-5.008) 2.477*(1.276-4.807)

내원경위 직접 (reference) 1 1

전원 1.263(1.038-1.537) 1.347*(1.097-1.655)

기타 0.000(0.000) 0.000(0.000)

진료과 외과계 (reference) 1 1

내과계 2.783**(2.106-3.678) 2.986**(2.242-3.978)

주진단 기타질환 (reference) 1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0.598*(0.377-0.949) 0.648(0.401-1.049)

신생물 3.200**(2.324-4.406) 3.090**(2.206-4.329)

신경계통의 질환 1.359(0.892-2.070) 1.394(0.898-2.165)

순환계통의 질환 1.451*(1.089-1.935) 1.655*(1.218-2.248)

호흡계통의 질환 0.609*(0.423-0.878) 0.636*(0.429-0.943)

소화계통의 질환 0.776(0.558-1.080) 0.956(0.677-1.349)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0.571(0.289-1.127) 0.525(0.261-1.055)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0.780(0.501-1.213) 0.810(0.512-1.281)

손상, 중독, 외인에 의한 
특정결과 0.917(0.557-1.509) 0.920(0.540-1.568)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0.669(0.355-1.263) 0.678(0.348-1.32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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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변수

모델 3 모델 4

OR(95% CI) OR(95% CI)

부진단
개수

0개 (reference) 1 1

1~2개 1.357*(1.045-1.763) 1.336*(1.015-1.758)

3개 이상 2.117**(1.603-2.794) 1.971**(1.467-2.649)

수술여부 유 (reference) 1 1

무 1.390*(1.073-1.802) 1.534*(1.166-2.019)

합병증
여부

무 (reference) 1 1

유 2.079*(1.364-3.167) 1.781*(1.132-2.805)

협의진료
여부

협의진료 안 함 (reference) 1 1

협의진료 함 1.936**(1.574-2.382) 1.887**(1.484-2.400)

중환자실
이용

이용 안 함 (reference) 1 1

이용 함 1.779**(1.447-2.188) 1.031(0.814-1.307)

치료결과 호전 (reference) 1

호전 안 됨 35.562**(19.279-65.598)

퇴원병실 일반 (reference) 1

중환자실 19.278**(12.009-30.948)

기타 0.953(0.397-2.288)

재원일수 1분위수 (reference) 1

2분위수 0.618*(0.446-0.856)

3분위수 0.890(0.662-1.197)

4분위수 1.535*(1.140-2.068)

주: 1) *p<0.05, **p<0.001
    2)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3) 기타 : 분만실, 신생아실 
    4) 재원일수 : 1분위수 : 1~2일, 2분위수 : 3~4일, 3분위수 : 5~8일, 4분위수 : 9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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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환자의 이탈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을 전개함으
로써 기존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보전 및 극대화하는 것이 이탈환자 
방지의 주목적이다. 환자가 한 병원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다
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신설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초진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기존환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병원과 
지속적인 충성도(loyalty)를 갖게 하는 것이 성공의 요소라 할 수 있다.
   병원이 환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면 다른 병원으로 이탈하는 요인은 감소
하게 된다. 따라서 의무기록 부서에서 생성하고 있는 퇴원요약 정보를 활용하
여 이탈환자 현황 및 특성을 정보화하고 이것을 분석함으로써 이탈환자의 특
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었다.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이탈환자 특성 및 관련 요인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입원형태, 진료형태, 퇴원형태, 주치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이변량 분석을 통해서 환자 이탈여부를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주치의 특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요인이 환자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일선 병원에서는 환자의 불편 사항을 사
전에 수렴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축
하는 중이며, 이탈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사전에 이탈을 예방
하는데 적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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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를 통하여 이탈환자의 특성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주요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18,104명의 퇴원환자 중 정상퇴원
환자 17,395명, 이탈환자는 709명으로 이탈률은 3.9%이었다. 이탈환자의 이
탈요인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재입원환자 중 이탈환자가 3.1%(홍준현, 
2000), 퇴원환자 중 이탈환자가 3.2%(홍주연, 2010)로 보고되어 이 연구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환자이탈군 특성요인과 이탈환자 예측모형에 관한 연
구에서는 퇴원환자 22,873명 중 이탈환자 1,178명으로 이탈률은 5.2%로 보
고되어 이 연구보다 조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시점과 조사기간에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기존의 문헌고찰 결과 이탈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이 연구에서도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이탈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남자인 경우 여자보다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이탈환자군 특성요인과 이탈환자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김광한, 
2002)와 전원환자 특성 및 관련 요인(홍주연, 2010)에 관한 연구와 같은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급성기 치료를 마
치고 장기시설(요양, 재활, 노인 병원)로의 이탈이 많은 이유라 여겨지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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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대부분 환자에게서 경제적 소득이 없거나 감소하는 
시기이므로 경제적 사정,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해서 이탈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입원경로는 외래보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경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이탈환자(김광한, 2002) 및 전원환자(홍주연, 2010)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외래를 통해 입원하는 환자는 지속적인 진료
를 통해 의료진과의 신뢰가 형성되어 입원함으로써 이탈할 가능성이 적으나,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환자는 응급상황에서 전공의를 만나게 되어(박미숙, 
2000) 응급상황이 종료되거나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

   넷째, 내원사유는 교통사고로 내원했을 경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다. 교통
사고의 경우 대부분 연고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응급상황에서 입원하게 
되는데 초기 응급치료를 마치고 연고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이
탈하는 경우라고 사료된다.

   다섯째, 내원경위는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받아 온 경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마치고 다시 
전원 전의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료된다.

   여섯째, 진료과는 외과계보다 내과계일 경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다. 카이
제곱검정을 통해 내과계 중에서도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가 높은 이탈비율
을 보였고, 이는 내과계 중 재활의학과와 내과의 이탈이 높았다(홍주연, 
2010)는 연구와 일치한다. 장기간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혹은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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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주진단 20대 분류는 신생물, 순환계통의 질환일 경우 이탈할 가능
성이 높았다. 암과 같은 전문 진료 질병군은 의료이용의 욕구가 높고, 의료기
관 선택 시 의료진의 실력, 최신 의료기기와 장비 등과 같은 의료의 질적 측
면을 우선시(장동민, 1998)하므로 이탈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질병군에 
따른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정확한 연구를 위
해 질병군에 따른 이탈여부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수술여부는 수술했을 경우보다 수술하지 않았을 경우 이탈할 가능
성이 높았다. 이는 외과계보다 내과계의 이탈률이 높은 결과라 사료된다.

   아홉째, 부진단이 많을 경우, 합병증이 있을 경우, 협의진료를 시행 했을 
경우, 재원일수가 길수록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진단이 많거나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 협의진료를 의뢰했을 것이고, 재원일수도 길어졌을 것이다. 또한, 
원치 않는 합병증이 생겼다면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이탈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열 번째, 치료결과는 호전되지 않았을 경우, 퇴원병실은 중환자실일 경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다. 치료결과가 호전일 때 이탈 가능성이 높았다(홍주연, 
2010, 이태용 등, 2005)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중증 질환에 대한 
진단이 내려졌을 경우, 본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상위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위하여 이탈 했을 것이고, 중환자실에서 퇴원했다면 호
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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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환자의 이탈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탈환자의 이탈사유는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장기시설, 개인병원이나 집
근처, 상위 의료기관으로 가기 위해, 병원에 대한 불만, 경제적 문제의 순이었
다. 이탈사유는 의무기록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하였기에 환자 개개인의 특성
(가치관, 사고방식, 의료이용행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탈 요인들은 파악
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탈환자의 전원병원 분포는 장기시설, 상급종합병원, 기타, 종합병원, 병
원, 의원의 순이었고,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요양이나 재활 등을 위해 장기시
설로 가거나, 더 나은 진료를 받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하는 이탈의 
비율이 높았다. 
   
   이탈환자의 이탈 후 재방문 사유는 외래, 응급실, 입원의 진료를 받기 위한 
재방문이 44.3%였고,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경우는 40.6%, 서류발급만을 위
한 방문이 15.1%로 조사되었다. 장기시설로 이탈하였다가 급성기 문제가 생
기면 다시 재방문하거나, 이탈의 원인이 되었던 불만족을 유발시킨 진료과 외
에 다른과 진료를 받기 위해 재방문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이러한 재방문 
사유를 근거로 지역병원과 긴밀한 진료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불만으로 이탈했던 환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이탈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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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년 동안 서울 시내에 소재한 일개 
대학병원의 퇴원요약정보를 이용하여 이탈환자의 이탈특성 및 관련 요인을 파
악하여 이탈환자 관리의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일 년 동안 퇴원한 23,448명 중 중복퇴원환자, 사망환자, 자
의퇴원환자, 탈원환자를 제외한 18,104명이었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정상퇴원
환자 17,395명과 이탈환자 709명이며 이탈률은 3.9%이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이탈여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입원형태, 진료형태, 퇴원형태, 주치의 특성에 대한 요인을 카이제곱검
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거주지, 입원경로, 내원사유, 내원경위, 
진료과, 주진단, 부진단 개수, 수술여부, 합병증여부, 협진여부, 중환자실이용, 
치료결과, 퇴원병실, 재원일수, 주치의 성별, 주치의 연차가 이탈환자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일반적 특성은 모든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입원형태 중 내원경위는 ‘모델3’에
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모델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퇴원형태 중 
중환자실 이용여부는 ‘모델3’에서는 유의하였으나 ‘모델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은 여자에 비해 남자일 경우 이탈발생의 교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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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2 이었고, 연령은 14세이하 환자군에 비해 15~29세의 교차비 2.8, 
30~44세 교차비 3.1, 45~59세 교차비 3.1, 60~74세 3.8, 75세 이상 교차비 
5.1 이었다. 거주지는 서울시에 비해 충청도 교차비 2.1, 전라도 교차비 1.8, 
제주도의 교차비가 5.1 이었다. 

   입원경로는 외래에 비하여 응급실의 교차비가 2.2, 기타의 교차비가 2.8 
이었고, 내원사유는 질환에 비하여 교통사고의 교차비가 2.5 이었다. 내원경위
는 직접내원에 비해 전원의 교차비가 1.3 이었고, 진료과는 외과계에 비해 내
과계의 교차비가 3.0 이었다. 

   주진단은 기타진단을 기준으로 신생물의 교차비 3.1, 순환계통의 질환 교
차비 1.7, 호흡계통의 질환 교차비 0.6 이었고, 부진단 개수는 0개를 기준으로 
1~2개의 교차비 1.3, 3개 이상의 교차비 2.0 이었다. 수술여부는 수술 유에 
비해 수술 무의 교차비가 1.5 이었고, 합병증 여부는 합병증 무에 비해 합병
증 유의 교차비가 1.8 이었다. 

   치료결과는 호전에 비해 호전 안 됨의 교차비가 35.6 이었고, 퇴원병실은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중환자실 교차비가 19.3 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인 경우, 거주지가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등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연령이 많아질수록,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경우, 교통
사고로 내원하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 전원 온 경우, 진료과가 내과계인 경우, 
주진단이 신생물, 순환계통의 질환인 경우, 부진단이 많을수록,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합병증이 있을 경우, 협의진료를 했을 경우, 치료결과가 호전되
지 않았을 경우, 퇴원병실이 중환자실일 경우 환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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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 지역의 결과로 보기
에는 지역적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연구 적용과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외래에서 직접 
이탈한 환자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외래환자를 포함한 연구
가 필요하다.
   셋째, 의무기록을 통하여 자료를 얻었기 때문에 환자 이탈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지 못한 점과 이 때문에 주치의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태도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넷째,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질병군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질병군에 따른 
환자의 관리도 중요하므로 추후 질병군에 따른 이탈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탈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 특히 
신생물이나 순환계통 질환의 이탈환자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잠재적 이탈환자를 
병원으로 재탈환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 진료 질병
군일수록 의료이용의 욕구가 높고 의료의 질적 측면을 우선시하므로 환자가 
이탈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센터별로 효율적이고 유
기적인 협력을 통해 최적화된 진료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 인력의 전문성, 시설의 첨단화, 시스템의 최적화가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개 병원이 아닌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이탈 관련 특성을 파악, 의료기관 이용 패턴에 대한 추
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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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Related to 
Prematurely Discharged Patients using Discharge Patients’ 
Summary Information : a university medical center case 

Young Ok Kim
Department of Hospit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Tae Hyun Kim, Ph.D.)

1. Research Background and Research Purpose
   Hospitals obtain a lot of patient data including the medical history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uring the care process. By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key characteristics and factors related to premature 
discharge of patients can be predicted. In order to establish strategies to 
address premature discharges and to increase profitability, characteristics 
and related factors of prematurely discharged patients at a university 
medical center were examined through utilizing summary information of 
discharge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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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 Method
   Among 23,448 discharged patients at a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Seoul during 2011, final research subjects were 18,104 patients after 
excluding duplicated discharge patients, death patients, and discharges 
against medical advice. To analyze the relations with premature discharg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fter classifying general characteristics, 
hospitalization types, treatment types, discharge types, and attending 
physician’s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Then, chi-square test, 
T-test, Mann- Whitney U test,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nalyzed by ‘model 1’ which has general characteristics as subjects, 
‘model 2’ which ha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spitalization types as 
subjects, ‘model 3’ which has general characteristics, hospitalization types, 
and treatment types as subjects, and ‘model 4’ which has general 
characteristics, hospitalization types, treatment types, and discharge types 
as subjects. SPSS V19.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3. Research Results
   Among 18,104 final research subjects, normal discharge patients were 
17,395 and prematurely discharged patients were 709. Thus, premature 
discharge rate was 3.9%. Based on the variables that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from relevancy analysis of premature discharge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premature discharge related factors.  The results 
showed that male patients, individuals who reside further away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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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uch as ChoonCheong-do, JeonLa-do, and JaeJu-do, those who 
are older, admitted via ER, hospitalized due to car accident, transfered 
from another hospital, and patients with internal disease, primary 
diagnosis of neoplasm or circulatory system illness, numerous secondary 
diagnosis, non-surgical, presence of a complication, consultation 
treatment, non-favorable treatment outcome, and intensive care unit had 
higher likelihoods of premature discharge. 

4. Research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maturely discharged patients 
should receive focused management. Especially, methods to bring 
attention to prematurely discharged patients with neoplasm or circulatory 
system illness, and to recapture prematurely discharged patients should 
be explored. It is important for hospitals to meet the needs of more 
severe patients and give a higher priority to provide quality medical care. 
For patients to receive aggressive care without premature discharge, each 
special center needs to arrange optimized treatment process through 
effective and systematic cooperation. Therefore, excellent medical team, 
specialized health professionals, modernized facilities, and optimized 
system should be accompanied. Furthermore, additional studies on 
premature discharge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utilization 
pattern of medical center are required at regional or national level.

Keyword : Prematurely discharged patients, Summary information of      
           discharged pati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