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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노인장기요양 중증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응급실 이용 분석

:65세 이상 치매 질환 및 증상자 대상으로

인구 고령화와 치매 등 만성질환 발병 증가로 국가차원에서 노인장기요

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응급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평소 건강상태가 관리

되지 않거나 급박한 증상이 일어나게 됨을 의미하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치매 질환 및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와상도가 높은 장기요양 중

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응급실 이용의 관련성을 파악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65세 이상 치매 질환

및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 중증대상자 15,231명 전수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은 181명(1.2%), 이용군은 15,050명

(98.8%, 재가서비스 28.9%, 시설서비스 69.9%)이었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

용군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은 재가서비스 중위수인 494(회)를 기준으로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으로, 시설서비스 중위수

696(회)을 기준으로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으로

나누어 응급실 이용 관련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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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군에 비해 시설서비스 이용을 많이 한 경우(OR 0.45, 95%CI

0.32-0.63) 응급실 이용이 적은 반면, 장기요양 2등급에 비해 1등급(OR

1.13, 95%CI 1.03-1.23), 남자일수록(OR 1.23, 95% CI 1.11-1.37), 일반에 비

해 의료급여(OR 1.45, 95%CI 1.04-2.01), 만성질환개수가 없음에 비해 2개

이상(OR 1.13, 95%CI 1.01-1.26),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인 경우(OR 1.10,

95%CI 1.01-1.20)는 응급실 이용과 관련되어 있었다.

장기요양 중증대상자들은 재가서비스보다 시설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경우 응급실 이용이 적은 경향을 보였

다. 또한 성별, 노인장기요양 중증도, 취약계층이 응급실 이용과의 관련요

인으로 나타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정책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의 수가 매우 적어 미이용자와 이용자를 비

교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조사로 생각되며,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

과는 이용 양상과 비교가 가능한 연구 설계를 통한 다차원적인 전향적 연

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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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 2010~2060 자료에서 우리나라 2016년 전체인구는

5,080만 명에 이르며, 그 중 65세 인구는 전체의 13.5%에서 2020년 15.7%,

2030년 24.3%, 2060년 40.1%로 증가할 것이며, 총부양비 또한 37.2%에서

2020년 40.7%, 2030년 58.6%, 2060년 101.0%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

고하였다(통계청 홈페이지, 2017).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는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였고, 2001년

전국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3차례의 시

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

험 관리운영체계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을 관장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고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한다. 국

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장기요양보험료 재정 및 노인장기요양 인정조

사, 등급판정, 장기요양급여 관리,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와 연구, 부당이

득금의 부과 및 징수 등을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 부담 그리고 본

인일부부담금이며, 노인장기요양 급여 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요양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의료적 측면이 포함된 제도로, 등급판정단계와 서비스단계의 의료적인 요소

가 내재되어있다. 등급판정 단계에서는 의사소견서 제출과 등급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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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의사 참여가 있고 서비스단계에서는 방문간호지시서, 방문간호서비스,

촉탁의제도, 협력의료기관제도가 있다. 2015년 연도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52,034천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719천 명이었다. 그 중 노인장기요

양 인정자는 468천 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7.0%이었다(국민건강보

험공단, 2016).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치매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2014)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2008년

8.40%, 2014년 9.58%, 2020년 10.03%, 2050년 15.06%로 증가하며 2008

년~2012년 노인 인구가 17.4% 증가하는데 비해 치매 노인 인구는 26.8% 증

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2013년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가 1조

3천 억 원에 달하며, 1인당 310만 원의 가계부담, 사회적 비용은 11.7조 원으

로 GDP의 약 1%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14).

2001~2013년 건강보험 진료분석(2014)에서 2001년과 비교해서 2012년 노인

천 명 당 진료인원이 늘어난 노인성 질환은 고혈압 9%, 당뇨병 9.7%, 뇌혈관

질환 10.6%, 파킨슨병 15.2% 증가한데 비해 치매는 24.9%로 다른 노인성 질

환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서도 노인장기

요양 인정자의 주요 질병 및 증상 현황에서 총 468천 명의 질병 및 증상 중

치매가 141(30.2%)천 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풍(뇌졸중)으로

87(16.7%)천 명이었으며, 치매와 중풍이 같이 있는 경우도 32(6.7%)천 명으

로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중 주요 질병 및 증상에서 치매가 큰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장기요양 치매대상자의 의료서

비스 이용에 대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전종갑(2009)은 치매질환의 연간 진

료비는 6.1% 감소하였지만, 치매보다는 중풍질환에서 감소효과는 더 컸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직후 1년간의 변화를 분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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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고수진(2016)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의 급성

기 의료이용을 살펴본 결과, 치매노인에서 급성기 의료를 이용할 확률이 감

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대상자가 한정되

었고, 급성기 질환 입원과 응급실 이용을 함께 묶어 급성기 의료이용으로 분

석한 것으로 응급실 이용의 현황을 단독으로 본 연구는 아니다. 이호용 등

(2013)은 노인장기요양 인정자의 치매환자의 약국 내원일수가 다른 질환보다 평

균이하라 하였고, 고수진(2016)은 치매노인에서 의료이용(급성기 질환으로 입

원, 응급실 이용 횟수)을 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의료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한 연

구들이 많으나, 치매 질환을 가진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경우 진료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도 있는 반면 반대의 결과도 있었다. 또한 급성기

의료이용에서는 인정자 전체를 분석 하거나 특정지역으로 한정한 연구로 치

매 질환 및 증상을 가진 중증대상자들의 응급실 이용 실태를 단독으로 분석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응급실 이용과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연구로, Byrne et al.(2003)은 응급

실을 자주 가는 이용하는 사람은 심리사회적 취약 그룹이며 응급실에 머무는

기간도 길었다고 하였고, Angela et al.(2013)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 응급실 이용은 인지장애, 다중 약물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다고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인지기능 저하가 응급실 이용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 응급실 이용에 관한 연구로, 김진년 등(2001)은 인구 고령화에 따

라 응급실 내원 환자 중 노인 비율이 증가추세였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되

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Jung et al.(2016)은 우리나라의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단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응급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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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이용하는 사람(4회 이상)은 나이가 많고, 남자가 많으며, 사회경제적 취

약 계층이 응급실을 자주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다.

함은미 등(2017)은 응급실 내원환자 중 요양시설에서 온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와상일수록 응급실 내원이 높으며, 치매와 중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저질환이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서

응급실로 전원 된 환자를 요양시설환자로 정의하여 분석한 연구였으며, 장기

요양시설환자와 일반 노인환자는 와상도 부분에서 차이가 커서 중증도별 비

교분석은 아니었다.

박종연 등(2010)은 2009년 장기요양 인정자의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

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의 1인당 총 진료비가 1,110만 원, 이용자의 총

진료비가 560만 원으로 이용자의 2배 정도라고 했다. 입내원일수도 이용자는

79일, 미이용자는 149일로 의료비 절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시설

급여이용자가 재가급여이용자보다 입내원일수가 적었고, 건강보험 대상자보

다는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차이가 컸다고 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제도 도

입 직후 자료이며 노인장기요양 전체 등급을 대상자로 하였으며 응급실 이용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호용 등(2013)은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2012년 장기요양서비

스 이용자군과 미이용자군으로 나누어 2007년도(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전)와

2012년도(도입 후)의 의료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군이 미

이용자군에 비해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이용을 덜 하였다고

하였다. 이하나(2016)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 전체 인정자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미이용

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경우 응급실 이용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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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요인으로 남성,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보다는 독거나 노부부가구, 신체기능·

간호처치 영역에서 제한이 심한 노인일수록 많은 응급실과 관련이 있는 반

면, 연령, 인지기능·행동변화·재활영역 제한이 심할수록, 의사소견서상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적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

러나 위의 두 연구 모두 노인장기요양 전체 인정자를 대상자로 하였고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과 미이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 중증대상

자 및 장기요양 서비스별 구체적 이용 현황과 응급실 이용의 관련성은 파악

하기 어렵다.

선행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전체 인정자를 대상으로 병원의 의료이용을

조사했을 때 의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치매 대상자의 경우

에는 의료이용이 낮은 결과를 보인 연구들도 있었으나 중증대상자의 장기요

양서비스이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Hullick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주거 노인 간

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대상자를 중재그룹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시설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입원과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여

적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이 결집된 통합 서비스 제공이 응급

실 이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

응급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평소 건강상태가 관리되지 않거나 급박한 증상

이 일어나게 됨을 의미하는 변수로 특히 대형 병원들은 응급실 과부하로 어

려움을 겪고 있다(박인철 등, 1995). 응급실 과밀화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이송, 응급실 인력부족 등이 원인으로 보고되었으나,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

여 응급실 내원 노인환자 증가도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으로 응급진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도 응급실 이용은 많은 시간

과 의료비용을 소모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박인철 등, 1995;

조한진 등, 2011; 유수정 등, 2014; 함은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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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중증대상자들은 급성기 상태를 나타내는 응급의료의 경우 여러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와상도가 높고, 전신상태가 취약하여 감염

성 질환 등 급성기 상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아 응급실 이용의 관련성 연구

에 전체 인정자(등급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증대상자에 대한 별도분석

이 필요하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종류와 횟수로 세분화하

여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치매 질환 및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와상도가 높

은 장기요양 중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와 응급실 이용의 관련성

을 파악하여 노인장기요양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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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치매 질환 및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 중증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에 따

른 응급실 이용에 대한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즉 재가서비스 이용(하위군, 상위군), 시설서

비스 이용(하위군, 상위군)자와 미이용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즉 재가서비스 이용(하위군, 상위군), 시설서

비스 이용(하위군, 상위군)자와 미이용자의 응급실 이용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재가서비스 이용(하위군, 상위군), 시설서비

스 이용(하위군, 상위군)과 응급실 이용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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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인구 고령화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16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2010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0.2%였으며 2016년 말 12.7%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0.5% 상승하는데 비해 65세 이상 비율은 3.6% 상승했

다고 보고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10년도 14조(32%)에서 2016년

25조(38.7%)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의료비에 비해 65세 이상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1배 높으며, 이는 2015년도 대비 9.4% 증가한 수치였다. 2016년

말 기준 요양기관은 8만 9,919개소로 2015년 말 대비 2.0% 증가하였고, 요양

병원은 2010년 867개소에서 2016년 1,428개소로, 의원은 2010년 27,469개소에

서 2016년 30,292개소로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건강보험 진료 분석 통계에 의하면, 2001~2012년까지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연평균 5.8%, 만성질환 진료비는 연평균 13.4%씩 증가하여 만성질환의 진료

환자 및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하였다(국민건강보험, 2014). 박종연 등(2009)은

2007년 65세 이상 총 진료비는 본태성 고혈압이 가장 높았고, 뇌경색증, 무릎

관절증 순으로 65세 이상 진료비에서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

고하였다. 이러한 노인 인구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 등은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졌고, 노인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 필

요성이 인식되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작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

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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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 1일 실시되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1조). 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하면 공단직원이 장기요양 인정조사

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의사소견서 제출자는 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된

다(단, 제출 제외자는 예외).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에서는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 한다. 등

급 판정 결과 1~5등급은 노인장기요양 인정자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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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제출

(단, 제출 제외자는

해당 없음)

1.장기요양

인정신청

2.인정조사 3.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4.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인정조사
표에 의한 조사
(12개 영역,
90개 항목조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그 밖에 장기
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가 등으로 구성

- 인정자 : 1~5등급
- 등급외 : 등급외A

등급외B
등급외C

- 신청자격 :
장기요양 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

그림 1. 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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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전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였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에 관계없이 요양 필

요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중중 및 경증대상자를

포함하며 신체활동, 가사지원 그리고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보다 보편적인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 이용 할 수는 없으나,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급여)의 경우 기타재가급여

인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

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으로 운영된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는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부족, 장기요양 수

혜 사각지대 발생 등 인정자 확대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었고(이근홍 등,

2013; 김찬우, 20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하

여 2012년 7월 3등급의 최저 인정점수를 55점에서 53점으로, 2013년 7월에는

51점으로 낮추었다. 2014년 7월에는 3등급은 60점 이상부터 75점미만, 4등급

은 51점 이상 60점미만으로 구분하고 경증치매 대상자들의 인지기능 및 일상

생활유지를 위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기존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등

급체계를 개편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 진입의 벽을 낮추었으며(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20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류도 다양화 하였다<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 인정자는 315천 명(2010)에

서 467천 명(2015)으로, 인정률은 67.8%(2010)에서 74.2%(2015)로,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5.8%(2010)에서 7.0%(2015)로 증가하였다. 재가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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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0,857개소(2011)에서 12,917개소(2015)로, 시설장기요양기관은 4,061개소

(2011)에서 5,085개소(2015)로 증가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중 사회복지

사는 6천 명(2011)에서 14천 명(2015)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는 9천

명(2011)에서 12천 명(2015)으로, 요양보호사는 233천 명(2011)에서 295천 명

(2015)으로 전문 인력 또한 늘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360천 명(2011)

에서 475천 명(2015)으로, 급여제공일수도 7,938일(2011)에서 10,084일(2015)

로,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45천원(2011)에서 1,057천원(2015)으로,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824천원(2011)에서 931천원(2015)으로 증

가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서도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장기요양기관 수, 장기요양기관의 전문 인력이 증

가하였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 증가 등 양적 증가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또한 2009년 노인장기요양 만족도 조사결과 시설

서비스 89.6%, 재가서비스 93.4%(권진희, 2009), 그 이후에도 90%대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유애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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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기타

재가
급여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
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 등

일반:15%

기타의료급여수
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7.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본인 부담

(2017.9.1.부터 시
행)인지활동형프
로그램은 의사소
견서에 치매상병
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
료내역이 있는
1~4등급과 5등급
수급자가 이용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
의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목욕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
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
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
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기타재가
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
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
공(연 한도액 160만원)

시설
급여

노인
요양
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
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일반:20%
기타의료급여수
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본인 부담

1~2등급: 재가급
여 또는 시설급
여
3~5등급: 시설입
소 승인 된 경
우에 입소가능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
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지역 거
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월 15만원)

없음

표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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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기능 저하와 급성기 의료이용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Leung et al.(2013), Byrne et al.(2003), Woo et

al.(2016), Maxwell et al.(2015), 이하나(2016), 이호용 등(2013), 고수진(2016)

이 있다.

Leung et al.(2013)은 홍콩에서 장기요양시설에 거주 중인 알츠하이머 치

매 환자 169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한 결과,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인지장애, 다중 약물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

다. Byrne et al.(2003)은 영국에서 1999년 8월에서 11월까지 실험군 100명

(응급실 4회 이상 방문자), 대조군 100명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응급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과거에 공중보건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중독 상담,

정신과서비스를 이용하였고 대조군에 비해서 응급실에서 머무는 기간도 길

었고, 사회적 지지가 낮고, 심리사회적 취약 그룹이었다고 보고하였다.

Woo et al.(2016)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응급실을 4회 이상 자주 이용한 이용자와 응급실을

가끔 이용하는 자로 나누어 156,246명의 응급실 청구 자료 209,326건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응급실을 4회 이상 자주 이용한 경우 3.1%, 가끔 이용한

경우가 96.9%이였다. 응급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남자, 연령이 많을수

록, 사회 경제적 상태가 낮은 사람들이었고 특히 정신분열증과 알코올중독

의 경우 응급실을 자주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Maxwell et al.(2015)은 치매 노인 환자 609명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90세

이상, 낮은 사회적 관계, 덜 심한 인지장애, 중간에서 심한 정도의 피로, 11

개 이상의 다중약물, 전년도 2회 이상 입원 등이 병원입원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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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 등(2013)은 노인장기요양 인정자의 2007년도와 2012년도의 의료비 변

화를 분석한 결과, 치매환자의 약국 내원일수가 다른 질환보다 평균이하로 나타

났다고 하였다.

이하나(2016)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코호트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과 응급실 이용의 관련요인으로 인지

기능·행동변화·재활영역 제한이 심할수록 적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고

응급실 내원일수도 감소한다고 하였다.

고수진(2016)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 달까지 수행된 ⌜자기요양 표

준평가도구 및 표준건강정보성과군 개발에 관한연구⌟에서 수집한 서울 경기

지역 장기요양기관 21곳의 54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매노인에서 의료

이용(급성기 질환으로 입원, 응급실 이용 횟수)을 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는 인지기능 저하 대상자의 경우 응급실 이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와 반대의 결과도 있어 일관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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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의 급성기 의료이용

이호용 등(2013), 한남경(2010), 고수진(2016), 함은미 등(2017), 이상진 등

(2016), 이하나(2016)가 이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먼저 이호용 등(2013)은 건강보험 급여DB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 노

인장기요양보험 급여DB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에 2009

년~2012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군과 미이용자군으로 나누고 성별, 연령, 지

역, 소득을 통제한 1:1매칭으로 각각 16,724명씩을 선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인 2007년도와 도입 후인 2012년도의 의료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총 진료비와 입원 진료비에 절감효과가 있었으며 이용자군이 미이용자군에

비해서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이용을 덜 하였다고 하였다.

한남경(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전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와 제도 도입 후인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65세 이상의

등급 인정자 중 1년간 연속으로 급여를 이용한 485명과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

여 1:4 매칭을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노인 1,940

명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종합병원진료비,

종합전문병원진료비가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위의 두 연구에서는 급성기병원의 기준을 병원규모로 나누었으며 장기요

양 인정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에 따른 응급실 이용과의 관련성은

파악할 수 없었다.

고수진(2016)의 연구에서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 달까지 수행된 ⌜
자기요양 표준평가도구 및 표준건강정보성과군 개발에 관한연구⌟에서 수집

한 서울 경기지역 장기요양기관 21곳의 543명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을 이

용하는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의 의료이용(급성기 질환으로 입원, 응급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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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횟수)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치매노인에

서 의료이용을 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동반질환 개수, 입

소·서비스 이용기간이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상자를

서울 경기지역으로 한정한 연구이다.

함은미 등(2017)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달까지 2년 동안 서울의료

원 응급의료센터에 외상을 제외한 질환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65세 이상 요양

시설환자(요양원과 요양병원 포함)와 일반 환자(자택에서 온 환자)의 의무기

록을 분석한 결과, 와상일수록 응급실 내원이 높으며, 치매와 중풍뿐만 아니

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저질환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의 특정병원

응급실을 조사한 것이며, 요양시설환자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환자로 정의하

여 분석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과의 관련성

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상진 등(2016)은 방문간호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노인장기요양 전체

인정자 중 2010년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여부가 2011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연구로,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자의 연간 총 진료비와 연간 총 입

원일이 감소하여 의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요양과 의료의 통합

연계 및 방문간호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노인장

기요양 전체 인정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응급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하나(2016)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코호트 자료

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1~3등급 대상자 27,141명의 73,652건의 관

찰치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인 4,191명(15.4%)의 관찰치 7,903(10.7%)건

을 분석하였다. 의료이용을 의료서비스이용 및 총 진료비 그리고 입원서비스,

외래서비스, 요양병원, 응급실 각각의 이용 발생 및 입원일수로 정의하여 분

석한 결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은 의료이용 증가를 보인다고 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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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과 응급실 이용의 관련요인으로 남성, 동거가족이 있

는 경우보다는 독거나 노부부가구, 신체기능·간호처치 영역에서 제한이 심한

노인일수록 많은 응급실이용과 관련이 있는 반면, 연령, 인지기능·행동변화·

재활영역 제한이 심할수록, 의사소견서상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는 적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응급실 내원일수의 경우 장기

요양서비스 미이용은 0.2일씩 늘어난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응급실 내

원일수를 0.71에서 0.3일로 57.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남성, 신체기능·간호처

치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실 내원일수가 증가한 반면, 인지기능의 제

한이 심할수록 응급실 내원일수는 감소한다고 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응급실 이용에 긍정적인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 전체 인정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노인장기요양 중증대상자 및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및

이용량과 응급실 이용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

선행 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 전체 인정자 대상, 특정지역 및 특정 병원에

한정, 요양원과 요양시설을 포함하여 요양시설환자로 정의, 입원 또는 응급실

을 포함한 병원입원을 급성기 의료이용 정의하여 분석한 연구들로 치매 질환

및 증상자 중 와상도가 높은 장기요양 중증대상자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에 따른 응급실 이용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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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노인장기요양 1, 2

등급 인정자로 판정을 받고, 갱신 신청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되며 65세 이상 치매 질환 및 증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

스 이용 양상에 따른 응급실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자료로는 개인정보가

제외된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으로 복지용구와 가족요양비를 제외

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군을 미이용군으로, 12개월을 초과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자 중 재가서비스 중위수인 494(회)를 기준으로 재가

서비스 이용 하위군,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으로, 시설서비스는 중위수인

696(회)을 기준으로 시설서비스이용 하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으로 총

5개 군으로 나누었다.

종속변수인 응급실 이용여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응급실을 방문한 적이 없으면 미방문군으로, 응급실을 1회 이상 방문한 경우

는 방문군으로 나누었다.

혼란변수는 앤더슨 모형을 활용한 논문(전상민, 2016)을 참고하여, 서비스

이용특성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과 서비스 종류, 인구 사회적특성으로 성별,

연령, 지역, 자격, 독거여부, 건강 및 기능특성으로 만성질환개수, 장애여부로

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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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2-1040939-AB-N-01-2016-417-01)를 통과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연구관리번호 : NHIS-2017-1-025)를 활용한 것으

로, 연구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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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미이용군

-이용군: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종속변수

응급실 이용여부

서비스 이용특성 인구 사회적특성 건강 및 기능특성

- 노인장기요양 등급

-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 성별

- 연령

- 지역

- 자격

- 독거여부

- 만성질환개수

- 장애여부

  그림 2. 연구의 틀

Chi-square te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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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DB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의 인정조사 및 의사소견서의 항목, 등급판정결과, 이용한 장기요양서

비스 종류 및 이용횟수, 건강보험 청구내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구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치매 질환 및 증상이 있는 노인장기요양 1, 2등급 인정자 중

65세 미만자와 사망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기간 중 등급유효기간이 1년

11개월 미만자는 제외하여 대상자가 위 연구기간 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동일하게 하였다. 12개월 이상 월 4회 이상 응급실을 방문한 대상자

와 결측 자료가 있는 대상자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자와 12개월 미

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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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2,340

사망자: 41,901

등급유효기간이 1년 11개월 미만:

24,720

12개월 이상, 매월 4회 이상 응급

실 방문 및 결측 자료 대상자: 4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3,591

12개월 미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690

이용군: 15,050

최종 연구대상자: 15,231

미이용군: 181

치매 질환 및 증상이 있는 노인장기요양 1, 2등급 인정자: 88,477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2,218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2,185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5,329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5,318

그림 3. 연구대상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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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정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응급실

이용여부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청구는 서비스 제공 후 익 월부터 할 수 있으며 2016

년 자료는 공단 내부 치침 상 연구자에게 아직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기

간을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하였다. 장기요양 중증대상자 중 건강보험 청

구내역 중 진료과목이 응급의학과 진료인 경우 응급실을 이용한 것으로 하였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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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범주 설명

종속 변수
응급실 이용여부 -응급실 방문한 횟수

0: 응급실 방문 없음 (미방문군)
1: 응급실 1회 이상 방문 (방문군)

독립 변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2014년 1월 1일~2015년 11월 30일까지 장기요양 인정자
(1~2등급 대상자)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제외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모두 이용한 경우 이용횟수가
많은 쪽으로 분류함
0: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은 군 (미이용군)
1: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중위수 494이하)
2: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중위수 494초과)
3: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중위수 696이하)
4: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중위수 696초과)

혼란변수
서비스 이용특성
노인장기요양 등급 1: 1등급

2: 2등급
서비스 종류 -월평균 이용횟수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모두 이용한 경우 이용횟수가
많은 쪽으로 분류함
1: 재가서비스 이용횟수 (복지용구 제외)
2: 시설서비스 이용횟수

인구 사회적특성
성별 1: 남

2: 여
연령 2015년 현재 나이 기준
지역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어촌

자격 1. 기초
2. 의료급여
3. 경감
4. 일반

독거여부 -혼자 살고 있으면 독거, 함께 사는 거주원이 1명 이상이면
동거
0: 동거
1: 독거

건강 및 기능특성
만성질환개수 -인정조사 시 확인하는 항목으로 치매, 중풍을 제외한 고혈

압, 당뇨병, 관절염, 요통 및 좌골통, 골절 및 탈골등 사고
로 인한 후유증, 암을 합한 개수
0: 없음
1: 1개
2: 2개 이상

장애여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0: 비장애

1: 장애

표 2. 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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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장기요

양서비스 이용 양상으로 복지용구와 특별현금급여를 제외한 장기요양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은 군은 미이용군으로, 12개월을 초과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자 중 재가서비스 중위수인 494(회)를 기준으로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

군,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으로, 시설서비스는 중위수인 696(회)을 기준으로

시설서비스이용 하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으로 총 5개 군으로 나누었

다<표 2>. 또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횟수가 많

은 쪽으로 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중 가족요양비, 복지용구 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재가서비스 중 하나인 복지용구는 구입이나 대여

후 실제 사용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월 15만

원 현금지원으로 대상자에게 실제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파악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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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란변수

본 연구의 혼란 변수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서비스 이용특성, 인구 사

회적특성, 건강 및 기능특성으로 분류하였다(전상민, 2016).

1) 서비스 이용특성

본 연구의 서비스 이용특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등급과 서

비스 종류로 하였다<표 2>.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1, 2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서비스 이용횟수는 복지용구가

제외된 재가서비스 이용횟수와 시설서비스 이용횟수로 구분하였다. 이용횟수는

급여종류와 서비스 제공시간에 관계없이 횟수로 하였으며 재가서비스와 시설서

비스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횟수가 많은 쪽으로 하였다.

2) 인구 사회적특성

본 연구의 인구 사회적특성은 성별, 연령, 지역, 자격, 독거여부로 하였다

<표 2>.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지역은 행정구역별로 대

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자격은 건강보장형태별로 기초, 의료급여, 경감, 일반으로 구분하였다. 기초는 노인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상자로 의료급여법 제 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 1종, 2종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포함)
이다. 의료급여는 노인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부담하는 경우로 의료급여

법 제 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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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경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
3항에 의거 노인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 받는 대상자이다. 일반은

노인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독거여부는 혼자 살고 있으면 독거,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으면 동거

로 하였다.

3) 건강 및 기능특성

본 연구의 건강 및 기능특성은 만성질환개수, 장애여부로 하였다<표 2>.

만성질환개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시 확인한 자료인 질병 및 증

상 항목에서 치매, 중풍을 제외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요통 및 좌골통,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호흡곤란, 난청, 백내장 및 녹내장 등 시각장애,

골절 및 탈골 등 사고로 인한 후유증, 암을 가진 개수로 총 9개이다. 질병

및 증상은 인정조사 시 신청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또는 증상에 대해서

조사하는 항목으로 없음,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요통 및 좌골

통,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호흡곤란, 난청, 백내장 및 녹내장 등

시각장애, 골절 및 탈골등 사고로 인한 후유증, 암, 기타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다.

장애여부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는 장애로, 장애등

급이 없는 경우는 비장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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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특

성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서비스 종류, 인구 사회적특성으로 성별, 연령,

지역, 자격, 독거여부, 건강 및 기능특성으로 만성질환개수, 장애여부에 대하

여 기술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둘째,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65세 이상 치매 질환 및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1, 2등급을 유지중인 자로 장기요양서비

스 이용 양상에 따라 미이용군,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재가서비스 이용 상

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으로 나누었고

Chisquare test로 대상자 수와 백분율을 기술하며 p-value<0.05인 경우를 기준

으로 하였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에 따른 응급실 이용에 관련된 요인은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며,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은 p<0.05인 경우를 기

준으로 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9.4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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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65세 이상 치매

질환 및 증상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1, 2등급 인정자로 판정을 받고, 갱신

신청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 1, 2등급을 유지한 중증대상자 15,231명이다.

<표 3>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과 재

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시

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 등

급, 서비스 종류, 성별, 연령, 지역, 독거여부, 만성질환개수 ,장애여부, 만성질

환개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 종류 중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의 월평균 이용횟수는 각각 6.6±10.2(회), 20.1±12.8(회)로 시설서비스 이용이

많았다. 성별에서 남자가 2,476명(16.3%), 여자 12,755명(83.7%)으로 여자가 5

배 이상 많았다. 연령은 전체 평균 82.7±7.2(세)이며 재가서비스보다 시설서

비스 이용군에서 연령이 많은 경향이며,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연령 평균

은 83.7±7.0(세)이었다. 독거비율은 시설서비스 이용보다는 재가서비스 이용

군이 높은 경향이었으며, 자격에서는 전체 연구대상자가 일반>경감>기초>의

료급여 순으로 많았고, 미이용군에서 일반의 비율이 80.7%로 가장 높았다.

만성질환개수는 없음보다 2개 이상이 많았으며, 비장애보다 장애인 비율이

높았으나 특히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에서 장애인 비율이 71.0%로 가장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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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p-value전체 미이용군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N(%) 15,231(100) 181(1.2) 2,218(14.6) 2,185(14.3) 5,329(35.0) 5,318(34.9)

서비스
이용
특성

노인장기
요양
등급

1등급 4,386(28.8) 60(33.2) 628(28.3) 682(31.2) 1,636(30.7) 1,380(25.9) <.0001

2등급 10,845(71.2) 121(66.8) 1,590(71.7) 1,503(68.8) 3,693(69.3) 3,938(74.1)

서비스
종류
(회)

월평균 이용횟수 Mean±SD

재가서비스 6.6±10.2 0 16.9±4.0 26.0±4.3 0.9±2.3 0 <.0001

시설서비스 20.1±12.8 0 2.0±3.9 0.2±1.0 25.5±4.4 30.4±0.0 <.0001

성별
남 2,476(16.3) 57(31.5) 487(22.0) 518(23.7) 780(14.6) 634(11.9) <.0001

여 12,755(83.7) 124(68.5) 1,731(78.0) 1,667(76.3) 4,549(85.4) 4,684(88.1)

인구
사회적
특성

연령
(세) Mean±SD 82.7±7.2 81.8±7.3 81.4±7.2 81.4±7.4 82.8±7.1 83.7±7.0 <.0001

지역
대도시 5,603(36.8) 74(40.9) 969(43.7) 1,036(47.4) 1,824(34.2) 1,700(32.0) <.0001

중소도시 7,123(46.8) 88(48.6) 974(43.9) 909(41.6) 2,514(47.2) 2,638(49.6)

농어촌 2,505(16.4) 19(10.5) 275(12.4) 240(11.0) 991(18.6) 980(18.4)

독거여부
동거 14,982(98.4) 181(100) 2,137(96.4) 2,091(95.7) 5,285(99.2) 5,288(99.4) <.0001

독거 249(1.6) 0(0) 81(3.6) 94(4.3) 44(0.8) 30(0.6)

자격
기초 2,557(16.8) 9(5.0) 233(10.5) 186(8.5) 1,140(21.4) 989(18.6) <.0001

의료급여 183(1.2) 1(0.5) 30(1.3) 25(1.2) 72(1.3) 55(1.0)

경감 2,831(18.6) 25(13.8) 312(14.1) 385(17.6) 1,044(19.6) 1,065(20.0)

일반 9,660(63.4) 146(80.7) 1,643(74.1) 1,589(72.7) 3,073(57.7) 3,209(60.4)

건강
및
기능
특성

만성질환
개수(개) 없음 2,736(18.0) 40(22.1) 367(16.6) 376(17.2) 989(18.5) 964(18.1) <.0001

1개 4,539(29.8) 68(37.6) 604(27.2) 574(26.3) 1,640(30.8) 1,653(31.1)

2개 이상 7,956(52.2) 73(40.3) 1,247(56.2) 1,235(56.5) 2,700(50.7) 2,701(50.8)

장애여부
비장애 5,663(37.2) 75(41.4) 1,014(45.7) 1,054(48.2) 1,977(37.1) 1,543(29.0) <.0001

장애 9,568(62.8) 106(58.6) 1,204(54.3) 1,131(51.8) 3,352(62.9) 3,7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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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가, 시설서비스 구분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

p-value전체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N(%) 15,050(100) 4,403(29.3%) 10,647(70.7%)

서비스
이용
특성

서비스 종류

월평균 이용횟수(회)Mean±SD

재가서비스 6.6±10.2 21.4±6.1 0.4±1.7 <.0001

방문요양 5.7±9.4 18.8±7.3

방문목욕 0.2±0.9 0.7±1.5

방문간호 0.0±0.5 0.2±0.9

주야간보호 0.5±2.7 1.4±4.8

단기보호 0.1±1.0 0.2±1.6

시설서비스 20.1±12.8 1.1±3.0 27.9±4.0 <.0001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6±7.8 3.6±9.1

노인요양시설 5.3±16.0 7.3±18.5

<표 4>는 서비스 종류 중 월평균 이용횟수를 서비스 종류별로 상세 비교한

결과이다. 재가서비스 이용자 4,403명 중 월평균 이용횟수 평균은 21.4±6.1(회)

이며 방문요양이 18.8±7.3(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야간보호 1.4±4.8(회)

로 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많았다. 시설서비스 이용자 10,647명

중 평균은 27.9±4.0(회)이며, 노인요양시설이 7.3±18.5(회)로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보다 많았다.



- 33 -

<표 5>는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비교 결과로, 남자 2,476명(16.3%), 여

자 12,755명(83.7%)이였다. 지역(p=0.3182)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에서 미이용군 성별 비율이 남자

57명(2.3%), 여자 124명(1.0%)으로 여자보다 남자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

용률이 높았다. 응급실 이용여부에서는 미방문군 남자 1,821명(73.5%), 여자

10,139명(79.5%), 방문군 남자 655명(26.5%), 여자 2,616명(20.5%)로 응급실

이용률이 남자가 높았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에서 1등급 남자 664명(26.8%),

여자 3,722명(29.2%), 2등급 남자 1,812명(73.2%), 여자 9,033명(70.8%)로 1등

급은 여자 비율이 높았다. 서비스 종류 중 월평균 이용횟수가 재가서비스 남

자 9.5±11.5(회), 여자 6.0±9.8(회), 시설서비스 남자 16.5±13.7(회), 여자

20.8±12.5(회)로 재가서비스에서는 남자가, 시설서비스에서는 여자가 많은 경

향을 보였다. 인구 사회적특성 중 연령 평균은 남자 78.5±7.0(세), 여자

83.5±6.9(세)로 여자가 연령이 많았다. 독거여부에서 동거 중 남자 2,452명

(99.0%), 여자 12,530명(98.2%), 독거 중 남자 24명(1.0%), 여자 225명(1.8%)

로 여자가 독거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격은 일반>경감>기초>의료급

여 순으로 그 수가 많았다. 건강 및 기능특성 중 만성질환개수 2개 이상은

남자 958명(38.7%), 여자 6,998명(54.9%)로 남녀 모두 만성질환개수 2개 이상

이 많았고, 장애여부에서 남자 비장애 1,393명(56.3%), 장애 1,083명(43.7%),

여자 비장애 4,270명(33.5%), 장애 8,485명(66.5%)으로 남자는 비장애율이 높

고 여자는 장애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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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p-value전체 남자 여자

N(%) 15,231(100) 2,476(16.3) 12,755(83.7)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양상

미이용군 181(1.2) 57(2.3) 124(1.0) <.0001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2,218(14.6) 487(19.7) 1,731(13.6) <.0001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2,185(14.3) 518(20.9) 1,667(13.1)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5,329(35.0) 780(31.5) 4,549(35.6)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5,318(34.9) 634(25.6) 4,684(36.7)

응급실
이용여부

미방문 11,960(78.5) 1,821(73.5) 10,139(79.5) <.0001

방문 3,271(21.5) 655(26.5) 2,616(20.5)

서비스
이용
특성

노인장기요양 등급

1등급 4,386(28.8) 664(26.8) 3,722(29.2) 0.0187

2등급 10,845(71.2) 1,812(73.2) 9,033(70.8)

서비스 종류
월평균 이용횟수(회)Mean±SD
재가서비스 6.6±10.2 9.5±11.5 6.0±9.8 <.0001

시설서비스 20.1±12.8 16.5±13.7 20.8±12.5 <.0001

인구
사회적
특성

연령(세)Mean±SD

82.7±7.2 78.5±7.0 83.5±6.9 <.0001

지역

대도시 5,603(36.8) 944(38.1) 4,659(36.5) 0.3182

중소도시 7,123(46.8) 1,135(45.9) 5,988(47.0)

농어촌 2,505(16.4) 397(16.0) 2,108(16.5)

독거여부

동거 14,982(98.4) 2,452(99.0) 12,530(98.2) 0.0057

독거 249(1.6) 24(1.0) 225(1.8)

자격

기초 2,557(16.8) 301(12.2) 2,256(17.7) <.0001

의료급여 183(1.2) 30(1.2) 153(1.2)

경감 2,831(18.6) 414(16.7) 2,417(18.9)

일반 9,660(63.4) 1,731(69.9) 7,929(62.2)

건강
및
기능
특성

만성질환개수(개)

없음 2,736(18.0) 637(25.7) 2,099(16.4) <.0001

1개 4,539(29.8) 881(35.6) 3,658(28.7)

2개 이상 7,956(52.2) 958(38.7) 6,998(54.9)

장애여부

비장애 5,663(37.2) 1,393(56.3) 4,270(33.5) <.0001

장애 9,568(62.8) 1,083(43.7) 8,485(66.5)

표 5.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장기요양서비스 및 응급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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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성별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성별

p-value전체 남자 여자

N(%) 15,231(100) 2,476(16.3) 12,755(83.7)

서비스
이용
특성

서비스 종류

월평균 이용횟수(회)Mean±SD

재가서비스 6.6±10.2 9.5±11.5 6.0±9.8 <.0001

방문요양 5.7±9.4 8.2±10.6 5.2±9.1 <.0001

방문목욕 0.2±0.9 0.5±1.2 0.2±0.8 <.0001

방문간호 0.0±0.5 0.1±0.6 0.0±0.4 0.0017

주야간보호 0.5±2.7 0.6±3.2 0.5±2.7 0.0335

단기보호 0.1±1.0 0.1±0.9 0.1±1.1 0.1566

시설서비스 20.1±12.8 16.5±13.7 20.8±12.5 <.0001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6±7.8 1.9±6.9 2.7±8.0 <.0001

노인요양시설
5.3±16.0 4.0±14.1 5.5±16.3 <.0001

<표 6>은 연구대상자의 성별 상세 비교에서 서비스 종류 중 월평균 이용

횟수에 대한 결과이다. 재가서비스 종류 중 월평균 이용횟수는 방문요양 남

자 8.2±10.6(회), 여자 5.2±9.1(회)로 재가서비스 중 가장 많았고, 방문요양

(p<.0001), 방문목욕(p<.0001), 방문간호(p=0.0017), 주야간보호(p=0.0335)에서

월평균 이용횟수가 여자보다 남자가 많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나, 단기보호(p=0.1566)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시설서비스 종류 중 월평균

이용횟수가 노인요양시설 5.3±16.0(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6±7.8(회)로

노인요양시설이 많고, 남자보다 여자가 많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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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는 연구대상자를 장기요양 등급별로 살펴본 결과로, 1등급이 4,386명

(28.8%), 2등급이 10,845명(71.2%)로 2등급 수가 많았다.

등급별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p<.0001), 응급실 이용여부

(p=0.0024), 서비스 종류 중 시설서비스(p<.0001), 성별(p=0.0187), 연령

(p<.0001), 독거여부(p=0.0002), 만성질환개수(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서비스 종류 중 재가서비스(p=0.0875)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응급실

이용여부 중 미방문군 1등급 3,374명(76.9%), 2등급 8,586명(79.2%), 방문군

1등급 1,012명(23.1%), 2등급 2,259명(20.8%)으로 2등급보다 1등급에서 응급

실 방문 비율이 높은 경향이었다. 서비스 이용특성 중 재가서비스 월평균 이

용횟수는 1등급 6.8±10.4(회), 2등급 6.5±10.1(회), 시설서비스는 1등급

19.4±12.9(회), 2등급 20.3±12.7(회)로 재가서비스는 1등급, 시설서비스는 2등

급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인구 사회적특성 중 지역(p=0.6938), 자격

(p=0.169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서 남자는

1등급 664명(15.1%), 2등급 1,812명(16.7%), 여자는 1등급 3,722명(84.9%), 2등

급 9,033명(83.3%)이었다. 노인장기요양 1등급에서 연령 평균은 81.8±7.1(세),

2등급 83.1±7.1(세)로 2등급 연령이 많았다. 건강 및 기능특성 중 장애여부

(p=0.431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만성질환개수 2개 이

상 1등급 1,919명(43.8%), 2등급 6,037명(55.7%)로 1, 2등급 모두 2개 이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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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장기요양서비스 및 응급실 이용

노인장기요양 등급

p-value전체 1등급 2등급

N(%) 15,231(100) 4,386(28.8) 10,845(71.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미이용군 181(1.2) 60(1.4) 121(1.1) <.0001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2,218(14.6) 628(14.3) 1,590(14.7)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2,185(14.3) 682(15.5) 1,503(13.9)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5,329(35.0) 1,636(37.3) 3,693(34.0)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5,318(34.9) 1,380(31.5) 3,938(36.3)

응급실 이용여부 미방문 11,960(78.5) 3,374(76.9) 8,586(79.2) 0.0024

방문 3,271(21.5) 1,012(23.1) 2,259(20.8)
서비스
이용
특성

서비스 종류
월평균 이용횟수(회)Mean±SD
재가서비스 6.6±10.2 6.8±10.4 6.5±10.1 0.0875
시설서비스 20.1±12.8 19.4±12.9 20.3±12.7 <.0001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
남 2,476(16.3) 664(15.1) 1,812(16.7) 0.0187

여 12,755(83.7) 3,722(84.9) 9,033(83.3)
연령(세)Mean±SD

82.7±7.2 81.8±7.1 83.1±7.1 <.0001
지역
대도시 5,603(36.8) 1,636(37.3) 3,967(36.6) 0.6938
중소도시 7,123(46.8) 2,038(46.5) 5,085(46.9)
농어촌 2,505(16.4) 712(16.2) 1,793(16.5)

독거여부
동거 14,982(98.4) 4,341(99.0) 10,641(98.1) 0.0002
독거 249(1.6) 45(1.0) 204(1.9)

자격
기초 2,557(16.8) 753(17.2) 1,804(16.6) 0.1694
의료급여 183(1.2) 53(1.2) 130(1.2)
경감 2,831(18.6) 767(17.5) 2,064(19.0)
일반 9,660(63.4) 2,813(64.1) 6,847(63.2)

건강
및
기능
특성

만성질환개수(개)
없음 2,736(18.0) 1,046(23.8) 1,690(15.6) <.0001
1개 4,539(29.8) 1,421(32.4) 3,118(28.7)
2개 이상 7,956(52.2) 1,919(43.8) 6,037(55.7)

장애여부
비장애 5,663(37.2) 1,609(36.7) 4,054(37.4) 0.4314
장애 9,568(62.8) 2,777(63.3) 6,7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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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장기요양 등급

p-value전체 1등급 2등급

N(%) 15,231(100) 4,386(28.8) 10,845(71.2)

서비스
이용
특성

서비스 종류

월평균 이용횟수(회)Mean±SD

재가서비스 6.6±10.2 6.8±10.4 6.5±10.1 0.0875

방문요양 5.7±9.4 6.1±9.7 5.5±9.3 0.0006

방문목욕 0.2±0.9 0.3±1.0 0.2±0.8 0.0002

방문간호 0.0±0.5 0.1±0.7 0.0±0.4 <.0001

주야간보호 0.5±2.7 0.2±1.8 0.6±3.0 <.0001

단기보호 0.1±1.0 0.1±0.8 0.1±1.1 0.0271

시설서비스 20.1±12.8 19.4±12.9 20.3±12.7 <.0001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6±7.8 2.3±7.5 2.7±7.9 0.0129

노인요양시설 5.3±16.0 4.8±15.3 5.5±16.2 0.0129

<표 8>은 연구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상세 비교 중 서비스 종류에

대해 월평균 이용횟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재가서비스(p=0.087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설서비스(p<.0001)는 차이가 있었다. 방문요양 월

평균 이용횟수는 1등급 6.1±9.7(회), 2등급 5.5±9.3(회)으로 1등급이 많았고,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은 2등급의 월평균 이용횟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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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은 연구대상자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교로 전체 대상자 15,231명

중 응급실 미방문 11,960(78.5%), 방문 3,271명(21.5%)이였다.

응급실 이용여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p<.0001), 노인장기요양 등급

(p=0.0024), 재가서비스(p<.0001)와 시설서비스(p<.0001), 성별(p<.0001), 연령

(p<.0001), 지역(p=0.0065), 독거여부(p=0.0127), 자격(p=0.0014), 만성질환개수

(p=0.0186), 장애여부(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 이용특성

중 노인장기요양 1등급 응급실 미방문군 3,374명(76.9%), 응급실 방문군

1,012명(23.1%), 2등급에서 응급실 미방문군 8,586명(79.2%), 응급실 방문군

2,259명(20.8%)로 응급실 미방문군이 응급실 방문군보다 많았다. 재가서비스

에서 월평균 이용횟수 응급실 미방문군 평균은 6.0±1.0(회), 응급실 방문군

8.8±10.7(회), 시설서비스 응급실 미방문군 20.9±12.4(회), 응급실 방문군

16.9±13.4(회)로 재가서비스는 응급실 방문군이 많고, 시설서비스는 응급실

미방문군이 많았다. 인구 사회적특성 중 성별에서 남자는 응급실 방문률이

26.4%로 여자 20.5%보다 높았다. 응급실 미방문군에서 연령 평균은

82.9±7.1(세), 응급실 방문군 82.1±7.2(세)로 응급실 미방문군 연령이 많았다.

지역, 독거여부, 자격, 만성질환개수, 장애여부도 응급실 방문군의 수보다 응

급실 미방문군의 수가 많았다. 독거여부 중 독거비율이 동거 21.4%, 독거

28.1%로 독거 비율이 더 높으며, 자격 중 응급실 방문군 중 의료급여에서 비

율이 29.0%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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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응급실 이용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장기요양서비스 및 응급실 이용

응급실 이용여부
p-value전체 미방문군 방문군

N(%) 15,231(100) 11,960(78.5) 3,271(21.5)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양상

미이용군 181(100) 130(72.0) 51(28.0) <.0001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2,218(100) 1,506(68.0) 712(32.0)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2,185(100) 1,612(74.0) 573(26.0)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5,329(100) 4,145(78.0) 1,184(22.0)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5,318(100) 4,567(86.0) 751(14.0)

서비스
이용
특성

노인장기요양 등급
1등급 4,386(100) 3,374(76.9) 1,012(23.1) 0.0024
2등급 10,845(100) 8,586(79.2) 2,259(20.8)
서비스 종류
월평균 이용횟수(회)Mean±SD
재가서비스 6.6±10.2 6.0±1.0 8.8±10.7 <.0001
시설서비스 20.1±12.8 20.9±12.4 16.9±13.4 <.0001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
남 2,476(100) 1,821(73.6) 655(26.4) <.0001
여 12,755(100) 10,139(79.5) 2,616(20.5)
연령(세)Mean±SD

82.7±7.2 82.9±7.1 82.1±7.2 <.0001
지역
대도시 5,603(100) 4,334(77.4) 1,269(22.6) 0.0065
중소도시 7,123(100) 5,612(78.8) 1,511(21.2)
농어촌 2,505(100) 2,014(80.4) 491(19.6)
독거여부
동거 14,982(100) 11,781(78.6) 3,201(21.4) 0.0127
독거 249(100) 179(71.9) 70(28.1)
자격
기초 2,557(100) 2,032(79.5) 525(20.5) 0.0014
의료급여 183(100) 130(71.0) 53(29.0)
경감 2,831(100) 2,275(80.4) 556(19.6)
일반 9,660(100) 7,523(77.9) 2,137(22.1)

건강
및
기능
특성

만성질환개수(개)
없음 2,736(100) 2,163(79.1) 573(20.9) 0.0186
1개 4,539(100) 3,619(79.7) 920(20.3)
2개 이상 7,956(100) 6,178(77.7) 1,778(22.3)
장애여부
비장애 5,663(100) 4,296(75.9) 1,367(24.1) <.0001
장애 9,568(100) 7,664(80.1) 1,90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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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응급실 이용여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응급실 이용 여부

p-value전체 미방문군 방문군

N(%) 15,231(100) 11,960(78.5) 3,271(21.5)

서비스
이용
특성

서비스 종류

월평균 이용횟수(회)Mean±SD

재가서비스 6.6±10.2 6.0±1.0 8.8±10.7 <.0001

방문요양 5.7±9.4 5.2±9.2 7.5 ±9.9 <.0001

방문목욕 0.2±0.9 0.2 ±0.8 0.3±0.9 0.0015

방문간호 0.0±0.5 0.0 ±0.5 0.1 ±0.4 0.3024

주야간보호 0.5±2.7 0.4 ±2.5 0.8 ±3.5 <.0001

단기보호 0.1±1.0 0.1 ±1.1 0.1 ±0.9 0.3889

시설서비스 20.1±12.8 20.9±12.4 16.9±13.4 <.0001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6±7.8 2.7±7.9 2.3±7.3 0.0154

노인요양시설 5.3±16.0 5.5±16.2 4.7±15.0 0.0154

<표 10>은 연구대상자의 응급실 이용 중 서비스 종류에 대한 월평균 이용

횟수 비교 결과로, 방문요양(p<.0001), 방문목욕(p=0.0015), 주야간보호

(p<.000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p=0.0154), 노인요양시설(p=0.0154)에서 차이

를 보인 반면, 방문간호(p=0.3024), 단기보호(p=0.3889)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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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응급실 이용의 관련요인분석

장기요양 중증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단변수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표 11>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교차분석 단변수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

15,231명 중 응급실 미방문군은 11,960(78.5%)명, 방문군은 3,271명(21.5%)이다.

응급실 방문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은 51명(1.6%),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은 총 3,220명(98.4%)이였다.

연구대상자의 응급실 평균 이용횟수는 0.4±1.0(회), 장기요양서비스 미용군

0.6±1.6(회),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0.6±1.3(회),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0.5±1.2(회),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0.3±0.9(회),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0.2±0.6(회)회이며, 응급실 방문자의 평균 응급실 이용횟수 또한 미이용군>재

가서비스 이용 하위군>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시

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순으로 미이용군에서 평균 응급실 이용 횟수가 많고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이 낮았다. 입원일수는 미이용군 보다 재가서비스 이

용 하위군과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이 더 많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평균은 미이용군>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재

가서비스 이용 상위군>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의

순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총액의 평균은 미이용군>재가서비스 이용 상위

군>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시설서비스 이용 상위

군의 순으로 미이용군의 평균 금액이 가장 높았다. 장기요양 지급결정 요양

급여비용총금액과 장기요양 지급결정 본인부담금은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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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p-value전체 미이용군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N(%) 15,231(100) 181(1.2) 2,218(14.6) 2,185(14.3) 5,329(35.0) 5,318(34.9)

응급실
이용여부

미방문군 11,960(78.5) 130(1.1) 1,506(12.6) 1,612(13.5) 4,145(34.6) 4,567(38.2) <.0001

방문군 3,271(21.5) 51(1.6) 712(21.8) 573(17.5) 1,184(36.2) 751(22.9)

응급실 이용횟수(회) 5,431(100) 111(2.0) 1,301(24.0) 1,085(20.0) 1,859(34.2) 1,075(19.8) <.0001

응급실 방문자의 평균
응급실 이용횟수(회)

1.7 2.2 1.8 1.9 1.6 1.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군별 응급실평균
이용횟수(회)*

0.4±1.0 0.6±1.6 0.6±1.3 0.5±1.2 0.3±0.9 0.2±0.6 <.0001

입원일수(일) 14.6±29.8 14.1±34.0 23.2±39.9 8.8±19.8 24.3±36.0 2.7±5.8 <.000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용 총액(원)

218,382±300,403 277,722±312,931 252,490±337,654 240,383±383,743 194,416±242,571 190,215±231,834 <.000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원)

76,453±95,434 96,928±106,096 86,306±104,639 88,986±103,827 66,760±87,302 66,529±83,631 <.0001

장기요양 지급결정 요
양급여비용총금액(원)

30,087,668±8,168,37
7

0 18,962,445±5,549,700 21,979,280±4,360,482 32,144,185±4,747,345 37,310,193±2,179,644 <.0001

장기요양 지급결정
본인부담금(원)

3,910,911±2,515,131 0 2,308,205±1,236,453 2,639,215±1,128,200 4,162,113±2,536,448 5,048,866±2,757,198 <.0001

표 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과 응급실 이용의 관련성

* 응급실 방문자의 평균응급실 이용횟수=응급실이용횟수/응급실방문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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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중증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응급실 이용에 대한 관련요인을 분

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Model 1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을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군,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

군,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으로 나누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추가하여 응급

실 이용과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서비스 종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회귀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Model 2는 Model 1에

인구 사회적특성인 성별, 연령, 지역, 독거여부, 자격을 추가하였다. Model 3

은 Model 2에 건강 및 기능특성인 만성질환개수, 장애여부를 추가하여 장기

요양 중증대상자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에 따른 응급실 이용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12>는 전체 연구대상자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에 따른 응급실

이용에 대한 오즈비를 살펴본 결과, Model 1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

상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

용 양상 중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은 미이용군에 비해 오즈비가 0.42(95%

CI= 0.30-0.59)로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은 적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

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2등급에 비해 1등급 오즈비가 1.11(95% CI=

1.02-1.21)로 등급이 높을수록 많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Model 2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성별, 연령,

자격, 만성질환개수, 장애여부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으나 연령, 지역,

독거여부는 관련이 없었다.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은 미이용군에 비해 오즈

비가 0.45(95% CI= 0.32-0.63)로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은 적은 응급실 이

용과 관련이 있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2등급에 비해 1등급에서 오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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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5% CI= 1.02-1.21), 성별은 여자에 비해 남자 오즈비가 1.23(95% CI=

1.10-1.36), 자격에서는 일반에 비해 의료급여 오즈비가 1.46(95% CI=

1.05-2.02)로 많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Model 3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성별, 자격,

만성질환개수, 장애여부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으나 연령, 지역, 독거

여부는 관련이 없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중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

군은 미이용군에 비해 오즈비가 0.45(95% CI= 0.32-0.63)로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은 적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2등급에

비해 1등급 오즈비가 1.13(95% CI= 1.03-1.23), 성별은 여자에 비해 남자 오

즈비가 1.23(95% CI= 1.11-1.37), 자격에서는 일반에 비해 의료급여 오즈비가

1.45(95% CI= 1.04-2.01), 만성질환개수는 없음에 비해 2개 이상 오즈비가

1.13(95% CI= 1.01-1.26), 장애여부에서는 비장애에 비해 장애 오즈비가

1.10(95% CI= 1.01-1.20)으로 많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은 많은 응급실 이용 경향인 반면,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시설

서비스 이용 하위군도 적은 응급실 이용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적은 응급실 이용 경향, 지역은 농어촌에

비해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많은 응급실 이용 경향, 독거여부에서는 동거에

비해 독거에서 많은 응급실 이용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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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1‡ Model 2 §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미이용 1.0 1.0 1.0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1.21 (0.87 -1.70) 1.22 (0.87 -1.71) 1.20 (0.85 -1.68)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0.91 (0.65 -1.27) 0.91 (0.65 -1.28) 0.89 (0.63 -1.25)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0.73 (0.53 -1.02) 0.76 (0.55 -1.06) 0.76 (0.54 -1.06)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0.42 (0.30-0.59) 0.45 (0.32-0.63) 0.45 (0.32-0.63)

노인장기요양 등급

2등급 1.0 1.0 1.0

1등급 1.11 (1.02-1.21) 1.11 (1.02-1.21) 1.13 (1.03-1.23)

성별

여 1.0 1.0

남 1.23 (1.10-1.36) 1.23 (1.11-1.37)

연령

65세 1.0 1.0

65세 이상 0.99 (0.99 -1.00) 0.99 (0.99 -1.00)

지역

농어촌 1.0 1.0

중소도시 1.07 (0.95 -1.20) 1.08 (0.96 -1.21)

대도시 1.09 (0.97 -1.23) 1.09 (0.97 -1.23)

독거여부

동거 1.0 1.0

독거 1.17 (0.88 -1.55) 1.17 (0.88 -1.55)

자격

일반 1.0 1.0

경감 0.93 (0.83 -1.03) 0.93 (0.83 -1.03)

의료급여 1.46 (1.05-2.02) 1.45 (1.04-2.01)

기초 1.02 (0.91 -1.14) 1.01 (0.91 -1.13)

만성질환개수

없음 1.0
1개 0.98 (0.87 -1.11)
2개 이상 1.13 (1.01-1.26)

장애여부

비장애 1.0
장애 1.10 (1.01-1.20)

표 1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에 따른 응급실 이용에 대한 오즈비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Model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노인장기요양 등급

§ Model 2: Model 1+성별+연령+지역+독거여부+자격

∥Model 3: Model 2+만성질환개수+장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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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와 <표 14>은 응급실 이용 관련성을 남여를 층화하여 부집단 분석

을 한 결과이다.

<표 13>은 남자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응급실 이용에 대한 오

즈비를 살펴본 결과이다.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과 시설서비스 이용(하위군,

상위군 포함)은 적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고, 노인장기요양 등급, 자격

에서 의료급여와 기초의 경우 많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Model 1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중 미이용군에 비해 재가

서비스 이용 상위군 오즈비가 0.50(95% CI= 0.29-0.88), 시설서비스 이용 하

위군 오즈비가 0.52(95% CI= 0.30-0.89),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오즈비가

0.36(95% CI= 0.21-0.64)로 적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2등급에 비해 1등급 오즈비가 1.48(95% CI= 1.22-1.80)로 많은 응급

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Model 2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자격이 응

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으나 연령, 지역, 독거여부는 관련이 없었다. 장기요

양서비스 이용 양상 중 미이용군에 비해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오즈비가

0.49(95% CI= 0.28-0.86),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오즈비가 0.48(95% CI=

0.27-0.83),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오즈비가 0.34(95% CI= 0.19-0.59)로 적

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2등급에 비해

1등급 오즈비가 1.49(95% CI= 1.22-1.82), 자격은 일반에 비해 의료급여 오즈

비가 3.17(95% CI= 1.52-6.61), 기초 오즈비가 1.48(95% CI= 1.12-1.95)로 많

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Model 3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자격이 응

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으나 연령, 지역, 독거여부는 관련이 없었다. 장기요

양서비스 이용 양상 중 미이용군에 비해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오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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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95% CI= 0.27-0.84),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오즈비가 0.47(95% CI=

0.27-0.83),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오즈비가 0.34(95% CI= 0.19-0.59)로 적

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2등급에 비해

1등급 오즈비가 1.52(95% CI= 1.25-1.86), 자격은 일반에 비해 의료급여 오즈

비가 3.07(95% CI= 1.47-6.42), 기초 오즈비가 1.49(95% CI= 1.13-1.97)로 많

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은 적은 응급실 이

용 경향, 지역은 농어촌에 비해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많은 응급실 이용 경

향, 독거여부에서는 동거에 비해 독거에서 적은 응급실 이용 경향을 보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odel 1에서 Model 2, Model 3로 갈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과 노인장기요양 등급, 자격에서 기초의 경우 응급

실 이용의 관련은 더 강하였다. 또한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시설서비스 이

용 하위군>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순으로 관련성이 더 강하였다.

<표 14>는 여자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에 따른 응급실 이용에 대

한 오즈비를 살펴본 결과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중 시설서비스 이용 상

위군은 적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고, 장애는 많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

이 있었다. Model 1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중 미이용군에 비해 재

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오즈비가 0.50(95% CI= 0.29-0.88),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오즈비가 0.52(95% CI= 0.30-0.89),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오즈비가

0.36(95% CI= 0.21-0.64)으로 적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노인장기요

양 등급은 2등급에 비해 1등급 오즈비가 1.48(95% CI= 1.22-1.80)로 많은 응

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Model 2, Model 3에서는 재가서비스 이

용 상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응급실 이용과 관

련성이 없어졌으나,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은 여전히 적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Model 3에서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은 적은 응급실 이용과

장애여부는 비장애에 비해 장애가 많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 49 -

변수
Model 1‡ Model 2 §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미이용 1.0 1.0 1.0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0.67 (0.39 -1.18) 0.65 (0.37 -1.14) 0.64 (0.36 -1.12)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0.50 (0.29 -0.88) 0.49 (0.28 -0.86) 0.48 (0.27-0.84)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0.52 (0.30 -0.89) 0.48 (0.27 -0.83) 0.47 (0.27-0.83)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0.36 (0.21 -0.64) 0.34 (0.19 -0.59) 0.34 (0.19-0.59)

노인장기요양 등급

2등급 1.0 1.0 1.0

1등급 1.48 (1.22 -1.80) 1.49 (1.22 -1.82) 1.52 (1.25-1.86)

연령

65세 1.0 1.0

65세 이상 1.00 (0.99 -1.01) 1.00 (0.99 -1.01)

지역

농어촌 1.0 1.0

중소도시 1.06 (0.81 -1.38) 1.07 (0.82 -1.40)

대도시 1.08 (0.82 -1.42) 1.09 (0.83 -1.44)

독거여부

동거 1.0 1.0

독거 0.89 (0.34 -2.28) 0.88 (0.34 -2.28)

자격

일반 1.0 1.0

경감 1.08 (0.84 -1.38) 1.08 (0.84 -1.39)

의료급여 3.17 (1.52 -6.61) 3.07 (1.47-6.42)

기초 1.48 (1.12 -1.95) 1.49 (1.13-1.97)

만성질환개수

업음 1.0

1개 1.12 (0.88 -1.42)

2개 이상 1.23 (0.97 -1.56)

장애여부

비장애 1.0

장애 1.05 (0.87 -1.27)

표 1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에 따른 응급실 이용에 대한 오즈비, 남자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Model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노인장기요양 등급

§ Model 2: Model 1+성별+연령+지역+독거여부+자격

∥Model 3: Model 2+만성질환개수+장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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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1‡ Model 2 §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미이용 1.0 1.0 1.0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0.67 (0.39 -1.18) 1.67 (1.08 -2.59) 1.63 (1.05 -2.53)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0.50 (0.29-0.88) 1.26 (0.81 -1.96) 1.23 (0.79 -1.91)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0.52 (0.30-0.89) 1.00 (0.65 -1.55) 0.99 (0.64 -1.53)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0.36 (0.21-0.64) 0.57 (0.37-0.88) 0.57 (0.37-0.88)

노인장기요양 등급

2등급 1.0 1.0 1.0

1등급 1.48 (1.22-1.80) 1.04 (0.95 -1.15) 1.06 (0.96 -1.17)

연령

65세 1.0 1.0

65세 이상 0.99 (0.99 -1.00) 0.99 (0.99 -1.00)

지역

농어촌 1.0 1.0

중소도시 1.08 (0.95 -1.23) 1.09 (0.96 -1.24)

대도시 1.10 (0.96 -1.26) 1.10 (0.97 -1.26)

독거여부

동거 1.0 1.0

독거 1.18 (0.88 -1.60) 1.18 (0.87 -1.59)

자격

일반 1.0 1.0

경감 0.90 (0.80 -1.01) 0.89 (0.79 -1.01)

의료급여 1.20 (0.83 -1.75) 1.21 (0.83 -1.76)

기초 0.95 (0.85 -1.08) 0.95 (0.84 -1.07)

만성질환개수

없음 1.0

1개 0.95 (0.83 -1.09)

2개 이상 1.10 (0.97 -1.24)

장애여부

비장애 1.0

장애 1.12 (1.02-1.23)

표 14.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응급실 이용에 대한 오즈비, 여자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Model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노인장기요양 등급

§ Model 2: Model 1+성별+연령+지역+독거여부+자격

∥Model 3: Model 2+만성질환개수+장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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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은 응급실 내 진단명을 살펴본 결과, 응급실 방문 대상자 3,271명

의 총 응급실 방문은 5,431건이었다. 응급실 내 최종 진단명을 빈도가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요로감염 216명(4.0%), 상세불명의 열 181명(3.3%), 상세불

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135명(2.5%), 파킨슨병 119명(2.2%),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109명(2.0%), 상세불명의 뇌진탕 98명(1.8%), 상세불명의 폐렴 98명

(1.8%), 상세불명의 치매 82명(1.5%), 상세불명의 복통 79명(1.5%), 상세불명

의 호흡곤란 79명(1.5%), 배뇨곤란 73명(1.3%) 등의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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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장기요양서비스 중증대상자의 응급의학과 진료 시 진단명

순위 주상병 명 N(%)

1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 /
Urinary tract infection, site not specified 216(4.0)

2 상세불명의 열 / Fever, unspecified 181(3.3)

3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
Gastroenteritis and colitis of unspecified origin 135(2.5)

4 파킨슨병 / Parkinson's disease 119(2.2)

5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109(2.0)

6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
Concussion, unspecified,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

98(1.8)

7 상세불명의 폐렴 / Pneumonia, unspecified 98(1.8)

8 상세불명의 치매 / Unspecified dementia 82(1.5)

9 상세불명의 복통 / Unspecified abdominal pain 79(1.5)

10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Dyspnea, NOS 79(1.5)

11 배뇨곤란 / Dysuria 73(1.3)

12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
Open wound of eyelid and periocular area 71(1.3)

13 급성복증 / Acute abdomen 71(1.3)

14 삼킴곤란 / Dysphagia 70(1.3)

15 어지러움 / Dizziness and giddiness 68(1.3)

16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Acute bronchitis, unspecified 58(1.1)

17 두피의 열린 상처 / Open wound of scalp 57(1.0)

18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Bronchitis, not specified as acute or chronic 54(1.0)

19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
Neuromuscular dysfunction of bladder, unspecified 51(0.9)

20 기타 실신 및 허탈 / Other syncope and collapse 49(0.9)

21 기타 3,61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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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별 각 군의 응급실 진료 후 그 결과

로, 계속의 경우가 4,684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원·외래·치료종결은 636건이었

다. 그 외 이송이 99건이었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 중에서 회송 10건과

사망 2건도 있었다.

표 16.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에 따른 응급의학과 진료 후 후속 조치

응급실 진료

결과

N(%)

전체 응급실

이용횟수
미이용군

재가서비스

이용 하위군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하위군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

5,431(100) 111(2.0) 1,301(24.0) 1,085(20.0) 1,859(34.2) 1,075(19.8)

계속* 4,684(86.3) 91(82.0) 1,064(81.8) 909(83.8) 1,648(88.6) 972(90.4)

이송† 99(1.8) 2(1.8) 25(1.9) 15(1.4) 42(2.3) 15(1.4)

회송‡ 10(0.2) 0(0.0) 1(0.1) 0(0.0) 7(0.4) 2(0.2)

사망§ 2(0.0) 0(0.0) 0(0.0) 0(0.0) 2(0.1) 0(0.0)

퇴 원 · 외 래 ·

치료종결∥
636(11.7) 18(16.2) 211(16.2) 161(14.8) 160(8.6) 86(8.0)

* 계속: 명세서상 최종진료일 당시 입원중이거나 계속 내원이 예정된 경우

†이송: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회송: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 또는 1단계 요양기관으로 보낸 경우

§ 사망: 요양기관 내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퇴원·외래·치료종결: 이송(회송) 및 사망에 해당되지 않은 퇴원 또는 계속 내원이 필요

하지 않아 외래 치료 종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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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치매 질환 및 증상

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 중증대상자 15,231명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응급실

이용에 대한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은 181명(1.2%), 총 이용군은 15,050

명(98.8%)으로 이용군의 비율이 높고 성별에서도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서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노인 여성 인구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2015년 노인장기요양 통계에서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중 남자(27.2%), 여자(72.8%)로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연령은 전체 평균 82.7±7.2(세)이며 재가서비스보다 시설서비스 이용군의

연령이 많았으며 이는 여성 노인 인구가 증가하였고 여자가 시설서비스 이

용 비율이 높음이 시설서비스 이용군의 평균 연령 증가에 반영된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시설서비스 이용 상위군의 연령이 가장 많았고 평균은

83.7±7.0(세)이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총 이용군에서 자격별 이용군의 비율이 기초 2,548명

(99.6%), 의료급여 182명(99.4%), 경감 2,806명(99.1%), 일반 9,514명(98.5%)

로 기초>의료급여>경감>일반 순으로 이용률이 높아 이하나(2016)의 장기요

양서비스 이용은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연구대상자에서 장애인 비율이 높고, 만성질환개수가 2개 이상이 모든 군

에서 많았으며, 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서비스보다는 시설서비스 월평균 이

용횟수가 많았다. 또한 재가서비스 종류 중 방문요양 서비스 월평균 이용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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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고, 시설서비스 종류 중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월평균 이용횟수가 많

았다. 이는 유애정 등(2016)에서 재가서비스 이용의 경우 방문요양이 72.4%

로 가장 높았다는 것과 일치하였고, 노인장기요양제도 초기 중증대상자들

위주의 시행이 재가서비스보다는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 중증대상자의 경우 시설서비스 이용이 높을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상반기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서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총 급여비는 11,063억 원이며 그 중 방문요양

이 79%를 차지하였고, 자격에서 기초(87%)>의료급여(82%)>경감(78%)>일

반(77%)순으로 취약계층의 이용률이 높았다고 한 것과 일치하며, 시설급여

총 급여비는 12,556억 원으로 재가급여보다 시설급여비가 높은 것과도 일치

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박창제(2015)는 방문요양서비스 93명, 노인

요양시설 95명, 노인요양병원 92명을 표본으로 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유형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연령이 많을수

록, 치매가 있을수록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여자 노인

이 시설입소가 많음을 뒷받침한다.

응급실 방문군을 살펴보면, 응급실 방문군 3,271명 중 여자 2,616명, 남자

655명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고, 응급실 방문군 연령 평균이 82.1±7.2

(세)로 나타나 함은미 등(2017)의 연구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비교하였을 때 여자가 525명(73.3%)으로 남자에 비해 많고,

평균 연령은 82.28±7.63(세)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

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평균 수명이 길어 노인 여성 인구 증가가 반영된 결

과라 할 수 있다(김진년 등, 2001).

응급실 방문군에서 만성질환개수가 2개 이상,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수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함은미 등(2017) 연구결과에서 와상일수록 응급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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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높으며, 치매와 중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저질환이 많았

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도 1등급 중 응급실 방

문군이 23.1%, 2등급 중 응급실 방문군이 20.8%로 1등급에서 응급실 방문

비율이 높았다.

지역에서는 중소도시>대도시>농어촌 순으로 응급실 방문 비율이 높았다.

이는 농어촌보다는 도시지역에 응급실이 많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응급실

에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농어촌보다 용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응급실 방문군 중에서 일반 2,173명(22.1%), 경감 556명(19.6%), 기초 525명

(20.5%), 의료급여 53명(29.0%) 순으로 일반이 응급실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

은 정영일 등(2016)에서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 기초수급자와 의료

급여 자를 제외한 연구이기는 하나 2010년 건강보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에서 저소득층일수록 급여비용이 낮은 방문요

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의료서비스는 고소득층에 집중화 되어

있었다는 보고와 이하나(2016)의 건강보험가입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비해

의료서비스 이용 발생 확률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장기요양서비스와 응급실 이용여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시설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경우 응급실 이용이 적은 경향인 반면, 노인장기요양 1등급, 남

자, 자격이 일반에 비해 의료급여인 경우, 만성질환개수가 없음에 비해 2개

이상, 장애인인 경우 응급실 이용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남자는 재가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경우, 시설서비스 이용(하위군, 상위군 포

함)은 응급실 이용이 적은 경향인 반면, 노인장기요양 1등급, 자격에서 일반

에 비해 의료급여와 기초인 경우 응급실 이용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여자는 시설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경우 적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고,

장애인이 많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서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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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 관련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장기요양 중증대상자들은 시설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경우 응급실 이용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이하나(2016)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응급실 이용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의 수

가 매우 적어 미이용자와 이용자를 비교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조사로 향후

효과에 대한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와 응급실 이용의 관련요인에서 성별의 차이를 보였

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자는 남자보다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수, 연령, 만성질환개수, 장애인이 많고, 시설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

다. 남자 2,476명(16.3%), 여자 12,755명(83.7%)로 여자의 비율이 높고, 연령

또한 남자 78.5±7.0(세), 여자 83.5±6.9(세)로 여자의 평균 연령이 많았다. 만

성질환개수의 평균이 남자는 1.32±1.11(개), 여자는 1.76±1.24(개)로 여자가

만성질환개수 평균이 많았으며, 장애여부에서 비장애, 장애 각각 남자는

1,393명(56.3%), 1,083명(43.7%), 여자는 4,270명(33.5%), 8,485명(66.5%)으로

남자는 비장애인 비율이 높고 여자는 장애인 비율이 높았다. 재가서비스의

월평균 이용횟수의 평균은 남자 9.5±11.5(회), 여자 6.0±9.8(회), 시설서비스

의 월평균 이용횟수 평균은 남자 16.5±13.7(회), 여자 20.8±12.5(회)로 여자는

시설서비스 이용비율이 높고, 남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비율이 높았다. 이윤경

(2009)은 2006년 5월부터 11월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5,989명을 분석한 결과

남자에 비해 여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25% 높고, 배우자나

자녀가 수발을 하는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하나

(2016)는 자녀와의 동거인 경우에도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 사회·문화적인 특성 상 남자 노인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여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며 집에서 돌보는 경향이

있으나, 여자 노인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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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가서비스보다는 시설서비스 이용이 많은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자 노인이 평균수명이 높아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수,

연령증가, 만성질환개수, 장애인 수가 남자보다 많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자격은 일반에 비해 의료급여와 기초가 응급실 이용이 높은 경향은 Byrne

et al.(2003)은 취약 그룹이 응급실을 자주 이용하고, Woo et al.(2016)은 응급

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사회 경제적 상태가 낮은 사람들이었고, Hullick

et al.(2016)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응급실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곽찬영(2012)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후 노인장기요양 중증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용이 건강보험 수급

자에 비해 덜 감소했으며, 취약계층이 건강상태가 더 나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취약계층이 응급실 이용이 많은 경향의 관련요인인 것과 일치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2등급에 비해 1등급일수록, 만성질환개수가 없음에

비해 2개 이상인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인 경우 많은 응급실 이용과

의 관련이 있음은 함은미 등(2017)의 연구결과에서 와상일수록 응급실 내원

이 높다는 것과 일치하였다.

응급실 내 진단명을 살펴본 결과, 응급실 진단명은 요로감염 216명(4.0%),

상세불명의 열 181명(3.3%),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135명(2.5%)

의 순이었다. 김진년 등(2001)은 1999년 8월부터 1년간 국립의료원 응급실을

내원한 65세 이상 노인환자를 분석한 결과, 개별질환으로 당뇨병 관리 질환

이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혈당증, 족부 병변의 감염증이 높은 비

율을 차지해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노인의료에 대한 전문 인력 양상을

제언하였다. 박재욱 등(2015)은 요양병원에서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 국한된

연구이기는 하나 응급실 내 최종 진단명으로 폐렴 26명(18.2%), 요로감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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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11.2%), 패혈성 쇼크 11명(7.7%)등의 순서였으며, 조한진 등(2011)에서는

호흡기 질환, 소화기계 질환, 요로계 질환으로 빈도가 높았고, 박민우 등

(2014)은 폐렴, 함은미 등(2016)도 폐렴이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들의 신체활

동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강병우(1995)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비뇨기

과 질환이 많았으며, 노인은 기능장애가 있어 응급상황에서도 주의가 필요하

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요로감염이 많은 것은 노인장기요양 중증대상자들

은 고령이며 와상도가 높고 대소변 조절장애로 기저귀사용 및 유치도뇨관 가

능성이 높으며, 주요 질환 및 여러 만성질환이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기 쉬운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체활동 저하와 평소의 기능상태 및 건

강상태 관리정도가 응급실 이용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응급실 진료결과 계속(입원중이거나 계속 내원)인 경우가 4,684건으로, 유

수정 등(2014)의 연구에서 응급실 진료결과 입원이 64.5%로 귀가나 회송보다

는 높은 것과 일치하였다. 조한진 등(2011)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76명(24.2%)이 경

제적 여건, 기저질환의 심각성, 적극적인 검사나 처치를 원하지 않아 재차 전

원 되거나 퇴원하였고 환자 4명 중 1명이 의미 없이 응급실로 입원했으며 응

급실 과밀화의 요인이라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총 이용 건수 5,431건

중 퇴원·외래·치료종결 건이 636건, 회송이 10건으로 나타나 응급실 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특정 질환인 치매 질환 및 증상자 군에 대한 연구로 다른 질병에 대

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병원에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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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에 대한 입력오류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후에 대한 대상자의 응급실 이용 현황, 입원

경로, 입원 기간, 퇴원 경로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

이용횟수가 많은 쪽으로 분류하여 중복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영향을 각각 반영하지 못하였고, 장기요양서비스 양을 이용횟수로 분석하여 서

비스 시간과 서비스 질적인 측면 등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수가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고, 단면연구 한계점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효과 평가를 위한 별도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 인정자의 응급실 이용 예측모형의 개발을 제

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대상자들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장기요양서비스를 미이용군과 이용군을 서비스 종류와 횟수로 보다 세분화하

여 응급실 이용 현황을 분석한 전국 단위의 연구로서, 장기요양 중증대상자

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상과 응급실 이용 현황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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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와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치매 질환 및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 중증대상자

15,231명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응급실 이용여부에 대한 관련요인을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장기요양서비스 중 시설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경우 적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인 반면, 노인장기요양 1등급, 남자, 자격이 일반에 비해 의료급

여인 경우, 만성질환개수가 없음에 비해 2개 이상, 장애인인 경우 많은 응급

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성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관련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재가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경우와 시설서비스 이용(하위군, 상위군 포함)은 적은 응급실 이

용과 관련인 반면, 노인장기요양 1등급, 자격이 일반에 비해 의료급여와 기초

의 경우 많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었다. 여자는 시설서비스를 많이 이용

한 경우 응급실 이용이 적은 경향인 반면, 장애인이 많은 응급실 이용과 관

련이 있었다. 따라서 성별에서 관련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통해, 앞으

로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장기요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높을수록, 만성질환개수가 많을수록, 장애인인 경우,

일반에 비해 의료급여의 경우 응급실 이용이 많은 경향을 보였고, 기초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응급실 이용이 많은 경향을 보여 노인장

기요양 중증도 및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에서도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

또한 많은 시설서비스 이용은 적은 응급실 이용과 관련이 있고, 시설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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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용 하위군과 재가서비스 이용 상위군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으나 적은 응급실 이용의 경향을 띄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응급실 의료

이용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나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의 수가 적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과는 비교 가능한 연구 설계

를 통하여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 인정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

양서비스 이용확대, 성별, 노인장기요양 중증도,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강화를 제언한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종연 등(2015)

에서 노인장기요양 통계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이용률이 11.9%(2010)

에서 14.1%(2014)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노인장기요양 1등급 미이용률이

17.4%, 2등급은 13.1%이었다. 홍서희(2012)는 치매 질환 및 증상을 가진 노

인장기요양 인정자의 서비스 이용의 관련요인 중 여성, 85세 이상, 자격 중

감경 및 의료급여, 거주 지역, 주거형태, 간호처치 욕구가 서비스 이용과 관

련이 있었으며 치매 질환 및 증상의 특성과 성별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언하

였다. 이하나(2016)는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 중증도가

높은 경우,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일수록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률이 높다고 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요인으로 의료

적 처치 필요, 요양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주위시선 등의 사회문화적 요

인,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족,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이

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연계 활성화, 사회적 인식개선,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등의 정책적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권진희

등(2010)은 2010년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85.9%로 다수였으며, 저소득층에서 부담을 체감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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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 이용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소득계

층별 본인부담 상한제, 차등화 방안 등 본인 부담 감경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록 미이용자의 수는 적지만 경제적 부담을 가진

대상자들의 경우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추가 지원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용자 확대를 위해 경제적 부담

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성별, 노인장기요양 중증도,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다양

화가 필요하다. 성별에 따라 주요 질병, 연령, 만성질환개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형태 등이 다르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만성질환개수, 장애등급은 높은

와상도와 연관이 있고, 취약계층은 건강상태 수준에서 관리가 더 필요한 대

상자이다. 노인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기능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의 건강관리의 예방적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 예방에 대한 노력을 강화

(유수정 등, 2014; 김진년 등, 2001)하여 장기요양서비스가 수급자의 평소 건

강상태를 잘 관리함으로서 수급자의 건강상태 악화 방지에 도움이 되며, 노

인장기요양서비스 중 의료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혜숙 등(2012)은 서울지역 장기요양 시

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조사한 결과, 의료이용 서비

스 만족이 높은 노인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긍정적인 것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김명화 등(2013)은 급성기 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

원 등으로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질병 치료

등의 의료적정 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해 급성기 병원을 이용하였다고 했다.

유애정 등(2016)은 노인들은 기저질환 및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이용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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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종연 등(2010, 2015)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의료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노인장기요양 중증도에 따른 서비스 통합케어를 제언하였고, 노인에게 적절

한 의료서비스는 응급실 이송과 병원입원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진수 등(2015)은 노인장기요양과 의료영역에서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으로

등급판정단계, 이용단계, 그리고 평가 및 개선단계로 구분하여 제언하면서 의

료와 요양서비스가 적절히 복합되고 노인들의 상태를 반영한 의료-요양서비

스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노인장기

요양 대상자들의 건강악화 예방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 및 보호자 교육이

필요하며, 의료적 욕구를 해소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연계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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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with emergency department use and

Long-term care beneficiaries among patients who

got serious grades such as diagnosis or symptom

of dementia in Korean elderly

Aekyoung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PhD)

Korea has launche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s being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due to an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chronic diseases such as population aging and dementia. Nevertheless, The

use of emergency department is a variable which means that the usual

health condition is not managed or the urgent symptom occurs. In this

study, Long-term care insurance patients who have over 65 years old

dementia and symptoms and higher. And the use of the emergency

department.

This study use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 from January 1,

2014 to November 30, 2015. The main individuals were 15,231 patients who

were over 65 years old with dementia or related symptoms. Among the

individuals consists of 181(1.2%) non user group and 15,050(98.8%, in-home

benefits 28.9%, facility benefits 69.9%) were in the service group.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ervice-use sub-group and home-use

service sub-group of 494(times) of home service middle-ag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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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care insurance use group Hospital, and facility benefits, and

perform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use of

the emergency department(OR 0.45, 95%CI 0.32-0.63) compared with those

who did not use the service, compared with those with long-term care

2(OR 1.13, 95%CI 1.03-1.23)(OR 1.13, 95%CI 1.01-1.26) compared with no

medical treatment(OR 1.45, 95%CI 1.04-2.01) and no chronic disease count

compared to the general medical care(OR 1.23, 95%CI 1.11-1.37). And those

with disabilities(OR 1.10, 95%CI 1.01-1.20) were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emergency department compared to the non-disabled.

Long-term care-givers were more likely to use facility benefits than

in-home benefits. Also, gender, long-term care of the elderly, and

vulnerable groups are related factors to use of the emergency department.

However,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to compare unemployed

users with users who do not hav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effect of using Long-term care insurance will be based on multidimensional

prospective study This will be continuously verified.

key words : Long-term care insurance, In-Home benefits, Facility benef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