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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과 련된 요인 연구

이 연구는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시행되었다. 이를 해 연구 상자인 요양병원 환자들의 일반 특성

악과 함께,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 황을 악하 다. 한, 동일 의

료권역 요양병원 입원과 련된 요인을 악하 다. 이를 통하여 요양병원의

의료권역 분포에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연구 상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환자조사자료 퇴원환자

조사의 요양병원 입원환자 9,088명 이었다. 연구방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 병상수 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권을

78개 의료권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 다. 요양병원 환자의 일반 특성, 주

상병 분포, 의료 공 황 등에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상자

의 일반 특성, 주상병 분포, 거주지의 소득수 , 의료공 황 등을 악

하기 해 Chi-square test 와 T-test를 실시하여 검증하 다. 동일 의료권

역 요양병원 입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다 회

귀분석을 사용하 다.

이에 따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연령이 높아질수

록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료비 지불방법이 의료보험환자보다 의료 여 환자가 동일 의료권

역에 입원할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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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요양병원의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동일 의료권역에 입원하는 환자

보다 타 의료권역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많았다.

넷째, 의료권역 내에 요양병원 수와 병상 수가 많을수록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높았다.

다섯째, 질병의 증도와 종류가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과 유의한

계에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의 의료권역 분포에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안을 모색하기를 기 한다.

핵심어 : 요양병원, 동일 의료권역,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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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 219만 5천명(5.1%)에서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4년 638만 6천명(12.7%), 2030년 1,269만 1천명(24.3%), 2060년

1,762만 2천명(40.1%)수 으로 성장할 망이다(통계청, 2014). 이 게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구의 유병률 증가로 인하

여 노인 인구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나 풍

등 장기 으로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 한 격히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8월 15일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발표하기에

이르 고,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 까지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

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틀을 마련하 다. 그러던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면 으로 시행하여, 몸이 아 노인들로 인하여 가정에서 받

고 있는 정신 , 사회 , 경제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양질의

노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백효 , 2012).

요양병원이란, 의사 는 한의사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

요한 환자를 상으로 의료행 를 하기 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고, 주

로 입원환자를 상으로 의료행 를 하는 의료기 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2

항, 제3조의2). 요양병원 입원 상은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자 외과

수술 후 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 2 -

자(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로 명시되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3년 진료비 통계지표”에서 요양병원

황과 진료형태별 요양기 종별 심사실 등을 분석한 결과, 상 종합병원

5.8%, 종합병원 7.9%, 병원 10.4%, 의원 1.8%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은

21.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 진료비 통계지표).

지난 2002년 54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13년 12월 기 1,232개 기 으

로 10여년 만에 20배 이상 늘어났고, 병상 수 한 2002년 5,869병상에서

2013년 12월 기 189,828병상으로 10여년 만에 30배 이상 증가하 다(한국

보건산업진흥원, 2013). 특히 정부는 노인의료서비스의 인 라를 확장하는

방안에 있어 소병원이 요양병원으로 환할 시 50%의 시설비용을 지원하

는 등 극 인 진정책을 제시해왔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형병원 쏠림

상으로 인한 소병원 도산율 억제정책이면서 동시에 노인의료 인 라 확

충을 신속히 수행하기 한 방안으로 그 실효성이 있었다(김슬기, 2014).

지역별 요양병원 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이 172개, 경북 99개, 서울 96개, 경남 93개 순으로 도시로 편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퇴원환자조사 자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자원 통계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 황을 악하고 이와 련된 요인을 악함으로써

의료권역별 분포에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안을 모색하기를 기

하고자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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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이 연구는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시행하 다. 구체 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자인 요양병원 환자의 일반 특성을 악한다.

둘째,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 황을 악한다.

셋째,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과 련된 요인을 악한다.

넷째,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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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요양병원의 정의 특성

가. 요양병원의 정의

의료법 제 3조 5항에 의하면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하여 의료를 행할 목 으로 개설

하는 의료 기 을 말한다. 요양(療養)의 사 정의는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함을 뜻한다. 즉, 요양병원은 의학 치료가 제되어야겠지만 만

성질환 일상생활수행 능력(ADL) 하 등의 취약한 여건에 처한 환자들

을 안 하게 돌 주고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방 조치를 취해

으로써 병의 치료를 하는 곳이다(김선 , 2013).

요양병원의 분류별 법 근거와 입원 상은 설립할 때의 차와 등록상의

과정에서 명칭을 구분할 뿐 진료과목이나 진료 상자, 운 방식 상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다(권기태, 2015)<표 1>.

재 우리나라 노인요양병원들의 명칭은 노인 문병원, 노인요양병원, 치

매 요양병원 등으로 혼용해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근거도 노인복지법, 의료

법, 보건복지부 지침 등 여러 가지이다. 설치 기 도 의료법상 병원 는 요

양병원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 설치되는 요양병상

는 병동에 해서는 법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

문병원, 요양병원, 치매요양병원 등을 모두 요양병원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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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양병원의 형태별 분류

구분 요양병원 노인 문병원 치매요양병원

법

설치

근거

정의

(의료법 제3조5항)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를

상으로 의료를 행할

목 으로 개설하는

의료기

(노인복지법 제34조)

주로 노인을 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

35조 4항)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운용 지침) 치매노인에

한 문 인 치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치매

노인가족의 고통 경감

설치

허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항 동 시행규칙

제23조

노인복지법 제35조

동 시행규칙 제21조

시설

기

의료법 제32조 동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2와 별표3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시설

입원실(30병상 이상),

조제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식시설,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물리치료실(필수)

한방요법실(선택)

인력

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

입

소

상

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 수술 혹은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자(노인성치매환자

외) 염성 질환자 제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8조)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임종을 앞둔 환자.

장기요양을 요하는

치매노인환자(의료기 ,

보건소 등으로부터

의뢰되거나 직

내원한 환자로

일상생활 자립도

수 이 3 이상

이라고 단되는 자)

* 김선 (2013)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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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양병원의 특성

일반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는 부분 성기 증상의 치료가 주된 입

원 목 이 되므로 의료진은 되도록 빨리 그 환자의 정확한 진단명을 찾고자

여러 가지 이학 검사 상학 , 임상 검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분화된 치료(약물치료, 수술 치료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주로 퇴행성, 만성질환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 병원과

는 <표 2>와 같은 차이가 있다(김선 , 2013). 한, 주로 노인성질환자를

상으로 하여 의료 인력과 시설기 에 하여 일반 병원보다 크게 완화된

규정을 용하 고, 특히 의료(진료)인력 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진을 통

해서 함께 진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간호사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2/3

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권기태, 2015).

표 2.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일반 병원( 성 의료) 요양 병원(만성 의료)

목표 완치, 극 치료
증상/질환 리,

기능감퇴 방

주요 지표 증상/질환 기능 상태

처 증상/질환에 즉각 개입
환자 상태의 장기 ,

지속 찰

서비스 제공 기 별로 독립 제공 서비스의 연계, 조정, 통합

환자의 역할 수동 , 순응
환자의 결정 시,

자기 리 시

* 김선 (2013)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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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요양병원 황

<표 3>의 5년간 의료기 종별 기 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기 의

수는 조 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조 씩

늘어나는 반면, 요양병원의 수는 국 으로 2009년 777개소에서 2013년

1,232개소로 약 2배에 가까운 수로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표 3. 5년간 의료기 종별 기 수 변화

(단 : 개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상 종합병원 44 44 44 44 43

종합병원 269 274 275 278 281

병원 1,242 1,295 1,355 1,401 1,431

요양병원 777 867 988 1,103 1,232

의원 27,024 27,466 27,834 28,030 28,325

치과병원 179 187 195 197 199

치과의원 14,329 14,678 15,055 15,362 15,724

조산원 49 46 40 33 34

보건소 239 240 240 243 243

보건지소 1,292 1,296 1,294 1,301 1,307

보건진료소 1,914 1,916 1,917 1,910 1,905

보건의료원 17 17 17 15 15

한방병원 158 168 184 201 212

한의원 11,764 12,044 12,387 12,692 13,087

군병·의원 48 47 44 43 43

약국 21,015 21,096 21,079 20,958 20,890

체 80,270 81,681 82,948 83,811 84,971

* 국민건강경제정책실. 2014년 의료자원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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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권 구분에 따른 요양병원 수<표 4>를 보면 의료권역 부산 의료

권이 172개소로 가장 많은 요양병원이 집되어 있으며 뒤이어 서울이 96개

소, 구가 59개소, 인천이 56개소, 이 48개소 등으로 요양병원이 도시

지역에 편 되어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시군구 등 농 지역에는 도시

지역에 비해 상 으로 요양병원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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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료권역별 요양병원 황(표 계속)

(단 : 개소)

연번 시도 의 료 권 요양병원 수

1 서울 서울 96
2 부산 부산 172

3 구 구 59
4 인천 인천 56

5 주 주 36
6 48

7 울산 울산 41

8 세종 세종 6
9

경기

수원시 15

10 성남시,하남시 10
11 의정부시 4

12 안양시,과천시 8

13 부천시 26
14 명시 4

15 평택시 4
16 안산시 25

17 고양시 23
18 구리시,양평군 9

19 남양주시,가평군 13

20 오산시 3
21 시흥시 11

22 군포시 7
23 의왕시 3

24 용인시 21

25 주시 11
26 이천시,여주시 7

27 안성시 11
28 김포시 5

29 화성시 9
30 주시 3

31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14

32 포천시 6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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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료권역별 요양병원 황(표 계속)

(단 : 개소)

연번 시도 의 료 권 요양병원 수

33

강원

춘천시,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 10

34 원주시,횡성군 7
35 강릉시,양양군 1

36 동해시,삼척시 3

37 태백시, 월군,평창군,정선군 2
38 속 시,인제군,고성군 3

39

충북

청주시,청원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증평군 18
40 충주시 5

41 제천시,단양군 7
42 보은군,옥천군, 동군 9

43

충남

천안시 13

44 공주시,청양군 7
45 보령시,서천군 6

46 아산시 6
47 서산시,태안군 5

48 논산시,계룡시, 산군,부여군 15

49 홍성군, 산군 9
50 당진군 2

51

남

주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임실군 46
52 군산시 7

53 익산시 12
54 정읍시,고창군,부안군 10

55 남원시,장수군,순창군 5

56 목포시, 암군,무안군,진도군,신안군 14
57 여수시 6

58 순천시,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 14
59 나주시,화순군 15

60 양시 1

61 담양군,함평군, 군,장성군 8
62 장흥군,강진군,해남군,완도군 1

63
경북

포항시, 덕군,울진군,울릉군 27
64 경주시 15

65 김천시 4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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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료권역별 요양병원 황(표 계속)

(단 : 개소)

연번 시도 의 료 권 요양병원 수

66

경북

안동시, 주시,군 군,의성군,청송군,
양군, 천군, 화군

20

67 구미시,고령군,성주군,칠곡군 12

68 상주시,문경시 3

69 경산시, 천시,청도군 18

70

경남

창원시, 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43

71
진주시,고성군,하동군,산청군,
함양군,거창군,합천군

6

72 통 시 2

73 사천시,남해군 5

74 김해시 24

75 거제시 1

76 양산시 12

77
제주

제주시 6

78 서귀포시 1

요양병원 합계 1,232

* 병상수 계획실효성제고방안연구(2014) 기 에따른 78개의료권역구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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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병원 등 의료기 선택 이용에 한 선행연구

의료기 선택에 한 기존 선행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요양병원

선택은 요양병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요양병원이 늘어나기 시작한 2000

년부터 요양병원 선택 이용에 한 연구도 많이 조사되었다.

의료기 선택에 한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Wolinsky 등(1984)은 병

원 선택과정에 있어서 사용된 요인은 품질, 지식, 권고, 비용으로 구체화 하

으며, 가장 요한 요인으로 품질이라 하면서 선택기 이 단순화 하지 않

다는 것을 연구하 다. Javalgi 등(1991)은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선택의

기 으로 응답자들의 주거지와 문의사에 근 한 장소가 향을 다고 연

구 하 다. Mahon(1993)는 병원의 특징 문성, 지역 편리성, 병원과의

친숙성, 좋은 서비스, 환자의 의료 욕구, 기시간, 의료진과의 커뮤니 이

션, 환자의 취향, 환자의 개성, 환자에 한 매 등 환자와 병원과의 친숙

한 계에 을 두고 조사 연구 하 다. Miller 등(2006)은 병원을 선택하

는 기 으로 근성, 좋은 평 , 기시간, 특정 수술의 성공률, 랜드, 인

테리어, 안락한 환경, 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 주차 편리성, 쾌 성 요인 등

을 조사 연구 하 다.

의료기 선택에 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선희(1997) 연구에서

는 소비가치이론에 의한 병원선택 요인 연구에서 병원 유형별로 소비가치

요인을 비교했을 때 종합병원 이용자들은 주거지 근 성 요인을 요시 하

으며, 학병원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신뢰성, 통성, 사회 친분 계의

연계성, 사회 명성 등을 요시하며 병원 유형별로는 병원 선택요인이 다

르다는 것을 입증하 다. 최용환(2001)은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병원 선택

의 선호요인에 해 우수한 의료진, 근거리, 편리한 교통, 친 한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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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었고, 선호 순 에 있어서는 근거리 여부, 근거리, 편리한 교통, 친 한

서비스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 윤서 (2004)은 노인병원의 선택요인은

의료기 의 친 도 편의성과 의료진에 한 신뢰 의료기 의 근성,

시설 장비의 우수성, 지인에 한 추천이라고 분석하 다. 류정건(2006)

은 요양병원의 선택요인으로 의료진의 수 을 제외한 물리 환경, 입원비

수 , 제도 시스템, 사회 평 요인이 요양병원의 선택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혔다.

홍성옥(2009)의 지방거주환자의 서울지역 의료기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의료기 이용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을 악함으로써 서울지역 형의료기 으로의 환자집 화 상을 해소하고

지역 내 의료서비스자원의 효율 활용을 한 정책수립의 기 자료를 제시

하기 하여 시도하 다. 그 결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증

질환 환자의 경우 여러 가지 임상 사례경험을 가진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한

서울지역의 의료기 을 선호한다고 보고하 다. 최 지(2011)는 늘어나는 요

양병원들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인부양자들은 요양병원 인지 동

기는 요양병원을 이용해 본 지인의 추천, 가족 는 지인이 병원 근무, 기

타, 타 병원 소개 순이었다. 안 호(2011)는 뇌졸 환자들의 노인 문병원

의 시설 선택기 으로 의료의 신뢰성, 근용이성, 시설편리성, 다양한 서비

스 4개의 요인으로 구분하 고 환자들은 시설편리성 요인에 정 으로 인

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종 등(2012)은 학병원 수술 진료를 받은 암환자를 상으로 설

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의료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김슬기(2014)는 과다경쟁에 노출되어 있

는 도심형 요양병원이 환자확보를 하기 한 략 리요소를 도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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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선택요인의 요도와 성취도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의사의 친 함, 의

견수렴도, 행정직원들의 친 함, 내부시설 청결여부, 의사의 실력과 의술의

신뢰도, 정한 인력확보, 안 시설 리, 노인의료에 한 의사의 경력이 우

선 인 개선항목으로 분석 하 다.

문 욱(2015)은 주부양자의 노인요양병원 선택의도에 한 연구로 노인요

양병원 서비스품질, 지각된 가치, 감정반응이 노인요양병원 선택의도에 미치

는 향을 악하여 차별화된 노인요양병원 의료서비스를 한 기 를 제공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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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요양병원 등 의료기 선택 이용에 한 선행연구(표 계속)

연구자 연구연도 연구 내용

Wolinsky 1984

병원 선택과정에 있어서 사용된 요인은 품질, 지식, 권고,

비용으로 구체화 하 으며, 가장 요한 요인으로 품질이

라 하면서 선택기 이 단순화 하지 않다는 것을 연구.

Javalgi 1991
의료서비스 선택의 기 으로 응답자들의 주거지와 문

의사에 근 한 장소가 향을 다고 연구.

Mahon 1993

병원의 특징 문성, 지역 편리성, 병원과의 친숙성,

좋은 서비스, 환자의 의료 욕구, 기시간, 의료진과의 커

뮤니 이션, 환자의 취향, 환자의 개성, 환자에 한 매

등 환자와 병원과의 친숙한 계에 을 두고 조사 연구

민무홍 2000

노인병원의 선택동기를 분석한 결과 인 ․시설 서비스

요인, 시간 련 요인, 신뢰성 요인, 이용편리성 요인, 인지

도 요인 등으로 분류하 음.

윤서 2004

노인병원 선택요인은 의료기 의 친 도 편의성과 의료

진에 한 신뢰 의료기 근성, 시설 장비의 우수

성, 지인에 한 추천이라고 분석.

류정건 2006

요양병원의 선택요인으로 의료진 수 을 제외한 물리환경

, 입원비 수 , 제도 시스템, 사회 평 요인이 요양

병원의 선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힘.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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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요양병원 등 의료기 선택 이용에 한 선행연구(표 계속)

연구자 연구연도 연구 내용

Miller 2006

병원을 선택하는 기 으로 근성, 좋은 평 , 기시간,

특정 수술의 성공률, 랜드, 인테리어, 안락한 환경, 병원

에서 제공하는 음식, 주차 편리성, 쾌 성 요인 등을 조사

연구.

박 성 2008

요양병원 선택동기는 가족의 결정이 가장 높았으며, 주변사

람의 권유(소개), 환자본인의 결정, 기타, 다른 의료기 소개

순이었음.

서종범 2009

물리 환경, 진료비 수 , 인 서비스, 서비스 시스템과 같

은 요양병원 선택요인과 계의 질이 환의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

임 기 2010

노인들의 병원선택시 인 서비스 품질인 의료진을 가장 요

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의 평 도 병원 선택 시 주

요 고려사항으로 나타났음.

안 호 2011

뇌졸 환자들의 노인 문병원의 시설 선택기 으로 의료의

신뢰성, 근용이성, 시설편리성, 다양한 서비스 4개의 요인

으로 구분.

양종

송태균

장동민

2012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들은 의료진의 문성이 재이용의도에

향을 미쳤으며 편리성과 근성에 기인한 고객만족이 재이

용의도에 큰 향을 미침.

김슬기 2014

과다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도심형 요양병원이 환자확보를

하기 한 략 리요소를 도출함에 있어 선택요인의

요도와 성취도간 차이를 검증결과 의사의 친 함, 의견수렴

도, 행정직원들의 친 함, 내부시설 청결여부, 의사의 실력과

의술의 신뢰도, 정한 인력확보, 안 시설 리, 노인의료에

한 의사의 경력이 우선 인 개선항목으로 분석.

문 욱 2015

노인요양병원 서비스품질, 지각된 가치, 감정반응이 노인요양

병원의 선택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차별화된 노인요

양병원 의료서비스의 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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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문헌고찰
- 황 악 : 요양병원입원 추이,

의료공 추이, 지역별 의료이용

자료수집

- 2013년 환자 조사 자료

- 2013년 통계청 자료

- 201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

자료분석
-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과

련된 요인 연구

결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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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변수

가. 자료 수집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환자조사 자료

이 연구는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과 련된 요인을 연구하기 하

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2013년 환자조사 퇴원환자조사 자료를 수집

하 다. 환자조사는 국의 의료기 을 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 을

이용한 환자의 질병·상해 양상과 의료이용 실태, 보건의료시설 인력을

악하여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기 자료제공과 보건의료통계 생산을 한

조사로 2013년 조사까지 총 23회의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 상은 국

의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 에서 9,306개 의료기 을 표본조사 하 으며,

2013년 5월 한 달간의 퇴원환자조사 자료 요양병원을 이용한 퇴원환자

9,088명을 추출하여 연구 상자로 하 다.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청 자료

이 연구에서는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과 련된 요인 연구에서 한

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병상수 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2014) 결과에 따른

의료권역을 총 78개 의료권역별로 나 것을 반 하 으며, 지역별 소득수

에 따른 동일 타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을 알기 해서 통계청 자료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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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수 정의

1) 동일 의료권역, 타 의료권역 정의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동일 의료권역, 타 의료권역 정의는 <표

6>과 같다.

표 6. 동일 의료권역, 타 의료권역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종속

변수

동일 의료권역
의료권역별(78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거주지와

이용 의료기 의 의료권역이 같은 경우

타 의료권역
의료권역별(78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거주지와

이용 의료기 의 의료권역이 다른 경우

* 병상수 계획실효성제고방안연구(2014) 기 에따른 78개의료권역구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일반 특성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일반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입

원경로, 내원경 , 진료비지불방법, 재원일수 주상병 이었으며, 일반 특성

변수 모두 2013년 환자조사 퇴원환자조사 조사지침서의 변수정의에 따라 정

의하 다. 지역 특성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요양병원 수, 병상 수, 지

역내총생산(GRDP)이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계청 자료를 참고 하 다.

개인 특성과 지역 특성의 구체 변수정의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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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반 특성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자료원

독

립

변

수

개

인

특

성

성별 연구 상자의 성별(남/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퇴원환자조사

연령
연구 상자의 나이에 따라(만 나이)

59세 이하, 60～74세, 75～84세,

85세 이상으로 구분

상동

거주

지역

연구 상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78개 의료권역으로 구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상수 계획실효성

제고방안연구(2014)기 에따른의료권역구분.

상동

입원

경로

1. 외래 : 외래를 통하여 입원

2. 기타 : 외래를 통하지 않고 입원

) 응 실 외래를 통하지 않고

주기 으로 입원했다 퇴원하는

만성질환자

상동

내원

경

1. 직 내원 : 직 병원에 온 경우

2. 다른 기 으로부터 의뢰 :

다른 의료기 에서 진료의뢰

상동

진료비

지불

방법

1. 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 의료 여 : 의료보호 상자

3. 기타 : 일반 산재, 자동차보험 등

상기 1～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동

재원

일수
입원진료를 받은 기간 상동

주상병
입원이 주된 원인이 된 상병, 국제질병분류표

(ICD-10, 2011년)에 따라 분류
상동

지

역

특

성

의사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년 의료자원통계

요양

병원수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수 상동

병상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상동

GRDP 지역내총생산(log)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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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2013년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일반 특성, 주상병 분포, 의료 공 황 등

에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2013년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권역

별 거주지, 분석 상자의 일반 특성, 주상병 분포, 거주지의 소득수 , 의

료공 황 등을 악하기 해 Chi-square test 와 T-test를 실시하여 검

증하 다.

2013년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다변량 분석에 앞서 모델을 2가

지로 나 었고, 각각 환자 지역 특성, 생활환경을 살펴보았다. 체 인구

와 조사에 참여한 표본추출 인구간의 측정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향을 미

치는 각 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모수치를 추정하기 하여 자료에 부가

으로 가 치를 두었다. 모든 통계분석에서는 SAS 9.4 통계패키지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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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  특성

가.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이 연구에서 분석 상이 된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13년 9,088명 이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성별분포는 남자 40.93%, 여자 59.07%이다. 연령별 분

포는 60세 미만이 23.87%, 60세 이상 74세 미만이 24.71%, 75세 이상 84세

미만이 32.72%, 85세 이상이 18.69%이다. 거주지역은 역시가 43.13%, 도

지역이 56.87%이다. 입원경로별로는 외래가 81.67%로 부분을 차지하 으

며, 기타 다른 경로의 입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내원경 별 분포는 직 내원

이 63.66%, 원이 36.34%로 직 내원이 원보다 더 높다.

진료비 지불방법으로는 의료보험이 75.36%, 의료 여가 20.82, 일반 등 기

타가 3.82%이고, 재원일수별 분포는 1～13일이 25.89%, 14～35일이 24.53%,

36～111일이 24.59%, 112일 이상이 24.99%로 1분 수에 속하는 1～13일이

가장 높았다. 한, 요양병원의 특성인 만큼 100일 이상의 장기요양 환자들

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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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요양병원 환자들의 일반 특성

구분
2013년

N %

성별 남자 3,720 40.93

여자 5,368 59.07

연령 60미만 2,169 23.87

60~74 2,246 24.71

75~84 2,974 32.72

85이상 1,699 18.69

거주지역 역시 3,920 43.13

도지역 5,168 56.87

입원경로 외래 7,422 81.67

기타 1,666 18.33

내원경 직 내원 5,785 63.66

원 3,303 36.34

진료비지불방법 의료보험 6,849 75.36

의료 여 1,892 20.82

기타 347 3.82

재원일수 1분 수 2,352 25.88

2분 수 2,228 24.52

3분 수 2,238 24.63

4분 수 2,270 24.98

체 9,088 100.00

* 재원일수: 1분 수: 13일 이하, 2분 수: 14～35일, 3분 수: 36～111일, 4분 수: 112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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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상자의 주상병 분포

2013년도 환자조사 자료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주상병 분포는 순환기계

통의 질환(I00-I99)이 20.27%, 정신 행동장애(F00-F99) 19.56%, 신생물

(C00-D48) 17.22%, 근육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7.85%, 신

경계통의 질환(G00-G99) 7.75%, 손상, 독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결과

(S00-T98)가 7.69%, 호흡기계통의 질환(J00-I99) 5.77%, 소화기계통의 질환

(K00-K93) 1.94% 순으로 높다. 기타 상병은 건수가 99건 미만인 상병을 포

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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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환자들의 주상병 분포

구 분
2013년

N %

2. 신생물(C00-D48) 1,565 17.22

5. 정신 행동장애(F00-F99) 1,778 19.56

6.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704 7.75

9. 순환기계통의 질환(I00-I99) 1,842 20.27

10. 호흡기계통의 질환(J00-J99) 524 5.77

11. 소화기계통의 질환(K00-K93) 177 1.95

13. 근육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713 7.85

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검사의 이상소견(R00-R99)
100 1.10

19. 손상, 독 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S00-T98) 699 7.69

기타 상병 986 10.85

체 9,088 100.00

* 기타 상병 : 건수가 99건 미만인 1. 특정 감염성 기생충 질환(A00-B99), 3.

액 조 기 의 질환과 면역기 을 침범하는 특정장애(D50-D89), 4. 내분비,

양 사 질환(E00-E90), 7. 부속기의 질환(H00-H59), 8. 귀 꼭지돌

기의 질환(H60-H95), 12. 피부 피부 조직의 질환(L00-L99), 14. 비뇨생식기계통

의 질환(N00-N99), 15. 임신, 출산 산후기(O00-O99), 21. 건강상태 보건서비

스 에 향을 주는 요인(Z00-Z99)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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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과 련된 요인

가.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 황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과 련된 요인을 악하기 해 한국보건산

업진흥원의 『2014년 병상수 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자료를 토 로

의료권역을 78개 권역으로 구분하 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교차분석

을 실시한 결과 동일 의료권역 입원은 총 9,088명 6,368명으로, 입원 환

자 70.07%가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8개

의료권역 의정부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제주시, 서귀포시의 5개 권

역은 동일 의료권역으로의 요양병원으로 100%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태백시 95.00%, 안동시 94.86%, 목포시 93.01%, 홍성군 92.68% 순으

로 동일 의료권역으로의 요양병원 입원율을 보 다. 반면에, 화성시는 36명

의 요양병원 입원환자 원이 타 의료권역의 요양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주시(86.67%)와 의왕시(83.33%)도 80%이상의 타 의료권역의 요

양병원 이용률을 보 다. 78개의 의료권역 오산시, 속 시, 당진군, 양

시, 장흥군, 주시 이상 6개의 의료권역은 환자 자료가 없어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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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의료권역별 요양병원 입원 행태(표 계속)

의료권역
동일권역 입원 타 권역 입원

N % N %

서울특별시 710 83.14 144 16.86

부산 역시 793 80.18 196 19.82

구 역시 367 83.41 73 16.59

인천 역시 378 78.26 105 21.74

주 역시 245 69.80 106 30.20

역시 370 76.76 112 23.24

울산 역시 139 78.98 37 21.02

세종특별시 21 56.76 16 43.24

수원시 45 29.80 106 70.20

성남시 50 34.72 94 65.28

의정부시 74 100.00 0 0.00

안양시 8 44.44 10 55.56

부천시 91 62.76 54 37.24

명시 20 57.14 15 42.86

평택시 17 85.00 3 15.00

안산시 75 66.37 38 33.63

고양시 66 45.52 79 54.48

구리시 14 93.33 1 6.67

남양주시 9 20.45 35 79.55

시흥시 7 33.33 14 66.67

군포시 16 37.21 27 62.79

의왕시 3 16.67 15 83.33

용인시 32 42.11 44 57.89

주시 27 81.82 6 18.18

이천시 20 48.78 21 51.22

안성시 28 59.57 19 40.43

김포시 3 37.50 5 62.50

화성시 0 00.0 36 100.00

주시 12 13.33 78 86.67

양주시 43 53.09 38 46.91

포천시 7 70.00 3 30.00

춘천시 85 65.38 45 34.62

원주시 60 76.92 18 23.08

강릉시 8 72.73 3 27.27

동해시 5 50.00 5 50.00

태백시 19 95.00 1 5.0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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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의료권역별 요양병원 입원 행태(표 계속)

의료권역
동일권역 입원 타 권역 입원

N % N %

청주시 111 76.03 35 23.97

충주시 53 79.10 14 20.90

제천시 97 83.62 19 16.38

보은군 29 60.42 19 39.58

천안시 122 72.19 47 27.81

공주시 18 100.00 0 0.00

보령시 18 100.00 0 0.00

아산시 32 100.00 0 0.00

서산시 34 89.47 4 10.53

논산시 51 63.75 29 36.25

홍성군 38 92.68 3 7.32

주시 245 72.70 92 27.30

군산시 22 78.57 6 21.43

익산시 144 78.26 40 21.74

정읍시 31 91.18 3 8.82

남원시 63 74.12 22 25.88

목포시 173 93.01 13 6.99

여수시 148 64.35 82 35.65

순천시 79 61.72 49 38.28

나주시 132 29.01 323 70.99

담양군 14 25.00 42 75.00

포항시 130 83.33 26 16.67

경주시 46 79.31 12 20.69

김천시 7 87.50 1 12.50

안동시 166 94.86 9 5.14

구미시 70 87.50 10 12.50

상주시 17 80.95 4 19.05

경산시 45 35.71 81 64.29

창원시 215 77.34 63 22.66

통 시 12 63.16 7 36.84

사천시 17 77.27 5 22.73

김해시 70 65.42 37 34.58

거제시 29 74.36 10 25.64

양산시 15 57.69 11 42.31

제주시 4 100.00 0 0.00

서귀포시 4 100.00 0 0.00

합 계 6,368 70.07 2,720 29.93

* 병상수 계획실효성제고방안연구(2014)기 에따른 78개의료권역구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78개의료권역 오산시, 속 시, 당진군, 양시, 장흥군, 진주시이상 6개의료권역은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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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개인 특성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평균

비교를 한 결과 성별에 따른 동일 의료권역 의료이용률은 남자 79.49%, 여

자 78.50%로 남자가 여자보다 동일 의료권역으로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높

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늘어날수록 동일 의료권역으로의 의료이용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85세 이상의 노인들은 80%이상 동일 의료권역 요

양병원 입원 양상을 보 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아 동일 의료권역으로의 입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

다. 거주지역 별로는 도시지역인 역시가 77.12%의 동일 의료권역으로의

입원율을 나타났고, 농 지역인 도 지역은 80.26%로 역시 보다 도지역이

동일 의료권역으로의 요양병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입원경로는 외래를

통하여 입원하는 경우가 80.26%, 응 실 원 등 기타 방법으로 입원하

는 경우가 72.87%로 외래를 통하여 입원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내

원 경 로는 직 내원이 79.14%, 타 의료기 에서 의뢰 78.50%로 직 내원

이 원보다 조 높게 나타났다. 진료비 지불방법별로는 의료 여 환자가

81.03%로 의료보험 환자 78.00%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재원일수별로는

14일 미만이 80.31%, 14일～35일이 77.38%, 36일～111일이 78.51%, 112일

이상이 79.34%로 나타났다. 동일 의료권역 소재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

주상병 분포에 따른 황을 악하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상병

별 동일 의료권역 의료이용률은 호흡기계통의 질환(J00-J99) 87.02%, 근육

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84.71%, 손상․ 독 외인에 의

한 특정 기타결과(S00-T98) 83.83%, 소화기계통의 질환(K00-K93) 83.05%,

기타상병 81.44%,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81.25%, 순환기계통의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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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0-I99) 80.78%, 정신 행동장애(F00-F99) 80.6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검사의 이상소견(R00-R99) 77.00%, 신생물(C00-D48)

64.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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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개인 특성(표 계속)

구 분
동일권역 타권역

P-VALUE
N/MEANS %/SD N/MEANS %/SD

개

인

특

성

성별 남자 2,613 70.24 1,107 29.76
0.7841

여자 3,755 69.95 1,613 30.05

연령 60미만 1,309 60.35 860 39.65

<.0001
60~74 1,560 69.46 686 30.54

75~84 2,198 73.91 776 26.09

85이상 1,301 76.57 398 23.43

거주지역 역시 3,023 77.12 897 22.88
<.0001

도지역 3,345 64.73 1,823 35.27

입원경로 외래 5,294 71.33 2,128 28.67
<.0001

기타 1,074 64.47 592 35.53

내원경 직 내원 4,097 70.82 1,688 29.18
0.0409

원 2,271 68.76 1,032 31.24

진료비
지불방법 의료보험 4,691 68.49 2,158 31.51

<.0001
의료 여 1,400 74.00 492 26.00

기타 277 79.83 70 20.17

재원일수 14미만 1,680 71.43 672 28.57

0.0330
14~35 1,521 68.27 707 31.73

36~111 1,545 69.03 693 30.97

112이상 1,622 71.45 648 28.55

체 6,368 70.07 2,720 29.93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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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개인 특성(표 계속)

구 분

동일권역 타권역
P-VALUE

N % N %

개

인

특

성

신생물(C00-D48) 1,004 64.15 561 35.85

<.0001

정신 행동장애(F00-F99) 1,434 80.65 344 19.35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572 81.25 132 18.75

순환기계통의 질환(I00-I99) 1,488 80.78 354 19.22

호흡기계통의질환(J00-J99) 456 87.02 68 12.98

소화기계통의질환(K00-K93) 147 83.05 30 16.95

근육골격계통 결합조직

의 질환(M00-M99)
604 84.71 109 15.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검사의 이

상소견(R00-R99)

77 77.00 23 23.00

손상, 독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결과(S00-T98)
586 83.83 113 16.17

기타상병 803 81.44 183 18.56

체 7,171 78.91 1,917 21.09

* 재원일수: 1분 수: 13일 이하, 2분 수: 14～35일, 3분 수: 36～111일, 4분 수: 112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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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지역 특성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타 의료권역 보다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지역에 좀 더 높은 의사수를 보 으며,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수는 동일 의료권역과 타 의료권역에 차이는 없었다. 인구 1,000명당 요양병

원의 병상 수는 타 의료권역보다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지

역의 병상 수가 높게 나왔다. 거주지의 소득수 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역내

총생산(GRDP)는 동일 의료권역보다 타 의료권역을 이용할 때의 거주지 소

득수 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2.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지역 특성

구 분

동일권역 타 권역

P-VALUE

N/MEANS %/SD N/MEANS %/SD

지

역

특

성

의사 수
(인구천명당)

1.63 0.56 1.50 0.63 <.0001

요양병원 수

(인구천명당)
0.03 0.02 0.03 0.02 0.0478

요양병원

병상 수

(인구천명당)

5.11 3.27 4.27 3.04 <.0001

GRDP(log) 19.14 0.76 19.38 0.8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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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에 향을 미치는 요인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입원

경로, 진료비 지불방법, 재원일수, 주상병, 지역변수(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제외)이다.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

이 1.17배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동일 의료권역 소재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하는 확률이 높게 나왔다. 입원경로는 외래를 통해서 보다

는 기타방법으로 동일 의료권역에 입원할 확률이 0.82배 낮다.

진료비 지불방법으로는 의료 여 환자가 의료보험 환자보다 1.21배 높게

조사되었고, 기타(산재, 자보, 비 보험) 지불방법은 1.44배 높게 나왔다.

재원일수는 14일 미만 환자보다 14일～35일은 0.84배 낮았으며, 36일～111

일, 112일 이상 한 14일 미만 환자보다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이용 교

차비가 0.78배 낮다. 즉,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동일 의료권역 보다 타 의

료권역 요양병원을 이용한다.

암 환자보다 호흡기계통 질환 환자들이 동일 의료권역 의료기 을 이용할

확률이(OR=4.27; 95% CI=3.31-5.51), 근육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OR=4.25; 95% CI=3.43-5.27), 손상․ 독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결과

(OR=3.83; 95% CI=3.07-4.79), 소화기계통의 질환(OR=3.11; 95%

CI=2.15-4.49), 순환기계통의 질환(OR=3.10; 95% CI=2.65-3.64), 신경계통의

질환(OR=3.05; 95% CI=2.48-3.76), 정신 행동장애(OR=2.82; 95% CI=

2.39-3.32), 기타상병(OR=2.62; 95% CI=2.18-3.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

상, 징후와 임상 검사의 이상소견(OR=2.47; 95% CI=1.57-3.87) 순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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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의사수가 증가할수록 동일 의료권역 이용 확률이

높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의료 권역별 요양병원과 병상수가 많

을수록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높고, 지역내총생산이

(GRDP)가 높을수록 동일 의료권역에 입원할 확률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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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동일 의료권역 소재 요양병원 입원에 향을 미치는 요인(표계속)

구 분 OR 95% CI

개

인

특

성

성별 남자 1.17 (1.06 - 1.30)

여자 1.00

연령 60미만 1.00

60~74 1.34 (1.17 - 1.54)

75~84 1.66 (1.45 - 1.90)

85이상 1.82 (1.55 - 2.14)

거주지역 역시 1.00

도지역 1.04 (0.87 - 1.25)

입원경로 외래 1.00

기타 0.82 (0.72 - 0.93)

내원경 직 내원 1.00

원 1.01 (0.91 - 1.13)

진료비지불방법 의료보험 1.00

의료 여 1.21 (1.07 - 1.37)

기타 1.44 (1.08 - 1.92)

재원일수 1분 수 1.00

2분 수 0.84 (0.73 - 0.96)

3분 수 0.78 (0.68 - 0.89)

4분 수 0.78 (0.67 - 0.9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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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동일 의료권역 소재 요양병원 입원에 향을 미치는 요인(표계속)

구분 OR 95% CI

개

인

특

성

주상병

신생물 1.00

정신 행동장애 2.82 (2.39 - 3.32)

신경계통의 질환 3.05 (2.48 - 3.76)

순환기계통의 질환 3.10 (2.65 - 3.64)

호흡기계통의 질환 4.27 (3.31 - 5.51)

소화기계통의 질환 3.11 (2.15 - 4.49)

근육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4.25 (3.43 - 5.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검사의 이상소견
2.47 (1.57 - 3.87)

손상, 독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결과
3.83 (3.07 - 4.79)

기타상병 2.62 (2.18 - 3.15)

지

역

특

성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10 (0.98 - 1.22)

요양병원 수 1.01 (1.01 - 1.01)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 수 1.06 (1.04 - 1.08)

GRDP(log) 0.72 (0.67 - 0.77)

* 재원일수: 1분 수: 13일 이하, 2분 수: 14～35일, 3분 수: 36～111일, 4분 수: 112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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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에 한 황과 그에 미치는 요인

을 악하기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2013년 환자조사자료 퇴

원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의 요양병원 퇴원환자 총 9,088명을 78개

의료권역별로 구분하여 동일 의료권역 의료이용 6,368명, 타 의료권역 요양

병원 퇴원환자 2,720명의 자료를 일반 특성과 지역 특성을 단순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김유미․강성홍(2009)의 연구에서는 2005년 환자조사 입원자료를 연구

상으로 하 으며, 의료기 평가자료, 인구센서스,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를

이용하 고, 타 지역 입원의료의 가장 큰 요인인 의료서비스 질 수 을

평가하기 해 의료기 평가부문별 등 을 수화하 다.

곽경아(2011)는 2005년과 2008년 환자조사 한방병원 퇴원환자 자료를 기

로 거주지역별 일반 특성과 건강수 , 소득수 한방의료 공 황

을 비교하여 타 지역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입원환자들의 특성과 이용 황을

분석하 다.

박주희(2013)는 우리나라 입원손상노인환자의 타 지역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자체 충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 으며,

역시․도 단 시․군․구 단 의료기 의 입원손상노인환자의 자체

충족도를 악하기 하여 2006～2008년 3개년 간 수집된 질병 리본부의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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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본 연구는 2013년 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 『병상수 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자료 기 을 바탕으로 국 78개

의료권역으로 구분하여 개인 특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동일 의료권

역 요양병원 이용에 하여 분석하 다.

이 연구와 기존 연구방법의 유사 은 2013년 환자조사의 퇴원환자조사 자

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횡단면 분석이라는 에서 유사하다. 차이

에는 곽경아(2011)는 한방병원을 상으로 하 지만 자는 요양병원을

상으로 하 다는 이고, 기존 연구는 지역 구분을 역시․도 단

시․군․구 단 의 행정구역으로 한 반면, 자의 연구는 78개의 의료권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 2013년 환자조사 자료 요양병원 이용환

자를 상으로 하여 횡단면 분석을 사용하 다는 1차 인 한계가 있었고,

둘째, 모든 상황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변수만을 사용하여 환자의 주

인 가치나 만족도 등 요양병원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향 요인을

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이용에 한 연구의 최신자료를 이용

하여 요양병원 이용 황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향후 시계열

의료이용 분석이나, 환자 진료자료 등과 연계시켜 분석한다면 더 심층 이

고 구체 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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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한 고찰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입원

경로, 진료비 지불방법, 재원일수, 주상병, 지역변수(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제외)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에 입

원할 확률이 1.17배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동일 의료권역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유미․

강성홍(2009)의 입원의료의 타 지역 이용에 한 연구에서 타 지역 입원의

료 이용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상

으로 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거주지역별 분포로 충남, 경북, 남,

경기, 충북 등 도지역이 역시 지역보다 타 의료기 이용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와 차이가 없었다.

신은숙(2013)의 연구에서는 타 지역 의료이용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음은 본 연구와 차이가 없었으며, 진단명에서는 신생물(C00-D48)

19.6%, 손상․ 독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 12,7%, 근골

격계 계통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1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나이가 든 노인을 문으로 하는 요양병원 환자만을 상으로 한 본 연구와

는 차이가 있었다. 신생물의 경우 지역 이 이나 이용의 편이성 보다는

의료진의 실력, 의료기 의 명성, 최신의 의료장비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선

행연구의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장동민, 1998; W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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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퇴원환자조사 자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자원 통계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 입원 황을 알아보고, 이와 련된 요인을 악하는 것

이 주된 연구 목 이었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동일 의료

권역에 입원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연령이 직 인 향을 미치고

있고, 진료비 지불방법이 의료보험환자보다 의료 여 환자가 동일 권역에

입원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가구당 소득도 동일 의료권에 입원하는데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단된다. 재원일수는 길어질수록 동

일 의료권역에 입원하는 환자보다 타 의료권역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확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권역 내에 요양병원 수와 병상 수가 많을수

록 동일 의료권역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높았으며, GRDP가 높을수록

동일 의료권역에 입원할 확률이 낮았다. 질병의 증도와 종류가 동일 의료

권역 요양병원 입원과 유의한 계에 있었다.

이 연구가 횡단면 분석을 사용하 다는 한계 과 제한된 변수만을 사용하

여 환자의 주 인 가치나 만족도 등 요양병원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선행연구의 종합병원이 아닌 요양병

원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는 과 지역 변수를 78개의 의료권역으

로 구분하여 요양병원 이용 황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의 의료권역 분포에 불균형을 완화

할 수 있는 정책 안을 모색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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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relating to the admission to the geriatric

hospital in the same medical service region

Jung Hoo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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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admission to the geriatric hospitals in the same

medical service reg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autho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at the geriatric

hospital, the subjects of this study, and the admission to the

geriatric hospitals in the same medical service region, thereby

determining the factors relating to the admission to the admission

to the geriatric hospitals in the same medical service region, with

the aim of seeking the alternative policies to minimize the

imbalance in the distribution of medical service reg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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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to the geriatric hospitals.

The author selected 9,088 patients admitted to geriatric hospital

from the data of a survey with the discharged patients of 2013

Survey of Patients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For research method,

based on the data of the research into the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in the hospital beds supply program by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the author divided the

medical service region of S. Korea into 78 medical service regions

and conducted a frequency analysi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distribution of principal diagnosis and the

state of medical service provision. To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distribution of principal diagnosis, the income

level of the residential zone and th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

for the subjects, the author conducted a Chi-square test and a

T-test. In addition, to understand the factors having significant

effect on the admission to the hospitals in the same medical

service region, the author conduct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demonstrated that with an increase in age, the probability of

being admitted to the hospital in the same medical service region

increased.

Second, the probability of being admitted to the hospital in the

same medical service region increased with patients aided with

medical care assistance rather than the patients with the medic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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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with an increase in the length of stay at geriatric hospitals,

more patients tended to use the hospital in other regions.

Fourth,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geriatric hospitals

in the medical service region and of the hospital beds, more

patients tended to use the hospitals in the same medical service

region. The severity and types of diseas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dmission of patients to the hospital in the same medical

service reg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alternative policies to resolve the

problem with the imbalance i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geriatric

hospitals are expected to be sought after.

Key words : Geriatric Hospitals, Same medical service region, Ad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