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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석사 학  과정 내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과 배려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 을 올립니다.

  제일 먼  석사 과정과 연구 과정 내내 부족한 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김희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석사 첫 학기 교수님의 

열정 인 강의를 통해 제가 간호와 연구에 해 알고 싶었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제가 알지 못했던 의 내면까지 들여다 

주시고 무사히 학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지도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연구에 한 깊은 내공과 통찰력으로 깊고 넓은 간호 연구의 세계를 

보여주신 조은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에 있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큰 틀을 잡아주시고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에게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 에도 항상 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이한길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교수님께서 

해주신 다정하고 온유한 말 들이 항상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게 

연구와 통계에 깊은 이해와 가르침을 차근차근 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곁에서 큰 힘이 되어  동기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으로 힘이 되어  소윤언니, 넓고 깊은 배려심으로 

지지해  서 언니, 많은 것을 함께 배우고 의지할 수 있었던 주언니, 항상 

열정 이고 성실한 모습으로 기분 좋은 자극이 되어  이랑오빠, 덕분에 항상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언니 마음인 것처럼 

공감해주고 함께해  승연언니, 시원한 웃음과 명쾌함으로 힘이 되어  



인애언니, 지은언니, 따뜻한 마음씨로 도움의 손길을 내 어  주연언니, 

유쾌한 에 지를 해  우언니, 민경언니, 연이언니, 함께 열심히 공부한 

윤지애언니, 윤정선생님, 호지언니 석사 동기들이 있어 든든하고 즐거운 

석사과정이었습니다. 

  한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학원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세 란스 병원 심 음 실과 수술실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다며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원 과정을 호의 으로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김양수 장님, 이윤아 장님, 권은정 트장님, 박경순 트장님, 

김숙경 트장님, 혜진 트장님, 윤선희 트장님, 항상 넓은 마음으로 

상담해주시고 지지해주신 김 주 트장님, 직장생활에 버 목이 되어주신 

문선하 선생님, 이인  선생님, 이외에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 많아서 다 지 

못했지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 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도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무나 소 한 동생 다흰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합니다. 가족을 떠올리면 항상 넓은 바다와 하늘처럼 든든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이 게 감사의 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합니다.

2019년 6월 

손다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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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  향 요인

  본 연구는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과 향 요인을 

악하기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를 활용한 이차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입원환자표본자료는 987,763명의 청구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선정기 에 따라 노인 수술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 

6,374명과 일반병동 이용한 상자 75,466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SAS 

9.4.를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와 chi-square test, 계층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와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환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403.96, p<.001), 진료과(=1426.42, p<.001), 

주상병(=2206.23, p<.001), 입원 도착 경로(=636.98, p<.001), 환자실 

입실 여부(=486.48, p<.001), Charlson 동반질환지수(=239.18, p<.001) 

등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의료공 체계 특성을 비교한 결과, 의료기 형태(=2357.34 p<.001)와 

치(=1009.31, p<.001), 50병상 당 의사 수(t=57.61, p<.001)와 50병상 당 

간호사 수(t=-4.9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평균 의료비±표 편차는 

5,538,921±4,296,282원이었고, 수 값은 4,567,915원이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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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평균 재원일수±표 편차는 

14.25±11.12일이었으며, 수 값은 12일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입원 서비스 이용 평균 의료비(t=-9.80, p<.001)와 

재원일수(t=-8.07, p<.001)를 일반병동 이용 상자와 비교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고, 의료비가 더 많게 

나타났다.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향 요인으로 연령, 성별, 진료과, 주상병, 

입원도착경로, 환자실 입실여부, 의료보장형태, 의료기 형태, 의료기 치, 

의료기 의 50병상 당 의사 수와 간호사 수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 의료공  체계 특성이 가장 향력이 큰 것으로 

악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과 특성을 

일반병동 이용 상자와 비교하여 악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향요인을 분석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진과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결정을 돕는 기 자료를 제공하며,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 마련에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련 정책의 효율 인 운 과 확산을 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노인 수술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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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우리나라 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41.0%가 될 것으로 상된다(통계청, 2018). 노인 인구의 증가는 국내 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외과  재가 필요한 노인에게 고령은 더 

이상 수술의  기사항이 아니다. 국내 체 수술 환자  65세 이상 

노인 수술 환자의 비율은 2006년 24%에서 2016년 37%로 크게 증가하 으며, 

85세 이상 노인 수술 환자의 비율은 2006년 0.8%에서 2016년 약 2%로 

증가하여 노인 수술 환자의 수와 연령이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 수술 환자의 경우 성인 환자에 비해 간병과 간호의 통합 요구가 높다. 

노화로 인한 생리  변화와 복합성 만성질환은 수술 후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이동규, 김연희, 김재환, 2017; Oster & Oster, 2015). 

이에 노인 환자의 수술 후 사망률은 은 환자와 비교하여 매우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획되지 않은 환자실 입실과 병원 내 사망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Tang et al., 2018). 간호사의 수와 간호 업무 환경 역시 노인 

수술 환자의 재입원과 사망과 같은 환자 결과에 주요한 향을 미친다(Lasater 

& Mchugh, 2016). 따라서 간호사의 문 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질 

높은 간호와 함께 충분한 간호 인력 확보 등이 노인 수술 환자의 건강 리에 

요한 이슈로 두되고 있다(이가언, 조정 , 함승희, 정명윤, 2014; 임정미, 

은 , 2013; Lasater & Mchugh, 2016; Oster & Ost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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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수술 환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간호서비스 제공의 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의 간호 환경과 간호인력 배치 수 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2014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2.9명으로 캐나다(7.11명), 독일(11.21명), 

일본(8.32명)을 비롯한 OECD 국가  최하  수 이다(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4). 환자 간호에 필요한 간호 

인력이 하게 투입되지 못하면서 간호 업무  일부가 보호자에게 

가되며, 사 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혹은 가족 간병에 의존하게 

된다(안형식, 2013). 이에 따라 비 문  간호서비스의 제공과 병실 내 보호자 

 간병인 상주로 인한 병원 감염의 험성 증가, 과도한 간병 부담 등 

다양한 문제 이 꾸 히 제기되어 왔다(안형식, 2013).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정 수 으로 고용하여  간호체계의 총체 인 문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8). 따라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운 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한정된 자원이자 건강보험의 여 

혜택에 해당하므로, 꼭 필요한 상자에게 효율 으로 제공 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환자실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격리병실) 등과 같이, 시설이 

한정되어 있고 운 에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병실의 경우 입실 지침이 별도로 

존재하여 운 하고 있다( 한 환자의학회, 2014). 반면,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는 

‘환자 상태의 증도와 질병군의 제한이 없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환자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제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8). 이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결정에 한 구체 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각 의료기 의 자체 인 정책과 임의의 주치의 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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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용이 우선 으로 

필요한 상자를 선별하여 용할 객  기 에 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 

  기존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과 특성에 한 선행연구들은 그 

수가 매우 고, 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노인 수술 환자에게 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 일반병동 이용 상자와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가 없어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특성을 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효율 으로 운 하고 필요한 상자에게 제공하기 해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과 특성을 악하고, 향 요인에 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공하는 2016년 

입원환자표본자료(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National 

Inpatient Sample, HIRA-NIS)을 활용하여 노인 수술 환자를 상으로 

입원서비스 이용 특성  황과 향 요인을 악하여 노인 수술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를 한 련 정책과 이용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 마련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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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65세 이상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특성과 황을 악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 인 운 과 확산을 돕고,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의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 마련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노인 수술 환자의 환자 특성요인과 의료공  

체계 특성요인을 일반병동 이용 노인 수술 환자와 비교하여 악한다.

2) 노인 수술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일반병동 이용에 따른 평균 

의료비와 재원일수를 분석하여 악한다.

3)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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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노인 수술 환자

� 이론  정의: 노인 수술 환자는 의료기 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의미한다(김은경, 2017; 노용균, 유 훈, 

1998; 임정미, 은 , 2013; 정경희, 2011).

�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으로 당해 연도 첫 입원 에피소드 

기간 내에 주된 상병명과 련된 수술을 받은 상자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환자표본자료에서 수술 

여부를 의미하는 변수(SOPR_YN)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이론  정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 서비스에 투입되는 국민의 

경제  부담을 감소시키고, 가족과 사  고용 간병인에 

의한 간병 문화를 개선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목 으로 시행되고 있는 입원 서비스 모형이다(보건복지부, 

20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기 에서 간호 인력을 

충원하여 환자 입원에 따르는 모든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정 수 으로 

고용하여  간호체계의 총체 인 문 간호를 제공하고, 

사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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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 기 을 마련하는 등 쾌 한 입원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건을 갖춘 별도의 병동에서 제공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8). 

� 조작  정의: 당해 연도(2016)의 첫 번째 입원 에피소드를 기 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노인 수술 환자는 건강보험 

청구내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에게 청구되는 

입원 리료 청구코드(AO) 혹은 간호간병료 

청구코드(AV)를 가지고 있는 상자로 정의한다. 이 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는 사람  

건강보험 청구내역에서 기존의 입원료 청구코드(AB)를 

가지고 있는 상자를 일반병동 입원 노인 수술 환자로 

정의한다.

3) 환자 특성요인

(1) 개인 요인

� 이론  정의: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말한다. 연령, 성별, 교육수 , 건강에 

한 믿음 등 개인의 의지와 계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구사회학  요인을 의미한다(Anderson, 1995).

� 조작  정의: 상자의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  특성 변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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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요인

� 이론  정의: 개인이 인지한 보건의료서비스에 한 요구를 의미한다. 

건강에 한 지식 는 건강에 한 상태 등을 필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체  건강이나 정신질환, 

장애와 같이 서비스 이용의 가장 직 인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Anderson, 1995).

� 조작  정의: 상자의 주상병, 진료과, 환자실 입실 여부, 입원도착경로, 

Charlson 동반질환지수 등을 의미한다.

(3) 가능 요인

� 이론  정의: 가능 요인은 사회･경제  특성이며, 임 , 가구소득, 건강보험 

등과 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수단과 

련된 요인을 의미한다(Anderson, 1995).

� 조작  정의: 상자가 이용한 의료보장형태를 의미한다. 의료보장형태는 

건강보험과 의료 여, 보훈국비환자로 나뉜다. 비분석 

결과 보훈국비환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어 본 분석의 연구 상자에서 제외하 다.

4) 의료공  체계 특성요인

(1) 의료조직 요인

� 이론  정의: 상자가 이용한 의료기 의 체계  구조와 련된 요인을 

의미한다(Dutto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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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정의: 상자가 수술과 입원을 한 의료기  형태, 의료기  치 

등을 의미한다. 의료기  형태는 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분류된다. 의료기  치는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으로 분류하 고, 이외 부산, 인천, 구, 주, , 

울산을 ‘ 역시’로 구분하 고,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제주를 통틀어 ‘도’ 단 로 구분하 다.

(2) 의료제공자 요인

� 이론  정의: 상자가 이용한 의료기 의 의료 제공자와 련된 요인을 

의미한다(Dutton, 1986).

� 조작  정의: 상자가 이용한 병원의 50병상 당 의사 수  50병상 당 

간호사 수 등을 의미한다. 

5) 입원 서비스 이용 평균 입원비와 재원일수

� 이론  정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혹은 일반병동에 입원한 노인 수술 

환자의 평균 입원비와 재원일수를 의미한다.

� 조작  정의: 상자의 입원 기간 동안의 의료비  재원일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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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노인 수술 환자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의료 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노인 수술환자는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입원한 노인 수술 환자의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근육골격계통 수술과 소화기계통 수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백내장 등으로 인한  수술이 세 번째로 보고되고 있다(정규호, 

2012). 노인 수술 환자는 노화로 인한 생리  변화와 복합성 만성질환은 수술 

후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이동규, 김연희, 김재환, 2017; 

Oster & Oster, 2015). 선행연구 결과, 65세 이상 노인 수술 환자의 6%가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sater & Mchugh, 2016). 노인 

환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획되지 않은 환자실 입실과 병원 내 사망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Tang et al., 2018).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65세 미만 

환자에 비해 재원일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길고, 병원 사망률 역시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정규호, 2012). 80세 이상 노인 환자의 수술 후 증 

합병증 이환율과 사망률은 각각 4.1%와 1.3%로 나타났다(김 정, 박선경, 

정원선, 최윤숙, 2015). 따라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노인 

수술환자에 한 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병원 내 간호사 수와 간호 업무 환경 역시 노인 수술 환자의 결과에 주요한 

향을 미친다. Lasater와 Mchugh(2016)에 따르면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노인 수술 환자의 30일 이내 재입원 험비가 8% 증가하며, 

정한 간호 업무 환경에서 간호를 받는 환자들은 30일 이내 재입원 험비가 

12% 감소하 다. 특히 성기 병동의 간병인 이용 환자의 58%는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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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이며, 간병서비스 필요도는 환자 증도는 물론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황나미, 2010). 노인 수술 환자의 경우 성인 환자에 

비해 간병과 간호의 통합 요구가 높고 문 인 지식과 경험, 충분한 

간호인력과 시설  업무 환경 개선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가언, 

조정 , 함승희, 정명윤, 2014; 임정미, 은 , 2013; Lasater & Mchugh, 2016; 

Oster & Ost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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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 시행 배경  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 인력을 충원하여 의료기 에서 환자 입원에 

따르는 모든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발된 새로운 입원서비스 

모형이다(보건복지부, 20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시행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간호인력 배치수 에 따른 가족 혹은 사  간병인의 

과의존도를 완화하여 간병 부담을 낮추고 감염 등 안  문제를 방하기 한 

목 이 있다.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배치수 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성기 병상 당 간호사 수는 한국의 경우 0.28명, 일본은 0.54명, 

독일은 0.84명, 랑스는 0.88명으로 추산된다(황나미, 김 , 2014). 미국, 

국,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국, 독일, 태국 등 9개국의 간호 업무 

환경과 환자 결과를 연구한 결과,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력  

자원 성이 낮게 나타났고, 높은 소진을 보고한 간호사의 비율과 간호의 

질을 열악하다고 보고한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Aiken et al., 2011). 

  이처럼 열악한 간호인력 배치수 과 업무 환경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간호인력 배치수 과 업무환경이 환자 안 , 

간호의 질, 재원일수, 욕창, 감염, 사망, 낙상 등의 다양한 환자 결과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다는 것이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 졌다(Cho, Park, Choi, Lee, & Kim, 2018; Cho et al., 2016; Cho et al., 

2015; Kim & Bae, 2018). 하지만 우리나라는 극히 은 간호사 수로 

의료기 을 운 하기 때문에 간병을 의료기 에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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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료 환경에서는 부족한 간호 인력을 신해 가족간병 혹은 사  고용 

간병인을 통한 간병문화가 국내외 달리 자리 잡게 되었다. 국내 환자  

가족간병 혹은 사  간병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비율은 87% 이상으로 

악된다(Cho & Kim. 2006). 이는 세계 으로 우리나라, 만, 국 등을 

제외하면 거의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로, 부분의 나라에서는 의료기 에서 

고용한 간호 인력을 통해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안형식, 2013). 독일의 

경우 2014년 기  인구 천 명당 임상간호사는 11.1명으로, 한국 2.9명보다 

높은 수 으로 환자 이송을 제외한 부분의 간호와 간병업무를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다(신 웅, 2017). 랑스 역시 병원에서 가족 혹은 간병인의 

상주를 허용하지 않으며 간호사 한 명 당 5-8명의 환자에게 통합 인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황나미, 김 , 2014). 일본의 경우 1970년 부터 사  

간병인의 활동이 증하 는데,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1994년 

간호료 지불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사  고용 간병인 활동을 면 

폐지하 다(안형식, 2013). 

  사회  변화에 따른 간병 부담의 증가 역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시행을 

진하 다. 통 으로 입원환자를 그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많았고 부분 

여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황나미, 2010). 하지만 여성의 경제 참여가 

늘어나고, 통  의미의 가족 기능이 축소되며 1인가구가 증가하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 환자의 간병을 가족이 제공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Shin, 2013). 이에 따라 노인 환자의 입원에 따른 가족 간 갈등과 

부담이 증가되었으며, 가족 혹은 노인 환자들은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다. 이에 성기 병동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58.0%가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황나미, 2010). 사  간병을 이용할 경우 1일 

기 으로 약 8만원, 2주 입원 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이러한 사  

간병비용은 액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황나미, 2010).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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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용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  부담을 래하여 약 73% 이상의 

환자들이 간병비용이 부담스러운 수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Cho & Kim, 

2006). 가족 간병의 사회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질 인 간병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상된다(황나미, 2010).  

  한 문인이 아닌 가족이나 간병인이 간호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감염을 

비롯한 안 문제 역시 계속해서 제기 되어왔다(안형식, 2013).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정부는 2007년부터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는 병원’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 다. 이후 2013년 7월부터 간호인력 배치기 , 간호인력 

간 업무범 , 간호 간병 수가 등 기본모형을 개발하 으며, 간호인력 확충을 

통해 입원서비스를 포 으로 제공하는 ‘포 간호서비스’를 도입하 다.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포 간호서비스’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강보험 여사업 환  의료법 개정 등으로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 다. 먼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종합병원  병원, 문병원, 

국공립병원을 상으로 건강보험을 용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범사업에서 

지속사업으로 확  시행하 다. 이후 2016년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  

계획을 발표하여 서울을 포함한  지역의 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서 

3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한 의료기 은 2015년 107개에서 2017년 342개로, 

청구건수는 112,646건에서 650,917건으로, 서비스 이용 환자 수도 89,387명에서 

508,615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우, 2018). 

  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  실시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기 데이터를 활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이 국 으로 확  

용되었을 때 필요한 간호 인력과 재정비용을 추산한 연구 결과(Kim et al., 

2017), 간호사 수는 81.8%(57,274명) 더 증가하여야 하고, 재정  비용은 연간 

110.4%(6조 8,791억 원) 더 증가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 다. 이  건강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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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해야 할 액은 5조8,470억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 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매우 한정된 자원이며 필요한 간호 

인력과 비용 역시 상당하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효율 으로 

운용하기 하여 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 황을 악하고 입원 

결정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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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한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  간호 업무 환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련된 연구들  환자 측면에서는 인식과 만족도에 

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시행으로 기존 

입원시스템에 비해 간호 인력이 증가되었고, 병원 환경 등이 개선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일반병동 상자에 비해 만족도와 

병원몰입, 병원 재이용의사, 기 수 , 충성도 등에서 정 으로 평가 

하 다(Kim, Kim & Lee, 2017; 윤호순, 임지 , 강민진, 2017; 장복순, 나미, 

2017; 정수미, 윤숙희, 2017; 정윤아, 성경미, 2018). 이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본임부담 은 일반병동 

입원 시의 본임부담 에 비해 50.3∼62.1% 더 증가해 본임부담 이 

상승되었으나,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본임부담 은 기존 간병비 부담에 비해 17∼6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김진  등, 2017). 한 간호의 질이 개선되면서 

환자에게 향을 미치는 욕창과 낙상 등의 안 지표 한 개선되었다(Boo et 

al., 20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동기로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해서(52.9%)’, ‘간병해  가족이 없어서(41.3%)’, ‘간병 비용 부담을 

덜기 해서(5.8%)’로 보고되었다(장복순, 나미, 2017).

  간호사 측면에서는 경험과 인식, 직무만족도, 직무스트 스 등과 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새로운 제도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후의 임상 찰, 간호활동  간호진단에 한 간호기록의 변화를 

분석해 간호 업무 변화를 연구한 결과, 낙상 방 활동, 배뇨라운딩, 경구투약 

복용 리, 구강간호, 목욕, 세발, 세안  양치, 식사보조, 경 양 등 

직 간호와 기본간호에 한 기록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입·퇴원 



- 16 -

리에 한 진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통합 이고 직 인 기본간호업무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이승신, 유소 , 2017). 간호업무와 직무 스트 스, 직무만족을 분석한 

연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후 식사보조업무, 환자이동부축, 린넨, 

침상 홑이불, 환의 교환 업무 등에 한 수행도가 증가하 고 이러한 

업무들은 직무만족과는 음의 상 계를, 직무 스트 스와는 양의 상 계를 

보 다(이민경, 정덕유, 2015).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업무가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이승신, 유소 , 2017). 이는 해당 연구 상 병원의 경우 상기 

업무를 주로 간호보조인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처럼 업무 분담은 

의료기 마다 정책 으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사의 직무만족, 스트 스, 경험 등에 한 연구는 각각 상이한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경험을 상학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환자 개개인에 한 감사’, 

‘환자 보호자 부재로 인한 간호 곤란’, ‘지나치게 요구되는 환자  후견인에 

한 불만에 시달림’,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에 한 혼란’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간호사와 고객을 한 사  교육 불충분’, ‘간호사  간호사 

지원을 한 근무 요건’, ‘낮은 보상과 높은 안 사고에 한 우려’ 등의 

주제가 추출되었다(박 옥, 유미, 김종경, 2017). 이와 더불어 일 연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  63.6%가 임상치료가 필요한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에리쟈, 장성숙, 2016), 과도한 

업무량, 문성 불인정, 타 병동 이동 희망, 여수  등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게, 간호근무환경 수,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강인성, 김윤희, 2018; 심옥수, 이 주, 2017; 이정민, 2016).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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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소진, 역할 갈증, 감정노동, 간호업무성과 등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김 희, 강희 , 2018; 박인숙, 

김주희, 홍희정, 김혜선, 한인선, 이선 , 2018; 안성희, 정선희, 유정화, 이미애, 

2018; 정수미, 윤숙희, 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의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통해 간호인력을 정하게 배치하고 업무환경과 시설을 개선하여 국민의 간병 

부담을 효율 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안 과 감염을 리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정 이며 권장되어야할 정책이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과도한 업무량과 미흡한 보상, 하지 못한 

간호인력 배치수 은 계속해서 지 되고 있는 문제이다(강인성, 김윤희, 2018; 

김진헌 등, 2017; 김진헌 등, 2018; 조성 , 2017). 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정한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환자의 안 과 간호의 질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 인 정착을 

해서 간호인력 확보와 다양한 임상 상황과 업무량을 고려한 정 간호인력 

배치, 업무 환경 개선,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업무 분담 개선에 한 

지속 인 공론화와 연구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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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황  향 요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의 황과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6%로 나타났다(김진  등, 2018). 남성보다 여성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이 더 많으며 그 에서도 60∼70  여성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지우, 2018). 진료과는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김지우, 2018), 상병을 살펴본 결과 ‘기타 등 병증’이 가장 

높고, 증, 무릎  아래 다리 손상, 기타  장애, 기타 연조직 장애, 

인 루엔자  폐렴, 양성 신생물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김지우, 2018). 상  

5가지의 주상병을 의료기  종별로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김진  등, 2018), 

상 종합병원의 경우 암 환자가 약 50%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상 종합병원과 병원과는 다르게 

50% 가까이 차지하는 다빈도 질환은 없었으며, 외상,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암, 호흡기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근골격계 질환이 

49.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 으며, 외상, 소화기계 순으로 다빈도 질환이 

분포하 다(김진  등, 2018). 한 모든 의료기 형태에서 수술을 해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진  등, 2018). 이는 

정부 정책 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재원기간이 14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수술 후 단기간 치료 후 퇴원이 가능한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 의 수는 증가하는 양상으로,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15년에는 107개에서 2017년에는 342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우, 2018). 종별에 따라서는 상 종합병원의 참여가 

2015년에는 1개 으나, 2017년에는 41개까지 증가하 고, 종합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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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15.7% 증가한 반면, 병원은 2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병원의 증가율이 종합병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우, 2018). 

의료기  종별로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가 종합병원, 병원, 상 종합병원 

순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서비스 이용 환자 

수의 경우,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 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유형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 의료기 의 형태와 병상 수, 병상 당 의사 수, 병상 당 간호사 

수 등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 유형을 유의하게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성, 이신호 유문형, 2017). 병상 수와 의사 수가 많을수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유형이 하향보다 상향을 선택할 오즈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 황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재 부족하고 

노인 수술 환자와 같이 특정 상자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과 

특성을 악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선행 연구 결과를 특정 

상자 집단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성을 

지닌 자료분석을 통하여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을 일반화 가능하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반면 환자실,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등의 경우 그 이용 상을 고시하고 있거나 입실 

지침이 존재한다. 환자실의 경우 심평원에서 환자실 정성을 평가하는 

항목  하나로 한 환자의학회의 입실지침을 참고하여 병원 특성별을 고려해 

상 환자를 포함하는 입실기 과 입실 결정 주체를 제시하는 로토콜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심평원, 2017). 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의 경우 

격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단하는 감염병을 고시하고 있다(질병 리본부, 

2017). 병상을 늘리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한계가 있으므로, 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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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요하기 때문이다( 한 환자의학회, 2014). 

이처럼 입원 결정에 한 지표가 마련된다면, 진료를 좀 더 체계화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입원을 일 수 있다(Lee, Cho, Jang, Lim, & Hwang, 20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건강보험의 용을 받고 있으며, 재 그 

시행기 과 병상 수가 한정되어있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에 어려운 

실이다.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악하는 실증 인 연구가 필요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효율 으로 

운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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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과 향 요인을 

악하기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활용한 이차분석 연구이다. 

2. 연구 상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의료기 에서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여 요양 여를 받은 환자  노인 수술 환자를 상으로 한다. 상자 

선정기 과 제외기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 선정 기

(1) 2016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상 입원 내역이 존재하는 자 

(2) 만 65세 이상인 자

(3) 주된 상병명과 련된 수술을 시행한 자

(4) 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입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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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 제외 기

(1) 간호간병료 혹은 입원료 청구 내역이 없는 자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일반병동 이용내역이 같이 있는 자

(3) 입원도착경로 등 기타 주요 변수에 락 혹은 결측이 있는 자

(4) 보훈국비환자  입원도착경로가 ‘응 구조 후송-외래’인 자

  본 연구에 사용된 입원환자표본자료는 987,763명의 청구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65세 이상이며 주된 상병명과 련된 수술을 시행한 수술 노인 

환자 125,186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Figure 1>. 이  2016년의 첫 번째 

입원에피소드를 기 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일반병동을 모두 이용한 

내역이 있는 자는 235명이며, 이를 제외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있는 상자는 6,374명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병동만을 이용한 상자는 75,466명이다(N=81,840) 비분석 결과 

보훈국비환자  입원도착경로가 ‘응 구조 후송-외래’인 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자가 없어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차자료 

분석으로 정한 상자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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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Flowchart to select the sample for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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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입원환자표본자료 

(HIRA-NIS-2016-0078)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입원환자표본자료는 

국민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로, 구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입원환자표본자료는 2016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 로 하여 개인  

법인에 한 정보를 제거한 후 통계학 으로 표본 추출된 이차자료로, 

요양개시일 기  1년간 청구된 진료 내역으로 구축되어 있다(심평원, 2017). 

  입원환자표본자료의 원자료인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의료기 에서 환자의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에 해 지 의뢰를 하기 

해 심평원에 청구하는 자료이다(김록  등, 201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을 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한 징수, 리  지 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심평원은 의료기 에서 청구하는 청구자료에 한 진료비 심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달하여 지 을 요청한다. 우리나라는 1989년에 

 국민 의료보험을 시작하 고, 이후 2000년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직장의료보험 

조합과 통합되어 조합마다 각기 다르게 운 되던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었다. 더불어 산기술의 발달로 건강보험 여비의 산 청구율은 

2005년부터 99% 이상으로 장기간의 데이터가 되고 있다(김록  등, 

2013). 한 재 우리나라 체 국민의 98%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Kim, Kim, & Kim, 2014),  국민의 국민건강보험체계하의 실제 

보건의료 환경을 반 하는 데이터이다(김록  등, 2013). 

  입원환자표본자료는 2016년 1년간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환자를 

상으로 진료내역과 처방내역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구간(5세 단 )에 따른 

환자단  층화 계통 추출되어 체 입원환자  추출비율은 13%이다(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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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3). 입원환자표본자료는 한 건의 청구명세서를 여러 테이블로 분리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연계 변수로 테이블 간의 연계가 가능하다(Kim et al., 2013). 

이를 통해 의료기 을 이용한 환자의 연령과 성별과 같은 인구학  자료를 

비롯하여 진단명, 시술  처치 내역과 의료서비스 이용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진단명은 국제질병분류 체계(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revision, ICD-10)를 기반으로 한 한국표 질병분류체계(The 

Korean Classification of Diseases 7th revision, KCD-7)로 분류되며, 처치와 

처방 내역은 국내 청구 코드로 분류된다.



- 26 -

4.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에서는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결정 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각 독립변수들을 환자 특성요인과 의료공  체계 

특성요인으로 범주화하 다. 환자 특성요인은 필요 요인, 가능 요인, 개인 

요인으로 나 어 정의하 으며(Anderson, 1995), 의료공  체계 특성요인은 

의료조직 요인과 의료제공자 요인으로 구분하 다(Dutton, 1986). 종속변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여부로 선정하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입원환자표본자료(HIRA-NIS-2016-0078)  본 이차분석에 포함될 

원변수 선정과 속성은 <부록 2>에 제공 되고 있다. 

1) 노인 수술 환자

  본 연구에서 노인 수술 환자는 65세 이상으로 주된 상병명과 련된 수술을 

시행한 상자를 의미한다. 원 자료에서 명세서 일반내역 테이블(T20)의 

환자의 연령 변수와 주된 상병명과 련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반 하는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 상에 포함하 다. 노인 환자를 정의하기 해 

선행연구(김은경, 2017; 노용균, 유 훈, 1998; 임정미, 은 , 2013; 정경희, 

2011)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상자의 청구서를 추출하 다. 수술 환자를 

정의하기 해 명세서 일반내역 테이블(T20)의 ‘주상병과 련된 수술 여부를 

반 하는 코드’를 바탕으로 명세서를 추출하 으며, 해당 환자를 노인 수술 

환자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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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분석 상의 노인 수술 환자의 청구서를 바탕으로 입원에피소드를 형성하고 

첫 입원 에피소드만을 분석에 포함하 다. 심평원의 자료 이용 가이드에 

의하면 원자료는 요양기 에서 청구한 명세서를 청구건 단 로 한 

자료로, 청구건은 요양기 의 청구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입원 

청구자료를 분석한 경우에는 해석 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심평원, 2017). 

입원 청구 명세서는 월 단 로 청구되며, 입원 시작과 종료일자가 아닌 

요양개시와 종료일자를 기입하여 청구된다. 이에 요양개시일자와 종료일자는 

실제 환자의 입원 시작과 종료 일자를 의미하지 않아 입원자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청구건 단 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입원 단 로 재구축 과정을 

시행해야 한다(심평원,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원 자료를 분석하기 해 특정 요양기 에 입원하여 

퇴원한 시 까지를 입원 에피소드 단 로 구축하여 분석하 다. 먼  

원자료를 명세서 일반내역 테이블(T20)에 포함된 환자 고유 식별자, 요양기  

기호, 요양개시일자, 요양종료일자를 기 으로 정렬한 뒤, 기  입원 명세서와 

다음 입원명세서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 으로 수행하여 특정 요양기 에 

처음 입원한 시기와 입원기간, 퇴원한 시  등을 추정하여 입원에피소드 

단 로 재구축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첫 입원 에피소드를 기 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여부를 분류하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기존의 입원료 신 입원 리료와 간호간병료가 청구된다. 간호간병료는 입원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일체(환자의 간호요구 찰  사정, 

상담  교육, 기본간호  문간호, 진료보조 행  등)와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의 신체활동보조 행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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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 환자의 특성  제공인력의 수  상황에 따라 의료기 형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 에 따라 수가를 다르게 운 하고 있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는 원자료의 진료내역 테이블(T30)에서 

분류코드를 바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에게 청구되는 입원 리료 

청구코드(AO) 혹은 간호간병료 청구코드(AV)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 다. 

이외 기존의 입원료 청구코드(A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반병동 이용 

상자로 정의하 다. 첫 입원에피소드 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내역과 일반병동 이용 내역이 모두 있는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3) 환자 특성 요인

  환자 특성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들은 개인 요인, 필요 요인, 가능 요인으로 

분류하 다. 개인 요인은 연령과 성별 같은 인구사회학  특성 변수들이 

분류된다. 필요 요인은 주상병, 진료과, 환자실 입실 여부, 입원도착경로, 

Charlson 동반질환지수를 포함한다. 가능 요인은 의료보장형태가 분류된다. 

(1) 개인 요인

  명세서 일반내역 테이블(T20)을 이용하여 환자의 연령과 성별을 

조작화하 다. 환자의 연령은 2016년 기 이며 연속 변수의 원 데이터는 

3개의 범주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포함하 다. 나이의 기 은 노인 상자들을 

연구한 선행연구(김은경, 2017; 노용균, 유 훈, 1998; 임정미, 은 , 2013; 

정경희, 2011)들을 바탕으로 기, 기, 후기 고령을 구분하여 65∼74, 75∼84, 

85세 이상으로 분류하 다. 성별은 성별 구분 코드를 사용하여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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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요인

  상자의 주상병, 주요진료과, 환자실 입실 여부, 입원도착경로, Charlson 

동반질환지수에 한 정보를 얻기 해 명세서 일반내역 테이블(T20)과 

진료내역 테이블(T30)을 이용하 다. 

  주상병과 진료과를 분석하기 하여 해당 상자의 입원에피소드의 첫 

명세서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주상병의 경우 주상병 코드를 바탕으로 

상병분류기호의 첫 자리를 반 하여 노인 수술 환자의 주상병을 분류하 다. 

이후 노인 수술 환자의 주상병 분포를 확인하 다. 그 결과 다빈도 상병인 

‘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 ‘손상, 독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신생물 소화계통의 질환’, ‘순환계통의 질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이외 항목을 ‘기타’로 분류하 다. 진료과는 명세서 일반내역 테이블(T20)의 

진료과를 반 하는 코드를 활용하여 노인 수술 환자의 다빈도 진료과를 확인 

한 뒤, 다빈도의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비뇨기과’ 다섯 가지 

진료과목과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 다.

  환자실 입실여부를 정의하기 해 진료내역 테이블(T30)의 항목코드를 

바탕으로 환자실 입원료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 분류하 다. 입원도착경로의 

경우 도착경로는 타요양기 경유, 응 구조  후송, 기타로 분류되고 

입원경로는 응 실과 외래로 분류되어 함께 조합하여 사용하 다. 

  Charlson 동반질환지수에 한 정보를 얻기 해 명세서 일반내역 

테이블(T20)의 주상병 코드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Charlson 등이 

개발하고(Charlson et al. 1987), Quan 등이 ICD-10 코드로 환하여 제시한 

17가지 질환(Quan et al, 2005)을 바탕으로 가 치를 부여하 다. 이후 0 , 

1 , 2 , 3  이상으로 구분하여 범주형 변수도 연속형 변수와 함께 

사용하 다. 17가지 동반질환은 <부록 3>에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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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능 요인

  의료보장형태에 한 정보는 명세서 일반내역 테이블(T20)을 이용하여 

‘건강보험’과 ‘의료 여’, ‘보훈국비환자’로 분류하 다. 의료 여는 본인 

부담 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며, 보훈국비환자의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 

액이 국비지원 된다(심평원, 2017). 보훈국비환자의 경우 비분석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상자가 없어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4) 의료공  체계 특성

  의료공  체계 특성은 의료조직 요인과 의료제공자 요인으로 분류된다. 

의료조직 요인에는 상자가 이용한 의료기 형태, 의료기 치 등을 

포함하 다. 의료제공자 요인에는 상자가 이용한 50병상 당 의사 수  

50병상 당 간호사 수 등을 포함하 다. 

(1) 의료조직 요인

  상자가 수술과 입원을 한 의료기 형태, 의료기 치 등에 한 정보를 

얻기 하여 요양기 황 테이블을 이용하 다. 

  의료기 의 형태는 원자료의 의료기  종별 코드를 사용하 으며, 

‘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구분하 다. 의료법 상 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다음의 기 을 충족시켜야 한다(법제처, 2019).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한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ㆍ일반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3개 

진료과목, 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속하는 문의를 

두어야 한다. 300병상을 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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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속하는 문의를 두어야한다. 상 종합병원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에서 증질환에 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 를 

문 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 의 지정을 받아야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속하는 문의를 두어야하며, 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 이어야 

한다.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해당해야 한다.

  의료기 의 치는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으로 분류하 고, 이외 부산, 

인천, 구, 주, , 울산을 ‘ 역시’로 구분하 고,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제주을 통틀어 ‘도’ 단 로 구분하 다.

(2) 의료제공자 요인

  상자가 이용한 병원의 50병상 당 의사 수  50병상 당 간호사 수에 한 

정보를 얻기 해 요양기 황 테이블을 이용하 으며, 원자료에서 상자가 

이용한 의료기 의 ‘50병상 당 의사 수’ 혹은 ‘50병상 당 간호사 수’를 

반 하는 코드를 바탕으로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 다. 

5) 입원 서비스 이용 평균 의료비와 재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혹은 일반병동을 이용한 노인 수술 환자의 입원 

서비스 이용 평균 재원일수  입원 기간 동안의 의료비를 분석하 다. 

재원일수는 명세서 일반내역 테이블(T20)의 입원일수를 반 하는 코드를 

바탕으로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 고, 의료비는 입원 기간 동안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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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심사결과 상자가 부담해야 될 액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될 

액을 합한 ‘요양 여비용총액’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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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statistical software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통계 분석의 유의수 은 0.05로 설정하 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수술 환자 특성요인과 의료공  

체계 특성요인을 일반병동에 입원한 노인 수술 환자와 비교를 하여 

independent t-test와 chi-squared statistics를 시행하 다.

2)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을 악하기 하여 평균 

의료비와 재원일수를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결정과 련된 주요 요인을 

악하기 해 Anderson(1995)모델을 기반으로 개인-필요-기능 요인을 

계층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모형으로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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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차

  본 연구를 해 연구윤리 심의 원회의 심의 면제 승인을 받은 후 기  

승인 후(과제승인번호: Y-2018-0091) 연구를 진행하 다<부록1>.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입원환자 표본자료는 국가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원자료로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이름, 주민번호, 병원등록변호는 제외하고 일련번호를 

주어 상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연구 목 으로 개발되어 심평원에서 

제공되는 표본 자료이다.

  표본 자료에서 상자 선정 기 에 따라 코딩으로 연구 상과 청구자료를 

분류하며, 당해 연도의 수술을 목 으로 입원한 첫 입원 에피소드를 상으로 

분석하 다.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한 추가 

문헌고찰을 시행하고, 이론 으로 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인을 

탐색하 다. 그 후, 입원환자표본자료에서 변수를 추출하고 조작화하 다. 

먼  데이터 정제를 하여 비분석을 통해 결측값에 한 분석을 진행하고 

표본에서 제외하 다. 이후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한 자료 분석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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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윤리  고려사항

  본 연구를 하여 연구 책임자 소속기  연구윤리심사 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 다(과제승인번호: 

Y-2018-0091). 본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원자료로 연구 목 으로 

가공하여 제공되는 입원환자표본자료를 사용하는 이차분석 연구이다. 

  입원환자표본자료는 상자 개인을 추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입원환자표본자료에는 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익명화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상자  의료기 을 추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 

리 계획에 따라서 분석 자료는 암호가 설정된 컴퓨터에 장하여 연구 

책임자 이외 근은 제한하 고 자료는 3년간 보  후 폐기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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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상자의 환자 특성

1) 개인 요인

  본 연구의 상자는 총 81,840명으로 환자 특성  개인 요인은 <Table 1>과 

같다. 연구 결과, 상자들의 평균 연령±표 편차는 74.36±6.57세 으며, 

65-74세에 해당하는 비율이 55%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다. 

성별은 남성이 35,696명(43.6%), 여성이 46,144명(56.4%)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상자와 일반병동을 이용 상자를 비교한 

결과 성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여성 비율(68.4%)이 일반병동(55.4%)에 비해 더 높게 

확인되었다(=403.96, p<.001). 반면 연령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와 일반병동 이용 상자 간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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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redisposing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Total

(N=81,840, 100%)

General ward

(n=75,466, 91.21%)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n=6,374, 8.79%) t or 

 p

Mean±SD or n(%) Mean±SD or n(%) Mean±SD or n(%)

Age (unit: year) 74.36±6.57 74.36±6.58 74.30±6.38 0.83 0.408

65–74 45,102(55.11) 41,610(55.14) 3,492(54.78) 4.10 0.129

75–84 30,273(36.99) 27,860(36.92) 2,413(37.86) 

≥85 6,465(7.90) 5,996(7.94) 469(7.36)

Sex Male 35,696(43.62) 33,680(44.63) 2,016(31.63) 403.96 <.001

Female 46,144(56.38) 41,786(55.37) 4,358(68.37)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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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요인

  본 연구의 상자의 환자 특성  필요 요인은 <Table 2>와 같다. 연구 

결과, 상자의 진료과는 정형외과(27,222명, 33.3%), 내과(22,723명, 27.8%), 

신경외과(9,727명, 11.9%), 일반외과(9,312명, 11.4%), 비뇨기과(3,852명, 4.7%)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의 주상병을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이 18,353명(22.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이어서 

손상, 독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16,517명, 20.2%), 신생물(12,080명, 

14.8%), 소화계통의 질환(8,193명, 10.0%), 순환계통의 질환(8,027명, 9.8%)이 

뒤를 이었다.

  상자들의 입원도착경로는 응 구조  후송 혹은 타 요양기 을 경유하지 

않고 외래를 통한 입원이 가장 많았으며(61,249명, 74.8%), 응 실을 통한 

입원(16,646명, 20.3%)이 그 다음이었다. 한 체 상자의 13.0%(10,622명)가 

입원 기간 동안 환자실 입실을 경험하 다. Charlson 동반질환지수를 분석한 

결과, 상자들의 평균 Charlson 동반질환지수는 2.65 (SD=2.36)이었다. 0 이 

12,173명(14.9%), 1 이 18,257명(22.3%), 2 이 16,299명(19.9%), 3  이상이 

35,111명(42.9%)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상자와 일반 병동을 이용한 상자를 

비교한 결과 진료과(=1426.42, p<.001), 주상병(=2206.23, p<.001), 입원 

도착 경로(=636.98, p<.001), 환자실 입실 여부(=486.48, p<.001), Charlson 

동반질환지수(=239.18, p<.001) 등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상자의 경우 진료과에서 정형외과 환자가 

50.7%(3,229명)을 차지한 반면, 일반병동에서는 31.8%(23,993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상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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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의 경우 44.4%(2,828명)의 비율을 차지하 고,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 20.6%(15,252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에서 진료과가 정형외과이고 주상병이 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인 비율이 더 높게 확인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의 입원도착경로는 응 구조  후송 혹은 타 

요양기 을 경유하지 않고 외래를 통한 입원이 84.9%(5,413명), 응 실을 통한 

입원이 11.3%(720명)이었던 반면,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 각각 

74.0%(55,836명), 21.1%(15,926명)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636.98, 

p<.001).

  입원기간  환자실 입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에서는 4.1%(259명), 

일반병동 이용 상자에서 13.7%(10,363명)에서 발생 하여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환자실 입실 비율이 더 높게 확인되었다(=486.48, p<.001). 

Charlson 동반질환지수를 비교하 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의 경우 

평균 2.20 으로 일반병동 상자 2.68  보다 낮게 확인되었다(t=17.97, p<.001). 

한 Charlson 동반질환지수가 3  이상인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의 경우 34.5%(2,196명), 일반병동 상자의 경우 43.6%(33,915명)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와 일반병동 상자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239.1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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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eeds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Total

(N=81,840, 100%)

General ward

(n=75,466, 91.21%)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n=6,374, 8.79%) 

 p

n(%) n(%) n(%)

Department Orthopedics 27,222(33.26) 23,993(31.79) 3,229(50.66) 1426.42 <.001

Internal medicine 22,723(27.76) 8,664(28.72) 1,049(16.46) 

Neurosurgery 9,727(11.89) 8,664(11.48) 1,063(16.67) 

General surgery 9,312(11.38) 8,762(11.61) 550(8.63) 

Urology 3,852(4.71) 3,666(4.86) 186(2.92) 

Others 9,004(11.00) 8,707(11.54) 297(4.66) 

Major diagnosis Musculoskeletal disease 18,353(22.43) 15,525(20.57) 2,828(44.37) 2206.23 <.001

Injury, poisoning 16,517(20.18) 15,184(20.12) 1,333(20.91)

Neoplasms 12,080(14.76) 11,718(15.53) 362(5.68) 

Digestive disease 8,193(10.01) 7,713(10.22) 480(7.53) 

Circulatory disease 8,027(9.81) 7,725(10.24) 302(4.74) 

Others 18,670(22.81) 17,601(23.32) 1,069(16.77)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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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eeds factors (Continued) 

SD = standard deviation; CCI = Charlson Comorbidity Index

Variables Categories

Total

(N=81,840, 100%)

General ward

(n=75,466, 91.21%)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n=6,374, 8.79%) 

 p

n(%) n(%) n(%)

Admission route
Via the other health care 
institutions– emergency room

1,064(1.30) 881(1.17) 183(2.87) 636.98 <.001

Via the other health care 
institutions - outpatient

1,928(2.36) 1,887(2.50)  41(0.64) 

Emergency rescue service
– emergency room

 953(1.16) 936(1.24)  17(0.27)

Others - emergency room 16,646(20.34) 15,926(21.10)  720(11.30) 

Others - outpatient 61,249(74.84) 55,836(73.99) 5,413(84.92)

Intensive care 
unit entrance

Yes 10,622(12.98) 10,363(13.73) 259(4.06) 486.48 <.001

No 71,218(87.02) 65,103(86.27) 6,115(95.94) 

CCI† Mean (SD)  2.65(2.36)  2.68(2.38) 2.20(2.05) 17.97 <.001

0 12,173(14.87) 11,000(14.58) 1,173(18.40) 239.18 <.001

1 18,257(22.31) 16,541(21.92) 1,716(26.92) 

2 16,299(19.92) 15,010(19.89) 1,289(20.22)

3 or higher 35,111(42.90) 32,915(43.61) 2,19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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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능 요인

  본 연구의 상자의 환자 특성  가능 요인은 <Table 3>과 같다. 연구 

결과,  상자들의 의료보장형태는 건강보험이 74,312명(90.8%)으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 의료 여는 7,528명(9.2%)이었다.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상자와 일반병동 이용 상자를 비교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건강보험 상자의 비율이 87.7%(5,587명)이고 의료 여 

상자의 비율이 12.3%(787명)인 반면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 건강보험 

상자가 91.1%(68,725명), 의료 여 상자가 8.9%(6,741명)으로 의료보장형태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82.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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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ient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nabling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Total

(N=81,840, 100%)

General ward

(n=75,466, 91.21%)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n=6,374, 8.79%) 

 p

n(%) n(%) n(%)

Medical assistance type

Health insurance 74,312(90.80) 68,725(91.07) 5,587(87.65) 82.05 <.001

Medical aid 7,528(9.20) 6,741(8.93) 78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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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의 의료 공  체계 특성

1) 의료조직 요인

  본 연구 상자들의 의료공  체계 특성  의료조직 요인은 <Table 4>와 

같다. 연구결과 체 상자들이 이용한 의료기 형태는 상 종합병원이 

27,099명(33.1%), 종합병원이 32,975명(40.3%), 병원 21,766명(26.6%)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상자가 가장 많았다. 상자들이 이용한 의료기 의 

치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이 39,453명(48.2%), 시 단  지역이 

20,430명(25.0%), 도 단  지역이 21,957명(26.8%)으로 수도권에 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와 일반병동 이용 상자를 비교한 결과, 두 군 

사이에 의료기 형태(=2357.34 p<.001)와 치(=1009.31,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료기 형태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종합병원(50.7%, 3,231명), 병원(42.9%, 2,732명), 

상 종합병원(6.4%, 411명) 순으로 많은 상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병동 상자의 경우 종합병원(39.4%, 29,744명), 

상 종합병원(35.4%, 26,688명), 병원(25.2%, 19,03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는 상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일반병동 상자에 비해 낮고,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확인되었다. 

  의료기  치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의료기 의 

치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65.9%), 시 단  지역(21.6%), 도 

단  지역(12.5%) 순으로 많은 상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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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 수도권(46.7%), 도 단  지역(25.3%), 시 단  

지역(28.0%)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의 경우 

수도권에 치한 의료기 을 이용하는 비율이 65.9%(4,200명)으로 일반병동 

이용 상자(46.7%, 35,253명)에 비해 더 높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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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alth care institution features of participants: Structural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Total

(N=81,840, 

100%)

General ward

(n=75,466, 

91.21%)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n=6,374, 8.79%) 

 p

n(%) n(%) n(%)

Types of health care 

institutions
Advanced general hospital 27,099(33.11) 26,688(35.37)  411(6.45) 2357.34 <.001

General hospital 32,975(40.29) 29,744(39.41) 3,231(50.69) 

Hospital 21,766(26.60) 19,034(25.22) 2,732(42.86) 

Health care institution 

location
Metropolitan 39,453(48.21) 35,253(46.71) 4,200(65.89) 1009.31 <.001

Urban 20,430(24.96) 19,052(25.25) 1,378(21.62) 

Rural 21,957(26.83) 21,161(28.04)  796(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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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제공자 요인

(1) 50병상 당 의사 수와 간호사 수

  본 연구 상자들의 의료공  체계 특성  의료제공자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연구 결과, 50병상 당 평균 의사 수±표 편차는 13.22±9.25명이고, 

50병상 당 평균 간호사 수±표 편차는 34.17±16.93명이었다.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와 일반병동 이용 상자를 비교한 결과, 50병상 

당 의사 수(t=57.61, p<.001)와 50병상 당 간호사 수(t=-4.93,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0병상 당 평균 의사 수±표 편차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8.94±5.83명이었고,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 13.58±9.40명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들이 이용한 

의료기 의 50병상 당 평균 간호사 수±표 편차는 34.94±12.59명이었으며, 

일반병동 상자들이 이용한 의료기 의 경우 34.10±17.2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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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ealth care institution features of participants: Provider factor 

SD = standard deviation 

Variables

Total

(N=81,840, 100%)

General ward

(n=75,466, 91.21%)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n=6,374, 8.79%)
t p

Mean±SD Mean±SD Mean±SD

The number of doctors per 50 beds 13.22±9.25 13.58±9.40 8.94±5.83 57.61 <.001

The number of nurses per 50 beds 34.17±16.93 34.10±17.25 34.94±12.59 -4.93 <.001

n(%) Mean±SD n(%) Mean±SD n(%) Mean±SD

The number of doctors per 50 beds

    Advanced general hospital 27,099(33.11) 23.00±5.98 26,688(35.37) 23.03±6.01  411(6.45) 20.91±2.13 19.00 <.001

    General hospital 32,975(40.29) 10.90±6.42 29,744(39.41) 11.04±6.50 3,231(50.69) 9.55±5.37 14.72 <.001

    Hospital 21,766(26.60) 4.57±3.59 19,034(25.22) 4.30±3.45 2,732(42.86) 6.41±4.02 -26.13 <.001

The number of nurses per 50 beds

    Advanced general hospital 27,099(33.11) 49.80±10.58 26,688(35.37) 49.80±10.65  411(6.45) 49.67±3.85 0.66 <.001

    General hospital 32,975(40.29) 32.81±11.78 29,744(39.41) 32.22±11.48 3,231(50.69) 38.24±13.06 -25.16 <.001

    Hospital 21,766(26.60) 16.76±10.88 19,034(25.22) 15.03±9.99 2,732(42.86) 28.82±9.10 -73.1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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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 형태에 따른 50병상 당 의사 수 

  의료기 형태에 따라 50병상 당 평균 의사 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상 종합병원 23.00±5.98명, 종합병원 10.90±6.42명, 병원 

4.57±3.59명으로 상 종합병원에서 50병상 당 의사 수가 가장 많게 

확인되었다. 즉 50병상 당 평균 의사 수±표 편차는 상 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20.91±2.13명, 일반병동의 경우 

23.03±6.01명으로 나타났으며(t=19.00, p<.001), 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9.55±5.37명, 일반병동의 경우 11.04±6.50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들이 이용한 의료기 의 50병상 당 평균 의사 

수가 더 게 확인되었다(t=14.72, p<.001). 반면 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6.41±4.02명, 일반병동의 경우 4.30±3.45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들이 이용한 의료기 의 의사 수가 더 많게 

확인되었다(t=-26.1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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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 형태에 따른 50병상 당 간호사 수

  의료기 형태에 따라 50병상 당 평균 간호사 수±표 편차를 비교하 을 때 

<Table 5>와 같다. 상 종합병원 49.80±10.58명, 종합병원 32.81±11.78명, 병원 

16.76±10.88명 순으로 상 종합병원에서 50병상 당 평균 간호사 수가 가장 

많게 확인되었다. 즉 50병상 당 평균 간호사 수±표 편차는 상 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49.67±3.85명이었고,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 49.80±10.65명으로 나타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50병상 당 간호사 수가 더 게 나타났다(t=0.66, p<.001). 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에는 38.24±13.06명,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에는 32.22±11.48명으로 나타났다(t=-25.16, p<.001). 그리고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에는 28.82±9.10명,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에는 15.03±9.99명(t=-73.14, p<.001)으로 나타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들이 이용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50병상 당 

평균 간호사 수가 더 많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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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원 서비스 이용 의료비와 재원일수

1) 입원 서비스 이용 의료비와 재원일수

  본 연구 상자들의 입원 서비스 이용 평균 의료비와 재원일수는 <Table 6>과 

같다. 체 상자들의 평균 의료비±표 편차는 5,020,138±5,423,646원이었고, 

수 값은 3,459,605원이었다. 평균 재원일수±표 편차는 13.16±11.69일이었으며, 

수 값은 13.16일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와 일반병동 이용 상자를 비교한 결과 

평균의료비(t=-9.80, p<.001)와 재원일수(t=-8.07, p<.001)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평균 의료비±표 편차는 

5,538,921±4,296,282원이었고, 수 값은 4,567,915원이었다.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평균 의료비±표 편차는  4,976,320±5,506,094원이었으며, 수 

값은 3,374,410원이었다. 이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의료비가 

더 많게 확인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재원일수±표 편차는 평균 

14.25±11.12일이었으며, 수 값은 12일이었다. 일반병동 상자의 평균 

재원일수±표 편차는 13.07±11.73명이고, 수 값은 10일로 나타났다.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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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verage cost of hospitalization and the number of hospital days of participants      (N=81,840)

Variables

Total

(N=81,840, 100%)

General ward

(n=75,466, 91.21%)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n=6,374, 8.79%) t p

Mean±SD Mean±SD Mean±SD

Median(Q1-Q3) Median(Q1-Q3) Median(Q1-Q3)

Cost of hospitalization 

(unit: won)
5,020,138±5,423,646 4,976,320±5,506,094 5,538,921±4,296,282 -9.80 <.001

3,459,605(1,755,295-6,518,785) 3,374,410(1,721,630-6,412,620) 4,567,915(2,275,520-7,629,170) 

The number of hospital days 13.16±11.69 13.07±11.73 14.25±11.12 -8.07 <.001

10(5-18) 10(5-18) 12(5-20)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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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세부 항목

  본 연구 상자의 의료비를 세부 항목 별로 분석한 결과 <Table 7>과 

같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와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에피소드 

당 의료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처치  수술료’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1,888,070±1,989,091원,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 1,829,886±2,399,203원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입원료’와 ‘요양병원정액료’가 각각 1,527,843±1,236,342원, 

522,132±1,633,698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 

‘주사료’와 ‘검사료’가 각각 468,884±1,093,124원과 468,425±674,01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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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verage detailed cost per hospitalization among participants                (N=81,840)

Cost variables (unit: won)

General ward

(n=75,466)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n=6,374)
t p

Mean±SD Mean±SD

Median(Q1-Q3) Median(Q1-Q3)

Treatment and surgery 1,829,886±2,399,203 1,888,070±1,989,091 -2.20 <.001

949,940(415,195-4,369,118) 1,016,845(455,699-3,033,082)

Admission fee 839,390±982,904 1,527,843±1,236,342 -43.32 <.001

571,620(237,400-1,093,560) 1,291,660(546,450-2,182,140)

Admission fixed fee  79,327±881,559  522,132±1,633,698 -21.38 <.001

0(0-0) 0(0-0)

Injection fee  468,884±1,093,124 285,423±362,166 30.40 <.001

216,508(84,336-486,848) 180,144(54,564-385,230)

Examination fee 468,425±674,010 224,147±270,819 58.35 <.001

259,139(118,512-557,280) 158,785(46,510-302,348)

Anesthesia fee 130,378±166,717 120,586±128,733 5.68 <.001

98,740(0-201,200) 107,988(0-190,680)

Imaging and radiation therapy 248,457±921,746 112,779±525,197 18.37 <.001

55,150(17,760-123,842) 39,220(7,240-78,500)

Special equipment 130,560±232,136  71,673±141,284 -9.19 <.001

0(0-0) 0(0-0)

Medication fee  83,083±132,693 63,953±79,102 17.35 <.001

48,682(22,389-99,665) 40,213(12,594-92,714)

Consultation fee  93,224±121,414 61,073±63,991 35.13 <.001

48,980(22,750-119,640) 43,015(21,220-79,570)

Physiotherapy fee  23,564±118,540 29,288±72,106 -5.72 <.001

0(0-0) 0(0-33,550)

Psychotherapy fee   819±11,363  436±4,662 5.35 <.001

0(0-0) 0(0-0)

Other 108,591±508,721 93,644±764,473 -2.15 <.001

0(0-30,370) 2960(0-87,091)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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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향 요인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계층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8>. 

로그우도비로 모형의 합성을 확인하 고, AIC 값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평가하 다. 모형 1에서는 상자의 환자 특성  개인 요인을 보정하 고,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 사용한 보정 변수에 더해 환자 특성 요인  필요 

요인을 보정하 다. 모형 3에서는 추가로 환자 특성 요인  가능 요인을 

보정하 다. 모형 4에서는 의료공  체계 특성  의료조직 요인을 

보정하 으며, 모형 5에서는 의료공  체계 특성  의료제공자 요인을 

보정하 다. 최종 으로 모든 변수가 투입된 모형 5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향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환자 특성

  상자의 환자 특성  개인 요인인 연령과 성별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OR: 1.01, 95% CI: 1.01-1.02), 여성인 경우(OR: 1.27, 95% CI: 

1.19-1.36)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오즈비가 증가하 다.

  필요 요인인 진료과, 주상병, 입원도착경로, 환자실 입실 여부, Charlson 

동반질환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진료과가 ‘정형외과’인 경우에 비해, 

‘내과’(OR= 0.85, 95% CI= 0.72-0.99), ‘신경외과’(OR= 0.86, 95% CI= 

0.79-0.94), ‘비뇨기과’(OR= 0.70, 95% CI= 0.57-0.88), ‘기타’(OR= 0.56, 95% 

CI= 0.47-0.67)인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오즈비가 감소하 다. 

반면 진료과가 ‘일반외과’인 경우 ‘정형외과’인 경우에 비해 오즈비가 

1.11배 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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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1.33). 주상병이 ‘근골격계계통  결합조직의 질환’인 경우에 비해 ‘손상, 

독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OR= 0.66, 95% CI= 0.61-0.71), 

‘신생물’(OR= 0.33, 95% CI= 0.27-0.40), ‘소화계통의 질환’(OR= 0.58, 95% CI= 

0.48-0.70), ‘순환계통의 질환’(OR= 0.50, 95% CI= 0.41-0.61), ‘기타’(OR= 0.65, 

95% CI= 0.56-0.75)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오즈비가 

감소하 다. 입원도착경로가 ‘기타-외래’인 경우에 비해 ‘타 요양기  

경유-응 실’인 경우  오즈비가 2.33배로 나타났다(95% CI= 1.93-2.79). 

입원기간  환자실에 입실한 이 없는 경우 입원한 경험이 있는 상자에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오즈비가 2.97배로 나타났다(95% CI= 

2.57-3.42). 반면 Charlson 동반질환지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OR= 1.01, 95% CI= 1.00-1.03).

  가능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의료보장형태가 건강보험인 경우에 비해 

의료 여인 상자의 경우 오즈비가 1.66배로 나타났다(95% CI= 1.5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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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의 의료공  체계 특성

  의료공  체계 특성  의료조직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의료기 형태가 

상 종합병원인 경우에 비해 종합병원(OR= 4.60, 95% CI= 4.00-5.30) 혹은 

병원일 때(OR= 5.65, 95% CI= 4.77-6.70),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오즈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료기 치가 수도권인 경우에 비해 

역시(OR= 0.58, 95% CI= 0.54-0.63) 혹은 도의 경우(OR= 0.25, 95% CI= 

0.23-0.28) 오즈비가 더 낮게 확인되었다.

  의료공  체계 특성  의료제공자 요인인 50병상 당 의사 수와 50병상 당 

간호사 수를 살펴보았을 때, 50병상 당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오즈비가 낮게 나타났고(OR= 0.79, 95% CI= 

0.78-0.80), 50병상 당 간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OR= 1.14, 95% CI=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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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using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N=81,840) 

Bold meant the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I = confidence interval; CCI = the Charlson 

Comorbidity Index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Age 0.99(0.99-1.00) 1.01(1.01-1.02) 1.01(1.01-1.01) 1.01(1.00-1.01) 1.01(1.01-1.02) 

Sex
Male (=ref)

Female 1.76(1.66-1.86) 1.32(1.25-1.40) 1.30(1.23-1.38) 1.31(1.23-1.39) 1.27(1.19-1.36)

Department Orthopedics (=ref)

Internal medicine 0.85(0.74-0.98) 0.85(0.74-0.98) 0.95(0.82-1.09) 0.85(0.72-0.99) 

Neurosurgery 1.09(1.01-1.17) 1.09(1.01-1.18) 1.12(1.03-1.21) 0.86(0.79-0.94) 

General surgery 1.14(0.98-1.33) 1.13(0.97-1.32) 1.25(1.06-1.47) 1.11(0.93-1.33) 

Urology 0.80(0.66-0.97) 0.80(0.66-0.98) 0.86(0.71-1.06) 0.70(0.57-0.88) 

Others 0.50(0.43-0.59) 0.49(0.42-0.58) 0.57(0.48-0.67) 0.56(0.47-0.67) 

Major 

diagnosis 
Musculoskeletal disease(=ref)

Injury, poisoning 0.51(0.48-0.55) 0.51(0.47-0.55) 0.51(0.47-0.55) 0.66(0.61-0.71) 

Neoplasms 0.23(0.19-0.27) 0.23(0.19-0.27) 0.31(0.26-0.37) 0.33(0.27-0.40) 

Digestive disease 0.43(0.36-0.51) 0.42(0.36-0.50) 0.45(0.37-0.53) 0.58(0.48-0.70) 

Circulatory disease 0.41(0.35-0.49) 0.41(0.35-0.49) 0.5490.45-0.65) 0.50(0.41-0.61) 

Others 0.49(0.43-0.55) 0.48(0.42-0.55) 0.52(0.46-0.60) 0.65(0.56-0.75)

Admission 

route

Via the other health care 

institutions – emergency room
3.19(2.70-3.78) 3.15(2.67-3.73) 2.42(2.03-2.89) 2.33(1.93-2.79) 

Via the other health care 

institutions – outpatient
0.21(0.15-0.29) 0.21(0.15-0.29) 0.17(0.13-0.24) 0.11(0.08-0.16) 

Emergency rescue service - 

emergency room
0.28(0.17-0.45) 0.28(0.17-0.45) 0.23(0.14-0.37) 0.40(0.24-0.66) 

Others - emergency room 0.69(0.63-0.75) 0.69(0.63-0.75) 0.78(0.71-0.85) 0.75(0.69-0.83) 

Others – outpatient (=ref)

Intensive care 

unit entrance

Yes (=ref)

No 2.61(2.28-2.98) 2.62(2.29-2.99) 3.04(2.65-3.49) 2.97(2.57-3.42) 

CCI† 1.00(0.99-1.02) 1.00(0.98-1.01) 1.01(1.00-1.02) 1.01(1.00-1.03)

Medical 

assistance type

Health insurance (=ref)

Medical aid 1.49(1.38-1.62) 1.41(1.29-1.53) 1.66(1.51-1.81) 

Types of 

health care 

institutions

Advanced general Hospital (=ref)

General hospital 7.62(6.85-8.49) 4.60(4.00-5.30) 

Hospital 5.72(5.10-6.41) 5.65(4.77-6.70) 

Health care 

institution 

location

Metropolitan (=ref)

Urban 0.51(0.48-0.55) 0.58(0.54-0.63) 

Rural 0.24(0.22-0.26) 0.25(0.23-0.28) 

The number of doctors per 50 beds 0.79(0.78-0.80) 

The number of nurses per 50 beds 1.14(1.14-1.15)

-2 Log L 44352.442 41746.514 41660.140 38389.280 32587.911

AIC 44358.442 41784.514 41700.140 38437.280 32639.911



- 59 -

V. 논의   

  본 이차분석 연구는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과 

향 요인을 악하기 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를 분석하 다. 65세 이상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특성과 황을 악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효율 인 운 과 확산을 돕고,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의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 마련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각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상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  특성

1) 상자의 환자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노인 수술 환자의 특성을 

악하기 해 개인 요인, 필요 요인, 가능 요인으로 나 어 분석하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상자와 일반 병동을 이용한 상자를 비교한 

결과 성별, 진료과, 주상병, 입원 도착 경로, 환자실 입실 여부, CCI, 

의료보장 형태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연령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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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요인

  개인 요인인 성별을 분석하 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노인 수술 

환자의 경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김지우, 2018)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통 으로 입원 환자의 가족 

간병이 여성에 의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황나미, 2010) 노인 여성이 입원했을 

때 남자 배우자가 간병하는 경우가 더 드물고, 고령인구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진료과는 정형외과가 50.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신경과, 내과, 일반외과, 비뇨기과 순이었으며, 주상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환은 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진료과목 황을 조사한 선행연구(김지우, 

2018)에서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신경과, 

이비인후과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와 일반병동 상자 모두에서 진료과가 정형외과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통 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체 노인 수술 환자 

에서 수술 인원이 백내장 수술에 이어 근골격계 련수술(일반척추수술, 

슬 치환술, 고 치환술)등에서 가장 많은 타 보고 결과와 

일치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정규호, 2012).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와 일반병동 이용 상자에서 

정형외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0.7%와 31.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 주상병이 ‘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인 비율이 각각 44.4%와 

20.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순환계통의 질환’과 

‘신생물’, ‘소화계통의 질환’, 그리고 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질환인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의료기 형태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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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김진  등, 2018)에서 상 종합병원은 내원 환자의 약 

50%가 암환자인 반면 병원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의 비율이 

49.8% 높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이는 본 연구의 체 상자  

상 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보다 병원을 이용한 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 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 형태와 상자의 주상병을 고려한 한 인력배치가 

요구된다. 체 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경우 ‘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을 가진 상자의 비율이 더 높아 기동성 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간호사 뿐 아니라 실제 으로 일상생활을 보조해  수 

있는 간호보조인력의 비율이 정한지 평가하는 것이 요하다(김진  등, 

2018). 반면 상 종합병원에서 암환자나 심 계 질환을 가진 상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간호사의 문성을 고려한 

간호인력 배치가 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필요 요인

  입원도착경로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응 구조  

후송 혹은 타요양기 을 경유하지 않고 외래를 통한 입원이 84.9%, 응 실을 

통한 입원이 11.3%이었던 반면,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 각각 74.0%, 

21.1%로 비율 으로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에서 일반병동 이용 상자에 비해 입원기간  환자실 입실 비율과 

Charlson 동반질환지수도 더 낮게 나타났다. 필요 요인과 련된 결과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기 상 으로 경증의 환자의 비율이 높았을 

가능성을(김진  등, 2017) 반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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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진행됨 따라 65세 이상 환자 비율  증 환자 

비율, 수술 환자율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박병규 등, 2016),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 와 성숙에 따른 상자의 

증도와 간호 요구도의 변화도를 악 할 것이 필요하다.

(3) 가능 요인

  가능 요인인 의료보장형태를 비교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에서 의료 여 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2.35%로 일반 병동 이용 

상자에 비해 8.93%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  의료 여 환자의 비율이 선행연구(박병규 등, 2016)에서  8.0%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특성상 성인에 

비해 의료 여 환자의 비율이 2배 정도 높은 황이 반 된 것으로 

보여진다(정규호, 2012). 일반병동 상자에 비해 의료 여 환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일부 본인부담 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불하므로 

가족간병을 이용하거나 사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보다 의료비에 비용이 

포함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간병비 부담이 감소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박병규 등, 2016). 

2) 상자의 의료 공  체계 특성

  의료공  체계 특성은 의료조직 요인과 의료제공자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는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해당 의료기 과 병상을 

직 으로 반 하는 결과가 아니라 상자들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반 하는 결과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구체 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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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조직 요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들이 이용한 의료기 형태는 종합병원, 병원, 

상 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상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 종합병원을 이용한 상자의 

비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6.5%,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 35.4%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체 

노인 수술 환자의 상 종합병원 이용률에 비해 상 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김지우, 2018), 의료기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 

수가 종합병원, 병원, 상 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의료기  수가 종합병원, 

병원, 상 종합병원 순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어(김지우, 2018; 김기성 등, 

2017) 이와 같은 결과에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도입 기에 2015년 참여한 

상 종합병원이 체 1개에서 2016년 31개, 2017년 41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동안 종합병원과 병원도 참여 의료기  수도 각각 

157%, 232%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우, 2018). 이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  수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의료기 형태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역시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이 측된다.

  상자들이 이용한 의료기 의 치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이 가장 많았고 시 단  지역, 도 단  지역 순이었다. 수도권에 치한 

의료기 을 이용한 비율이 일반병동 이용 상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김지우, 2018)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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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을 심으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 수 역시 수도권에 집 되어 있는 황이 

반 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 의 

형태와 치,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요한 

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도 의료기  형태와 치에 따라, 해당 의료기 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거나 병상 수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일반병동을 이용하는 상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기  형태  치 

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기 과 병상의 수, 이용자 수와 그 증가 

속도가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므로 이를 고려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계 으로 확 해 나가는 략이 필요하다.  

(2) 의료제공자 요인

  의료제공자 요인인 50병상 당 의사 수와 50병상 당 간호사 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와 일반병동 이용 상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상자들이 이용한 의료기 의 평균 

50병상 당 의사 수는 일반병동 상자들에 비해 게 나타났으며 50병상 당 

간호사 수는 근소한 차이로 많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 의 해당 

병동을 기 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연구 상자를 기 으로 상자가 

이용한 의료기 의 50병상 당 의사 수와 50병상 당 간호사 수를 분석한 

결과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 일반병동 상자들의 이용한 

의료기 의 경우 상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 으로 매우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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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에서 체 병상  매우 일부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의료기 형태에 따른 하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상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의료기 에서 50병상 당 의사 수가 

일반병동 상자에 비해 더 게 나타났다. 반면 병원의 경우에는 50병상 당 

의사 수가 더 많게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들이 이용한 

의료기 의 50병상 당 간호사 수는 일반병동 상자들에 비해 

상 종합병원에서 더 었고,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는 더 많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유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 형태에 따라 병원에 비해 상 종합병원에서 상향의 간호인력 

배치수 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고, 종합병원에서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김기성 등, 2017)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하지만 의료기 형태에 

따라 간호사 배치 수  별 간호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배치수 의 정성을 평가한 선행연구(김진  등, 2018)에서 

상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요구도가 높을수록 배치수  역시 높았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간호요구도와 간호사 배치 수 이 비례 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에서는 배치수 이 낮은 의료기 에 입원한 

환자의 간호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환자의 간호요구도에 따라 정한 간호인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과도한 업무량과 미흡한 보상, 하지 못한 

간호인력 배치수 은 계속해서 지 되고 있는 문제이다(강인성, 김윤희, 2018; 

김진헌 등, 2017; 김진헌 등, 2018; 조성 , 2017). 간호인력 배치수 이 

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시간이 감소하고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Tw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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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field, Bremner, Rapley, & Finn, 2012). 재 간호인력의 투입에 한 

보상으로 의료기 에 주어지는 간호간병 입원료가 실제 간호 제공 주체의 

보상으로 연결되는 기 이 취약한 실정이다(김진  등, 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가 의료기 의 수익에만 기여하고 간호제공의 

주체에게 한 보상과 간호인력 배치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간호 인력의 업무과다와 소진, 간호의 질 하로 이어질 것이다. 증가된 

입원료가 실제 간호요구량에 맞는 고용으로 이어져 정 근무 환경을 

유지시켜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속  확 가 

가능할 것이다. 

3) 입원 서비스 이용 의료비와 재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와 일반병동 이용 상자를 비교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평균의료비가 더 많고 재원일수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세부 항목을 분석하 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와 일반병동 이용 상자 모두 에피소드 당 의료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처치  수술료’로 확인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입원료’와 ‘요양병원정액료’가 그 뒤를 이은 반면,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 ‘주사료’와 ‘검사료’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의 경우 일반병동에 비해 

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났고, 입원비에 간호간병료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병동에 

입원했을 때 청구되는 입원비에 비해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는 일반병실 입원료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보건복지부, 2018). 일반병동 상자에 비해 ‘주사료’, ‘검사료’ 등 다른 

항목들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은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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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가 일반병동 상자에 비해 간호요구도와 

증도가 낮아 추가 인 치료나 처치,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을 수 있다. 

둘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아 입원간호 결과가 향상되어(Boo et al., 2015) 추가 인 처치로 인한 

비용이 더 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수술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표 편차는 14.25±11.12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9.8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지우, 2018)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났다. 

의료기 형태에 따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상 종합병원이 평균 6.65일, 종합병원이 7.38일, 병원이 

6.88일로 상 종합병원의 재원기간이 가장 짧았고, 종합병원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상인 노인 수술 환자의 특성상 성인에 비해 

재원일수가 길다(정규호, 2012). 한 본 연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자  상 종합병원보다 상 으로 재원일수가 긴 종합병원과 병원의 

상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체 상자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비해 

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재원일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합 이고 다양함으로 추후 연구에서 상자의 성별, 진료과, 주상병, 

의료기 형태  치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세부 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평균 재원일수가 

일반병동 이용 상자와 비교하여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수술 환자의 재원일수가 1.34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Boo et al., 20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확  실시하면서 퇴원지연에 한 우려 역시 지속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 퇴원을 하지 못한 재원환자 7명은 19일 이상의 긴 재원일수를 보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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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지연 사유는 질 높은 입원서비스에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비용이 

사  간병인 고용이나 요양병원의 간병비에 비해 경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이었다(박병규 등, 20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환자 1인당 1일 입원료는 일반병실 입원료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보건복지부, 2018).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 에 따른 

수익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의 입원이 

장기화되는 등 비효율  운 이 일어날 수 있다(김진  등, 2017). 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재원일수를 14일 이내로 통제하고 

있으나(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실제로 다른 병동에 입원했다가 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입원하는 사례에 해서 통제하고 있지는 

않다(김진  등, 2017). 따라서 실제 운  목 에 맞게 성기 치료에서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목 에 맞는 효율 인 운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리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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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향 요인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계층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구체 인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가 같다. 

1) 상자의 환자 특성

  상자의 환자 특성 요인  개인 요인을 투입한 Model 1에서 연령과 성별 

모두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 할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오즈비가 높았다.

  필요 요인을 투입한 Model 2에서 진료과, 주상병, 입원도착경로, 환자실 

입실 여부가 유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진료과가 ‘정형외과’인 경우에 

비해, ‘내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질환’인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오즈비가 낮았다. 주상병이 ‘근골격계계통  

결합조직의 질환’인 경우에 비해 ‘손상, 독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신생물’, ‘소화계통의 질환’, ‘순환계통의 질환’, ‘기타’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오즈비가 낮았다. 진료과가 ‘정형외과’인 경우, 

그리고 주상병이 ‘근골격계계통  결합조직의 질환’인 경우 다른 질환에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상 종합병원보다는 주로 종합병원, 병원에서 

시행  참여되고 있기(김지우, 2018; 김진  등, 2018)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상 종합병원은 암 환자가 약 50%로 가장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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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은 

상 종합병원이나 병원과 달리 50% 가까이 차지하는 다빈도 질환은 없었고, 

외상,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암, 호흡기계 등의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김진 , 2018). 병원은 근골격계 질환이 49.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외상, 소화기계 순으로 다빈도 질환이 분포하 다(김진  등, 2018). 

이를 고려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상자의 진료과와 주상병이 

매우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원도착경로가 ‘기타-외래’인 경우에 비해 ‘타 요양기  경유-응 실’인 

경우 오즈비가 높았다. 입원기간  환자실에 입실한 이 없는 경우 

입원한 경험이 있는 상자에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오즈비가 

높았다. 증도가 높을수록 의료진 요청에 의한 보호자 상주가 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를(박병규 둥, 2016) 고려할 때, 증도가 높고 집 인 

간호가 필요한 상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일반병동을 이용하는 것이 더 선호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가능 요인을 투입한 Model 3에서 의료보장형태가 건강보험인 경우보다 

의료 여인 상자의 경우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 여 상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함으로 추가 인 간병부담이 

발생하는 일반병동보다 간호·간병서비스를 상 으로 더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상자의 의료 공  체계 특성

  의료 공  체계 특성  의료조직 요인을 투입한 Model 4에서 

의료기 형태와 의료기 치 모두 유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입원기  

형태가 상 종합병원인 경우에 비해 종합병원 혹은 병원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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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오즈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 

의료기 치가 수도권인 경우에 비해 역시 혹은 도의 경우 오즈비가 더 

낮게 확인되었다. 이는 의료기 형태가 상 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 혹은 

병원에서, 그리고 의료기 치가 역시 혹은 도의 경우에 비해 수도권인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 이 더 많이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지우, 2018; 김진  등, 2018).

  마지막으로 의료공  체계 특성을 투입한 Model 5에서 의료제공자 요인인 

50병상 당 의사 수와 50병상 당 간호사 수가 유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50병상 당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오즈비가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상자의 경우 일반병동을 이용한 상자들에 비해 상 종합병원보다 

종합병원 혹은 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높다는 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상 으로 상 종합병원에 비해 종합병원 혹은 병원의 의사 수가 음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 상자가 이용한 의료기 의 

50병상 당 간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상자가 이용한 의료기 의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상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여러 향요인  의료공  체계 특성이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기로 확 되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상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기 해서는 상자가 이용한 해당 의료기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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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시행 목 은 간호인력 배치수 을 향상시켜 국민의 

간병 부담을 낮추고 질 높고 안 한 입원간호서비스의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자가 이용하는 의료기 의 특성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 의료기 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여부 역시 의료기  특성의 향을 크게 

받으므로(김기성 등, 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비교  덜 도입된 상 종합병원과 도 단  지역 

의료기 에 지원을 확 하는 등 참여가 열악한 의료기 의 시행 확  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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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과 특성을 

악하고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입원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시행한 이차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와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환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 진료과, 주상병, 입원도착경로, 환자실입실여부, 

Charlson 동반질환지수, 의료보장형태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일반병동 이용 상자에 

비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진료과가 ‘정형외과’인 비율, 주상병이 

‘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인 비율, 입원도착경로가 ‘응 구조  후송 

혹은 타요양기 을 경유하지 않고 외래를 통한 입원’인 비율, 의료보장형태가 

의료 여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입원기간  환자실 입실 비율과 

Charlson 동반질환지수는 더 낮게 나타났다.

  둘째, 의료공 체계 특성을 비교한 결과, 의료기 형태, 의료기 치, 

50병상 당 의사 수, 50병상 당 간호사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의료기  

형태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병원, 

상 종합병원 순으로 많은 상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병동 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상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 의 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의료기 의 

치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시 단  지역, 도 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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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병동 이용 상자의 경우 수도권, 도 단  지역, 시 

단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경우 

수도권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병동 이용 상자에 비해 약 19% 더 

높게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들이 이용한 의료기 의 

50병상 당 의사 수는 더 게, 50병상 당 간호사 수는 더 많게 나타났다.

  셋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입원 서비스 이용 의료비와 

재원일수를 일반병동 이용 상자와 비교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상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고, 의료비가 

더 많게 나타났다.

  넷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향 요인으로 연령, 성별, 진료과, 주상병, 

입원도착경로, 환자실 입실여부, 의료보장형태, 의료기 형태, 의료기 치, 

의료기 의 50병상 당 의사 수와 간호사 수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인 경우, 진료과가 ‘정형외과’인 경우, 주상병이 

‘근골격계통  결합조직의 질환’인 경우, 입원도착경로가 ‘타의료기  

경유-응 실’인 경우, 입원 기간  환자실 입실하지 않은 경우, 

의료보장형태가 의료 여인 경우, 의료기 형태가 상 종합병원일 때보다 

종합병원 혹은 병원인 경우, 의료기 치가 수도권인 경우, 의료기 의 

50병상 당 간호사 수가 많은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 의료공  체계 특성이 가장 향력이 큰 

것으로 악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여러 향요인  의료공  체계 특성이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황을 반 하는 자료인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노인 수술 환자의 입원에피소드를 구축하 으며,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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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일반병동 이용 상자와 비교하여 악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향요인을 분석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 인 운 과 확산을 돕고,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 마련에 방향성을 제시하며 련 정책에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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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 과 제언

  본 연구의 제한 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입원환자표본자료의 경우  국민을 표할 수 

있는 자료이며, 연령 그리고 성별과 같은 인구학  자료를 비롯하여 진단명, 

시술  처치 내역, 처방 내역, 요양기  정보와 같은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 

이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청구를 해 만들어진 원자료를 

연구자의 목 의 맞게 이차자료원으로 이용함으로써 변수의 조작과 분석 시 

몇 가지의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자 자격과 건강검진기록, 

상자의 행  등 다양한 환자 련 변수, 상자가 이용한 의료기 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여부, 병동 시스템 등과 같은 조직 련 변수와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가족 간병 혹은 사  간병인 사용의 선호 혹은 

능력 여부, 상자의 임 , 가구소득, 가구 구성 특성 등과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악할 수 없다는 제한 이 존재한다. 특히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입원에 

주요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의 임상  추론이나 의사결정의 과정을 

반 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연구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변수들을 고려한 자료수집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입원환자표본자료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 을 이용하 는지를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연구 상을 선택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 에 방문한 상자들 역시 연구 상에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하며, 추후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자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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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 을 상으로 

연구 상자를 한정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향 요인을 분석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다양한 진료과목과 주상병을 가지고 국의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 에서 다양한 수술을 받은, 노인 수술 환자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그러나 노인 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종류, 기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의 향을 받는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모든 노인 수술 환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해 연령군, 

진료과목과 수술 종류, 지역별, 병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 집단 분석 혹은 

짝짓기(matching) 분석 등을 이용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행 기 과 병상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과 경험이 축 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정책이 크게 성숙하고 

변화할 수 있다. 한 변하는 임상  상황은 정치  환경, 사회  변화의 

향을 크게 받으므로, 2016년 입원환자표본자료를 원자료로 한 본 연구의 

횡단  연구설계로는 시간의 흐름과 정책 , 사회  변화에 따른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과 특성, 향요인을 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시행 기에서부터 재까지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의 변화와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종단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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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간호실무, 간호정책, 간호연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1) 간호실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간호서비스의 질과 감염 리 측면에서 모든 

국민과 환자에게 매우 요한 서비스이다. 타 OECD 국가의 건강 리체계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인력과 비용  자원 부족으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과 특성을 

일반병동 상자와 비교하여 악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 

실무에서 의료진과 상자의 입원서비스 이용 결정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해서 명시하고 련 기 으로 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배분에 

효율성을 증  시킬 것으로 기 된다. 

2) 간호정책

  간호정책 측면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의 확   발 을 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더욱 우선 으로 필요한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진시키고, 참여가 부족한 기 을 악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시행을 확 시키는 것이 요하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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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이용 황과 입원 환자의 특성을 악함으로써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과 련 기 의 참여를 높이기 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시행 의료기 의 특성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다른 요인보다 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스템 

유지와 간호 제공 주체의 보상으로 이어져 질 높고 안 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 의 노력과 함께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간호연구

  간호연구 측면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한 요구가 높은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혹은 근거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황과 특성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황을 표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일반병동 이용 상자와 비교하여 악하고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재 기 이 

모호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을 개발하는 련 

연구에 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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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 생명윤리 원회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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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변수 증례 기록서

변수명
자료의

변수명

형

식
속성명 속성정의 비고

종속변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CNS
숫

자
구분코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청구코드인 

‘AV’로 시작하는 청구코드를 가진 

자

종속변수

입원에피소드 

형성하고, 

진료내역테이

블의 DIV_CD 

변수를 

참고하여  

변수 생성

독립변수

환자 특성 요인

연령
PAT_

AGE

숫

자
수진자 연령 2개월 이하:0.2, 3-12개월:0.9 65세 이상

성별

SEX_

TP_C

D 

숫

자

성별 

구분코드

수진자 수급자의 성별구분 

9:기타, 1:남, 2:여

의료보장 

형태

INSU

P_TP_

CD

문

자
보험자 코드

4: 건강보험   5: 

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만 

국비지원) 7: 

보훈국비환자(진료비(약제비)전액

을 전액 국비지원)

주상병
MSIC

K_CD

문

자
주상병 코드

주된 상병분류기호(약국 

증상분류기호, 한방상병코드)

입원횟수
DIV_C

D

입원에피소드 

형성하여 

추산

재원일수

VST_

DDCN

T

문

자
입내원일수 입원일수

수술 여부
SOPR

_YN

문

자
수술여부

주된 상병명과 관련된 수술을 

시행한 경우 0:비수술, 9:수술

중환자실 

입실 여부

CZ_IT

EM_C

D

문

자
항목코드

항코드 02: 입원료, 목코드 03: 

중환자실

입원도착 IPAT_ 문 입원도착 도착경로(1:타요양기관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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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ARIV_

PTH_

TP_C

D

자
경로구분

코드

2:응급구조대 후송, 3:기타) + 

입원경로(1:응급실, 2:외래)

CCIs

환자별 

주상병 코드 

사용

의료공급체계 특성요인

입원기관 

종류

y_jon

g

숫

자

요양기관 

종별코드

01=상급종합병원, 11=종합병원,  

21=병원, 28=요양병원, 

29=정신요양병원, 31=의원,  

41=치과병원, 51=치과의원, 

61=조산원, 71=보건소, 

72=보건지소,  73=보건진료소, 

74=모자보건센터, 75=보건의료원, 

81=약국, 92=한방병원, 

93=한의원

진료과
DGSBJ

T_CD

문

자

진료과목

코드

요양기관에서 청구시 기재한 

진료과목코드

의료기관

위치

zip_s

d

문

자
시도코드

11=서울, 21=부산,  22=인천, 

23=대구, 24=광주, 25=대전,  

26=울산,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50병상 당 

의사 수

fer_5

0bed_

docto

r

숫

자

50병상 당 

의사 수

fer_50bed_doctor=(총 

의사수/총 병상수*50)소수 1째 

자리 반올림

50병상 당 

간호사 수

fer_5

0bed_

nurse

숫

자

50병상 당 

간호사 수

fer_50bed_nurse=(총 간호사 

수/총 병상수*50)소수 1째 자리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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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Comorbidities for Charlson Comorbidities (Quan et al., 2005)

Comorbiditie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revision code

Myocardial infarction I21.x, I22.x, I25.2

Congestive heart failure
I09.9, I11.0, I13.0, I13.2, I25.5, I42.0, I42.5–I42.9, I43.x, I50.x, 

P29.0

Peripheral vascular

disease

I70.x, I71.x, 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Z95.8, Z95.9

Cerebrovascular disease G45.x, G46.x, H34.0, I60.x–I69.x

Dementia F00.x–F03.x, F05.1, G30.x, G31.1

Chronic pulmonary disease I27.8, I27.9, J40.x–J47.x, J60.x–J67.x, J68.4, J70.1, J70.3

Rheumatic disease M05.x, M06.x, M31.5, M32.x–M34.x, M35.1, M35.3, M36.0

Peptic ulcer disease K25.x–K28.x

Mild liver disease 
B18.x, K70.0–K70.3, K70.9, K71.3–K71.5, K71.7, K73.x, 

K74.x, K76.0, K76.2–K76.4, K76.8, K76.9, Z94.4

Diabetes without chronic

complication

E10.0, E10.1, E10.6, E10.8, E10.9, E11.0, E11.1, E11.6, E11.8, 

E11.9,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1, E13.6, 

E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

E10.2–E10.5, E10.7, E11.2–E11.5, E11.7, E12.2–E12.5, E12.7, 

E13.2–E13.5, E13.7, E14.2–E14.5, E14.7

Hemiplegia or paraplegia G04.1, G11.4, G80.1, G80.2, G81.x, G82.x, G83.0–G83.4, G83.9

Renal disease 
I12.0, I13.1, N03.2–N03.7, N05.2–N05.7, N18.x, N19.x, N25.0, 

Z49.0–Z49.2, Z94.0, Z99.2

Any malignancy,

including lymphoma

and leukemia, except

malignant neoplasm of

skin

C00.x–C26.x, C30.x–C34.x, C37.x–C41.x, C43.x, 

C45.x–C58.x, C60.x–C76.x, C81.x–C85.x, C88.x, 

C90.x–C97.x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 

K76.6, K76.7

Metastatic solid tumor C77.x–C80.x

AIDS/HIV B20.x–B22.x, B2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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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tiliz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s in Older Adult Inpatients after 

Operation

                                                        Son, Dasom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cross-sectional and correlational study used a secondary analysis 

with 2016 claims data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o identify the utilization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s in elderly surgical patients.

  The inpatient sample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s 987,763 claims 

data extracted from 6,374 people who admitted th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and 75,466 people who admitted the general ward among the older 

adults after operation.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an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AS statistical software 

version 9.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93 -

1. Comparing the patient characteristics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users and those of general war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403.96, p<.001), department (=1426.42, p<.001), 

major diagnosis (=2206.23, p<.001), admission route (=636.98, 

p<.001), intensive care unit entrance (=486.48, p<.001),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239.18, p<.001).

2. Comparing the health care institution feature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ypes of health care institutions (=2357.34 

p<.001) and location (=1009.31, p<.001), the number of doctors per 50 

beds (t=57.61, p<.001), and the number of nurses per 50 beds (t=-4.93, 

p<.001).

3. The average cost of hospitalization±standard deviation of th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s users was 5,538,921±4,296,282 won, and 

median value was 4,567,915 won. In addition, the number of hospital 

days±standard deviation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s users were 

14.25±11.12 days and median was 12 day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average cost of hospitalization (t=-9.80, p<.001) and the number of 

hospital days (t=-8.07, p<.001) with those of general wards, the number 

of hospital days for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s was longer and cost 

of hospitalization were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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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ctors influencing the utilization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s 

were significant: age, sex, department, major diagnosis, admission route, 

intensive care unit entrance, medical assistance type, types of health 

care institutions, and health care institution location as well as the 

number of doctors and nurses per 50 beds of health care institution. In 

the final model of this study,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health care 

institution features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utilization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s in the elderly surgical patients.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the util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e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s of elderly surgical patients were 

identified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the general ward and analys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use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s.

  It provides evidence data for helping decision making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s for medical staff and eldery surgical patients, provides 

baseline data on guideline for the use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s 

for eldery surgical patients, and provide suggestions for the spread of 

relevant policies.

Key words : Eldery surgical patient,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