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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자료분석을 통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노인의 급성기병원 입원 및 사망의 관련 요인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으로 한 연구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노인인구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제한을 가진다. 이 후 Kim의 연구[10]에서는 청구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로 진입한 이들의 의료서비
스 이용현황과 선택요인을 분석하였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급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16.5%로,

성기 병원 이동에 성별, 연령, 동반상병, 거주 지역, 등이 영향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

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로한 노인보다

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65세 인구의 기대여명 또한 20.8년으

는 연소한 노인이, 그리고 동반상병지수는 높을수록 급성기병

로, 향후 고령인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대한 증가

원 이동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국외 연구에서도

가 예상되고 있다[1]. 특히 출산율 감소, 여성의 사회참여 증

보고되었으며, 고령, 남성, 높은 불안정성, 높은 기능수준의 저

가, 인식의 변화에 따른 비공식 돌봄의 공급 감소가 예상되어,

하를 가진 이들에서 높은 급성기병원 입원율이 나타났고, 기

장기요양을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

타 개인수준 요인으로 연명치료 금지(Do-Not-Resuscitate,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우리나라는 2008년

DNR)의사를 밝힌 이들의 급성기병원 입원율이 낮은 것으로

7월에는 장기요양보험 도입과 함께 요양서비스 개념이 정착

확인되었다[11-14].

된 이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급속한 양적인 증가

Kim 과 Jang의 연구[15]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을 대

를 이루었다. 실제로 요양병원의 개수는 2008년 690개소에서

상으로 급성기병원(응급의료센터) 전원 및 사망 발생에 영향

2018년 1,560개소, 장기요양시설 또한 2008년 4,856개소에서,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급성기병원으로 전원한 이들

2018년 17,254개소로 급속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2,3].

은 70대가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의 재원일수가 25일 이하인

그러나 양적인 서비스 보장 이면에, 낮은 서비스 질, 의료적

노인이 가장 많았으며, 전원 이유는 호흡곤란이 가장 많았다

요구에 대한 미충족, 기관 간 기능 분화 및 역할의 정립 등에 대

고 보고하였다. 최근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

한 문제가 제기되어오고 있다[4-6]. 이와 같이 국내에서 요양

된 연구에서 사망 위험요인은 성별, 연령, 재원일수 등으로 확

시설과 요양병원 사이의 역할 정립, 본래의 기능 강화 등에 대

인되었으나[16], 위 연구들는 일개 대학병원에 방문한 요양병

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서비스 이용노

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된 바, 우리나라 노인인구

인들의 현황 및 기관 간 이동과 관련된 정책 연구들이 수행되

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 추가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어 왔다[6,7].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국내의 실증연

있다.

구들은 대부분 일개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밖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서비스 이용노인의 급성기병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결과로 우울감, 신체기능, 만족

원 입원 및 사망에 입소 및 입원기관의 특성 또한 영향을 미치

도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건강문제 발생 등으로 인한 급성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Kim의 연구[10]를 통해

기병원 입원이나 사망과 관련된 보고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요양시설의 정원 대비 간호 ․ 요양인력 비율로 파악한 인력수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이용 노인먼저 Hwang 등[8], 그리

준, 시설평가의 기관 운영 점수로 파악한 서비스의 질 등이 유

고 Park 등[9]은 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의 급성기 입원 관련 요

의하게 입소노인의 급성기병원 입원 가능성을 감소시킴을 확

인을 탐구하였으며, 여성,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인 경우 남성

인하였다[10]. 또한 외국의 보고에 따르면 비영리 기관보다 영

및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급성기병원 입원 확률이 높았으며,

리기관에서 급성기병원 입원율 및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았으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은 노인에서 급성기병원 입원 확률이

며, 간호인력 및 의료인력 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시설, 그리고

높았다. 또한 인지기능이 중등도(moderate)로 저하된 군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높은 시설에서 낮은 급성기병원 입원

가장 심한(severe) 저하군에 비해 급성기병원 입원 확률이 높

율이 보고되었다[12,13,17].

았다[8,9]. 이 밖에 심부전과 위장관 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가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선정한 급성기병원 이용 및 사망

진 노인, 그리고 복용 약물의 수가 많은 노인에서 급성기병원

은 거주 지역 및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변이가 보

입원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들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자

고된다.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급성기병원을 포함

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낙상경험, 처방약물

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지역적 자원 공급의 불균형에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보정변수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8,19], 우리나라에서도 지

의의가 있으나, 일개도시의 일부 요양시설 입소노인만을 대상

역간 변이의 감소 및 이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중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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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과제로 꼽고 있다[20].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력, 시설 등

노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포함

의 의료 자원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간 불균등한 의

된 노인은 요양시설 입소노인 총 13,839명, 요양병원 입원노

료접근성, 의료이용 및 의료비 부담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인 23,962명이다. 본 연구는 또한 통계청의 고령자통계, 행정

[21-23]. 특히 요양시설 입소노인 및 요양병원 입원노인은 기

안전부의 지방재정통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 등

능상태 저하, 질병의 이환뿐 아니라, 복잡하고 다면적인 보건

의 공식 통계자료를 통해 지역수준의 인구분포와 사회경제적

의료 및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짐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 및

수준 등에 대한 자료 및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관련 자료를 수

건강결과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보건의료

집 및 정리하여 활용하였다.

와 복지자원 제공의 수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서비스 이용 노

3. 연구변수

인들의 주요한 건강문제인 급성기병원 입원 및 사망 관련요
인을 분석함에 있어 개인수준 및 기관수준의 특성과 더불어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분석대상 노인, 즉 2014년에 요양시

지역수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악해 보고자하며, 이를 통해

설 입소 및 요양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노인의 급성기병원 입

노인인구의 부정적 건강문제, 나아가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원과 사망여부이다. 노인인구를 포함한 만성기 및 요양필요도

위한 실증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결과 평가 기간은 입

한다.

소, 입원, 수술 등의 건강문제 발생 이후 3개월(90일) 및 1년
(365일)이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에 따라[8,15,17,19].
대상자의 첫 번째 입소/입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급성기병

2. 연구목적

원 입원, 그리고 동일시점으로부터 365일 이내의 사망여부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요양시설 입소노

설정하였다.

인과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인 급성기병원

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모

입원과 사망의 발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개인수준,

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개인수준의 성별, 연령, 경제수준, 장

기관수준, 그리고 지역수준의 다수준 분석을 통해 탐구한다.

기요양등급(요양시설 입소노인) 및 환자군분류(요양병원 입
원노인), 지난 3개월 동안 요양시설 입소/요양병원 입원 여부,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그리고 동반상병이다. 연령의 경우, 본 연구의 자료가 2002년
시점 만 60세 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구축된 코호트임에 따
라 2014년 시점 만 72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이
에 80세 미만, 80~89세, 9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수준

본 연구는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 입소/입원한 노인의 급

은 건강보험료 분위(10분위)를 대리변수(proxy)로 하여 산출

성기병원 입원과 사망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

하였으며, 동반상병은 청구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에서

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노인코호트 database (DB)를 활용

널리 활용되는 찰슨 동반상병 지수(Charlson Comorbidity

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서술적 조사연구)이다.

Index, CCI)를 산출하여 분석모델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노인의 임상적 및 기능수준은 환자구성(case-mix),

2. 연구자료

즉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요양병원 입
원노인의 경우 요양병원 환자군분류로 살펴보았으며, 장기요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청구자료 중 노

양등급은 1, 2, 3등급 및 등급외로 구분, 요양병원 환자군분류

인코호트 DB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노인코호트 DB

는 각 군의 빈도 및 의료적 요구도 정도에 따라 의료최고도와

는 2002년 시점 만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10%인 약 55만 명의

의료고도를 한 군으로, 문제행동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

자격 및 사회경제적 정보, 의료이용 내역 및 요양기관 정보 등

군을 한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을 코호트 형식으로 구축한 자료로[24],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관수준의 독립변수는 설립구분, 지역, 규모(병상 수) 이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이면서 건강결과의 1년 추적관찰이 가

다. 설립구분의 경우, 공공 및 민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공

능한 2014년에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에는 국공립 및 법인을 포함하였다. 지역은 시도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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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되,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IRB No. E1906/

Development (OECD) regional statistics, OECD regional

002-005).

typology 기준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25]. 병상수의 경우 통계청 보고 및 대규모 실태조사 기준을 바

연구결과

탕으로 요양시설은 정원을 기준으로 10인 미만을 소규모로, 10
~30인을 중규모로, 30인 초과인 기관은 대규모로 정의하였으

1. 요양시설 입소노인 및 요양병원 입원 환자 특성

며, 요양병원의 경우 100병상 미만을 소규모로, 100~299병상
이면 중규모로, 300병상 이상인 경우 대규모로 정의하였다[6].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요양시설 입소노인과 요양병원 입원

지역수준의 변수는 해당 기관(요양시설, 요양병원)이 위치

노인은 각각 13,839명, 23,962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한 지역의 특성으로, 연령 및 성별 분포(성비, 노인인구 비율,

Table 1과 같다. 요양시설 입소노인과 요양병원 입원노인은

독거노인 비율, 의료보호 노인인구 비율), 재정운영의 자립능

70% 이상이 여성이었고, 연령의 경우, 80대가 절반 이상이었

력을 나타내는 경제수준 지표인 재정자립도, 보건복지 및 의

으며. 90세 이상인 노인비율은 요양시설에서 더 높았다. 요양

료서비스 자원(인구 천명당 병상수 및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사

시설 입소노인의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이 14.7%, 2등급이

회복지예산비중) 등으로 구성하였다.

28.7%, 3등급이 44.9%로, 3등급에 해당하는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환자분류군은 의료고도

4. 자료수집

와 중도가 각 29.9%, 31.4%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한 분석
대상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70.5%가 지난 3개월 이내 요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접 수집, 보유, 관리하는 건강

설 입소 경험이 있었으며,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경우 약 17%

정보 자료를 정책 및 학술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

가 지난 3개월 이내 요양병원 입원 경험이 있었다. 분석대상

인정보를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며, 본 연구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및 요양병원 입원일 수는 각 264.4일,

에서 분석하는 노인코호트 DB 또한 신청절차에 따라 국민건

82.5일로 확인되었다. 동반상병지수는 2 이상인 노인이 요양

강보험공단의 심의를 거쳐 제공된다[24]. 분석은 권한을 가진

시설에서 36.1%, 요양병원에서 56.3%였으며, 각 만성질환의

분석자만 이용할 수 있는 가상화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분석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요양시설 입소노인과 요양병원 입원노

된 자료는 개인정보가 없는 분석이 완료된 결과만이 담당자의

인 모두에서 고혈압(40.2%, 54.9%)과 치매(38.6%, 55.4%)가

심의를 거쳐 반출되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았다.

2019년 7월 본 연구의 제 1저자가 정해진 신청 및 심의 절차를
통해 제공받은 2002년부터 2015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및 요양병원 입원 시점 이
후 90일, 그리고 1년 동안 발생한 입원 및 사망여부를 분석한
결과, 90일 이내 급성기병원 입원 발생은 요양시설에서 12.7%,

5. 자료분석

요양병원에서 17.9%였고, 1년 시점의 사망률은 요양시설에
서 18.7%, 요양병원에서는 26.5%였다.

요양시설 입소노인과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기관 수준의 특성은 기술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어 이들

2.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의 기관특성

의 급성기병원 입원과 사망에 미치는 관련요인은 다변량 다수
준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을 통

분석대상자들이 이용한 기관의 특성 및 해당 기관이 위치

해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자료의 정리와 기술통계 및 회

한 지역의 특성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요양

귀분석은 SAS 9.4 version 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Cary,

시설은 총 3,895개소, 요양병원은 총 1,387개소로, 설립형태가

NC, USA)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공공인 기관은 요양시설에서 35.8%, 요양병원에서 50.3%였
고, 도시 지역에 위치한 기관은 요양시설이 39.6%, 요양병원

6. 윤리적 고려

에서 63.2%였다. 기관의 규모는 요양시설의 경우 소규모가
(56.9%), 요양병원의 경우 중규모(53.4%)가 가장 많은 비율을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제1저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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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7,801)
LTCF residents (n=13,839)

LTCH patients (n=23,962)

Variables

Categories

Sex

Male
Female

2,849 (20.6)
10,990 (79.4)

6,826 (28.5)
17,136 (71.5)

Age (year)

＜80
80~89
≥90

3,609 (26.1)
7,127 (51.5)
3,103 (22.4)

8,710 (35.8)
12,428 (51.0)
3,221 (13.2)

Income

0 (medical aid)
1~4
5~8
9~10

2,729 (19.7)
3,638 (26.3)
3,329 (24.1)
4,143 (29.9)

4,111 (17.2)
5,584 (23.3)
6,014 (25.1)
8,253 (34.4)

LTCH group*

A1
A2
A3
A4
A5
A6
A7
A8

-

458 (2.3)
5,948 (29.9)
6,250 (31.4)
1,026 (5.2)
3,963 (19.9)
129 (0.7)
470 (2.4)
1,641 (8.3)

LTCF grade

1
2
3
D
E

2,038 (14.7)
3,973 (28.7)
6,218 (44.9)
1,559 (11.3)
33 (0.2)

-

264.44±126.2

82.48±122.9

Total LOS (days)

n (%)

n (%)

Prior LTCF admission (last 3 months)

Yes
No

9,759 (70.5)
4,080 (29.5)

-

Prior LTCH admission (last 3 months)

Yes
No

-

4,077 (17.0)
19,885 (83.0)

CCI

0
1
≥2

4,319 (31.2)
4,518 (32.7)
5,002 (36.1)

3,957 (16.2)
6,691 (27.5)
13,711 (56.3)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5,557 (40.2)
970 (7.0)
2,347 (17.0)
1,125 (8.1)
2,695 (19.5)
665 (4.8)
5,336 (38.6)
1,303 (9.4)
443 (3.2)

13,365 (54.9)
2,025 (8.3)
6,233 (25.6)
2,764 (11.4)
6,270 (25.7)
1,709 (7.0)
13,492 (55.4)
1,574 (6.5)
2,226 (9.1)

1,763 (12.7)
2,589 (18.7)

4,294 (17.9)
6,337 (26.5)

Co-morbidity
Hypertension
Coronary artery disease
Diabetes
COPD
Stroke
Parkinson's disease
Dementia
Depression
Cancer
Outcomes
90-day acute hospitalization
1-year mortality

Yes
Yes

LTCF=Long-term care facility; LTCH=Long-term care hospital; M=Mean; SD=Standard deviation; LOS=Length of stay;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 COPD=Chronic obstruction pulmonary disease; *A1: Ultra high medical care; A2: High medical care; A3: Medium medical
care; A4: Behavioral problem; A5: Impaired cognition; A6: Mild clinical care; A7: Reduced physical function; A8: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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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stitutional & Regional Characteristics
LTCF (n=3,895)

LTCH (n=1,387)

n (%) or M±SD

n (%) or M±SD

Public
Private

1,395 (35.8)
2,500 (64.2)

697 (50.3)
690 (49.7)

Location

Urban
Rural

2,354 (39.6)
1,541 (60.4)

877 (63.2)
510 (36.8)

Size (no. of beds)†

Small
Medium
Large

2,217 (56.9)
1,420 (36.5)
258 (6.6)

256 (18.4)
740 (53.4)
391 (28.2)

1.01±0.03

1.01±0.02

13.19±3.16

12.83±3.21

% elderly who lives alone

7.10±2.61

6.69±2.66

% elderly w/ medical aid

0.75±0.22

0.71±0.20

No. of physicians in 1000 people

2.53±0.57

2.43±0.58

15.06±4.35

13.32±3.91

% social welfare budget

7.77±4.71

7.91±4.99

Financial independence

52.35±17.15

54.57±18.48

Variables

Categorie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wnership*

Regional
characteristics‡

(N=5,282)

Sex rate
% elderly population

No. of hospital beds in 1000 people

LTCF=Long-term care facility; LTCH=Long-term care hospital; M=Mean; SD=Standard deviation; *Public include facilities/hospitals owned
by corporation; †Size of LTCFs are defined as small (＜10), medium (10~30), and large (＞30). Size of LTCHs are defined as small (＜100),
medium (100~299), and large (≥300); ‡Regions where the LTCF & LTCH are located.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에서 급성기병원 입원 가능성이 높았다.

성비는 1.01, 노인인구 비율은 각 13.19, 12.83, 독거노인의 비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경우, 기관수준의 특성보다는 개인수

율은 각 7.10, 6.69, 의료급여 수급노인의 비율은 각 0.75, 0.71

준의 특성이 급성기병원 입원과 관련이 있었고, 남성, 연소노

이었다.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각 2.53명 2.43

인,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에서,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에 해

명, 인구 천 명당 병상수는 각 15.06개, 13.32개였으며, 사회복

당하지 않는 군, 과거 요양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노인, 그리고

지예산비중 평균은 각 7.77, 7.91, 재정자립도의 평균은 각

동반상병지수가 높은 군에서 급성기병원 입원 가능성이 높았

52.35, 54.57이었다.

다. 치매와 뇌졸중을 가진 노인은 급성기병원 입원 가능성이
낮았다. 이 밖에 지역의 의료급여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3. 요양시설 입소노인 및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급성기

에서 급성기병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병원 입원 관련 요인
4. 요양시설 입소노인 및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사망
요양시설 입소노인과 요양병원 입원노인들의 급성기병원

관련 요인

입원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입소 이후 90일 이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입소, 입원한 노인들의 사망발생

급성기병원 입원 가능성은 남성, 연로한 노인(80~89세), 고소

관련요인을 다수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Table 4에 정리

득, 장기요양 1등급 노인, 과거 요양시설 입소 경험이 없는 신

하였다.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경우, 고령, 장기요양등급이 1,

규 입소노인, 동반상병지수가 높은 노인, 그리고 치매가 없는

2등급인 노인, 그리고 동반상병지수가 높은 노인에서 1년 이

노인에서 높았다. 기관 및 지역수준 특성을 살펴보면, 도시 지

내 사망 가능성이 높았고, 여성, 과거 입소 경험이 있는 노인,

역보다 농촌 지역에 위치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의료급

그리고 치매와 뇌졸중을 가진 노인에서 사망 가능성이 낮았

여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낮은 지역, 그

다. 기관 및 지역수준 특성 중에는 설립형태가 유의한 사망 관

리고 사회복지예산비중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입소노

련 요인으로, 공공/법인 요양시설에서 사망 가능성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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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Acute Hospitalization (Multi-level Analysis)
LTCF residents

LTCH patient

90-day hospitalization
(Yes=1)

90-day hospitalization
(Yes=1)

Levels

Variables

Categories

Estimate

S.E.

Estimate

S.E.

Individual
level

Sex (ref. male)

Female

-0.39

0.06

＜.001

-0.22

0.04

＜.001

Age (ref.＜80)

80~89
≥90

0.14
-0.02

0.06
0.08

.033
.789

-0.10
-0.55

0.04
0.07

.012
＜.001

Income (9~10)

0
1~4
5~8

0.02
-0.16
-0.11

0.08
0.07
0.07

.828
.025
.132

-0.18
-0.17
-0.12

0.05
0.05
0.05

.001
＜.001
.011

LTCH group* (ref.=A1,2)

A3
A5
A4,6,7,8

-

-

0.40
0.33
0.85

0.05
0.06
0.05

＜.001
＜.001
＜.001

LTCF grade (ref.=grade3)

Grade 1
Grade 2
Other

0.28
0.04
-0.33

0.08
0.06
0.10

＜.001
.504
.001

-

-

-

Prior LTCF admission (ref.=no)

Yes

-0.64

0.06

＜.001

-

-

-

Prior LTCH admission (ref.=no)

Yes

CCI

Institutional

Regional
level

-

-

-

p

p

-

1.40

0.04

＜.001

0.21

0.02

＜.001

0.15

0.01

＜.001

Dementia (ref.=no)

Yes

-0.37

0.06

＜.001

-0.90

0.04

＜.001

Stroke (ref.=no)

Yes

0.06

0.07

.403

-0.24

0.05

＜.001

Ownership (ref. private)

Public

0.09

0.07

.149

0.00

0.05

.982

Location (ref. rural)

Urban

-0.79

0.37

.034

-0.18

0.24

.487

Size (ref. small)

Medium
Large

-0.03
0.04

0.07
0.09

.650
.660

0.03
0.06

0.07
0.07

.691
.417

Sex rate

3.32

4.03

.410

-3.38

2.55

.184

% elderly population

0.03

0.12

.818

-0.05

0.07

.506

% elderly who lives alone

0.10

0.13

.473

0.05

0.09

.541

% elderly w/ medical aid

1.41

0.31

＜.001

0.45

0.21

.032

No. of physicians in 1000 people

-0.42

0.20

.037

-0.10

0.12

.401

No. of hospital beds in 1000 people

-0.03

0.03

.218

-0.02

0.02

.188

% social welfare budget

0.06

0.03

.033

0.00

0.02

.980

Financial independence

0.03

0.01

.028

0.00

0.01

.645

LTCF=Long-term care facility; LTCH=Long-term care hospital; S.E.=Standard error;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 *A1: Ultra high medical
care; A2: High medical care; A3: Medium medical care; A4: Behavioral problem; A5: Impaired cognition; A6: Mild clinical care; A7: Reduced
physical function; A8: None.

또한 인구 천 명당 병상수는 사망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고, 병상수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 높았고, 의사수가 많은

사회복지예산비중은 사망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에서 낮았다.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1년 사망 가능성은 고령, 저소득 노
인, 의료최고도 및 고도, 그리고 동반상병지수가 높은 경우 높

논

의

았고, 여성, 과거 입원 경험이 있는 노인, 치매와 뇌졸중이 있
는 노인에서 낮았다. 기관수준 변수 중에서는 기관의 규모가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100병상 이상의 중규모 및 대규모 요양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의 급성기병원 입원 및 사망 관

병원에서 사망 가능성이 낮았다.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사망가

련 요인을 파악했다. 대상자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본 분석대

능성은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비율 및 의료급여노인비율이 높

상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이는 여성들의 평균수명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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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Mortality (Multi-level Analysis)

Levels
Individual
level

Variables

Categories

Regional
level

LTCH patient

1-year mortality (Yes=1)

1-year mortality (Yes=1)

Estimate

S.E.

p

Estimate

S.E.

p

Sex (ref. male)

Female

-0.85

0.05

＜.001

-0.70

0.03

＜.001

Age (ref.＜80)

80~89
≥90

0.43
0.99

0.06
0.07

＜.001
＜.001

0.52
1.12

0.04
0.05

＜.001
＜.001

Income (9~10)

0
1~4
5~8

-0.06
-0.02
0.12

0.07
0.06
0.06

.431
.762
.060

-0.06
0.11
0.10

0.05
0.04
0.04

.187
.008
.021

LTCH group* (ref.=A1,2)

A3
A5
A4,6,7,8

-

-

-

-1.10
-1.17
-0.58

0.04
0.05
0.05

＜.001
＜.001
＜.001

LTCF grade (ref.=grade3)

Grade 1
Grade 2
Other

0.91
0.21
-0.76

0.06
0.06
0.10

＜.001
＜.001
＜.001

-

-

-

Prior LTCF admission (ref.=no)

Yes

-0.47

0.05

＜.001

-

-

-

Prior LTCH admission (ref.=no)

Yes

-

-0.12

0.04

.005

CCI

Institutional
level

LTCF residents

-

-

0.25

0.02

＜.001

0.28

0.01

＜.001

Dementia (ref.=no)

Yes

-0.72

0.05

＜.001

-0.67

0.03

＜.001

Stroke (ref.=no)

Yes

-0.21

0.06

.001

-0.59

0.04

＜.001

Ownership (ref. private)

Public

-0.13

0.05

.016

0.06

0.04

.166

Location (ref. rural)

Urban

0.10

0.32

.745

-0.29

0.20

.224

Size (ref. small)

Medium
Large

0.01
-0.10

0.05
0.08

.822
.200

-0.22
-0.42

0.06
0.06

＜.001
＜.001

Sex rate

5.33

3.36

.113

1.46

2.14

.497

% elderly population

0.00

0.10

.981

0.14

0.06

.021

% elderly who lives alone

0.19

0.11

.100

-0.16

0.07

.027

% elderly w/ medical aid

0.09

0.27

.747

0.54

0.18

.002

No. of physicians in 1000 people

-0.09

0.17

.602

-0.21

0.10

.048

No. of hospital beds in 1000 people

-0.05

0.02

.039

0.03

0.01

.026

% social welfare budget

0.05

0.02

.031

0.01

0.01

.723

Financial independence

0.01

0.01

.528

0.02

0.01

.006

LTCF=Long-term care facility; LTCH=Long-term care hospital; S.E.=Standard error;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 *A1: Ultra high medical
care; A2: High medical care; A3: Medium medical care; A4: Behavioral problem; A5: Impaired cognition; A6: Mild clinical care; A7: Reduced
physical function; A8: None.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성별에 따른 가정에서의 돌

고혈압 및 치매가 가장 그 빈도가 높았으며, 요양시설에서는

봄 여건에 따라 여성노인이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서비스를

각 40.2%, 38.6%로, 요양병원에서는 각 54.9%, 55.4%로 요양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본 연구에서 연

병원에서 그 빈도가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우울을 제외한 모

령은 분석자료 특성에 따라, 72세 이상 노인부터 분석 대상자

든 질환들에서 요양병원 입원노인에서 유병률이 더 높았으며,

로 포함되었고, 80대가 대부분으로, 향후 우리나라 요양시설

이는 임상적 특성에 따라 의료적 요구도가 더 높은 노인들이

및 요양병원 서비스 이용자 전수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필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 듯하다.

하겠다. 이들이 가진 동반질환을 살펴보면, 두 기관 모두에서

본 연구에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노인의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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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병원 입원 관련 요인을 파악한 결과, 여성, 저소득 노인의 입

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입소/입원노인들의 사망과 관련

원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이들의

된 지역수준의 변수 중 의료급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

의료이용 수준이 더 낮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약

역에서 급성기병원 입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요양시설 및

인구집단에서 의료접근성, 의료이용 등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도 동일한 연구

고한 국내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며[21,22], 특히 이와 같은

결과로[8,15], 의료급여 노인들의 불필요한 입원이 발생할 수

현상이 일반 인구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양시설 및 요양병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

원 입원/입소노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연령

해 최근 이루어진 심층면접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의료급

에 따른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요양시설에서는 연로한 노인인

여 환자들의 경우 실제로 필요가 높지 않음에도 의료서비스

경우, 이동이 높아 연령에 따른 건강문제의 발생에 따라 급성

이용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낮은 본인부담에 따

기병원으로의 입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으나, 요

른 도덕적 해이 외에 간병인 부재, 의사결정을 위한 사회적 보

양병원에서는 연로한 경우 이동이 낮아, 연령에 따른 입원 양

호수단의 부재 등이 제시되었다[28]. 이 밖에 요양시설 입소노

상은 두 기관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지난 3개월 이전

인의 경우 사회복지예산비중 및 재정자립도를 통해 살펴본 사

입소/입원 경험과 관련해서는 과거 요양시설 입소경험이 있

회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입원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의 재

는 노인에서 급성기병원 입원가능성이 낮았고, 반대로 요양병

정적 수준 및 복지서비스 수준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원에서는 과거 입원경험이 있는 노인의 급성기병원 입원 가능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사수가 많으면 입원 가능성을 낮추

성이 높았다. 상태의 불안정성과 기관 간 이동은 급성기병원

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지역수준의 보건의료

으로의 (재)입원을 야기한다는 선행연구결과에 따라[26], 향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는 논의, 즉 지역에 이용가능한 자원

후 국내에서도 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의 기관 이동에 대한 보

이 많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높아진다는 논의와 반대되는 결

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겠다.

과인데[29,30], 본 모델에서 활용된 변수인 ‘의료기관 종사 의

분석대상자의 기능상태 측면에서, 장기요양 1등급 노인, 그

사 수’가 지역의 병의원, 촉탁의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변수

리고 동반상병지수가 높은 경우 입원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로, 해당 기관 및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나타내고, 지

노인의 의료적 요구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요

역사회 외래서비스나 촉탁의 등 급성기병원 입원을 예방하는

양병원 입원노인의 경우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노인들이 입원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들은 코마, 식물, 마비 상

본 연구의 두 번째 종속변수인 사망 관련요인을 파악한 결

태 등 와상인 경우이거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나, 의료이

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서비스 이용 노인 모두에서 사회경

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요양

제적으로 취약한 군 및 요양 및 의료적 요구도가 높은 군의 사

시설 입소노인 중 생애말기인 노인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노

망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인들의 급성기병원 입원서비스 이용 확률 및 의료비 지출이

결과이다[16,17]. 또한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서비스 이용노

더 높았다[27]. 뿐만 아니라 생애말기 노인들의 연명치료의향

인 모두에서 치매와 뇌졸중을 가진 노인들의 사망가능성이 낮

등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변수의 영향이

았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

있을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노인들의

이는 치매와 뇌졸중은 질병의 만성화 및 장기화로 인한 지속

의료적 요구의 충족을 위한 서비스 및 정책의 개발과 더불어

적인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으로[8], 이것이 사망을 낮추는

폭넓은 학술연구의 수행 또한 필요하겠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겠다. 다음으로 요양

분석대상자의 급성기병원 입원과 관련된 기관수준의 변수

시설 및 요양병원 분석대상자 모두에서 과거 입소/입원 경험

로는 지역 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도시 지역이 아닌

이 있는 노인에서 1년 이내 사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

지역에서 급성기병원 입원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해당 지역의

되었다. Kadu 등[26]의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건강 결과 관련

입원서비스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도시 및 비도시 기관

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입소 전의 입원서비스 이용, 입소 경

의 서비스 질에 따른 부정적 건강결과 발생 등 다양한 해석이

로, 건강 상태의 변화 등이 주요한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가능하겠다. 다음으로 입소/입원노인들의 급성기병원 입원

본 연구에서도 신규로 입소 또는 입원한 경우 건강상태가 불

과 관련된 지역수준의 변수 중에서 요양시설 요양병원 모두에

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해

서 지역의 의료급여 노인인구는 급성기병원 입원 가능성을 높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요양시설에 입소 또는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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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원한 경로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명

원 입원 및 사망 관련요인의 파악을 통해 향후 입소/입원노인

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기관 간 이동에 대한 보

의 부정적 건강결과 발생의 취약집단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할

다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망과 관련된 기관수준의 변수로는 설립형태 및 규모의

다만 가용한 자료의 제한으로 2014년도 청구자료를 활용한

영향력이 유의했다. 설립형태가 민간인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향후 보다 최근 자료를 활용한 후

사망 가능성이 높았고, 규모가 작은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사

속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수준의 변수들이

망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영리기관에서 사망률이 높다고

개인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표본 자

보고된 선행연구와 동일하였으며[17], 향후 영리 및 소규모 요

료가 아닌 전수자료를 사용한 지역수준 분석 또한 필요함을

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가 급성기병원 입원과 사망 등

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병상수

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할 수 있는 임상적 특성, 과거력

및 의사수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자원 등도 요양서비스를 이용

등에 대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

하는 노인의 사망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로 남아, 향후 자료의 보완을 통해 탐구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는 향후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인구의 형평적인 의료

이 밖에 노인들이 입소/입원한 기관의 서비스 질을 나타낼 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역 간 형평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있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구성 수준 및 서비스 질 평가 점수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등을 가용한 자료의 한계로 분석모델에 포함하지 못한 것 또

다음으로 사회복지예산비중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한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서 사망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인

에서 급성기병원 입원이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입원인 것

구의 경우, 사망시점, 대도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요

인지, 예정된 치료 및 수술을 받기 위한 입원인 것인지는 파악

양시설 또는 요양병원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할 수 없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급성기병원 입원 변

결과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지역의 특성이 환자의 의료

수는 부정적 건강 영향을 의미하는 것인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과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 해석

받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향후 연구에서 입원 이유 및

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 전체인구를 대상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려가 가능하다면, 장기요양서비스

으로 한 것이 아닌 표본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대상자의

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급성기 건강문제 발생으로 인한 입원을

지역 간 분포가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 간 연결성이 높은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수, 병상수 등의 자원이 해당 지역에서만
이용된다고 가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28], 시

결론 및 제언

군구 등 더 작은 공간의 분석이나, 전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 입소노인 및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급

본 연구는 국내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기병원 입원과 사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요

노인의 급성기병원 입원과 사망 관련 요인을 건강보험 청구자

양시설 및 요양병원 서비스 이용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

료와 지역수준의 (시도) 행정통계 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을 포

비스 제공 및 부정적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

함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하였다. 요양서비스 이용노인들의 급성기병원 입원 발생과 관

요양시설 입소 혹은 요양병원 입원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과

련된 요인들은 성별, 연령, 소득수준, 기능수준(장기요양등급,

중증도를 보정한 후에도 기관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이 노인의

요양병원 환자군분류), 지속 입소여부, 동반상병지수 등이었

급성기 병원 입원 및 사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

으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구의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요양시설과 요양병

및 보건의료자원 또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

원의 역할 정립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계속되어오면서 요양시

한 이들의 사망발생과 관련한 요인들은 성별, 연령, 장기요양

설 입소노인과 요양병원 입원노인에 대한 현황 파악은 많은

등급, 동반상병지수, 그리고 치매와 뇌졸중 유무였으며, 요양

통계 및 보고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의 급성기

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소득 및 해당병원 지속 입원여부 등 또

병원 입원과 사망과 관련된 실증연구의 수행은 미비했다. 본

한 사망과 관련이 있었다. 이들이 이용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구의 요양시설 입소노인 및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급성기병

설립형태, 규모 등의 기관 관련 요인 및 지역의 인구학적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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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수준, 보건의료자원 등의 지역수준 요인 또한 이들의 사
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 대한 다음의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의
료적 요구도, 의료이용 및 건강결과와 그 관련요인을 보다 면
밀히 파악하기 위해 케어의 연속선상에서 서비스 이용기관 간
이동을 포함한 보다 장기적인 추적관찰연구의 수행을 제언한
다. 둘째,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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