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감사의 말씀

다시 학생이 된다는 것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에 큰 자극이 되었고 무,

척이나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

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논문을 시작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을 잡아주신,

이제는 아버지 같은 김태현 교수님 세심하게 조언해주신 이상규 교수님, ,

함께 고민해 주시며 가르침 주신 장석용 교수님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리부터 시작해 논문 작성의 길을 함께 해준 김봄결 연구원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말마다 노트북과 강의실을 준비해 준 김도희 연구원.

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여서 든든했던 동기 선생님들 특히. ,

논문 작성하면서 정신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힘을 주었던 김혜선 신창호, ,

조은덕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대학원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동기부여 해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주신

박영국 교수님 학업과 업무 일정을 병행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관심주,

신 김연수 팀장님 수업 있는 날마다 시간 조율해 주신 교정과 선생님들, ,

그리고 김혜영 선생님 김주란 선생님 지선이 바롬이 이하 보존과 식구들, , ,

백업해 주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힘이 되어준 승리 그리고 항상 응원해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 늦게 시작한 공부임에도 믿고 지지해주신 엄마 아빠 현서 지원, , , , ,

도훈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년 월 전원화 올림2021 6



- i -

차 례

국문요약

서론.Ⅰ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1

연구 목적2. ························································································································4

문헌고찰.Ⅱ ························································································5

당일 접수1. ························································································································5

치과 응급실 내원 요인에 관한 연구2. ··········································································9

연구 방법.Ⅲ ·················································································· 13

연구 모형1. ······················································································································13

연구 대상2. ························································································································14

자료 수집 방법3. ············································································································16

연구 변수4. ······················································································································17

분석 방법5. ······················································································································19

윤리적 고려6. ··················································································································20



- ii -

연구 결과.Ⅳ ····················································································2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1. ··························································21

당일 접수 관련 요인2. ····································································································27

고찰.Ⅴ ································································································33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1. ······························································································33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2. ······························································································35

연구의 제한점3. ··············································································································38

결론.Ⅵ ····························································································39

참고문헌······························································································40

부록······································································································45

ABSTRACT ······························································································55



- iii -

표 차 례

표 당일 접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요약1. ··················································8

표 치과 응급실 내원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2. ····································12

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3. ··········································22

표 예약관련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4. ··················································24

표 진료형태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5. ················································26

표 당일 접수 관련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6. ····················································30

부록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1. ····································46

부록표 예약관련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2. ············································48

부록표 진료형태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3. ············································50

부록표 당일 접수 관련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4. ············································52

그 림 차 례

그림 연구의 모형1. ································································································13

그림 연구 대상 선정2. ··························································································15



- iv -

국 문 요 약

치과대학병원의

당일 접수 환자 특성 및 관련 요인

본 연구는 치과대학병원에 회 이상 내원한 환자 구환 에 따른 당일 접수1 ( )

환자의 특성과 경향을 분석하여 당일 접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서울 소재 치과대학병원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2019 3 1 2020 2 29 1

간의 외래 진료 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당일 접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예약관련 특성 진료형태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 다.

당일 접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의 단위는 외래(multiple logistic regression) ,

내원 건으로 동일 환자가 여러 번 내원할 수 있으므로 일반화추정방정식 모

형을 사용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은 총 건으로 당일 접수율은 로 나타났다 인146,567 14.1% .

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이 남성인 경우와 연령이 세 세 환자20-29 , 30-39

군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에 당일 접수 가능성이 높았으며 직원 직원 가, , ·

족이 높은 당일 접수 경향을 보였다 예약관련 특성에서는 시 분 시. 8 00 -9 59

분에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높았고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월요일에 당일 접,

수 경향이 높았다 진료형태 특성에서는 진료과와 진단명에 따른 당일 접수.

경향에 차이가 있었고 비급여 진료에서 당일 접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

타과진료가 있는 환자가 타과진료가 없는 환자에 비해 당일 접수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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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관련 요인별로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음을 파.

악할 수 있었다.

예약 진료를 기반으로 하는 구환의 경우 여전히 의 당일 접수 건이14.1%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연구의 결과는 치과대학병원의 예약 관리를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

다.



핵심어: 당일 접수 치과대학병원 구환 예약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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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연구 배경 및 필요성1.

오늘날 대부분의 서비스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민정 그( , 2012).

러나 사전 예약 없이 내원하는 고객들 또한 여러 이유(walk-in customers)

로 종종 환영받거나 받아들여진다 예약 없이 내원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Wang, Liu

예를 들면 기업의 수익증대 고객 풀의 확대 긍정적인 비and Wan, 2020). , ,

즈니스 이미지 구축 등이다 실제로 은행은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방문이 가.

능하다 호텔은 객실이 남아있는 경우 당일 방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다 식당은 입소문 마케팅을 위해 당일 방문에 의존한다 뷰티업계 역시 그. .

들의 단골 확보를 위해 당일 방문을 허락한다 서비스센터는 더 많은 고객.

에게 어필하기 위해 당일 방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Wang, Liu and

Wan, 2020).

그러나 당일 방문 고객은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전에 시간 예.

약을 하고 온 고객들의 서비스에 영향을 끼친다(Morikawa and Takahashi,

예약된 고객과 당일 방문 고객 사이에서2017; Wang, Liu and Wan, 2020).

의 갈등이 큰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의료분야이다(Wang, Liu and Wan,

환자에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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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진료 시간은 사전에 완전(Pan et al., 2020).

히 예약되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당일 접수 환자는 이중 예약으로 이어지고

불필요하게 대기시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Riedel et al., 2018).

따라서 당일 예약은 이미 초과 예약된 관행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John, 2012).

실제 치과 병원에서 비예약자는 당일 접수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예

약 진료로 운영되는 재진 세션의 경우는 당일 접수 환자들을 위한 시간대가

따로 배려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당일 예약 부도로 공백이 생.

길 때 또는 예약 환자의 진료 내용이나 범위의 조정을 통해 당일 접수 환자

의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 김란 또한 치과 진료는 한 환자에게 소( , 2000). ,

요되는 시간이 다른 외래 진료과에 비해 비교적 긴 편이며 인력과 공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당일 접수 환자로 인한 진료의 지연과 대기 시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외래진료 예약제의 정착이 그 어.

느 진료과보다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란 따라서 치과 병( , 2000).

원에서의 당일 접수 환자 관리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당일 접수 환자의 현황과 경향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일차 의료에서 당일 접수 환자는 하루 방문 환자의.

를 차지한다10.0%~ 60.0% (Shonick and Klein, 1977; Moore et al., 2001;

타이완의 의료기관에서는 평균 의 당일 접수Cayirli et al., 2008). 72.0%

가 발생한다 중국에서는 당일 접수를 통한 진료가 일(Su and Shih, 2003).

반적인 방법으로 통용되므로 당일 접수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난다(Barber et

독일의 연구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사전 예약을 요구하고 있지al., 2014).

만 여전히 의 환자는 예약 없이 당일 접수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5.0% (Riedl

일본의 내과 진료에서는 외래환자의 이상이 당일 접et al., 200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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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환자라고 보고하였다(Morikawa and Takahashi, 2017).

해외에서는 진료 효율성을 저하하고 환자 대기 시간을 가중하는 당일 접

수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경.

의 종합병원 외래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 및 환자 만족도 재이용 의(2010) ,

도와의 관계 연구에서 예약 환자와 당일 접수 환자의 평균 진료대기 시간을

비교 분석하였으나 치과대학병원에 특정된 당일 접수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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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2.

본 연구에서는 국내 치과대학병원의 예약 환자와 당일 접수 환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당일 접수 환자의 특성 및 경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당일 접수 현황을 확인한다, .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예약관련 특성 진료형태 특성에 따른 당일 접, , ,

수 여부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셋째 구환을 대상으로 당일 접수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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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Ⅱ

당일 접수1.

가 당일 접수의 정의.

당일 접수 환자 란 예약을 하지 않고 서비스 등을 받기(walk-in patients)

위해 도착하거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를 의미한다.

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수란 사전 예약 없이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접수 형

태를 의미한다(Riedel et al., 2018).

예약 시스템은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진료 전 예약을 하고 내원하는 것은 아니다(Pan et

그 결과 긴 대기시간 서비스 제공자의 초과 근무 서비스 질al., 2020). , ,

의 하락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Morikawa and Takahashi, 2017; Wang

et al., 2020).

나 당일 접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당일 접수에 관한 외국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예약 없이 내원한 환자나 상

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나라별 진료 환경이나 제도 등의 차이가 있으므.

로 진료 예약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의료기관에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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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은 영국의 일반진료에서 예약 내원 환자와 당일 접수Stoddart (2003)

환자의 특징을 비교하는 관찰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들이 당일 접수를 요.

청하는 이유는 급성 질환 발생과 관련이 깊었고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서는,

연령을 빼고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등 은 당일 예약이 예약 시스템에 대한 환자 만족도에 미치Sampson (2008)

는 영향을 최초로 연구하였는데 당일 예약 비율이 증가하면 만족하는10%

환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예약을 비율을 늘리게 되8% .

면 특히 노인 환자에서 예약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등 은 호주의 에 긴급 방문한 세Wong (2012) public oral health clinic 18

미만의 소아 환자의 내원 이유와 유형을 조사하기 위해 년간의 후향적 연3

구를 시행하였다 긴급 내원의 가장 큰 원인은 치아 우식에 관련한 것으로.

소아 응급 진료 예약의 약 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다음으로 외3/4 .

상 충치 또는 외상 외의 이유로 인한 불편함 교정치료 관련 등의 순으로, ,

나타났다.

은 당일 접수 환자의 주중 또는 계절별 방문 경Cayirli and Gunes(2014)

향에 따른 외래 진료 예약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예정된 환자의 대기

시간 발생과 진료실의 초과 근무 없이 당일 방문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계절별 당일 방문 경향에서 피부과는 여름에 방문.

경향이 많은 반면 이비인후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주중 패턴은 전문.

진료과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월요,

일에 가장 높은 당일 접수 건이 보였고 그 다음이 목요일이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일반적으로 낮은 접수 건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등 은 예약 환자와 당일 접수 환자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Riede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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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연구를 시행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성별은 남자인 경우 만성질환이. , ,

없는 경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의 환자에서 당일,

접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낮은 연령과 의사의 판단에서 응급한 상.

황일 때 당일 접수와의 강한 관련성을 보였다.

은 교정치료 환자에서의 당일 응급 방Gyawali, Pokharel and Giri(2019)

문의 성격과 빈도를 평가하고 성별과 연령 간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개월간의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당일 응급 방문 비율은 로 고정6 . 8.23%

식 교정 장치의 탈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 성별이나 나이와는 유의

한 관련이 없음을 보였다.

등 은 당일 접수 환자의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예약관리 방법에Pan (2020)

관한 연구에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당일 접수 환자와 예약환자2013 1 2016 5

의 도착시간과 대기시간을 조사하였다 당일 접수 환자와 예약 환자의 도착.

시간에서 환자들이 많이 몰린 도착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보였다 평균 대기.

시간은 예약 환자가 분으로 나타났으나 당일 접수 환자는 오전 예약의15-30

경우 분 이상의 대기시간을 보였다70 .

등 은 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약 년간의 이비인Geelan-Hansen (2020) 19 3

후과 당일 클리닉 예약 환자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였다 여성보다 남성의.

당일 예약 건이 높았고 평균 연령은 세 범위 세 세 로 나타났다, 50.7 ( 19 -99 ) .

세 세 세 연령 그룹에서 높은 방문 분포를 보였다 당일 약속은51-65 , 19 -35 .

월 월 월이 많았고 월이 가장 적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당일 예약1 , 2 , 3 9 .

의 빈도는 번이었다1 .

은 당일 접수 환자가 있는 경우의 효율적인 예약Wang, Liu and Wan(2020)

관리를 위한 방법 연구에서 당일 접수 환자의 도착 시간 패턴을 조사하였

다 오전 시와 오후 시에서 당일 접수 건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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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 연구 내용 연구 결과

Stoddart et al

(2003)

예약 내원 환자와

당일 접수 환자의 특징을

비교하는 관찰 연구

환자들이 당일 접수를 하는 이유는

급성 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고,

환자의 특성으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밝힘

Sampson et al

(2008)

예약 진료 시스템에서 당일예약

비율의 증가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 연구

특히 노인 환자에서

당일 예약 비율의 증가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함을 제시

Wong et al

(2012)

호주의 public oral health

에clinic

예약 없이 긴급하게 내원하는

세 미만 소아환자의 특성 연구18

긴급 내원의 원인은

충치로 인한 내원이

대다수임을 밝힘

Cayirli and Gunes

(2014)

계절별 당일 접수 경향을 고려한

예약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주중 패턴은 진료과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월요일에 가장 높은

당일 접수를 보고함

Riedel et al

(2018)

예약 환자와 당일 접수 환자의

특성 차이에 관한 연구

연령이 낮을수록,

의사의 판단에서 응급한 상황일 때

당일 접수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함

Gyawali, Pokharel

and Giri

(2019)

교정 클리닉 외래에서 긴급하게

내원하는 환자

분석 연구

주원인이 고정식 교정 장치의

탈락이고 나이와 성별에는

차이가 없음을 밝힘

Pan et al

(2020)

당일 접수 환자의

대기 시간 감소를 위한

예약관리 방법 연구

예약 환자는 분15-30

오전 당일 접수 환자는 분 이상의70

평균 대기시간을 보였음을 밝힘

Geelan-Hansen et al

(2020)

이비인후과 두경부 수술-

클리닉에서 당일 클리닉

이용하는 환자 특성 연구

당일 약속은 남성 월에서 높고, 1

빈도는 회임을 보고함1

Wang, Liu and Wan

(2020)

당일 접수 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예약시스템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

당일 접수 환자의 도착시간이

오전 시와 오후 시에10 2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을 밝힘

표 1 당일 접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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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응급실 내원 요인에 관한 연구2.

환자들이 당일 접수를 하게 되는 여러 동기를 고려해보면 상태악화 응, ,

급상황 발생 시간이 있어서 마침 병원 근처에 있어서 주말이나 휴일이, , ,

다가와서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

가 환자들이 당일 접수를 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worsening complaints’

비율인 를 차지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치과 치39% (Riedel et al, 2018).

료 분야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상태악화나 응급상황은 무엇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치과 응급실 내원은 정규 진료시간 외의 당일 접수로. ,

볼 수 있으므로 진료시간 내의 당일 접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치과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경향을 참고하.

면 관련 변수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창수 등 은 년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치과 응(2011) 4

급환자에 관한 임상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전체적인 성별 분포는 남성 대.

여성 로 남성이 연령군은 세 군이 로 가장 많았다 외상 환1.9:1 , 0-9 34.6% .

자군에서는 남성이 세 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감염 환자군 분류에, 0-9 ,

서도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세 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20-29

지했다 감염의 발생 원인으로는 치성감염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96.0% .

치통 환자군의 분류에서는 치아우식에 의한 치수염으로 진단된 환자가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치관 주위염으로 진단된 환자로 치근단55.7% 20.1%,

농양은 를 차지했다 악관절 질환 환자 분류에서는 악관절 탈구가14.7% .

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그 중 습관성 탈구 환자가 로 나타났89.3% , 59.7%

다 구강 내 출혈 환자의 분류에서는 발치 또는 임플란트 시술과 같은 구강.

내 수술 후 발생한 출혈이었고 를 차지했다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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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민 박경주 는 년간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 (2012) 1

자의 주된 주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응급실 방문의 주된 이유는 외상.

통증 출혈 기타 순으로 보였다 월별 분포는 월58.5%, 30.7%,  8.5%, 2.3% .  5

이 으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외상 환자는 봄과 초여름에 통증이12.8% . ,

있는 환자는 월 월 월 순으로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9 , 5 , 3 .  

세 세 세 순이었다 외상군은 세 미만20-29 20.9%, 0-9 19.4%, 40-49 15.2% .  10

통증군은 세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의 가장 흔한31.7%, 20-29 26.8% .

원인은 아 탈구 열상 합병증이 없는 치관 골절 통증16.5%, 13.7%, 12.1%,

군은 치수 기원 치주 기원 수술 후 통증 순이었다 출46.1%, 20.7%, 8.9% . 

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발치 후 수술 후 치주염에 의한 자연66.7%, 16.7%,

출혈 이었다12.5% . 

박미연 은 년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을 대(2015) 1

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별로는 세 사이가 로 가장 많았으며 성0-10 28.2% ,

별의 비는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로 남성이 높음을 보였다 방문 시1.5:1 .

기는 월이 가장 높았고 방문 주소로는 외상이 로 가장 많았고 동통9 , 50.6% ,

이 부종이 출혈 보철 내과 교정 순20.7%, 10.2%, 7.5%, 2.9%, 2.5%, 1.4%

의 비율을 보였다 진단명에 따른 환자들의 방문 원인 분류는 외상이. 48.4%

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외과적 원인이 보존적 원인이 치주, 16.8%, 14.9%,

내과 보철 교정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시행6.2%, 4.6%, 2.9%, 1.2% .

한 일차처치 비율은 약 처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등 은 년간 조선대학교 응급실에 내원한 치과 응급환자를 분석Lee (2015) 4

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세 미만이 가장, 2 , 10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가장 바쁜 달은 월 로 나타났다 외상은 월이. 5 12.4% . 9

가장 많은 반면 로 인한 내원은 월이 가장 많았다 진단명에 따른, absces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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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원인으로는 외상이 가장 많았고 감염 출혈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 , ,

다 외상의 경우 연조직 질환이 로 가장 많음을 보였다. 53.0% .

김나현 은 년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응급실로(2016) 10

내원한 치과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연령별 분포는 세의 경우가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1.6:1, 0-2 18% ,

월별 일일평균 내원 환자 수는 월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주진단명5 .

에 따른 분석으로는 안면부 골절 이 가장 많았고 연조직염 및S026( ) , K122(

농양 입술의 외상 치아의 탈구 급성 치주염 등의 순), S015( ), S032( ), K052( )

이었다 방문 원인별 환자수의 분포는 외상이 가장 많았고 동통 종창 출. , , ,

혈 보철치료 관련 구강내과 관련 교정치료 관련 순이었다 이 결과는 해, , , .

당 병원 인근 지역의 인구 분포에 영향을 받아 유 소아 환자의 내원이 많·

은 특징이 반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등 은 년간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Kim (2019) 1

상으로 경향을 분석하였다 성비는 로 남성이 연령대는 세가. 1.45:1 , 0-9

로 가장 많았다 응급실 내원 환자가 가장 많은 달은 월로 나타났다25.0% . 5 .

주 증상은 외상 동통 출혈 순이었고 외상의 경우는 세 이하에서 가장, , 10

높았다 내원 루트는 환자가 직접 응급실을 찾아온 경우가 로 가장 높. 78.5%

게 나타났다 외상과 치통의 응급처치 시간 소요는 분 시간이 로. 30 -1 46.0%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등 은 프랑스 마르세유의 치과대학병원에서 정규 진료시Guivarc'h (2020)

간 내에 응급 관리 부서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특성에 대한 단면연구를 시행

하였다 대부분의 환자는 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 않던 외부환자로.

나타났고 치료를 받는 주된 동기는 통증이었다 하지만 의 환자는 본인. 8.7%

의 문제가 긴급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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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 연구 내용 연구 결과

장창수 등

(2011)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치과 응급환자에 관한

임상적 연구

외상 환자군과 감염 환자군 모두에서

남성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치통 환자군의 분류에서는

치수염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유태민 박경주,

(2012)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주된 주소에 관한 연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주된 이유는

외상 통증 순이었고 월별 분포는 월이, 5

가장 많았음을 보고함

박미연

(2015)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관한 연구

진료과별 원인에서 외과적 원인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존적 원인 치주, , ,

내과 보철 교정 순임을 밝힘, ,

Lee et al

(2015)

조선대학교 응급실에

내원한 치과 응급환자

분석 연구

남성 세 미만이 많았고, 10 ,

외상으로 인한 내원은 월 로9 , abscess

인한 내원은 월이 많았음을 보고함1

김나현

(2016)

이화여자대학교 응급실로

내원한 치과 응급환자

분석 연구

월 세의 남성5 , 0-2 ,

진단명은 안면부 골절S026( )

의 분포가 가장 높음을 보여줌

Kim et al

(2019)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분석 연구

응급실 내원 환자의 내원 경로는 환자가

직접 응급실을 찾아온 경우가 가장

높았고 외상과 치통의 응급 처치 시간,

소요는 분 시간이 가장 높은 비율을30 -1

보임을 밝힘

Guivarc'h et al

(2020)

프랑스 마르세유

치과대학병원에서

응급관리 부서에 내원하는

환자 특성 분석 연구

응급관리 부서와 일반 치과진료 부서

가지 타입의 치과 치료가 가능한2

치과대학 병원에서 정규 근무 시간 내에

치과 응급부서에 내원하는 환자는 주로

외부환자 주된 동기는 통증임을 보고,

표 치과 응급실 내원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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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Ⅲ

연구 모형1.

본 연구는 당일 접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예약관,

련 특성 진료형태 특성으로 구분하여 당일 접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인구사회학적 특성 예약관련 특성 진료형태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

직원 직원가족 여부·⚫

진료시간⚫

진료요일⚫

진료월⚫

보험유형 급여 비급여( / )⚫

진료과⚫

진단명에 따른 질환⚫

타과 진료 여부⚫

당일 접수

그림 연구의 모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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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2.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소재한 치과대학병원의 외래를 내원한 환자의 진

료 건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 2019 3 1 2020 2 29

지 년간의 기간 동안 전체 외래진료 건은 건이다1 181,365 .

예약 구분은 당일 접수 와 예약 접수 를 기준으로 하고 의뢰 의‘ ’ ‘ ’ ‘ ’

경우 추가적인 접수 형태이므로 제외하였다 진료과에서는 구강내과. ’,

구강악안면외과 교정과 보존과 보철과 소아치과‘ ’, ‘ ’, ‘ ’, ‘ ’, ‘ ’,

임플란트센터 치주과 이상의 개의 주요 진료과를 대상으로 하고‘ ’, ‘ ’ 8 ,

센터와 클리닉 및 기타 인 자료 건을 모두 제외하였다 신환은 본 병원‘ ’ .

에 처음 내원한 환자를 의미하며 구환은 본 병원에 내원한 경험이 있는 환,

자로 과초진 환자와 재진 환자가 포함된다 과초진은 해당 진료과에서 처음.

으로 진찰을 받은 환자를 의미하며 재진 환자는 특정 진료과에서 회 이상, 1

진료를 받은 환자를 의미한다 본 병원에서 신환은 당일 접수를 유도하는.

진료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구환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는 총 건이다146,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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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년 외래 환자 진료 건수2019 -2020

건(n= 181,365 )

예약 구분 의뢰 건‘ ’

건 제외(n= 13,532 )

진료과 구분

구강교육실 국제진료실‘ ’, ‘ ’,

난치성턱뼈질환센터‘ ’,

스켈링센터 영상치의학과‘ ’, ‘ ’,

종합검진센터 치료진료센터‘ ’, ‘ ’,

통합진료센터 건‘ ’

건 제외(n= 5,610 )

신환 건‘ ’

건 제외(n= 9,623 )

결측치

건 제외(n= 6,033 )

최종분석대상

(n= 146,567건)

예약 접수

(n= 125,901건)

당일 접수

(n= 20,666건)

그림 연구대상 선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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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방법3.

연구대상 병원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기간 동안2019 3 1 2020 2 29

외래진료를 본 환자 전수의 원무기록을 분석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환자 개인 식별 정보인 병원 등록번호 대신 내원번호를 사용하였고 이 또한

초기 추출 단계에서 익명화하였다 연구대상 병원 의료정보팀과 의무기록실.

에 원무기록 자료를 요청한 후 추출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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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변수4.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환자의 당일 접수 여부이며 당일 접수 환자 외래‘ ( )=1’, ‘

예약 환자 으로 구분하였다 당일 접수는 사전 예약 없이 내원하여 접( )=0’ .

수한 경우 혹은 전화로 당일 예약을 하고 온 경우로 정의하였다.

나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당일 접수 여부의 관계 분석을 위하여 환자 개인의

성별은 남성 과 여성 으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개 그룹으로 세‘ ’ ‘ ’ , 7 ‘19

이하 세 세 세 세’, ‘20-29 ’, ‘30-39 ’, ‘40-49 ’, ‘50-59 ’, ‘60-69

세 세 이상 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거주지는 서울동북 서’, ‘70 ’ . ‘ ’, ‘

울동남 서울서북 서울서남 경기도 기타지역 으로 구’, ‘ ’, ‘ ’, ‘ ’, ‘ ’

분하였다 직원 직원가족 여부는 교직원 본인을 포함하여 인사과에 등록된. ·

직원가족을 의미하며 직원과 관련이 없는 그룹으로 나누어 구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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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관련 특성2)

연구 대상 병원의 외래 진료시간은 평일 월 금 에는 오전 시 분 시( - ) 9 00 -12

분 오후 시 분 시 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요일의 경우 야간진00 , 13 30 -17 30 .

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 분 시 분까지 추가 운영되고 있다 토요18 00 -20 00 .

일은 시 분 시 분까지 오전에만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고9 00 -12 30 .

려하여 진료시간은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8 00 -9 59 ’, ‘10 00 -12 29 ’, ‘12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이후 로 구30 -14 59 ’, ‘15 00 -17 29 ’, ‘17 30 ’

분하였다 진료요일은 정규 진료시간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진료일. ,

은 월부터 월까지 월별로 구분하였다1 12 .

진료형태 특성3)

환자의 당일 접수와 진료과별 및 증상별 특성과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보험유형은 급여진료 와 비급여진. ‘ ’ ‘

료 로 구분하였다 진료과는 구강내과 구강악안면외과 교정’ . ‘ ’, ‘ ’, ‘

과 보존과 보철과 소아치과 임플란트센터 치주’, ‘ ’, ‘ ’, ‘ ’, ‘ ’, ‘

과 개의 주요 진료과로 나누었다 질환은 주 진단명이 부여된 경우로 기’8 .

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인 코드에 근거하여 교정치료 구강내KCD-7 ‘ ’, ‘

과적치료 구강외과적 치료 보존치료 신경치료 치주치’, ‘ ’, ‘ ’, ‘ ’, ‘

료 외상치료 보철치료 기타 로 구분하였다 타과진료 여부’, ‘ ’, ‘ ’, ‘ ’ .

는 당일에 치과 포함 의과대학병원 한방병원 진료를 동시에 받았는지 아닌,

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타과진료 없음 과 타과진료 있음 으로 나누‘ ’ ‘ ’

어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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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5.

가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예약관련 특성 진료형태 특성 및 데이, ,

터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빈도분석 결과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당일 접수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특성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선행연구 고찰에서 당일 접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독립변수

로 하여 환자의 당일 접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분석에 사용된 단위는 개별 환자가 아.

닌 환자별 외래 방문 내원 건으로써 동일 환자가 여러 번 내원한 경우 내( ) ,

원 시점마다 당일 접수 여부가 다를 수 있다 통계분석에서는 동일 환자가.

여러 번 내원한 경우에는 관찰 기간에 독립적이라는 가정에 위배 될 가능성

이 있어서 이를 보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구환에서 과초진과 재진에 따른 당일 접수 관련 요인을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를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SAS version 9.4

유의수준은 로 설정하였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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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고려6.

본 연구는 년 월 대학치과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2021 2 K

하였으며 의료정보 자료 요청서를 통하여 해당 원무기록을 수(KH-DT20037) ,

집하여 받은 데이터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환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

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자 본인 인만 열. 1

람하여 외부인의 접촉을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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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Ⅳ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1.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는 표 과 같다 성별에 따른< 3> .

당일 접수의 경우 여성이 남성이 로 남성의 당일 접수가 높았13.3%, 15.1%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서는 세 이하, (p<.0001). 19

세 세 세 세12.3%, 20-29 19.8%, 30-39 14.7%, 40-49 11.8%, 50-59 13.9%,

세 세 이상 로 세가 당일 접수 경향이 가장 높았60-69 11.7%, 70 14.2% 20-29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서울동, (p<.0001).

북이 서울동남 서울서북 서울서남 로 나타났고13.4%, 19.0%, 21.3%, 24.6% ,

경기도가 그 외시도 로 서울지역에서 당일 접수가 높은 것으로12.3%, 18.0%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원 직원가족 여(p<.0001). ·

부에 따른 당일 접수에서는 직원 직원가족일 경우가 로 근소하게 높· 14.7%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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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Walk-in
p

YES NO
N % N %

성별

여성 81,453 (55.6) 10,883 (13.3) 70,620 (86.7) <.0001

남성 65,114 (44.4) 9,833 (15.1) 55,281 (84.9) 　

연령

19≤ 36,851 (25.1) 4,532 (12.3) 32,319 (87.7) <.0001

20 29– 24,874 (17.0) 4,930 (19.8) 19,944 (80.2)

30 39– 12,254 (8.4) 1,803 (14.7) 10,451 (85.3)

40 49– 12,655 (8.6) 1,491 (11.8) 11,164 (88.2)

50 59– 19,047 (13.0) 2,638 (13.9) 16,409 (86.2)

60 69– 21,273 (14.5) 2,488 (11.7) 18,785 (88.3)

70≥ 19,613 (13.4) 2,784 (14.2) 16,829 (85.8)

거주지

서울동북 89,316 (60.9) 11,950 (13.4) 77,366 (86.6) <.0001

서울동남 9,013 (6.2) 1,715 (19.0) 7,298 (81.0)

서울서북 4,217 (2.9) 896 (21.3) 3,321 (78.8)

서울서남 2,350 (1.6) 579 (24.6) 1,771 (75.4)

경기도 34,493 (23.5) 4,233 (12.3) 30,260 (87.7)

그 외시도 7,178 (4.9) 1,293 (18.0) 5,885 (82.0)

직원 직원가족 여부·

아니오 140,503 (95.9) 19,776 (14.1) 120,727 (85.9) 0.1939

예 6,064 (4.1) 890 (14.7) 5,174 (85.3)

total 146,567 (100.0) 20,666 (14.1) 125,901 (85.9)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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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약관련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

예약관련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는 표 와 같다 진료시간에 따< 4> .

른 당일 접수는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8 00 -9 59 19.8%, 10 00 -12 29 10.8%, 12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이후30 -14 59 18.2%, 15 00 -17 29 9.3%, 17 30 9.1%

로 시 분 시 분에 가장 당일 접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8 00 -9 59 ,

이를 보였다 진료요일에 따라서는 월요일이 화요일(p<.0001). 15.8%,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로 토요일12.8%, 11.7%, 14.7%, 14.0%, 19.6%

이 당일 접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월요일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 .

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료월에 따른 당일 접수는 월이(p<.0001). 1 13.3%, 2

월 월 월 월 월 월 월14.1%, 3 14.5%, 4 14.1%, 5 14.9%, 6 15.8%, 7 13.0%, 8

월 월 월 월 로 월이 당일 접12.1%, 9 13.0%, 10 13.7%, 11 15.1%, 12 16.2% 12

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 월 순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6 , 5 .

차이를 보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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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Walk-in

p
YES NO

N % N %

진료시간

시 분 시 분08 00 -09 59 31,088 (21.2) 6,157 (19.8) 24,931 (80.2) <.0001

시 분 시 분10 00 -12 29 41,920 (28.6) 4,541 (10.8) 37,379 (89.2)

시 분 시 분12 30 -14 59 35,355 (24.1) 6,421 (18.2) 28,934 (81.8)

시 분 시 분15 00 -17 29 33,705 (23.0) 3,139 (9.3) 30,566 (90.7)

시 분 이후17 30 4,499 (3.1) 408 (9.1) 4,091 (90.9)

진료요일

월요일 28,603 (19.5) 4,529 (15.8) 24,074 (84.2) <.0001

화요일 26,612 (18.2) 3,417 (12.8) 23,195 (87.2)

수요일 32,653 (22.3) 3,827 (11.7) 28,826 (88.3)

목요일 23,943 (16.3) 3,507 (14.7) 20,436 (85.4)

금요일 25,623 (17.5) 3,592 (14.0) 22,031 (86.0)

토요일 9,133 (6.2) 1,794 (19.6) 7,339 (80.4)

진료월

월1 12,114 (8.3) 1,608 (13.3) 10,506 (86.7) <.0001

월2 10,050 (6.9) 1,420 (14.1) 8,630 (85.9)

월3 12,166 (8.3) 1,758 (14.5) 10,408 (85.6)

월4 12,747 (8.7) 1,791 (14.1) 10,956 (86.0)

월5 12,575 (8.6) 1,869 (14.9) 10,706 (85.1)

월6 11,890 (8.1) 1,875 (15.8) 10,015 (84.2)

월7 13,692 (9.3) 1,782 (13.0) 11,910 (87.0)

월8 13,610 (9.3) 1,645 (12.1) 11,965 (87.9)

월9 11,180 (7.6) 1,452 (13.0) 9,728 (87.0)

월10 13,085 (8.9) 1,796 (13.7) 11,289 (86.3)

월11 11,989 (8.2) 1,811 (15.1) 10,178 (84.9)

월12 11,469 7.83 1,859 (16.2) 9,610 (83.8)

total 146,567 (100.0) 20,666 (14.1) 125,901 (85.9)

표 예약관련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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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료형태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

진료형태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는 표 와 같다 보험유형에 따< 5> .

른 당일 접수는 급여 진료의 경우 비급여 진료의 경우 로 비급13.1%, 16.5%

여 진료에서 당일 접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료과에 따라서는 교정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외(p<.0001). 5.9%, 11.8%,

과 보존과 보철과 소아치과 치주과 임20.6%, 16.0%, 18.7%, 14.7%, 14.4%,

플란트센터 로 구강악안면외과가 가장 높은 당일 접수 경향을 보였고2.5% ,

다음은 보철과가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진단명에 따른 당일 접수는 교정치료 구강내과치료 구강외과8.1%, 22.0%,

치료 보존치료 신경치료 치주치료 외상치료11.3%, 18.7%, 11.3%, 21.6%,

보철치료 기타 이었다 구강내과치료의 당일 접수 경향20.0%, 14.7%, 17.9% .

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치주치료의 당일 접수 경향이 높았다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타과진료 여부에 따른 당일 접수는(p<.0001).

타과진료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가 로 타과진료가 없는 경우가14.3%, 12.9%

높은 당일 접수를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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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Walk-in
p

YES NO
N % N %

보험유형

급여 104,523 (71.3) 13,721 (13.1) 90,802 (86.9) <.0001

비급여 42,044 (28.7) 6,945 (16.5) 35,099 (83.5)

진료과

교정과 19,651 (13.4) 1,155 (5.9) 18,496 (94.1) <.0001

구강내과 18,955 (12.9) 2,233 (11.8) 16,722 (88.2)

구강악안면외과 19,803 (13.5) 4,087 (20.6) 15,716 (79.4)

보존과 18,624 (12.7) 2,986 (16.0) 15,638 (84.0)

보철과 19,100 (13.0) 3,579 (18.7) 15,521 (81.3)

소아치과 21,888 (14.9) 3,223 (14.7) 18,665 (85.3)

치주과 22,584 (15.4) 3,255 (14.4) 19,329 (85.6)

임플란트센터 5,962 (4.1) 148 (2.5) 5,814 (97.5)

진단명

교정치료 40,984 (28.0) 3,308 (8.1) 37,676 (91.9) <.0001

구강내과치료 5,217 (3.6) 1,146 (22.0) 4,071 (78.0)

구강외과치료 32,521 (22.2) 3,683 (11.3) 28,838 (88.7)

보존치료 18,118 (12.4) 3,380 (18.7) 14,738 (81.3)

신경치료 12,440 (8.5) 1,404 (11.3) 11,036 (88.7)

치주치료 28,552 (19.5) 6,178 (21.6) 22,374 (78.4)

외상치료 3,480 (2.4) 695 (20.0) 2,785 (80.0)

보철치료 2,140 (1.5) 315 (14.7) 1,825 (85.3)

기타 3,115 (2.1) 557 (17.9) 2,558 (82.1)

타과진료 여부

타과진료 없음 124,604 (85.0) 17,840 (14.3) 106,764 (85.7) <.0001

타과진료 있음 21,963 (15.0) 2,826 (12.9) 19,137 (87.1)

total 146,567 (100.0) 20,666 (14.1) 125,901 (85.9) 계속( )

표5. 진료형태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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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접수 관련 요인2.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당일 접수 관련 요인.

성별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OR=1.1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세 세. 20-29 (OR=1.71), 30-39

환자군에서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OR=1.23) .

하였다 반면 세 세 세 환. 40-49 (OR=0.91), 50-59 (OR=0.93), 60-69 (OR=0.86)

자군은 세 이하 환자군에 비해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낮았으나 세19 , 60-69

환자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의 경우 서울동북에 비해 서울.

동남 서울서북 서울서남 그 외시도(OR=1.48), (OR=1.60), (OR=1.78),

에 거주하는 환자가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경기도(OR=1.28) ,

에 거주하는 환자는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통계적으(OR=0.92) .

로 모두 유의하였다 직원. ·직원 가족 여부에서는 직원이나 직원 가족인 경

우에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R=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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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약관련 특성의 당일 접수 관련 요인.

진료시간에서는 시 분 시 분 에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가8 00 -9 59 (OR=1.00)

장 높았고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10 00 -12 29 (OR=0.65), 15 00 -17 29

시 분 이후 는 시 분 시 분에 비해 당일 접(OR=0.59), 17 30 (OR=0.55) 8 00 -9 59

수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진료요일에서는. .

월요일에 비해 토요일 에 당일 접수 가능성이 높았고 다른 요일은(OR=1.19) ,

모두 낮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진료월의 경우 월에 비해. . 1

월 월 월 월 월12 (OR=1.19), 11 (OR=1.12), 6 (OR=1.12), 5 (OR=1.11), 3

에서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OR=1.09) .

반면 월 은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8 (OR=0.98)

않았다.



- 29 -

다 진료형태 특성의 당일 접수 관련 요인.

보험유형의 경우 급여진료에 비해 비급여 진료 에서 당일 접수할(OR=4.07)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료과에서는 교정과에 비, .

해 구강내과 소아치과 구강악안면외과 보존(OR=6.73), (OR=6.41), (OR=6.27),

과 치주과 보철과 에서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OR=4.05), (OR=3.01), (OR=1.60)

높았으나 임플란트센터 에서는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OR=0.53) .

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진단명의 경우 부정교합에 비해 치주치료.

외상치료 구강내과치료 보철치료(OR=2.66), (OR=2.55), (OR=2.45),

기타 보존치료 신경치료 구강(OR=2.01), (OR=1.89), (OR=1.77), (OR=1.51),

외과치료 에서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모두(OR=1.50) ,

유의하였다 타과진료 여부에서는 당일 타과진료가 있는 경우가 타과진료가.

없는 경우에 비해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OR=0.89)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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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R 95% CI p-value

성별

여성 ref

남성 1.12 1.07 1.17 <.0001

연령

19≤ ref

20 29– 1.71 1.56 1.87 <.0001

30 39– 1.23 1.11 1.37 0.0002

40 49– 0.91 0.81 1.03 0.1230

50 59– 0.93 0.83 1.04 0.1917

60 69– 0.86 0.77 0.97 0.0122

70≥ 1.09 0.97 1.23 0.1330

거주지

서울동북 ref

서울동남 1.48 1.36 1.61 <.0001

서울서북 1.60 1.42 1.82 <.0001

서울서남 1.78 1.50 2.10 <.0001

경기도 0.92 0.87 0.97 0.0027

그 외시도 1.28 1.15 1.43 <.0001

직원 직원가족 여부·

아니오 ref

예 1.23 1.10 1.37 0.0002

표 계속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 )

표 당일 접수 관련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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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R 95% CI p-value

진료시간

시 분 시 분08 00 -09 59 ref

시 분 시 분10 00 -12 29 0.65 0.63 0.68 <.0001

시 분 시 분12 30 -14 59 1.00 0.96 1.05 0.9624

시 분 시 분15 00 -17 29 0.59 0.56 0.62 <.0001

시 분 이후17 30 0.55 0.49 0.61 <.0001

진료요일

월요일 ref

화요일 0.86 0.82 0.90 <.0001

수요일 0.76 0.73 0.80 <.0001

목요일 0.84 0.80 0.88 <.0001

금요일 0.84 0.80 0.89 <.0001

토요일 1.19 1.11 1.28 <.0001

진료월

월1 ref

월2 1.04 0.97 1.12 0.2291

월3 1.09 1.02 1.17 0.0118

월4 1.03 0.96 1.10 0.4641

월5 1.11 1.04 1.18 0.0029

월6 1.12 1.05 1.20 0.0006

월7 1.03 0.96 1.10 0.4195

월8 0.98 0.92 1.05 0.5402

월9 1.04 0.97 1.12 0.2417

월10 1.02 0.96 1.09 0.5084

월11 1.12 1.04 1.19 0.0012

월12 1.19 1.12 1.27 <.0001

표 계속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 )

표 당일 접수 관련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계속6. ( )



- 32 -

Variables OR 95% CI p-value

보험유형

급여 ref

비급여 4.07 3.71 4.45 <.0001

진료과

교정과 ref

구강내과 6.73 5.91 7.66 <.0001

구강악안면외과 6.27 5.46 7.19 <.0001

보존과 4.05 3.48 4.70 <.0001

보철과 1.60 1.40 1.83 <.0001

소아치과 6.41 5.48 7.50 <.0001

치주과 3.01 2.61 3.48 <.0001

임플란트센터 0.53 0.45 0.64 <.0001

진단명

교정치료 ref

구강내과치료 2.45 2.17 2.77 <.0001

구강외과치료 1.50 1.35 1.67 <.0001

보존치료 1.77 1.58 1.98 <.0001

신경치료 1.51 1.32 1.73 <.0001

치주치료 2.66 2.38 2.98 <.0001

외상치료 2.55 2.21 2.94 <.0001

보철치료 2.01 1.67 2.42 <.0001

기타 1.89 1.64 2.19 <.0001

타과진료 여부

타과진료 없음 ref

타과진료 있음 0.89 0.85 0.93 <.000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표 당일 접수 관련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계속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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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Ⅴ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1.

본 연구는 외래 당일 접수 관련 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병원 진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 주목적이었으며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

가 있다.

첫째 치과 당일 접수 환자를 분석한 선행 연구가 특정 진료과에 국한되,

었거나 혹은 세 미만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 했을 때18

등 본 연구는 서울 시(Gyawali, Pokharel and Giri, 2019; Wong , 2012),

내에 소재한 치과대학병원의 개의 주요 진료과와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8

여 총 건의 비교적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는 장점이 있다146,567 .

둘째 등 과 등 의 당일 접수 관련 선행연구, Stoddart (2003) Riedel (2018)

에서 공통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예약관련 특성 진료형태 특성 및 관, ,

련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위의 요인뿐 아니라 본 연구 대상병원이 의과대,

학 치과대학 한방대학의 개 병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직원, , 3 ·

직원가족 여부와 타과진료 여부가 당일 접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신환과 구환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연구가 이,

루어졌음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는 신환과 구환을 구분하고 구환의 당일,

접수 경향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일반화추정방정식,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을 사용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종GEE) . GEE

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주는 방법으로서 각각의 결과 값이 독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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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선형모형 의 확장된 모델이라 할 수(GLM, Generalized Linear Model)

있다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가상관행렬. (working correlation

을 가정하여 반복 측정된 결과변수 간의 상관성을 고려한 분석을 수matrix)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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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2.

본 연구를 통해 치과대학병원의 당일 접수 환자 특성과 관련 요인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인 구환의 당일 접수율은 를 보. 14.1%

였다 이러한 당일 접수율은 일본에서 보고한. Morikawa and

의 연구 결과인 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독일에서 보고Takahashi(2017) 20.0% ,

한 등 의 연구 결과인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Riedl (2009) 5.0% .

나 위의 결과는 진료 환경과 조사 대상 및 분석 관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

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구환은 예약.

접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환의 당일 접수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당일 접수와 관련이 있었던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당일 접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에 따른 당일 접수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당

일 접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등 의 연구와. Riedl (2018) Geelan-Hansen

등 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당일 접수 경향이 높다는 결과와(2020)

유사하였다 박미연 의 연구에서 치과 응급실 내원 환자 중 남성이 많. (2015)

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신체적 활동 범위가 넓어 운동 등 외부활동이나 운,

전 등으로 인한 외상의 가능성이 높고 통증을 참았다가 급성 질환으로 이,

어져 급하게 내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연령대에 따른 분석에서 세 세 환자군에서 당일 접수할 가능20-29 , 30-39

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등 의 연구에서 세, Geelan-Hansen (2020) 19-35

연령 그룹에서 당일 접수가 높은 결과와 유사했다 또한 등 의. Ried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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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당일 접수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

다 이는 학업과 직장 등 시간적 문제와 사전 예약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거주지에 따른 당일 접수의 경우 서울에.

서 당일 접수 경향이 높았다 이 결과는 박유경 의 연구에서 서울과. (2019)

같은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

사회적 심리적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 .

울을 구역으로 나누어봤을 때 본 연구병원의 소재지인 서울동북에 비해4 ,

그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당일 접수 가능성이 높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직원. ·직원 가족 여부에서는

직원이나 직원 가족이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거리적 시간적. ,

으로 진료의 접근성이 일반 환자보다 좋고 상대적으로 당일 접수가 용이하,

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예약관련 특성에서 진료시간 요인은 시 분 시 분에 당일 접수할 가8 00 -9 59

능성이 가장 높았다 예약이 없어도 일찍 내원하여 기다리면 진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이전 당일 접수 경험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진료요일에서는 토요일과 월요일에 당일 접수 가능성이 높았다. Cayirli

의 연구에서도 월요일에 가장 높은 당일 접수 건을 보였는and Gunes(2014)

데 유사한 결과였다 치과 진료 특성상 일요일에 진료가 없으므로 주말 동.

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월요일에 당일 접수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토요.

일의 경우 직장 및 학업 관련 일정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는 환자들의 선호

도가 반영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진료월은 특정 월에서 당일 접수.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계절적인 차이를 보였다.

진료형태 특성에서 보험유형의 경우 비급여 진료에서 당일 접수할 가능성

이 높았다 기존 보철 수복물의 탈락 등 문제 발생 시 비급여 진료가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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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비교적 젊은 환자들이 주를 이루는 교정진료가 비급여 진료이기 때,

문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으나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향후 연구가 필

요하다 진료과에서는 진료과별 당일 접수 경향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

각 진료과마다 예약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진단명.

의 경우 교정치료에 비해 모든 질환에서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

히 치주치료 외상치료가 높게 나타났다 치주치료에 사용하는 상병명은 대, .

부분의 치과 진료에서 우선적 통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타과진.

료 여부에서는 당일 타과진료가 있는 경우가 타과 진료가 없는 경우에 비해

당일 접수할 가능성이 낮았다 당일에 여러 과의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예.

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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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제한점3.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치과대학병원의 년간 외래 진료 환자 정보를, 1

토대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전체 치과대학병원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의 치과대학병원을 대상으로 범.

위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기존 년간의 원무기록을 이용한 단면연구로 독립변수와, 1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셋째 치과대학병원 환자의 상병이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치과 질병코드,

의 범주가 넓어 모든 변수를 고려하기에는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 선행 논문을 참고하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하나의9 ,

상병명이 여러 범위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치과대학병원의 당일 접수 환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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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Ⅵ

본 연구는 국내 치과대학병원의 예약 환자와 당일 접수 환자의 현황을 파

악하고 당일 접수 환자의 특성 및 경향을 규명하여 당일 접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비교하면.

당일 접수에 관한 선행 연구가 드물고 특히 치과대학병원에 관련된 최초,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환의 경우 예약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 당일 접14.1%

수 건이 발생하고 있다 진료의 질적 측면과 환자의 만족도 측면을 고려할.

때 구환의 당일 접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연령층과 남성에서.

당일 접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위

한 사전 안내와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 병원의 소재지인 서울. ,

동북 외 서울지역에서 당일 접수가 높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

한 대책이 강구된다 마지막으로 직원. ·직원가족의 당일 접수가 높았는데

이는 교정 가능한 요인으로 생각되며 특히 당일 접수가 많이 발생하는 월요

일 토요일과 오전 첫 타임에서 직원, ·직원가족의 당일 접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치과대학병원의 당일 접수 요인을 기존 원무기록을 토대로 분

석하였으므로 당일 접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 개개인의 당일

접수 사유나 상황 예상하는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병원의 당, .

일 접수 관리와 관련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향

후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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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초진 재진

Variables
total

Walk-in
p

total

Walk-in
p

YES NO YES NO

N % N % N % N %

성별

여성 2,615 (54.0) 1,611 (61.6) 1,004 (38.4) 0.0568 78,701 (55.6) 9,222 (11.7) 69,616 (88.3) <.0001

남성 2,227 (46.0) 1,432 (64.3) 795 (35.7) 62,799 (44.4) 8,401 (13.4) 54,486 (86.6) 　

연령

19≤ 657 (13.6) 434 (66.1) 223 (33.9) <.0001 36,194 (25.5) 4,098 (11.3) 32,096 (88.7) <.0001

20 29– 1,306 (27.0) 1,016 (77.8) 290 (22.2) 23,568 (16.6) 3,914 (16.6) 19,654 (83.4) 　

30 39– 512 (10.6) 313 (61.1) 199 (38.9) 11,742 (8.3) 1,490 (12.7) 10,252 (87.3) 　

40 49– 458 (9.5) 243 (53.1) 215 (46.9) 12,197 (8.6) 1,248 (10.2) 10,949 (89.8) 　

50 59– 699 (14.4) 412 (58.9) 287 (41.1) 18,348 (13.0) 2,226 (12.1) 16,122 (87.9) 　

60 69– 637 (13.2) 328 (51.5) 309 (48.5) 20,636 (14.6) 2,160 (10.5) 18,476 (89.5) 　

70≥ 573 (11.8) 297 (51.8) 276 (48.2) 19,040 (13.4) 2,487 (13.1) 16,553 (86.9) 　

total 4,842 (100.0) 3,043 (62.9) 1,799 (37.2) 141,725 (100.0) 17,623 (12.4) 124,102 (87.6)

부록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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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초진 재진

Variables
total

Walk-in
p

total

Walk-in
p

YES NO YES NO

N % N % N % N %

거주지

서울동북 2,748 (56.8) 1,637 (59.6) 1,111 (40.4) <.0001 86,568 (61.1) 10,313 (11.9) 76,255 (88.1) <.0001

서울동남 415 (8.6) 311 (74.9) 104 (25.1) 8,598 (6.1) 1,404 (16.3) 7,194 (83.7)

서울서북 178 (3.7) 125 (70.2) 53 (29.8) 4,039 (2.9) 771 (19.1) 3,268 (80.9)

서울서남 128 (2.6) 99 (77.3) 29 (22.7) 2,222 (1.6) 480 (21.6) 1,742 (78.4)

경기도 1,042 (21.5) 634 (60.8) 408 (39.2) 33,451 (23.6) 3,599 (10.8) 29,852 (89.2)

그 외시도 331 (6.8) 237 (71.6) 94 (28.4) 6,847 (4.8) 1,056 (15.4) 5,791 (84.6)

직원 직원가족여부·

아니오 4,648 (96.0) 2950 (63.5) 1,698 (36.5) <.0001 135,855 (95.9) 16,826 (12.4) 119,029 (87.6) 0.0071

예 194 (4.0) 93 (47.9) 101 (52.1) 5,870 (4.1) 797 (13.6) 5,073 (86.4)

total 4,842 (100.0) 3,043 (62.9) 1,799 (37.2) 141,725 (100.0) 17,623 (12.4) 124,102 (87.6)

부록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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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초진 재진

Variables
total

Walk-in p
total

Walk-in p
YES NO YES NO

N % N % N % N %

진료시간

시 분 시 분08 00 -09 59 1,478 (30.5) 1,026 (69.4) 452 (30.6) <.0001 29,610 (20.9) 5,131 (17.3) 24,479 (82.7) <.0001

시 분 시 분10 00 -12 29 992 (20.5) 586 (59.1) 406 (40.9) 40,928 (28.9) 3,955 (9.7) 36,973 (90.3)

시 분 시 분12 30 -14 59 1,562 (32.3) 1,077 (69.0) 485 (31.1) 33,793 (23.8) 5,344 (15.8) 28,449 (84.2)

시 분 시 분15 00 -17 29 669 (13.8) 276 (41.3) 393 (58.7) 33,321 (23.6) 2,863 (8.7) 30,173 (91.3)

시 분 이후17 30 141 (2.9) 78 (55.3) 63 (44.7) 31,943 (22.6) 330 (7.6) 4,028 (92.4)

진료요일

월요일 949 (19.6) 601 (63.3) 348 (36.7) <.0001 27,654 (19.5) 3,928 (14.2) 23,762 (85.8) <.0001

화요일 824 (17.0) 501 (60.8) 323 (39.2) 25,788 (18.2) 2,916 (11.3) 22,872 (88.7)

수요일 952 (19.7) 567 (59.6) 385 (40.4) 31,701 (22.4) 3,260 (10.3) 28,441 (89.7)

목요일 871 (18.0) 570 (65.4) 301 (34.6) 23,072 (16.3) 2,937 (12.7) 20,135 (87.3)

금요일 824 (17.0) 479 (58.1) 345 (41.9) 24,799 (17.5) 3,13 (12.6) 21,686 (87.5)

토요일 422 (8.7) 325 (77.0) 97 (23.0) 8,711 (6.2) 1,469 (16.9) 7,242 (83.1)

total 4,842 (100.0) 3,043 (62.9) 1,799 (37.2) 141,725 (100.0) 17,623 (12.4) 124,102 (87.6)

부록표 예약관련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2.



- 49 -

과초진 재진

Variables total
Walk-in p total

Walk-in p
YES NO YES NO

N % N % N % N %

진료월

월1 423 (8.7) 269 (63.6) 154 (36.4) <.0001 11,691 (8.3) 1,339 (11.5) 10,352 (88.6) <.0001

월2 310 (6.4) 203 (65.5) 107 (34.5) 9,740 (6.9) 1,217 (12.5) 8,523 (87.5)

월3 416 (8.6) 262 (63.0) 154 (37.0) 11,750 (8.3) 1,496 (12.7) 10,254 (87.3)

월4 448 (9.3) 260 (58.0) 188 (42.0) 12,299 (8.7) 1,531 (12.5) 10,768 (87.6)

월5 416 (8.6) 264 (63.5) 152 (36.5) 12,159 (8.6) 1,605 (13.2) 10,554 (86.8)

월6 370 (7.6) 252 (68.1) 118 (31.9) 11,520 (8.1) 1,623 (14.1) 9,897 (85.9)

월7 383 (7.9) 224 (58.5) 159 (41.5) 13,309 (9.4) 1,558 (11.7) 11,751 (88.3)

월8 417 (8.6) 223 (53.5) 194 (46.5) 13,193 (9.3) 1,422 (10.8) 11,771 (89.2)

월9 319 (6.6) 182 (57.1) 137 (43.0) 10,861 (7.7) 1,270 (11.7) 9,591 (88.3)

월10 484 (10.0) 307 (63.4) 177 (36.6) 12,601 (8.9) 1,489 (11.8) 11,112 (88.2)

월11 469 (9.7) 335 (71.4) 134 (28.6) 11,520 (8.1) 1,476 (12.8) 10,044 (87.2)

월12 387 (8.0) 262 (67.7) 125 (32.3) 11,082 (7.8) 1,597 (14.4) 9,485 (85.6)

total 4,842 (100.0) 3,043 (62.9) 1,799 (37.2) 141,725 (100.0) 17,623 (12.4) 124,102 (87.6)

부록표 예약관련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2.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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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초진 재진

Variables
total

Walk-in
p

total

Walk-in
p

YES NO YES NO

N % N % N % N %

보험유형

급여 3,243 (67.0) 2,067 (63.7) 1,176 (36.3) 0.0724 101,280 (71.5) 11,654 (11.5) 89,626 (88.5) <.0001

비급여 1,599 (33.0) 976 (61.0) 623 (39.0) 40,445 (28.5) 5,969 (14.8) 34,476 (85.2) 　

진료과

교정과 203 (4.2) 92 (45.3) 111 (54.7) <.0001 19,448 (13.7) 1,063 (5.5) 18,385 (94.5) <.0001

구강내과 523 (10.8) 432 (82.6) 91 (17.4) 18,432 (13.0) 1,801 (9.8) 16,631 (90.2)

구강악안면외과 1,237 (25.6) 942 (76.2) 295 (23.9) 18,566 (13.1) 3,145 (16.9) 15,421 (83.1)

보존과 1,049 (21.7) 544 (51.9) 505 (48.1) 17,575 (12.4) 2,442 (13.9) 15,133 (86.1)

보철과 815 (16.8) 416 (51.0) 399 (49.0) 18,285 (12.9) 3,163 (17.3) 15,122 (82.7)

소아치과 143 (3.0) 126 (88.1) 17 (11.9) 21,745 (15.3) 3,097 (14.2) 18,648 (85.8)

치주과 797 (16.5) 464 (58.2) 333 (41.8) 21,787 (15.4) 2,791 (12.8) 18,996 (87.2)

임플란트센터 75 (1.6) 27 (36.0) 48 (64.0) 5,887 (4.2) 121 (2.1) 5,766 (97.9)

total 4,842 (100.0) 3,043 (62.9) 1,799 (37.2) 141,725 (100.0) 17,623 (12.4) 124,102 (87.6)

부록표 3. 진료형태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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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초진 재진

Variables total
Walk-in

p total
Walk-in

p
YES NO YES NO

N % N % N % N %

진단명

교정치료 224 (4.6) 193 (86.2) 31 (13.8) <.0001 40,357 (28.5) 2,905 (7.2) 37,452 (92.8) <.0001

구강내과치료 956 (19.7) 568 (59.4) 388 (40.6) 4,993 (3.5) 953 (19.1) 4,040 (80.9)

구강외과치료 789 (16.3) 492 (62.4) 297 (37.6) 31,565 (22.3) 3,115 (9.9) 28,450 (90.1)

보존치료 462 (9.5) 153 (33.1) 309 (66.9) 17,329 (12.2) 2,888 (16.7) 14,441 (83.3)

신경치료 1,460 (30.2) 1,005 (68.8) 455 (31.2) 11,978 (8.5) 1,251 (10.4) 10,727 (89.6)

치주치료 627 (13.0) 403 (64.3) 224 (35.7) 27,092 (19.1) 5,173 (19.1) 21,919 (80.9)

외상치료 189 (3.9) 141 (74.6) 48 (25.4) 3,291 (2.3) 554 (16.8) 2,737 (83.2)

보철치료 52 (1.1) 22 (42.3) 30 (57.7) 2,088 (1.5) 293 (14.0) 1,795 (86.0)

기타 83 (1.7) 66 (79.5) 17 (20.5) 3,032 (2.1) 491 (16.2) 2,541 (83.8)

타과진료여부

타과진료 없음 3,712 (76.7) 2,455 (66.1) 1,257 (33.9) <.0001 120,892 (85.3) 15,385 (12.7) 105,507 (87.3) <.0001

타과진료 있음 1,130 (23.3) 588 (52.0) 542 (48.0) 20,833 (14.7) 2,238 (10.7) 18,595 (89.3)

total 4,842 (100.0) 3,043 (62.9) 1,799 (37.2) 141,725 (100.0) 17,623 (12.4) 124,102 (87.6)

부록표 3. 진료형태 특성에 따른 당일 접수 여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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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초진 재진

Variables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성별

여성 ref ref

남성 1.22 1.10 1.35 0.0001 1.11 1.06 1.17 <.0001

연령

19≤ ref ref

20 29– 1.88 1.54 2.29 <.0001 1.77 1.60 1.96 <.0001

30 39– 1.25 1.01 1.56 0.0417 1.28 1.13 1.44 <.0001

40 49– 1.00 0.79 1.27 0.991 0.93 0.82 1.06 0.2747

50 59– 0.95 0.76 1.18 0.649 0.97 0.85 1.09 0.5868

60 69– 0.81 0.65 1.01 0.0644 0.89 0.78 1.01 0.0696

70≥ 0.78 0.61 0.98 0.0342 1.16 1.02 1.32 0.0225

거주지

서울동북 ref ref

서울동남 0.79 0.66 0.95 0.0142 1.49 1.36 1.63 <.0001

서울서북 1.52 1.03 2.24 0.0353 1.68 1.48 1.91 <.0001

서울서남 1.83 1.23 2.72 0.0028 1.78 1.50 2.12 <.0001

경기도 1.07 0.95 1.20 0.2875 0.93 0.87 0.99 0.016

그외시도 1.06 0.87 1.30 0.5512 1.33 1.19 1.49 <.0001

직원 직원가족여부·

아니오 ref ref

예 0.64 0.47 0.88 0.0058 1.26 1.12 1.41 <.0001

표 계속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 )

부록표 당일 접수 관련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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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초진 재진

Variables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진료시간

시 분 시 분08 00 -09 59 ref ref

시 분 시 분10 00 -12 29 1.07 0.89 1.28 0.4823 0.65 0.62 0.68 <.0001

시 분 시 분12 30 -14 59 0.98 0.84 1.14 0.7976 1.00 0.95 1.05 0.9805

시 분 시 분15 00 -17 29 0.65 0.51 0.81 0.0002 0.60 0.57 0.63 <.0001

시 분 이후17 30 0.86 0.52 1.43 0.5607 0.53 0.47 0.60 <.0001

진료요일

월요일 ref ref

화요일 0.97 0.81 1.17 0.7848 0.86 0.82 0.90 <.0001

수요일 0.96 0.79 1.16 0.6445 0.76 0.72 0.80 <.0001

목요일 1.10 0.91 1.33 0.3262 0.84 0.79 0.88 <.0001

금요일 0.85 0.71 1.02 0.0875 0.85 0.81 0.89 <.0001

토요일 3.10 2.27 4.22 <.0001 1.17 1.08 1.26 <.0001

진료월

월1 ref ref

월2 0.90 0.68 1.18 0.4364 1.04 0.97 1.12 0.2913

월3 1.13 0.85 1.50 0.4079 1.11 1.04 1.20 0.0031

월4 1.17 0.90 1.52 0.2452 1.05 0.98 1.13 0.1806

월5 1.24 0.91 1.68 0.1706 1.11 1.03 1.19 0.0035

월6 1.21 0.92 1.60 0.1812 1.12 1.04 1.20 0.0015

월7 0.64 0.49 0.84 0.0011 1.03 0.96 1.11 0.3473

월8 0.63 0.48 0.82 0.0007 1.00 0.93 1.07 0.9062

월9 0.67 0.49 0.90 0.0091 1.05 0.98 1.13 0.1507

월10 0.77 0.59 1.01 0.0593 1.03 0.96 1.10 0.4483

월11 1.01 0.78 1.33 0.9169 1.12 1.04 1.20 0.0022

월12 1.17 0.88 1.55 0.2836 1.19 1.11 1.28 <.0001

표 계속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 )

부록표 당일 접수 관련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계속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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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초진 재진

Variables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보험유형

급여 ref ref

비급여 3.36 2.51 4.50 <.0001 4.44 4.03 4.89 <.0001

진료과

교정과 ref ref

구강내과 15.48 9.86 24.29 <.0001 6.56 5.70 7.55 <.0001

구강악안면외과 18.90 10.45 34.21 <.0001 6.59 5.69 7.64 <.0001

보존과 1.69 0.92 3.10 0.0881 5.03 4.29 5.90 <.0001

보철과 0.67 0.38 1.15 0.1478 1.76 1.53 2.03 <.0001

소아치과 24.12 12.46 46.68 <.0001 7.44 6.29 8.80 <.0001

치주과 2.12 1.12 4.02 0.0205 3.47 2.98 4.04 <.0001

임플란트센터 1.09 0.52 2.28 0.8187 0.53 0.44 0.64 <.0001

진단명

교정치료 ref ref

구강내과치료 3.11 2.21 4.37 <.0001 2.53 2.21 2.90 <.0001

구강외과치료 2.06 1.31 3.22 0.0016 1.50 1.34 1.68 <.0001

보존치료 1.92 1.14 3.21 0.0133 1.81 1.61 2.04 <.0001

신경치료 1.58 0.93 2.69 0.0915 1.52 1.32 1.75 <.0001

치주치료 3.51 2.13 5.79 <.0001 2.72 2.41 3.07 <.0001

외상치료 4.72 2.64 8.43 <.0001 2.39 2.05 2.79 <.0001

보철치료 2.94 1.07 8.08 0.0365 1.96 1.61 2.37 <.0001

기타 2.12 1.37 3.28 0.0008 1.91 1.63 2.24 <.0001

타과진료여부

타과진료 없음 ref ref

타과진료 있음 0.83 0.69 1.00 0.0493 0.91 0.87 0.95 <.000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부록표 당일 접수 관련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계속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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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walk-in

patients who visited a dental university hospital more than once (existing

patient).

Study subjects were outpatient treatment cases between March 1,

2019, and February 29, 2020, and the factors affecting walk-in visits were

analyze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ervation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typ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assess the factors influencing walk-in visit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utilized. The unit of analysis was an

outpatient visit, and a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model was used

because the same patient may visit multiple times.

The final study subjects were 146,567 cases in total and the

walk-in rate of existing patients was 14.1%.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likelihood of walk-in visits was higher in the case

of male patients, patients aged between 20-39, patients residing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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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amilial relationships with hospital employees. In the case of

reservation characteristics, existing patients were more likely to make

walk-in visits from 8:00 to 9:59, on Saturday and Monday. In terms of

treatment type characteristics, walk-in odds differed depending on the

treatment department and diagnosis. Existing patients showed a higher odds

of walk-in visits in non-reimbursement treatment. In the case of existing

patients with treatment at other departments, the probability of having

walk-ins was lower than that of patients without other medical treatment.

Based on the results, it could be identified that each related factor has

a predictable patter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are relatively high

percentage of walk-in cases in a dental university hospital and different

patient characteristic are related to walk-in.



Key words : walk-in, dental university hospital, existing patient,

reservation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