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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는 장기요양 등 정을 통해 수 자격을 인정받은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을 알아보고, 서비스 미이용이 노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자료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코호트DB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를 

이용하 고, 장기요양 등 을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 27,141명에 한 73,652건의 

찰치를 분석 상으로 활용하 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에 해서는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two-part model을 용하여 로빗과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때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한 IV 로빗과 

2SLS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 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요양 

인정신청 횟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인정신청 횟수가 늘어날수록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인정신청 횟수가 많다는 것은 1년  수차례 등

정을 한 인정조사를 신청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 을 인정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은 격하게 높아진 것이다. 인정신청 횟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받은 등 이 낮을수록 인정신청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도 낮은 

정등 이 서비스 미이용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본 으로 등 정

결과에 한 불만이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주된 원인으로 추측되는 바, 이들의 

미충족 욕구를 악하여 정책에 반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자녀와 동거하거나 주수발자가 존재하는 경우,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호처치 역에서 제한정도

가 심하고, 의학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노인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확률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이는 간호처치나 의료  개입을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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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한 의료서비스가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같은 조건의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 발생 

 총 진료비, 입원서비스 이용 발생  입원일수, 요양병원 이용 발생  요양병원 

입원일수, 응 실 이용 발생  응 실 내원일수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 다. 한편 

외래서비스 이용 발생  외래 내원일수에 해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하 을 때에만 

마찬가지로 양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모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의료이용에 

발생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통해 총 진료비, 입원일수, 

외래 내원일수, 요양병원 입원일수, 응 실 내원일수의 추가 발생을 큰 폭으로 감소

시킬 수 있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의 한계효과 분석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의료이용을 체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총 진료비와 입원

서비스  요양병원 이용 부문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 필요를 

인정받은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발생하는 노인

인구의 추가 인 의료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체계  리가 부재해왔던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련 서비스 미이용 

사유에 한 악을 시도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노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탐색하 다. 연구결과, 간호처치나 의료서비스에 한 극 인 

연계 리 부재는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이용을 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의료이용을 래하는 등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정책은 상 노인이 필요로 하는 간호처치와 의료  

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극 연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

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 장기요양 필요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의료이용, 노인코호트DB  

학  번 : 2014-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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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 구 의 배 경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과 함께 노인에 한 부양부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 다. 이를 통해 

종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 의 역으로 여겨져 왔던 장기요양을 국가와 사회

의 공식  책무로 제도화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박종연 등, 2008).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치매‧ 풍 등으로 독립 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가족의 부양부담

을 덜어주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구에게나 요양 여 수 자격이 부여

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 

제도에서 장기요양은 신청자의 장기요양 인정신청으로부터 시작된다. 인정신청을 

하면 방문을 통해 노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증상, 생활환경, 서비스 욕구 등 12개 

역 90개 항목에 한 인정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52개 항목으로 산출된 인정

수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장기요양 등 이 정된다. 등 을 정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한 수 자격이 부여되고, 재가  시설 서비스 등 장기요양

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등 인정을 통해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제되면, 다음 단계는 여계약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이다. 수 자는 한 장기요양기 을 선택하여 여계약을 체결

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통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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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말 재 등  인정자 467,752명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비가 

지 된 자는 409,212명으로 87.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 욕구에 의해 

스스로의 신청에 따라 등 을 인정받고도 실제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

자가 12.5%로 10명  1명이 넘는 셈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 자의 

요양 필요도에 따라 인정등 을 받은 사람에게 서비스 이용을 한 자격권이 부여

되는 사 승인체계라는 을 고려할 때(국경남 등, 2014), 이러한 미이용자의 발생

은 장기요양의 보장성 악을 하여 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은 사실상 인정률을 높이는 데에 집

되어 있고, 실제 수 자격을 인정받는 장기요양 상자를 늘리기 한 정책은 거의 

매년 새롭게 시행되어 왔다. 정부는 2012년에 3등  인정기 을 완화하 고, 2013년 

재차 3등  인정기 을 완화하고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 으며, 2014년에는 4등  

 5등 (치매특별등 )을 신설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 상을 확 하기 

한 정책을  추진하 다(보건복지부, 2015). 

   장기요양 인정률 확 가 이처럼 주요 정책과제로 집  조명을 받는 것과 달리, 

이용률에 한 정책당국의 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이용지원 업무의 일환으로 서비스 미이용 수 자에게 그 사유를 설문하고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을 뿐(한은정 등, 2012), 서비스 미이용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에 한 체계  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OECD가 회원국 간 

비교를 하여 시설과 자택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 인구(recipient)의 

비율을 실질 인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것과도 조 이다.

   노인장기요양 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2015)에 따르면 2014년 재 우리나라 

장기요양 인정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 6.6%로 2008년 4.2%, 2009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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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8%, 2013년 6.1%에 비해 꾸 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 히 OECD 평균인 

12.7%의 반 수 에 불과하다(OECD, 2013). 여기에 등 은 인정받았지만 서비스

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 미이용자의 비율까지 반 하여 OECD 기 으로 인정률을 

산출하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 인구 비율은 결국 5.8%에 그치고 있는 정도로 

악된다. 

   노인으로 표되는 장기요양 상자는 욕구와 상황이 다양하고 복합 인 이질  

인구집단이다(Pratt, J. R., 2010; Binstock, R. et al., 2011). 그만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고, 그 결과 상자의 건강

이나 의료서비스 이용 등 기타 사회  부문에 발생하는 효과 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등 까지 정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권고 받았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 그에 따른 향을 탐색하는 

것은 보건학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와, 

그 결과 상자의 의료이용에 어떤 향이 발생하는지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를 고려하면, 재와 같이 인정률에만 치 하는 정책

에는 한계가 있다. 즉,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자의 실질 인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건강성과를 향상시키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사유를 분석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권고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결과를 악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를 한 정책 수립

에 근거를 제시하는 기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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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 구 의 목

   본 연구는 장기요양 등 정을 통해 수 자격을 인정받은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을 알아보고, 서비스 미이용이 노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세부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 필요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의 특성을 악한다. 

   둘째,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을 분석한다. 이 때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을 의료서비스는 이용한 자와 의료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은 

자로 구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장기요양 필요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의 의료이용을 반 인 

의료서비스 이용, 입원  외래서비스 이용, 요양병원 이용, 응 실 이용으로 세분

화하여 살펴본다. 

   넷째,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의료이용  그로 

인한 비용 지출에 발생시킬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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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고 찰

제 1  장기요양 상 자  

   미국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는 장기요양을 ‘신체 는 정신상의 문제 

때문에 지속 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의료 ‧사회  

서비스1)’라고 정의한다(IOM, 1986).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정의할 때 포함되는 핵심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 는 인지능력의 

기능 하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둘째, 이와 

같은 의존  상태가 단기간 일시 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이들에게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주거, 가사 지원 등에 이르는 

포 인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 자택, 지역사회 등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문 인력  기 에 의해 공식 으로 제공될 수도 있으나 가족 는 지인에 의한 

비공식  돌 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치매 등 

유병노인 증, 가족수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국가 주도의 공식 인 장기요양

서비스에 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 실이고(OECD, 2012), 재까지 드러

난 공식  역의 장기요양서비스를 향한 욕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Colombo, F. et al., 2011). 만약 이와 같은 수요가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히 

충족되지 못한다면 의료나 사회복지 등 다른 부문에 가해지는 재정  부담이 과

해지고, 결국 사회 반의 비효율을 래하게 될 것이다. 

1) Long-term care is “a variety of ongoing health and social services provided for individuals 
who need assistance on a continuing basis because of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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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서비스에 한 필요도는 의료 ‧사회  부문에 걸쳐 매우 폭넓게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차 인 심은 정책의 수혜 상을 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OECD, 2012). 즉, 공정한 

보호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하게 균형을 잡고 장기요양 상자를 선정

하여 서비스에 한 근 권한을 주는 차가 요하다(Colombo, F. et al., 2011).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장기요양 등 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여 수 권자 

자격을 인정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시행 2016. 1. 1. 통령령 제26805호)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등 정기 으로 장기요양 상자를 정의하고 있다.  

  - 1등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수가 95  이상인 자 

  - 2등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수가 75  이상 95  미만인 자

  - 3등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수가 60  이상 75  미만인 자

  - 4등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수가 51  이상 60  미만인 자

  - 5등  :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수가 45  이상 51  미만인 자

   등 정기 에서 알 수 있듯이 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상자 선정은 신체

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등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한 

인정조사결과에 기 하여 산정된 장기요양인정 수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역별 

항목은 [표 1]과 같다.



7

 [표 1] 장기요양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영 역 항     목

신체기능
(일상생활)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단기 기억장애
‧장소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지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날짜불인지
‧의사소통/전달 장애

행동변화

‧망상
‧환각, 환청
‧슬픈 상태, 울기도 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 함
‧물건 망가트리기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 입기
‧대소변 불결행위

간호처치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경관 영양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활
운동장애 관절제한

‧우측상지
‧좌측상지

‧우측하지
‧좌측하지

‧어깨관절
‧고관절

‧팔꿈치관절
‧무릎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발목관절

   등 정기 을 통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상자 선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 ,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 신체기능 

역에서 반 되고 있을 뿐, 식사 비, 청소‧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교통 이용, 

리, 약복용과 같은 수단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즉 사회생활 능력은 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다. 방문 인정

조사에서 신청자의 IADL을 악하고는 있으나, 인정 수 산정에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장기요양을 운 하는 일본과 독일이 IADL을 

반 하여 실외활동‧사회생활의 제한정도를 등 인정에 활용하는 것과 조 이다. 

   다음은, 5등 (일명 ‘치매특별등 ’)을 둠으로써 인정 수가 낮더라도 치매 환자

인 경우에는 장기요양 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 다는 이다. 경도인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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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 cognitive impairment)  치매 환자가 증하고,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간헐

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치매 환자의 경우 다른 노인성 질병 환자에 비해 상

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지 되면서 치매 환자를 한 특별등 이 

신설되었다(보건복지부, 2014).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2). 이로 

인한 노인인구의 자연증가는 장기요양 상자를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여기

에 만성질환과 일상생활 수행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인구가 증가일로에 

있어(장숙랑, 2015), 장기요양 상자 선정  수요 측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 은 2010년 31.6%

에서 2012년 33.3%, 2014년 35.5%로 꾸 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6.8%를 

차지하 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고 압‧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만성 노인성 

질환으로 의료기 을 찾는 노인이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엄청난 리비용을 

치르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률을 단순 성과지표로 하는 무조건 인 장기요양 

상자 확  정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어떤 기 으로 상자를 선정하여 자격

권을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평가된 기능상태에 따라 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얼마나 효율 으로 장기요양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지가 앞

으로 더욱 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상된다.     

2)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 13.1%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그로부터 불과 8년 후인 2026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등 
경이적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다(통계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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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국내에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남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등  인정자를 상으로 서비스 미이용 원인을 

분석한 국경남 등(2014)의 연구가 유일하다. 연구결과, 소도시에 비해 농어 인 

경우, 자택에 비해 병원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희망 서비스가 재가인 경우에 비해 

여인 경우, 정등 이 1등 인 자에 비해 2등 이거나 3등 인 자의 경우에 

서비스 미이용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정지역

에 국한된 연구인 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첫 1년만을 상으로 하

으며, 자료의 제한으로 다양한 변수의 반 이 어려웠다는  등에서 한계가 있다. 

   국외 연구로는 미국의 개별 소비자가 장기요양보험을 구매하지 않는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Curry, L. A. et al., 2009)가 있다. 인터뷰를 통한 

질  연구로 진행된 이 연구의 결과, 비싼 보험료, 불충분한 정보, 보험회사에 한 

불신, 감지된 험발생 가능성이 낮음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보험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주의 미국 보험시장에서 서비스 이용이 아닌 장기

요양보험 상품의 구매결정에 한 요인을 악한 연구 다는 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 은 별로 없다. 

   한편 문헌고찰과 주제어(typography) 개발을 통해 호주 빅토리아 주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의 보호자들이 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Brodaty, H. et al., 2005)가 존재한다. 연구결과, 보호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주된 원인은 서비스의 필요성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

이었다. 그 밖에 낙인(stigma) 등의 이유로 수 자 본인이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아



10

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 지식이 부족해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등이 미이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서비스에 한 근성, 비용지불능력 등은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게 장기요양 제도를 운 하는 일본의 선행연구 에는 

서비스 과소이용을 주제로 한 연구(Sugisawa, H. et al., 2002)가 있다. 연구자들은 

도쿄 교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기요양 필요노인 1,025명을 상으로, 장기요양

보험이 제공하는 한도액 비 실제 서비스 이용 액이 낮은 과소이용과 련 있는 

요인을 분석하 다. 연구를 통해 간 정도의 간호  처치를 요구하고, 동거가족이 

있으며, 소득수 이 낮은 노인의 서비스 이용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취약계층에 한 본인일부부담  감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층의 경우 

비용부담의 향이 서비스 이용을 크게 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는 이유는 

연구 상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장기요양 필요도를 

측정하고 상자를 정의하는 과정 자체에 명확한 분류기 이나 합의된 이 없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양한 의료 ‧사회  서비스의 복합 산출물이라는 , 

상자의 의사결정에 제도  사회  환경의 향 등 맥락이 요하게 작용한다는 

을 생각할 때,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과 이용 련요인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분의 선행연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을 상으로 이들의 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고, 일정 

부분 련요인이 오버랩 될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에서는 지 까지 

선행연구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련요인으로 제시된 변수에 어떤 것들이 있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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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련요인

   장기요양의 특성상 재가와 시설서비스의 차이가 뚜렷한 만큼 선행연구는 부분 

재가와 시설을 나 어 서비스 이용 련요인을 다루고 있다.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같은 재가서비스 이용이 시설서비스 이용의 련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상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수발자  생활환경, 장기

요양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사회서비스 이용과 국가 제도 등 다양한 측면의 향을 

받는 만큼 여러 층 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orrayo, E. A. et al. (2002)은 60세 이상 노인 1,968명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내역을 분석한 연구에서 서비스 이용에 가장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성

질환, 치매 유병, 보행능력, 인지기능, ADL 등과 같은 상자의 건강  기능상태라

고 밝혔다. 한 연구자들은 비슷한 수 의 필요(need)를 가진 노인이라도 배우자가 

없거나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시설입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소인요인과 제도  환경의 향이 상자의 필요가 실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매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ADL과 같은 기 인 신체기능의 제한이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근거가 엇갈리고 있다.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노인 

3,383명을 7년간 추 하여 시설입소 련요인을 탐색한 Shapiro & Tate (1985)의 

연구에서는 건강  기능상태 특성보다도 연령이나 배우자 유무 같은 소인요인의 

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제시된다. 이들은 시설입소에 한 ADL의 향력이 과

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체장애가 있는 노인일수록 시설에 입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집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고, 더욱이 ADL의 향력은 나이가 들수록  

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 독거, 배우자 없음, 인지기능 장애는 시설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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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높이는 것으로 일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Branch & Jette, 1982; Liu 

& Manton, 1984; Shapiro & Tate, 1985; Steinbach, U., 1992).    

   Oyama, Y. et al. (2013)은 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서 재가서비스 지속

이용과 련 있는 요인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가족이 느끼는 부양부담이 낮을수록 

재가서비스를 꾸 히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상자의 장기요양 필요도

가 높은 경우에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재가서비스를 꾸 히 이용할 확률

이 높아졌다. 이에 연구진은 수발자의 부양부담을 낮추고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재가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데에 핵심 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언하 다. 제도 기 발표된 Tamiya, N. et al. (2002)의 연구에서도 가족수발자의 

향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자의 성별, 연령  요양 

욕구도보다도 가 수발을 하며, 그 수발가족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가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결정에 더욱 큰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 다. 연구자들의 공통된 

결론은 장기요양 상자들이 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하기 해서는 

수발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련요인을 다룬 선행연구 에는 이처럼 수발자의 향을 

요하게 악한 것이 많다. Bass & Noelker (1987)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이해

함에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의 분석틀인 앤더슨의 행동모형을 용하면 생기는 문제

이 바로 이와 같은 가족 련요인이 반 되지 않는 이라고 지 한다. 연구자들

은 장기요양서비스에 한 이용결정  이용량의 련요인을 분석할 때, 수발자의 

사회경제  특성이나 욕구 등을 반 하여야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제시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은 시설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많은 국가에서 지역사회에 머물기를 바라는 상자의 선호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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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비용부담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 이용을 장려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Pratt, J. R., 2010; 선우덕, 2012; Kane, R. L. et al., 

2013; OECD & European Commission, 2013; Oyama, Y. et al., 2013). 다양한 재가

서비스 에도, 특히 주야간보호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설입소를 효과 으로 

방하는 방안이라는 근거가 제기되고 있다(Tomita, N. et al., 2010; Kurasawa, S. 

et al., 2012).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은 장기요양 상자의 집 밖 외출과 기 에서

의 사회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심신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데에 장 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가족을 수발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등 순기능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래 등, 2011). 장기요양 시설입소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야간보호 시설 이용이 주목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야간보호 시설의 기반을 

확충하고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국내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을 기 으로 도입 이 의 선행연구들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로 다루었다. 성별, 연령, 교육

수 , 배우자 유무, 자녀 수, 거주지역, 경제상태, 주  건강 인식 등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의사와 련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Kim & Kim, 2004; 이미애, 

2005; 김은  등, 2008; 이홍자, 2008). 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사는 재의 

필요와 욕구에 비추어 미래를 상하는 것일 뿐, 당사자의 지불능력이나 서비스에 

한 근 가능성을 반 하지 못한다는 에서 실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차 시범사업에서 등 을 인정받은 노인을 상으로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한 이윤경(2009)의 연구에서는 성별, 소득, 수발자와의 계, 

문제행동  간호처치 욕구 등 개인  특성과 거주지역 내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 

요양병원 수 등 지역  특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기요양 등 을 인정



14

받은 독거노인을 상으로 한 김성희 등(2011)의 연구는 의료보장형태, 주수발자, 

장기요양 등 , 치매  풍, 문제행동, ADL 등을 재가서비스 이용 련요인으로 

분석하 다. 한편 이태화와 김복남(2012)은 재가서비스 이용량 결정요인을 악하는 

연구를 통해 노인의 인구학  특성과 건강상태, 노인과 수발자의 계, 가족의 수 

 지지정도 등이 이용량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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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 과

   보건의료‧사회복지를 아우르는 장기요양의 특성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성과 측정은 다양한 역에서 탐구되고 있다. 표 으로는 노인의 사망, 기능상태, 

의료이용, 그리고 수발자의 부양부담  스트 스, 서비스 이용에 한 만족도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표 2]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성과지표로 

제시된 내용을 상자와 수발자 측면으로 나 어 정리한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사회  배경과 맥락에 따라 여러 

에서 근이 가능하다. 이에 이번 에서는 국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  

환경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성과지표3)

대상자 측면 수발자 측면

‧사망/사망률
‧질병이환
‧신체기능상태
‧인지기능상태
‧정신건강(정서적 안정, 우울 등)
‧삶의 질
‧서비스 이용(입원, 재입원, 시설입소 등)
‧서비스 비용(진료비, 시설입소 비용 등)

‧삶의 질
‧가족관계 변화
‧수발 스트레스
‧돌봄 노동강도
‧신체적‧심리적 부담
‧생활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수발시간 대체효과(사회적‧경제적 활동기회)

   고령 는 그에 따른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의 요양 욕구를 

해소시키고 하된 기능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은 장기요양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경래와 이선미(2012)는 2008년 8〜9월에 장기요양 등 을 인정받고 1년 후

인 2009년 8〜9월에도 인정조사를 받은 17,652명을 상으로 기능상태 변화를 분석

하 다. 연구결과, 2009년의 기능상태가 2008년에 비해 체 역에서 개선되었고, 

3) 김찬우(2013)에서 요약 발췌하였다.   



16

역별로는 신체기능, 행동변화, 재활, 사회생활, 인지기능, 간호처치의 순으로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정받은 등 과 이용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기능상태가 개선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히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통해 실질 인 효과를 보기 해서는 상자의 건강상태에 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 다. 

   술한 바와 같이, 체 인구의 약 13%에 불과한 노인에게 사용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체 지출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향후 그 액수는 더욱 폭발 인 속도로 

늘어나 2060년 노인 의료비는 순수한 고령화를 가정하면 337조 원, 건강한 고령화

를 가정하면 296조 원에 달한다는 망이다(이수연 등, 2015). 이는 2015년 22조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보다 13배〜15배 늘어난 수치다. 이와 같은 노인 의료비의 

건강보험 재정 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당시에 고려된 요한 이유  

하나 다. 즉, 노인의 건강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입내원일수  진료강도)을 

감소시킴으로써 노인 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주는 부담을 이는 효과를 보고자 

기 하 던 것이다(이은경, 2010). 

   김명화 등(2013)은 2009년과 2010년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 

23,269명을 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성기병원과 요양병원 이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이 늘어나면 성기병원 이용

확률과 비용은 커지는 양의 계를 보 던 반면, 요양병원 이용확률과 비용은 어

지는 음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 분석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이 1% 증가할 때 요양병원 이용비용은 0.5% 감소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요양병원 이용을 체한다는 Forder (2009), Lichtenberg (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차별  역할 설정이 미흡하여 

양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복  과소이용, 사회  입원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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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구자들은 부 한 서비스 이용은 단순히 비용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결과

으로 건강에까지 향을 미친다는 을 지 하면서, 노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정책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 다.  

   강새 과 김홍수(2014)는 장기요양서비스  재가서비스, 그 에서도 유일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의 종류인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과 의료이용의 계를 

탐색하 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방문간호를 권고 받은 20,098명을 상

으로 분석한 결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외래이용횟수, 외래비용, 입원

일수, 입원비용, 약제비를 포함한 총 진료비용 등이 유의하게 낮았다. 즉,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을 통한 의료  문제의 확인  리가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체

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의료비 감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 성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장기요양 상자의 특성에 맞는 한 수 으로 

서비스 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문간호를 활성화하는 정책  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 다. 한 재 보건소, 장기요양, 의료기  등으로 분 되어 있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연계하고, 간호 제공 인력에 한 질 리를 포 하는 정책 수립을 고려

하여야 한다고 지 하 다.  

   정운숙(2014)은 2009년 1월 장기요양 1등  정을 받고 2010년 1등  재 정을 

받은 기 생활보장수 자 5,834명의 2007년과 2009년 의료이용을 비교하 다. 연구

결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의 총 진료비  입원일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연구자는 다수의 국외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 등 의료이용을 비용효과 인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Stessman, J. et al., 1996; Landi, F. et al., 1999; Johri, 

M. et al., 2003; Shepperd, S. et al., 2009; Xu, H. et al., 2010). 특히 일반 가입자에 

비해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 생활보장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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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요양 욕구를 해소

하고 장기간의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 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이 부양부담에서 벗어

나 경제  사회활동에 념할 수 있게 하는 것 한 정책의 핵심목표  하나 다

(한은정 외, 2014). 핵가족화, 독거노인  노인단독 가구 증가,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 자녀의 부모부양 의무에 한 가치  변화 등은 통 인 가족부양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사회  책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과로서 수발 스트 스 경감, 가족 계 변화, 삶의 질  생활 만족도 향상 등과 

같은 사회  성과를 다루는 것은 장기요양 제도에서 요한  다른 한 축을 살펴

보는 의미를 갖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 이후 단기 으로 가족부양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거두었다는 데에는 체로 공통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지만, 삶의 질 향상

이나 가족 계 개선, 수발자의 사회경제활동 증가와 같은 장기 인 성과가 있었

는지에 해서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민기채, 2011; 김용희와 안정신, 

2012; 이석민, 2012; 이홍자, 2012; 김찬우, 2013). 제2차(2007년)  제4차(2009년)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족 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민기채(2011)의 연구에서는 제도 도입 후 가족 계가 오히려 부정  

향을 받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김용희와 안정신(2012)의 연구에서는 노인가족

보다도 노인이 느끼는 스트 스 감소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부양가족의 입장에서 

고안된 제도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이석민(2012)은 정부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의 보호자를 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인용

하면서, 부양자의 사회경제활동 증가나 노인의 건강상태 개선과 같은 성과는 달성



19

하기 어려운 것임을 지 하 다. 그는 가족부양자의 정서  안정, 가족 계 개선 등 

좀 더 실 인 것으로 정책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이홍자(2012)

는 노인의 주수발자 416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진행한 연구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후 수발가족의 부담이 감소하기는 하 으나 여 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과 동거하는 수발자의 경우에 부담감이 매우 높을 

것으로 측하 다.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사회  성과에 해서는 근거가 

엇갈리고 있어 제도 시행의 효과를 정 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본 연구는 지 까지 살펴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과  노인의 의료이용과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을 집 으로 다루고자 한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과 권고 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발생

할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장기요양 여 제공의 기본원칙을 구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2016. 1. 1. 법률 제13647호) 제3조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의 심신상태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계에는 의학  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선별하여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 인 연계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서비스를 

운 하고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내에 의료인을 배치하게 하는 극 인 연계까지 

포함된다.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는 서로 하게 향을 주고받는 

계에 있으며, 과연 제도 도입 당시 기 하 던 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의료

이용을 체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감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심을 갖고 

보아야 할 주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노인의 건강은 이미 쇠퇴하는 과정 에 있으며 생애 그 어느 시기보다도 

사망에 임박한 시 에 있으므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노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독립 인 효과를 악하기 어렵다. 한 건강상태가 나쁜, 의존정도가 심각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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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될 확률이 높고(Weissert, 1985), 고령의 사망에 

임박한 노인일수록 의료이용 발생  이용량이 늘어남(Seshamani & Gray, 2004)에 

따른 역인과 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생변수에 가까운 연령, 수명 증

(longevity), 사망시 (proximity to death)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에 비해, 방향을 바꾸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노인의 의료

이용에 어떤 향이 생기는지 분석하는 것은 훨씬 더 철 한 방법론을 요구하는 것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생성을 최 한 통제하고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본 연구의 요

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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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방 법

제 1  자 료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코호트DB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 다. 이 자료는 노인을 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여 구축된 표본코호트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 여수 권자  만 60세 이상 노인의 사회경제  자격정보, 

진료비용 청구내역, 장기요양 등 정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는 일련번호로 체되어 식별이 불가능하다. 노인코호트DB는 2002년

부터 구축되어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 시행되었고, 본 연구가 

연간 단  시계열 분석임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간의 코호트를 

자료원으로 이용하 다. 본 연구는 서울 학교 생명윤리 원회(IRB No. E1603/002-

005)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지원 심의 원회(NHIS-2016-2-061)의 연구계획 승인

을 받고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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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 구 상

   건강보험 노인코호트DB는 2002년 만 60세 이상이던 노인 약 55만 명의 정보를 

2013년까지 12년간 추 하여 연결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이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자료 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양 여 수 자격, 즉 등 을 

인정받은 노인을 장기요양 필요노인으로 정의하고 연구 상으로 활용하 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시행 2016. 1. 1. 법률 제13647호) 제15조에서 등  인정자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 심신상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 정기 에 따라 장기요양 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

된 자’라고 정의된다. 장기요양 등 은 2008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등  체계

고, 2014년 7월 이후 재까지는 5등  체계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 분석 상 

기간과 재를 비교하여 장기요양 필요노인을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굵은 선 

안의 음 으로 표시된 1〜3등  인정자가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상자이다.

연구대상 기간 
등급체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A

①
②

인정점수(점)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95
1,140,600

75
1,003,700

51
878,900

45
708,800

2014년 7월 이후
현재 등급체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A

5등급(치매특별등급)

①
②

인정점수(점)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95
1,185,300

75
1,044,300

60
964,800

51
903,800

45
766,600

[그림 1] 장기요양 필요노인

   만약 한 해에 2회 이상 장기요양 인정신청한 경우, 동일한 개체의 등 정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내역이 복 찰되어 개체와 연도 정보가 고유하게 찰치를 

설명하지 못하고 패 분석이 불가능해지는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특정 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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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인정신청한 개체에 해서는 최종 찰치, 즉 마지막 신청차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 다. 

   한편 연구 상자의 선택(selection)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의 교란을 방지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배제기 을 설정하 다. 첫째, 65세 미만은 치매‧뇌 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인정신청이 제한되고 등 정기 도 65세 이상

인 자와 달라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그러나 제공받은 노인코호트DB에 추 된 

개체  65세 미만인 자는 없었기 때문에 이 기 에 의해 탈락된 찰치는 없었다.  

둘째, 장기요양 인정등 의 유효기간은 최 에는 1년, 갱신 시 1등 은 3년, 2등  

이하는 2년으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매년 등  변동도 가능하다. 한 의료서비스 

필요 등의 이유로 아  인정(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추 되지 않은 연도의 

찰할 수 없는 특성이 분석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불연속 으로 

찰된 개체들은 제외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에 2년 이상 연속해서 

장기요양 인정등 을 갖고 있는 내역이 존재하는 노인만 연구 상으로 포함하 다. 

연속 5년 동안 매년 찰된 균형패 만으로 분석 상을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신규 

유입자와 사망에 따른 도 탈락자를 포함하기 해서이며, 단 1회만 추 된 찰

치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가 개체의 횡단면 특성이 아닌 종단  변화를 

탐색하는 패 연구라는 을 고려해서이다.  

   최종 으로 총 27,141명에 한 73,652건의 찰치가 연구를 한 분석 상으로 

활용되었다. [그림 2]는 연도별로 자료가 추 된 연구 상자  찰치의 수를 나타

낸 것이다. 상 기간 5년 동안 매년 찰된 장기요양 필요노인은 1,227명이었으며, 

4년 동안 찰된 노인은 3,259명, 3년 동안 찰된 노인은 9,171명, 2년 동안 찰된 

노인은 13,484명이었다. 연도별로 분석된 찰치의 수는 2009년 10,431건, 2010년 

16,665건, 2011년 17,075건, 2012년 18,103건, 2013년 11,37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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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n(명) 관찰횟수 N(건)

1,227 × 5  = 6,135

1,984 × 4  = 7,936

2,618 × 3  = 7,854

4,602 × 2  = 9,204

1,275 × 4  = 5,100

3,141 × 3  = 9,423

1,818 × 2  = 3,636

3,412 × 3  = 10,236

1,600 × 2  = 3,200

5,464 × 2  = 10,928

[그림 2]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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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분 석모 형   변 수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질문에서 출발하 다. 첫째,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사유는 무엇인가? 둘째,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은 노인의 

의료이용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각 질문에 답하기 하여 [그림 3], [그림 4]와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 다. 분석Ⅰ에서는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을 분석하고, 분석Ⅱ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노인의 의료

이용에 미치는 향과 이용 시 발생되는 효과를 분석한다. 

 1) 분 석Ⅰ .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 

설명변수 종속변수

•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장기요양 인정신청 횟수, 
거주장소, 가구형태, 자녀 동거 여부, 주수발자, 주거상태

⇨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 사망 발생, 장애 중증도‧보유기간, 
영역별 장기요양 인정점수, 판정등급, 의사소견

• (경제적 특성) 소득수준, 직역구분, 의료보장형태

• (거주지 공급측면 특성) 장기요양기관 수, 요양보호사 수

[그림 3] 분석Ⅰ 모형

  ① 종 속 변 수

   종속변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이다. 장기요양 등 을 인정받은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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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연간 여비 청구액이 0원인 경우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으로 보았으며,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일 때 1이 되는 값을 변수로 활용하 다.

  ② 설 명 변 수

   설명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는 미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변수들로 선정하 으며, 그 밖에 노인코호트DB에서 활용이 가능

한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특성을 반 하는 변수들을 포함하 다. 크게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기능상태 특성, 경제  특성, 거주지 공 측면 특성으로 분류하 다. 

[표 3]은 각 설명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 으로 성별과 연령을 비롯하여 장기요양 인정신청 횟수  거주장소, 가구

형태, 자녀 동거 여부, 주수발자, 주거상태를 인구사회학  특성에 포함하 다. 인정

신청 횟수는 해당연도에 상자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몇 번 했는지 나타내는 것

으로, 총 건수를 연속변수로 활용하 다. 거주장소는 자택과 자택 외의 장소로 구분

하 다. 가구형태는 독거, 노인 부부만으로 구성된 부부단독, 동거인이 있는 가구로 

구분하 다. 자녀 동거 여부는 비동거와 동거로 구분하 다. 주수발자는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기타인 경우로 구분하 다. 주거상태는 노인이 건강에 해롭거나 생활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인정조사 과정에서 평가한 것으로, 불량과 

양호로 구분하 다.

   건강  기능상태 특성은 사망 발생, 장애, 역별 장기요양 인정 수, 정등 , 

의학  치료가 필요한지에 한 의사소견으로 구성하 다. 사망은 노인의 반 인 

건강상태를 리하는 변수로 볼 수 있어 변수에 포함하 고, 해당연도  상자가 

사망한 경우 1이 되는 값을 변수로 활용하 다. 장애는 증도, 보유기간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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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증도는 비장애인과 1〜2  증, 3〜6  경증으로 구분하 다. 보유기간은 

해당연도에서 장애등록연도를 뺀 연속변수로 측정하 으며, 비장애인은 0으로 처리

하 다. 등 정기 으로 활용되는 장기요양 인정 수 한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건강  기능상태 특성을 표 으로 반 한다고 볼 수 있어 포함하 다. 신체기능

‧사회생활‧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등 6개 역에 해 장기요양인정조사

표에 따라 평가된 원 수를 변수로 활용하 다. 각각 연속변수로, 수가 높을수록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제한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역별 인정 수를 더한 

값이 크면 장기요양 등 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 게 정된 등 은 상자의 장기

요양 필요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볼 수 있으므로 한 변수로 활용하 다. 의사소견

은 의학  치료의 필요성에 한 의사의 의견을 변수화한 것이다. 의학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장기요양 이 에 의학  치료가 필요함, 장기요양서비스와 

의학  치료가 병행되어야 함으로 구분된다.

   경제  특성을 통제하기 한 변수로는 소득수 , 직역구분과 의료보장형태를 

포함하 다. 소득수 은 건강보험료 산정구간에 따라 0〜10분 의 연속변수로 측정

하 다. 분 가 올라갈수록 세  단  보험료 부과액이 커지므로 소득수 이 높아

진다고 볼 수 있다. 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는 직역에 따라 같은 

분 에 속하더라도 소득수 이 다르기 때문에 직역구분을 더미변수로 보정하 다. 

의료보장형태는 의료 여수 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구분하 다.

   노인코호트DB에서 상자의 거주지는 17개 시도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연도별 

노인장기요양 통계연보의 기   인력 통계와 연결하여 거주지 공 측면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하 다. 각 찰치의 거주지와 연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노인

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기  수와 요양보호사 수를 산출하여 변수로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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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분석Ⅰ 설명변수4)

구분 변수명 변수의 정의 측정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0. 여성 1. 남성 범주형

연령 해당연도 - 출생연도 연속형

장기요양 인정신청 횟수 해당연도 총 인정신청 건수 연속형

거주장소 0. 그 외 1. 자택 범주형

가구형태 0. 독거 1. 부부단독 2. 동거 범주형

자녀 동거 여부 0. 비동거 1. 동거 범주형

주수발자 0. 없음 1. 배우자 2. 자녀 3. 기타 범주형

주거상태 0. 불량 1. 양호 범주형

건강 및 
기능상태 

특성

사망 발생 0. 생존 1. 사망 범주형

장애 
중증도 0. 비장애인 1. 중증 2. 경증 범주형

보유기간 해당연도 - 장애등록연도 연속형

영역별 
장기요양
인정점수

신체기능 13점〜39점

연속형

사회생활 10점〜30점

인지기능  0점〜10점

행동변화  0점〜22점

간호처치  0점〜10점

재활 10점〜30점

판정등급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범주형

의사소견
0.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음
1. 장기요양 이전에 의학적 치료 필요
2. 의학적 치료 병행 필요

범주형

경제적 
특성

소득수준 0분위〜10분위 연속형

직역구분 0. 지역가입자 1. 직장가입자 범주형

의료보장형태 0. 의료급여 1. 건강보험 범주형
거주지 

공급측면 
특성

장기요양기관 수 노인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기관 수 연속형

요양보호사 수 노인인구 천 명당 요양보호사 수 연속형

4) 분석Ⅱ에서 도구변수로 활용된 변수에는 음영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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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 석Ⅱ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 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

설명변수 종속변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 의료
이용

의료서비스 이용 발생, 총 진료비

입원서비스 이용 발생, 입원일수, 입원비용

외래서비스 이용 발생, 외래 내원일수, 외래비용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

요양병원 이용 발생, 요양병원 입원일수, 입원비용

응급실 이용 발생, 응급실 내원일수

통제변수

성별, 연령, 판정등급, 가구형태, 사망 발생, 장애 보유기간, 
장기요양 인정점수, 의사소견, 소득수준, 직역구분, 의료보장형태, 연도 더미

[그림 4] 분석Ⅱ 모형

  ① 종 속 변 수

   종속변수는 의료이용이다5). 체 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외래서비스, 요양병원, 

응 실 이용으로 세분화하 으며, 각각의 서비스 이용 발생과 이용량(입내원일수  

이용비용)에 해 살펴보았다. 모든 변수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단 로 측정하 다. 컨  의료서비스 이용은 해당연도에 건강보험 요양 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1이 되는 값을 갖는 변수로 활용하 으며, 총 진료비는 특정 

개체에 해 해당연도 1년 동안 청구된 진료비 명세서상 총 비용을 더하여 변수로 

활용하 다. 

5) 본 연구는 의료이용을 의과 보건기관 병의원 입원 및 외래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진료비 명세 자료 
중 치과, 한방, 약국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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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진료비, 입원  외래비용 등 이용비용은 병의원 입원  외래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한 건강보험 요양 여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환자본인부담 과 보험자

부담 이 포함된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미이용=1)를 설명변수로 그에 따른 

향을 분석할 때에는 이용비용을 104으로 나 어 만원 단  연속변수로 측정하

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따른 한계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log(이용비용+1) 

형태로 변형하여 변수로 활용하 다.

   입원일수와 외래 내원일수는 상자가 진료를 받기 하여 요양기 을 방문한 

체 입내원일수를 진료비 명세서의 서식코드가 입원인 경우와 외래인 경우로 각각 

분류한 것이다.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입원일수 에서 상자가 이용한 요양기 의 

종별코드가 요양병원에 해당되는 것을 활용하 고, 응 실 내원일수는 입원경로가 

응 실을 거친 경우를 활용하 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을 설명변수로 분석할 때

에는 입내원일수를 일(day) 단 의 연속변수로 측정하 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에 따른 한계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log(입내원일수+1) 형태로 활용하 다.

  ② 설 명 변 수

   설명변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으로 나뉜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때에는 해당연도 1년 

동안 한 번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어서 연간 장기요양 여비 청구액이 0원

일 때 1이 되는 값을 변수로 활용하 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의료이용  그로 인한 비용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log(장기요양 여비+1)의 형태로 활용하 다.  

   [표 4]는 분석Ⅱ의 각 변수에 한 정의와 측정방법이다.  



31

 [표 4] 분석Ⅱ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의 정의 측정

종속변수

의료서비스 

이용 발생 0. 미이용 1. 이용 범주형

총 진료비
총 요양급여비용/104

연속형
log(총 요양급여비용+1)

입원서비스 

이용 발생 0. 미이용 1. 이용 범주형

입원일수
입원일수 

연속형
log(입원일수+1)

입원비용
입원비용/104

log(입원비용+1)

외래서비스 

이용 발생 0. 미이용 1. 이용 범주형

내원일수
외래 내원일수

연속형
log(외래 내원일수+1)

외래비용
외래비용/104

log(외래비용+1)

요양병원 

이용 발생 0. 미이용 1. 이용 범주형

입원일수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속형
log(요양병원 입원일수+1)

입원비용
요양병원 입원비용/104

log(요양병원 입원비용+1)

응급실 

이용 발생 0. 미이용 1. 이용 범주형

내원일수
응급실 내원일수

연속형
log(응급실 내원일수+1)

설명변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0. 이용 1. 미이용 범주형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 log(장기요양 급여비+1) 연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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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도구 변 수 

   한편 분석Ⅰ에서 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으로 포함된 변수  인정신청 횟수, 

거주장소, 자녀 동거 여부, 주수발자, 주거상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의 내생

성 통제를 하여 분석Ⅱ에서 도구변수로 활용하 다. 애  장기요양보다는 의료를 

많이 이용할 개연성이 큰 노일일수록 장기요양서비스를 미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과 노인의 의료이용 사이에 역인과 계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 한 찰되지 않은 개인 인 특성이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과 의료이용에 

동시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가령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는 특성인 민간보험 

유무를 로, 민간보험에 가입해서 평소 의료비 발생에 비해 둔 노인이라면 장기

요양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고 의료이용을 주로 하는 성향을 보일 것이다. 이를 통제

하지 않고 분석하면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향력은 과 평가되고 만다.  

   이러한 내생성, 즉 회귀식의 에러항과 설명변수의 상 계 때문에 종속변수에 

한 설명변수의 향력이 정확하게 추정되지 않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법이 

도구변수의 활용이다(Wooldridge, 2006). 내생성을 통제하고 정확한 추정량을 얻기 

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도구변수를 찾는 것이 건이다(Bound, 

J. et al., 1995; Staiger & Stock, 1997; Angrist & Krueger, 2001; Wooldridge, 

2002; Pickup & Evans, 2013). 첫째,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과는 강력한 련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에러항과는 련이 없어야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도구변수로 활용된 변수로는 자녀 

수, 첫째 자녀의 성별(Van Houtven & Norton, 2004), 자녀에서 아들과 딸의 비율, 

가장 근 한 자녀와의 지리  거리와 그 제곱(Bonsang, 2009), 딸  손자녀의 수, 

첫째 자녀의 나이, 사망시 과 첫째 자녀의 성별  자녀 동거 여부의 상호작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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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ver, F. et al., 2009), 피부양자 수(김명화 등, 2013) 등이 확인된다. 주로 장기

요양 상자에게 비공식  돌 을 제공하는 가족수발자, 그 에서도 특히 자녀와 

계된 특성이 도구변수로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에는 설명력 높은 련요인이면서 

노인의 의료이용에는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를 선정하여 도구변수로 

활용하고자 하 다. 먼 , 인정신청 횟수는 해당연도에 동일한 노인이 여러 번 등

정을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건수를 변수화한 것이다. 등 정결과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 불만 때문에 인정신청을 반복한다고 볼 때, 인정신청 횟수가 늘어날

수록 장기요양서비스를 미이용할 확률은 커질 것으로 측하 다. 거주장소는 자택, 

요양시설, 요양병원, 기타 병의원 등으로 조사되는데, 지역사회인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이 그 외의 경우에 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았다. 

자녀 동거 여부는 선행연구에서도 도구변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자녀와 동거

하는 경우 가족수발이 가능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주수발자는 없음,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친척, 친구‧이웃, 간병인, 

기타 등으로 조사되는데,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았다. 주거상태는 조명, 바닥  벽지, 계단, 문턱, 욕실  화장실, 

부엌, 냉난방, 환기 등을 기 으로 노인이 머물고 있는 생활환경을 평가한 것으로, 

상태가 불량할수록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이들 

변수는 모두 연구 상 노인의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방문 인정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로, 노인의 요양 욕구와 상당 부분 련이 있을 뿐 의료이용과 같이 건강 악화

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에는 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도구변수로 활용한 분석을 별도 실시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가 갖는 

내생성을 통제한 결과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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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분 석방 법

   본 연구는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 따라 노인의 의료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하 다.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에서 확인된 요인들을 기 로 

건강보험 노인코호트DB에서 활용 가능한 변수를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세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 필요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찰치(observation)와 사람(person)을 기 으로 나 어 각각 분석하 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군과의 비교를 하여 각 변수에 해 빈도  평균 등 기 통계량을 

구하고, 카이제곱 검정 는 t-test를 실시하 다. 

   둘째,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종속변수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미이용=1)로 하는 패 로짓 회귀분석을 시행

하 다. 이 때 의료서비스는 이용한 군과 의료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은 군에서 장기

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두 군을 구분한 분석도 

실시하 다.  

   셋째,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two-part model을 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첫 번째 트에서는 

의료서비스, 입원  외래서비스, 요양병원  응 실 이용에 해 이용이 발생한 

경우 1인 값을 종속변수로 로빗 분석을 실시하 다. 두 번째 트에서는 각각의 

서비스에 해 이용이 발생한 찰치만을 상으로 총 진료비, 입원일수, 외래 내원

일수, 요양병원 입원일수, 응 실 내원일수를 종속변수로 OLS 다 회귀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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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한편 셋째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분석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내생성이 최 한 통제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요하다. 이에 도구변수를 활용한 

IV 로빗  2SLS 분석결과를 일반 로빗  OLS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하 다.

   끝으로 넷째,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이용 발생  그에 따른 이용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이를 하여 추정된 

회귀식6)에서 심 있는 설명변수(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를 재활용하는 방식으

로 조작하여 그 한계효과를 알아보는 분석을 시행하 다(Graubard & Korn, 1999; 

Greene, 2003; Basu & Rathouz, 2005). 첫 번째 트의 회귀식으로는 각각의 의료

이용이 발생할 확률을 추정하 고, 두 번째 트의 회귀식으로는 의료이용이 발생

할 경우 이용량의 조건부평균을 추정하 다. 그리고 두 추정량을 곱함으로써 평균

인 총 진료비, 입원일수, 외래 내원일수, 요양병원 입원일수, 응 실 내원일수의 

기댓값을 산출하 다(Hurd & McGarry, 1997; Diehr, P. et al., 1999). 같은 분석을 

체 연구 상, 그리고 체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으로 가정하 을 때, 이용군

으로 가정하 을 때에 해 반복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평균 인 

의료이용에 얼마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비교하 다.  

   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강도, 즉 이용비용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얼마나 체하는지 살펴보기 하여 탄력성 분석을 실시하 다. 장기요양 

여비 청구액에 1을 더하여 로그로 치환한 값을 설명변수로, 각각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입내원일수  이용비용에 1을 더하여 로그로 치환한 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계효과를 구하 다. 이 때 체 상자에 한 분석결과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만 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하 다.

6)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구한 회귀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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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분석을 하여 SAS 9.4와 STATA 12.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다. 

변수조작 등 자료처리 과정에는 SAS를 이용하 으며, 통계분석 수행은 STATA를 

이용하 다. 분석결과의 통계  유의성은 p-value에 따라 5%, 1%, 0.1% 유의수

에서 단하 고, p<0.05이면 *, p<0.01이면 **, p<0.001이면 ***으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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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결 과

제 1  연 구 상 의 일 반  특 성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을 개별 찰치(N=73,652)를 기 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체 분석 상  7,903건(10.7%)이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으로, 65,749건

(89.3%)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으로 분류되었다. 두 군 간 비교를 한 카이제곱 

검정  t-test 결과, 자녀 동거, 주거상태, 행동변화 역의 장기요양 인정 수만 

미이용군과 이용군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다른 특성은 모두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기능상태 특성, 경제  특성, 거주

지 공 측면 특성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이용군에 비해 미이용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남성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조한 것으로 악되었다. 평균 연령은 체, 미이용군, 

이용군 모두에서 약 81세 으며, 이용군의 연령이 미이용군에 비해 0.5세 높았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횟수는 평균 1회 수 이었지만, 미이용군에서는 1.4회로 많았다. 

이용군에서 최  신청건수는 2건이었던 반면 미이용군에서는 5건까지 발생하 다. 

정등 은 1등 자의 미이용 비율이 높았고, 2등 자와 3등 자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거주장소는 자택에 머물고 있는 노인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낮게 나타나,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서비스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가구형태는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 미이용이 늘어나고, 

독거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 다. 주수발자에서도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공식  돌 을 제공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노인에서 미이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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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기능상태 특성을 보면, 이용군에 비해 미이용군에서 해당연도 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장애의 경우, 증도가 높고 보유기간이 짧은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 수는 

신체기능, 사회생활, 간호처치, 재활 역에서는 수가 높은, 다시 말해 기능상태 

제한이 심한 노인의 미이용 비율이 높았으나, 인지기능 역에서는 반 로 수가 

높은 노인의 미이용 비율이 낮았다. 즉, 다른 역과 달리 인지기능은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용군과 

이용군을 비교하면 신체기능과 간호처치 역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기본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의존도가 높고 의료  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기요양 이 에 

의학  치료를 우선하거나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소견을 받은 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일정 부분 의사소견에 따라 서비스 이용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분 를 기 으로 살펴본 연구 상의 소득수 은 체, 미이용군, 이용군 

모두 5〜6분  사이에 해당하 지만, 미이용군에서 이용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직장

가입자가 많았다. 의료보장형태는 미이용군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비율이 높았고, 

이용군의 경우 의료 여수 권자 비율이 높았다. 종합하여 볼 때, 평균 으로 장기

요양서비스 미이용군의 경제  수 이 이용군보다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지 공 측면 특성은 기   인력 요인에 해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었다. 

거주지 내 노인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기  수는 많은 곳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군의 비율이 높았지만, 요양보호사 수는 은 곳에서 이용군의 비율이 높았다. 다만 

미이용군과 이용군의 차이는 장기요양기  수에 따라 더욱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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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observation 기준)

전체
(N=73,65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χ2 
또는 t

미이용군
(N=7,903)

이용군
(N=65,749)

N (%) N (%) N (%)

성별
   여성 54,243 (73.65) 5,551 (70.24) 48,692 (74.06)

 52.99***

   남성 19,409 (26.35) 2,352 (29.76) 17,057 (25.94)

연령 81.73±6.99 81.32±6.99 81.78±7.00   5.49***

인정신청 횟수 1.09±0.32 1.38±0.61 1.06±0.24 -88.63***

판정등급
   1등급  8,025 (10.90) 1,110 (14.05)  6,915 (10.52)

 90.49***   2등급 19,149 (26.00) 1,974 (24.98) 17,175 (26.12)
   3등급 46,478 (63.10) 4,819 (60.98) 41,659 (63.36)

거주장소
   자택 47,000 (63.81) 4,329 (54.78) 42,671 (64.90)

313.09***

   그 외 26,652 (36.19) 3,574 (45.22) 23,078 (35.10)

가구형태
   독거  6,914  (9.39)  617  (7.81)  6,297  (9.58)

 27.38***   부부단독 13,020 (17.68) 1,384 (17.51) 11,636 (17.70)
   동거 53,718 (92.93) 5,902 (74.68) 47,816 (72.73)

자녀
   비동거 47,324 (64.25) 5,103 (64.57) 42,221 (64.22)

  0.39
   동거 26,328 (35.75) 2,800 (35.43) 23,528 (35.78)

주수발자
   없음  3,336  (4.53)  218  (2.76)  3,118  (4.74)

176.96***   배우자 14,518 (19.71) 1,521 (19.25) 12,997 (19.77)
   자녀 29,031 (39.42) 2,826 (35.76) 26,205 (39.86)
   기타 26,767 (36.34) 3,338 (42.24) 23,429 (35.63)

주거상태
   불량  6,499  (8.82)  716  (9.06)  5,783  (8.80)

  0.61
   양호 67,153 (91.18) 7,187 (90.94) 59,966 (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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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N=73,65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χ2 
또는 t

미이용군
(N=7,903)

이용군
(N=65,749)

N (%) N (%) N (%)

사망 발생
   생존   68,541 (93.06) 7,311 (92.51) 61,230 (93.13)

  4.16*

   사망  5,111  (6.94)  592  (7.49)  4,519  (6.87)
 

장애
   비장애인 70,342 (95.51) 7,569 (95.77) 62,773 (95.47)

  8.45*   중증  1,571  (2.13)  182  (2.30)  1,389  (2.11)
   경증 1,739  (2.36)  152  (1.92)  1,587  (2.41)

장애 보유기간 0.31±1.95 0.28±1.79 0.32±1.97   1.84*

장기요양 인정점수
   신체기능 25.28±6.42 25.98±6.84 25.20±6.36 -10.18***

   사회생활 26.17±2.96 26.28±2.93 26.16±2.96  -3.36***

   인지기능 5.53±2.32 5.45±2.44 5.54±2.31   3.26***

   행동변화 1.29±1.97 1.27±1.98 1.29±1.97   0.63
   간호처치 0.16±0.52 0.27±0.74 0.15±0.18 -20.72***

   재활 13.85±3.69 13.94±3.97 13.84±3.66  -2.35**

의학적 치료 의사소견
   불필요  2,255  (3.06)  175  (2.21)  2,080  (3.16)

 40.46***   필요  1,324  (1.80)  192  (2.43)  1,132  (1.72)
   병행 70,073 (95.14) 7,536 (95.36) 62,537 (95.11)

소득수준 5.43±3.64 5.67±3.64 5.40±3.64  -6.21***

직역
   지역가입자 31,557 (42.85) 3,147 (39.82) 28,410 (43.21)

 33.09***

   직장가입자 42,095 (57.15) 4,756 (60.18) 37,339 (56.79)

의료보장형태
   의료급여 12,290 (16.69) 1,098 (13.89) 11,192 (17.02)

 49.68***

   건강보험 61,362 (83.31) 6,805 (86.11) 54,557 (82.98)

거주지 공급(천 명당)
   장기요양기관 수 2.64±0.49 2.61±0.49 2.64±0.49   4.41***

   요양보호사 수 63.83±25.81 64.56±25.44 63.74±25.85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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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표 6]은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을 사람(n=27,141)을 기 으로 살펴본 것

이다. 연도는 각 개체가 추 되기 시작한 첫 번째 해의 찰치를 기 으로 삼았다. 

   체 분석 상 27,141명 에서 기 연도, 즉 찰되기 시작한 첫 해에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군으로 분류된 노인은 4,191명(15.4%)이었고, 이용군으로 분류된 노인

은 22,950명(84.6%)이었다. 두 군 간 차이를 악하기 한 카이제곱 검정  t-test 

실시 결과, 자녀 동거 여부, 신체기능‧사회생활‧인지기능‧행동변화 역의 장기요양 

인정 수, 거주지 내 노인인구 천 명당 요양보호사 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 외 특성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과 이용군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다. 앞서 찰치를 기 으로 일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행동변화 

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의 인정 수에서 두 군 간 차이가 유의하 으나, 개체를 

기 으로 살펴본 결과 간호처치와 재활 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람을 기 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도 남성이고, 연령이 낮으며, 인정신청 횟수가 

늘어날수록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에 

거주하거나 주수발자가 없는 노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동거가족

이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앞선 분석

과의 공통된 결과이다. 반면 찰치 단 의 분석에서는 1등 자의 미이용 비율이 

높았지만 사람 단 의 분석에서는 3등 자의 미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 

유의하지 않았던 주거상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호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비율이 높게 확인되었다는 은 달라진 부분이다.

   건강  기능상태 특성을 보면, 최소 2년 이상 연속 찰된 개체만을 상으로 

하 으므로 추  찰되기 시작한 첫 해에 사망한 사람은 없다. 찰치를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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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에서는 장애 증도가 높은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비율이 높았으나 

사람을 기 으로 하면 증도가 높은 노인의 미이용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장애 

보유기간이 짧은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유사한 

양상을 보 다. 미이용군과 이용군의 장기요양 인정 수는 간호처치와 재활 역에

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  간호처치의 향은 찰치를 상으로 

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제한정도가 심할수록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재활 역의 경우, 찰치를 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제한이 심한 찰치의 

미이용 비율이 높았지만 사람을 기 으로 한 분석에서는 제한이 심한 노인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의사소견에서는 의학  치료가 요구된다는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비율이 여 히 높게 나타나,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경제  특성을 보면, 여 히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의 소득수 이 높고, 직장

가입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의료 여수 권자보다는 건강보험가입자가 큰 비 으로 

찰되었다. 

   찰치 기  분석에서는 거주지 공 측면 특성으로 살펴본 장기요양기  수와 

요양보호사 수가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과 이용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사람 기  분석에서는 장기요양기  수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내 

장기요양기  수가 많을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에 속하는 노인이 많아지는 것

으로 분석된 은 공통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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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person 기준)

전체
(n=27,14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χ2 
또는 t

미이용군
(n=4,191)

이용군
(n=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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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성 19,777 (72.87) 2,920 (69.67) 16,857 (73.45)

 25.58***

   남성  7,364 (27.13) 1,271 (30.33)  6,093 (26.55)

연령 80.97±6.97 80.76±6.84 81.00±7.00   2.10*

인정신청 횟수 1.17±0.41 1.38±0.65 1.13±0.34 -36.83***

판정등급
   1등급  2,458  (9.06)  351  (8.38)  2,107  (9.18)

 23.93***   2등급  6,211 (22.88)  853 (20.35)  5,358 (23.35)
   3등급 18,472 (68.06) 2,987 (71.27) 15,485 (67.47)

거주장소
   자택 20,026 (73.79) 2,753 (65.69) 17,273 (75.26)

167.98***

   그 외  7,115 (26.21) 1,438 (34.31)  5,677 (24.74)

가구형태
   독거  3,055 (11.26)  401  (9.57)  2,654 (11.56)

 15.88***   부부단독  5,440 (20.04)  825 (19.69)  4,615 (20.11)
   동거 18,646 (68.70) 2,965 (70.75) 15,681 (68.33)

자녀
   비동거 15,881 (58.51) 2,470 (58.94) 13,411 (58.44)

  0.37
   동거 11,260 (41.49) 1,721 (41.06)  9,539 (41.56)

주수발자
   없음   970  (3.57)  133  (3.17)   837  (3.65)

 36.01***   배우자  5,989 (22.07)  907 (21.64)  5,082 (22.14)
   자녀 12,120 (44.66) 1,748 (41.71) 10,372 (45.19)
   기타  8,062 (29.70) 1,403 (33.48)  6,659 (29.02)

주거상태
   불량  1,803  (6.64)  240  (5.73)  1,563  (6.81)

  6.71*

   양호 25,338 (93.36) 3,951 (94.27) 21,387 (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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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n=27,14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χ2 
또는 t

미이용군
(n=4,191)

이용군
(n=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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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발생
   생존   27,141 (100.0) 4,191 (100.0) 27,141 (100.0)

-
   사망 - - -
 

장애
   비장애인 26,011 (95.84) 4,046 (96.54) 21,965 (95.71)

  6.79*   중증   531 (1.96)   73  (1.74)   458  (2.00)
   경증   599 (2.21)   72  (1.72)   527  (2.30)

장애 보유기간 0.26±1.74 0.21±1.52 0.27±1.77   2.35**

장기요양 인정점수
   신체기능 24.45±6.03 24.40±6.12 24.45±6.02   0.55
   사회생활 25.98±3.07 25.97±2.97 25.98±3.08   0.26
   인지기능 5.32±2.33 5.27±2.31 5.33±2.33   1.53
   행동변화 1.51±2.23 1.48±2.17 1.52±2.24   0.99
   간호처치 0.14±0.48 0.18±0.58 0.13±0.46  -5.86***

   재활 13.47±3.44 13.15±3.31 13.53±3.46   6.68***

의학적 치료 의사소견
   불필요   892  (3.29)  102  (2.43)   790  (3.44)

 15.07**   필요   651  (2.40)  119  (2.84)   532  (2.32)
   병행 25,598 (94.31) 3,970 (94.37) 21,628 (94.24)

소득수준 5.48±3.64 5.72±3.63 5.44±3.64  -4.61***

직역
   지역가입자 11,696 (43.09) 1,673 (39.92) 10,023 (43.67)

 20.37***

   직장가입자 15,445 (56.91) 2,518 (60.08) 12,927 (56.33)

의료보장형태
   의료급여  4,423 (16.30)  549 (13.10)  3,874 (16.88)

 37.13***

   건강보험 22,718 (83.70) 3,642 (86.90) 19,076 (83.12)

거주지 공급(천 명당)
   장기요양기관 수 2.63±0.52 2.61±0.50 2.64±0.53   2.94**

   요양보호사 수 66.74±23.13 66.42±23.42 66.80±23.07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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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 련요인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1이 되는 값을 종속변수로 패 로짓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표 7]은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 분석결과를 체 

상과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나 어 제시한 것으로, 찰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확률 으로 가정하는 random effect 모델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한편 연도별로 특정 시기가 갖는 고유한 효과를 보정하고자 모든 

분석은 연도 더미를 변수로 포함하여 그 향을 통제하 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과 가장 련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 

변수는 인정신청 횟수이다. 인정신청 횟수가 1회 늘어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미이용하게 될 확률은 약 29배(OR=29.4, p<0.001) 넘게 높아졌다. 등 정을 다시 

받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해서 인정신청을 하는 것인데도, 신청이 반복될 

때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오히려 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정신청 횟수가 많은 노인에서 장기요양 욕구 미충족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그 밖에 여성에 비해 남성, 독거나 부부단독 가구, 자녀 동거, 간호처치 역의 

높은 인정 수, 의학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의료 여수 권자에 비해 건강

보험가입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동거가족, 특히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다른 동일한 조건의 노인에 비해 장기

요양서비스를 미이용할 확률이 2배 높았다(OR=2.10, p<0.001). 한 간호처치 역

에서 제한정도가 심하고(OR=1.49, p<0.001), 장기요양서비스 이 에 의학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단한 경우(OR=1.72, p<0.001)에도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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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꾸 한 의료  개입과 처치가 

필요한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장벽이 존재함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반 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높은 정등 , 자택 

거주, 주수발자 없음이 확인되었다. 3등 인 자에 비해 1등 (OR=0.79, p<0.05)이나 

2등 (OR=0.67, p<0.001)인 자의 경우에 서비스 미이용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등 을 받은 노인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한 

병의원  기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보다는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OR=0.35, 

p<0.001), 주수발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없는 노인(OR=0.52, p<0.001)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의료서비스 이용군은 체 연구 상의 분석결과와 유사하 으나 의료

서비스 미이용군의 분석결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의료서비스 미이용군에서는 인정

신청 횟수의 향이 2배 넘게 증가하여 오즈비가 67.5(p<0.001)에 달하 으며, 자녀 

동거의 향도 3배 넘게 증가하여 6.64(p<0.05)의 오즈비를 나타내었다. 이는 장기

요양서비스를 의료서비스로 체하지 않은 군의 경우 인정신청 횟수가 1회 늘어날 

때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될 확률은 67배 증가하고, 자녀가 동거할 

경우 그 지 않을 경우보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확률이 6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체 상에서는 의학  치료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련요인으로 분석되었던 반면, 의료서비스 미이용군에서는 의학  치료

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소견을 받은 노인일수록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0.18, p<0.05). 이는 의사소견 상으로 의학  치료가 

필요 없다고 단된 노인이 실제로도 의료서비스보다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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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
(N=73,652)

의료서비스 이용

미이용군
(N=1,793)

이용군
(N=71,859)

OR (95% CI) OR (95% CI) OR (95% CI)

성별(ref=여성)
   남성 1.30*** (1.16, 1.47) 0.69 (0.27, 1.80) 1.31*** (1.16, 1.47)

연령 0.99* (0.98, 0.99) 1.00 (0.95, 1.05) 0.99* (0.98, 0.99)

인정신청 횟수 29.4*** (26.1, 33.1) 67.5*** (18.4, 247.9) 29.3*** (26.0, 33.1)

판정등급(ref=3등급)
   1등급 0.79* (0.63, 0.99) 2.41 (0.46, 12.75) 0.77* (0.61, 0.96)
   2등급 0.67*** (0.59, 0.78) 1.27 (0.42, 3.84) 0.67*** (0.58, 0.77)

거주장소(ref=그 외)
   자택 0.35*** (0.31, 0.41) 0.89 (0.17, 4.67) 0.35*** (0.31, 0.40)

가구형태(ref=동거)
   독거 1.47*** (1.23, 1.77) 1.52 (0.16, 14.89) 1.48*** (1.24, 1.78)
   부부단독 1.64*** (1.37, 1.96) 3.82 (0.53, 27.68) 1.62*** (1.35, 1.94)

자녀(ref=비동거)
   동거 2.10*** (1.83, 2.41) 6.64* (1.47, 30.08) 2.07*** (1.80, 2.38)

주수발자(ref=기타)
   없음 0.52*** (0.41, 0.65) 3.49 (0.30, 40.13) 0.51*** (0.40, 0.64)
   배우자 0.98 (0.82, 1.17) 4.73 (0.71, 31.42) 0.97 (0.81, 1.17)
   자녀 0.89 (0.78, 1.02) 1.74 (0.39, 7.69) 0.88 (0.77, 1.01)

주거상태(ref=불량)
   양호 0.83* (0.72, 0.97) 1.90 (0.89, 6.14) 0.82* (0.71, 0.96)

사망 발생(ref=생존)
   사망 1.08 (0.93, 1.25) 1.11 (0.36, 3.45) 1.09 (0.94, 1.27)

장애(ref=경증)
   비장애인 1.48 (0.98, 2.24) 0.23 (0.02, 3.53) 1.55* (1.02, 2.36)
   중증 1.55 (0.97, 2.46) 0.24 (0.01, 7.21) 1.60 (0.99, 2.55)

장애 보유기간 0.99 (0.96, 1.03) 0.94 (0.73, 1.21) 0.99 (0.96,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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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N=73,652)

의료서비스 이용

미이용군
(N=1,793)

이용군
(N=71,859)

OR (95% CI) OR (95% CI) OR (95% CI)

장기요양 인정점수
   신체기능 1.04*** (1.03, 1.06) 0.95 (0.85, 1.07) 1.04*** (1.03, 1.06)
   사회생활 0.99 (0.97, 1.01) 1.01 (0.85, 1.20) 0.99 (0.97, 1.01)
   인지기능 0.95*** (0.93, 0.97) 0.99 (0.84, 1.18) 0.95*** (0.93, 0.97)
   행동변화 1.02 (1.00, 1.05) 1.12 (0.96, 1.30) 1.02 (0.99, 1.04)
   간호처치 1.49*** (1.38, 1.60) 1.21 (0.37, 3.98) 1.48*** (1.38, 1.59)
   재활 0.98** (0.96, 0.99) 0.98 (0.88, 1.09) 0.97** (0.96, 0.99)

의학적 치료(ref=병행)
   불필요 0.81 (0.63, 1.03) 0.18* (0.05, 0.68) 0.85 (0.66, 1.09)
   필요 1.72*** (1.34, 2.22) 0.88 (0.12, 6.59) 1.75*** (0.35, 2.26)

소득수준 1.01 (0.99, 1.02) 0.96 (0.86, 1.06) 1.01 (0.99, 1.03)

직역(ref=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1.07 (0.97, 1.20) 0.83 (0.41, 1.71) 1.07 (0.96, 1.19)

의료보장(ref=의료급여)
   건강보험 1.37*** (1.16, 1.62) 0.98 (0.25, 3.86) 1.38*** (1.16, 1.63)

장기요양기관 수 0.81*** (0.73, 0.90) 0.78 (0.37, 1.67) 0.80*** (0.72, 0.89)

요양보호사 수 0.99 (0.99, 1.00) 1.99 (0.97, 1.02) 0.99 (0.99, 1.00)

Wald χ2

Log likelihood
    3468.00***

-20224.75
  52.91*

-443.792
    3398.70***

-197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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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 련요인으로 인정신청 횟수의 향이 

오즈비가 29를 넘을 정도로 으로 크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인정신청 횟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도 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과 추정된 것일 여지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결정이 다시 

인정신청 횟수를 늘리게 만드는 역인과 계도 성립하 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인정

신청 횟수라는 변수 자체를 노인의 특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변수에 

내생성이 존재하 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복 으로 인정신청하는 노인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들 노인에게서 어떤 욕구의 미충족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장기요양 필요도가 낮은 축에 속할 뿐인지 살펴보기 하여 추가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인정신청 횟수와 가장 련 있는 요인은 정등 으로 나타났다. 3등 에 비해 

2등 (β=-0.022, p<0.001), 1등 (β=-0.035, p<0.001)을 정받으면 인정신청 횟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즉, 정등 이 낮을수록 인정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등 정기 에 따라 장기요양의 필요성을 낮게 인정받은 3등  

노인이 등 정결과 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  등에 한 불만으로 인정신청을 

반복하고 있으며, 결과 으로 등 을 정받은 후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사망 발생의 향도 두드러지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 장기요양 필요

노인(β=-0.027, p<0.001)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β=-0.049, p<0.001)은 해당연도에 

사망하는 경우 인정신청 횟수가 어든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β=0.100, 

p<0.001)에서는 오히려 인정신청 횟수가 늘어났다. 즉,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의 

경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서도 인정신청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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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장기요양 인정신청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
(N=73,65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미이용군
(N=7,903)

이용군
(N=65,749)

β Std. Err. β Std. Err. β Std. Err.

성별(ref=여성)
   남성 -0.001 0.003 -0.029 0.019 -0.004 0.002

연령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판정등급(ref=3등급)
   1등급 -0.035*** 0.007 -0.029 0.036 -0.026*** 0.006
   2등급 -0.022*** 0.004  0.022 0.023 -0.015*** 0.003

거주장소(ref=그 외)
   자택 -0.021*** 0.004  0.065** 0.021 -0.009* 0.004

가구형태(ref=동거)
   독거  0.028*** 0.006  0.020 0.028  0.020*** 0.004
   부부단독  0.021*** 0.006 -0.016 0.027  0.015** 0.015

자녀(ref=비동거)
   동거  0.005 0.005 -0.105*** 0.020  0.007 0.004

주수발자(ref=기타)
   없음 -0.001 0.006  0.129** 0.043  0.000 0.005
   배우자 -0.014* 0.005 -0.045 0.029 -0.011* 0.004
   자녀  0.008* 0.004  0.040 0.021  0.000 0.003

주거상태(ref=불량)
   양호 -0.007 0.004 -0.027 0.024  0.006 0.004

사망 발생(ref=생존)
   사망 -0.027*** 0.005  0.100*** 0.023 -0.049*** 0.004

장애(ref=경증)
   비장애인  0.009 0.010  0.014 0.071  0.002 0.008
   중증  0.002 0.011 -0.054 0.076  0.007 0.009

장애 보유기간  0.000 0.001  0.003 0.006 -0.000 0.001

장기요양 인정점수
   신체기능  0.001** 0.000 -0.003 0.002  0.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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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N=73,65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미이용군
(N=7,903)

이용군
(N=65,749)

β Std. Err. β Std. Err. β Std. Err.

   사회생활 -0.005*** 0.001 -0.014*** 0.003 -0.003*** 0.000
   인지기능  0.003*** 0.001  0.014*** 0.003  0.002*** 0.001
   행동변화  0.002** 0.001  0.003 0.004  0.001* 0.000
   간호처치  0.016*** 0.002 -0.008 0.011  0.006** 0.002
   재활 -0.004*** 0.000 -0.005* 0.002 -0.003*** 0.000

의학적 치료(ref=병행)
   불필요 -0.034*** 0.007 -0.087* 0.043 -0.023*** 0.005
   필요 -0.023** 0.009 -0.149*** 0.039 -0.012 0.007

소득수준 -0.000 0.000 -0.002 0.002 -0.000 0.000

직역(ref=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0.000 0.003 -0.006 0.017  0.001 0.002

의료보장(ref=의료급여)
   건강보험  0.009* 0.004 -0.058* 0.028  0.009** 0.003

장기요양기관 수  0.008** 0.003  0.032 0.017  0.007** 0.002

요양보호사 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Wald χ2

Adjusted R2
1832.74***

0.0242
407.60***

0.0588
2056.95***

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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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

   이번 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을 설명변수로 노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two-part model로 분석하 다. 제2 에서는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 련요인을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면, 이번 에

서는 의료이용을 종속변수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향을 살펴보게 된다.  

   의료이용은 의료서비스 이용  총 진료비, 입원서비스 이용  입원일수, 외래

서비스 이용  외래 내원일수, 요양병원 이용  요양병원 입원일수, 응 실 이용 

 응 실 내원일수로 세분화하 다. 첫 번째 트에서는 각 서비스를 이용하 을 

때 1이 되는 값을 종속변수로 로빗 분석을 실시하 으며, 두 번째 트에서는 각 

서비스 이용량을 종속변수로 OLS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트마다 도구변수 

활용 여부에 따른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 으며, 모든 분석은 연도 더미를 변수로 

포함하여 특정 시기별로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을 통제한 결과이다.   

 1)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

   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첫 번째 트에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한 경우에만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의료

서비스 이용 발생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통제변수를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생활‧인지기능‧행동변화‧재활 역의 제한

정도가 심할수록, 의학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의사소견을 받은 경우, 의료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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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 비해 건강보험가입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발생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간호처치 역에서는 제한정도가 심한 노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연도에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건강  기능상태 특성  의료서비스 이용 발생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인 유일한 변수는 간호처치 역의 높은 인정 수 다.   

   두 번째 트에서는 도구변수 활용에 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총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총 진료비 증가는 OLS 분석에서 488만원, 2SLS 분석에서 389만원

으로 도구변수를 활용하 을 때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향이 약 100만원 게 

분석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의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인 연간 진료비가 389만원이라는 의미이다. 

그 밖에 간호처치 역에서 인정 수가 높고 의학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은 노인에서도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해당연도에 사망하는 노인은 

생존하는 노인보다 38만원 많은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반면,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 비해 부부단독 가구인 경우에 진료비 지출은 88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어 음의 방향으로는 가장 큰 향을 미쳤다.  

   한편 성별  의료보장형태의 향은 첫 번째 트와 두 번째 트에서 방향이 

다르게 분석되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발생할 확률은 낮았

지만, 이용 발생 시 총 진료비 지출은 36〜37만원 많았다. 의료 여수 권자에 비해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발생할 확률은 낮았지만, 이용 발생 시 총 

진료비 지출은 19〜21만원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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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의료서비스 이용 총 진료비(만원)

Probit IV Probit OLS 2SLS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0.103 (0.060)  1.482*** (0.122) 487.74*** (8.442) 388.66*** (23.835)

성별(ref=여성)
   남성 -0.163** (0.053) -0.105*** (0.025)  36.332*** (9.026)  37.183*** (8.933)

연령 -0.057*** (0.003) -0.027*** (0.002) -18.713*** (0.565) -18.722*** (0.559)

판정등급(ref=3등급)
   1등급  0.031 (0.099)  0.072 (0.054) -40.538** (15.368) -43.270** (15.424)
   2등급 -0.036 (0.062)  0.027 (0.034)   1.811 (9.335)  -0.937 (9.386)

가구형태(ref=동거)
   독거  0.135 (0.082)  0.079 (0.042)  -2.758 (10.267)  -3.543 (10.277)
   부부단독  0.015 (0.063)  0.030 (0.031) -87.594*** (8.681) -88.233*** (8.674)

사망 발생(ref=생존)
   사망  0.033 (0.065)  0.008 (0.038)  37.849*** (9.858)  37.940*** (9.906)

장애 보유기간 -0.017 (0.010) -0.008 (0.005)  -0.575 (1.965)  -0.699 (1.943)

장기요양 인정점수
   신체기능  0.012 (0.006)  0.000 (0.003)  24.666*** (0.978)  25.115*** (0.984)
   사회생활 -0.062*** (0.010) -0.042*** (0.006)  -0.559 (1.373)  -0.884 (1.377)
   인지기능 -0.050*** (0.010) -0.024*** (0.005) -17.364*** (1.471) -17.774*** (1.473)
   행동변화 -0.035*** (0.010) -0.021*** (0.005) -15.217*** (1.662) -15.099*** (1.664)
   간호처치  0.437*** (0.061)  0.202*** (0.033) 299.020*** (5.671) 304.676*** (5.730)
   재활 -0.035*** (0.007) -0.017*** (0.003) -17.412*** (1.028) -17.711*** (1.030)

의학적 치료(ref=병행)
   불필요 -0.732*** (0.070) -0.519*** (0.040) -57.61*** (15.255) -60.55*** (15.319)
   필요 -0.165 (0.128) -0.148* (0.073) 137.87*** (18.397) 141.18*** (18.494)

소득수준 -0.009 (0.006) -0.007* (0.003)  -1.358 (1.028)  -1.351 (1.025)

직역(ref=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0.121** (0.045)  0.067** (0.022)  22.317** (7.828)  22.949** (7.792)

의료보장(ref=의료급여)
   건강보험 -0.595*** (0.080) -0.332*** (0.038)  19.141 (11.974)  21.059 (11.888)

Wald χ2

(Pseudo-) R2
724.22***

-
2020.02***

-
-

0.2014
-

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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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 원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

   [표 10]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노인의 입원서비스 이용에 어떤 

향이 생기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첫 번째 트 분석결과, 도구변수 활용에 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노인의 입원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제변수

의 향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분석과의 차이 은 3등 자에 비해 2등 자의 

경우, 동거가족이 있는 노인에 비해 독거노인, 신체기능에 제한정도가 심한 노인의 

입원 발생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다. 한 장애 보유

기간과 입원서비스 이용 발생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앞선 분석과 다른 이다.

   두 번째 트에서는 총 진료비에 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도구변수 활용에 계

없이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입원일수를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도구

변수를 활용할 때 회귀계수의 크기는 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도구변수 활용 시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으로 늘어나는 

입원일수는 80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진료비에서는 유의하 던 성별의 향이 

입원일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신체기능‧간호처치 역의 높은 제한정도, 

의학  치료 필요에 한 의사소견은 입원일수 한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연도의 사망 발생과 의료보장형태의 향은 진료비와 입원일수에서 반  

방향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해당연도의 사망 발생은 노인의 총 진료비는 증가

시켰지만 입원일수는 감소시켰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의료 여수 권자보다 총 진료

비 지출은 많았지만 입원일수는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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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입원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입원서비스 이용 입원일수

Probit IV Probit OLS 2SLS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0.600*** (0.019)  1.331*** (0.045) 104.938*** (1.394)  79.859*** (4.039)

성별(ref=여성)
   남성 -0.010 (0.016) -0.019 (0.012)   0.785 (1.335)   0.955 (1.391)

연령 -0.024*** (0.001) -0.018*** (0.001)  -0.960*** (0.088)  -0.959*** (0.092)

판정등급(ref=3등급)
   1등급  0.001 (0.034)  0.041 (0.028) -10.858*** (2.865) -10.129*** (2.850)
   2등급  0.049* (0.021)  0.069*** (0.017)  -1.295 (1.794)  -1.116 (1.784)

가구형태(ref=동거)
   독거  0.132*** (0.022)  0.115*** (0.017)  -6.439*** (1.848)  -6.892*** (1.855)
   부부단독 -0.039* (0.018) -0.017 (0.014) -26.586*** (1.479) -26.639*** (1.499)

사망 발생(ref=생존)
   사망  0.766*** (0.024)  0.643*** (0.020) -30.024*** (1.621) -30.046*** (1.604)

장애 보유기간 -0.009** (0.003) -0.006* (0.002)  -0.061 (0.307)  -0.077 (0.322)

장기요양 인정점수
   신체기능  0.041*** (0.002)  0.029*** (0.002)   3.622*** (0.184)   3.588*** (0.184)
   사회생활 -0.013*** (0.003) -0.012*** (0.002)  -0.113 (0.264)  -0.081 (0.263)
   인지기능 -0.039*** (0.003) -0.033*** (0.003)  -1.365*** (0.260)  -1.374*** (0.260)
   행동변화 -0.037*** (0.004) -0.036*** (0.003)  -0.451 (0.323)  -0.546 (0.324)
   간호처치  0.357*** (0.014)  0.273*** (0.012)  12.470*** (0.869)  13.280*** (0.877)
   재활 -0.041*** (0.002) -0.032*** (0.002)  -0.115 (0.180)  -0.218 (0.181)

의학적 치료(ref=병행)
   불필요 -0.269*** (0.034) -0.244*** (0.029)  -6.163 (3.463)  -5.971 (3.439)
   필요  0.179*** (0.042)  0.119** (0.036)  21.893*** (3.469)  22.126*** (3.422)

소득수준 -0.003 (0.002) -0.003* (0.001)  -0.010 (0.176)  -0.006 (0.180)

직역(ref=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0.055*** (0.015)  0.043*** (0.011)   4.567** (1.314)   4.503** (1.349)

의료보장(ref=의료급여)
   건강보험 -0.106*** (0.022) -0.099*** (0.016)  -4.433* (1.890)  -4.065* (1.955)

Wald χ2

(Pseudo-) R2
5212.83***

-
7001.20***

-
-

0.2669
-

0.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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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외 래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

   [표 11]은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노인의 외래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분석결과, 첫 번째 트와 두 번째 트 모두에서 도구변수 활용 여부에 따라 

회귀계수의 부호, 즉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미치는 향의 방향이 반 로 바

었다. 도구변수를 활용하지 않은 분석에서는 외래서비스 이용 발생  내원일수가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노인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노인의 외래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

지고 내원일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을 제외한 변수

들은 도구변수 활용에 계없이 회귀계수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 연령이 많을수록, 신체기능‧사회생활‧인지기능‧행동변화‧재활 

역의 제한정도가 심할수록, 의학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소득수 이 높을수록, 의료 여수 권자에 비해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외래서비스 

이용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내원일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연도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외래서비스 이용 발생과 내원일수 모두 감소하 다. 반면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 비해 독거나 부부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외래서비스 이용 확률

과 내원일수가 증가하 다. 한편 정등 과 간호처치 역의 인정 수에 해서는 

첫 번째 트와 두 번째 트에서 그 향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정등 이 높을

수록 외래서비스 이용이 발생할 확률은 높아졌지만, 내원일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호처치 역의 높은 제한정도는 외래서비스 이용이 발생할 확률은 

감소시켰으나, 내원일수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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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외래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외래서비스 이용 내원일수

Probit IV Probit OLS 2SLS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1.269*** (0.035)  0.916*** (0.084) -1.920*** (0.297)  2.096** (0.775)

성별(ref=여성)
   남성 -0.064 (0.040) -0.067** (0.019) -1.638*** (0.384) -1.690*** (0.383)

연령 -0.040*** (0.002) -0.020*** (0.001) -0.726*** (0.024) -0.721*** (0.024)

판정등급(ref=3등급)
   1등급  0.160* (0.075)  0.152*** (0.042) -1.043* (0.521) -0.985 (0.523)
   2등급  0.061 (0.048)  0.103*** (0.027) -0.643* (0.312) -0.575 (0.313)

가구형태(ref=동거)
   독거  0.231*** (0.063)  0.124*** (0.034)  3.280*** (0.358)  3.296*** (0.358)
   부부단독  0.344*** (0.050)  0.211*** (0.026)  4.697*** (0.309)  4.707*** (0.310)

사망 발생(ref=생존)
   사망 -0.154** (0.045) -0.097*** (0.027) -6.887*** (0.331) -6.942*** (0.332)

장애 보유기간 -0.014 (0.008) -0.006 (0.004)  0.053 (0.084)  0.056 (0.084)

장기요양 인정점수
   신체기능 -0.024*** (0.005) -0.022*** (0.003) -0.016 (0.033) -0.026 (0.033)
   사회생활 -0.055*** (0.008) -0.034*** (0.004) -0.518*** (0.047) -0.514*** (0.047)
   인지기능 -0.013 (0.007) -0.006 (0.004) -0.410*** (0.051) -0.407*** (0.051)
   행동변화 -0.029*** (0.008) -0.019*** (0.004) -0.576*** (0.058) -0.586*** (0.058)
   간호처치 -0.015 (0.025) -0.063*** (0.014)  1.820*** (0.201)  1.743*** (0.202)
   재활 -0.035*** (0.005) -0.015*** (0.003) -0.094* (0.036) -0.083* (0.037)

의학적 치료(ref=병행)
   불필요 -0.642*** (0.063) -0.431*** (0.036) -2.030*** (0.508) -1.986*** (0.509)
   필요 -0.193 (0.098) -0.199*** (0.057)  0.924 (0.609)  0.903 (0.611)

소득수준 -0.009 (0.005) -0.006* (0.003) -0.106** (0.038) -0.107** (0.038)

직역(ref=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0.029 (0.036)  0.009 (0.018) -0.358 (0.296) -0.374 (0.296)

의료보장(ref=의료급여)
   건강보험 -0.260*** (0.057) -0.167*** (0.028) -1.943*** (0.478) -2.022*** (0.478)

Wald χ2

(Pseudo-) R2
1956.85***

-
2253.65***

-
-

0.0775
-

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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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요양병원 이용에 미치는 향

   본 연구는 노인 의료이용의 질  측면을 반 하기 하여 연간 총 진료비, 입원 

일수  외래 내원일수 외에 요양병원 입원일수와 응 실 내원일수도 살펴보았다. 

먼  [표 12]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노인의 요양병원 이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첫 번째 트 분석결과, 도구변수 활용에 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노인의 요양병원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입원서비스 

이용 발생과 비교하면,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장애 보유기간의 향에서는 통계  

유의성이 사라졌다. 독거는 입원서비스 이용 발생은 높인 반면 요양병원 이용 발생 

은 낮추는 것으로 바 었다. 그 밖에 높은 연령, 1등  정자, 부부단독 가구, 인지

기능‧재활 역의 심한 제한정도, 의학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의사소견 한 요양

병원 입원 확률을 유의하게 떨어뜨렸으며, 신체기능‧간호처치 역에서 제한정도가 

심하고 의학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병원 입원 확률이 

올라갔다. 한편 체 입원서비스에서는 행동변화 역에 제한정도가 심할수록 이용 

확률이 감소하 으나, 요양병원 이용에서는 반 로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커졌다. 

입원서비스 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연도에 사망이 발생하는 노인의 요양병원 

이용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트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은 체 입원서비스

보다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미치는 향의 크기가 컸다. OLS 분석보다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분석에서 회귀계수가 어지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다른 조건

이 일정하다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8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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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체 입원서비스에 한 

분석에서와 비슷하게 3등  정자에 비해 1등  정자,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 

비해 독거나 부부단독 가구인 경우, 해당연도에 사망이 발생하는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감소하는 반면, 간호처치 역에서 제한정도가 심하고 의학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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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요양병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요양병원 이용 입원일수

Probit IV Probit OLS 2SLS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0.696*** (0.025)  1.573*** (0.054) 130.045*** (1.936)  83.727*** (5.961)

성별(ref=여성)
   남성  0.023 (0.027)  0.011 (0.013)  -4.145* (2.000)  -4.135 (2.125)

연령 -0.017*** (0.002) -0.009*** (0.001)  -0.542*** (0.129)  -0.548*** (0.137)

판정등급(ref=3등급)
   1등급 -0.109* (0.048) -0.074* (0.029)  -8.339* (4.239)  -9.111* (4.265)
   2등급  0.057 (0.029)  0.035 (0.018)   0.520 (2.648)  -0.784 (2.666)

가구형태(ref=동거)
   독거 -0.131*** (0.033) -0.096*** (0.019)  -5.391 (3.027)  -6.807* (3.053)
   부부단독 -0.496*** (0.028) -0.325*** (0.016) -28.182*** (2.507) -29.935*** (2.567)

사망 발생(ref=생존)
   사망  0.319*** (0.030)  0.195*** (0.019) -39.925*** (2.536) -41.158*** (2.537)

장애 보유기간 -0.011 (0.006) -0.005 (0.003)   0.504 (0.459)   0.394 (0.490)

장기요양 인정점수
   신체기능  0.057*** (0.003)  0.035*** (0.002)   3.280*** (0.274)   3.478*** (0.279)
   사회생활 -0.006 (0.004) -0.007* (0.003)  -0.477 (0.415)  -0.569 (0.418)
   인지기능 -0.018*** (0.005) -0.010*** (0.003)  -1.879*** (0.389)  -2.020*** (0.395)
   행동변화  0.019*** (0.005)  0.010** (0.003)  -2.214*** (0.473)  -2.208*** (0.481)
   간호처치  0.187*** (0.017)  0.057*** (0.011)  10.319*** (1.282)  12.286*** (1.319)
   재활 -0.036*** (0.003) -0.019*** (0.002)   0.243 (0.264)   0.134 (0.269)

의학적 치료(ref=병행)
   불필요 -0.227*** (0.051) -0.172*** (0.032)  -7.239 (5.427)  -8.148 (5.428)
   필요  0.221*** (0.058)  0.089* (0.038)  29.736*** (5.323)  30.645*** (5.293)

소득수준 -0.001 (0.003) -0.002 (0.002)  -0.369 (0.261)  -0.402 (0.270)

직역(ref=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0.058* (0.024)  0.042** (0.012)   5.758** (1.947)   6.440** (2.036)

의료보장(ref=의료급여)
   건강보험 -0.055 (0.037) -0.053** (0.018)  -2.649 (2.851)  -2.794 (3.008)

Wald χ2

(Pseudo-) R2
2817.87***

-
4650.65***

-
-

0.3131
-

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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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응 실  이용에 미치는 향

   [표 13]은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노인의 응 실 이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결과이다. 

   첫 번째 트 분석결과 도구변수 활용에 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응 실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성보다는 남성, 

동거가족이 있는 노인보다는 독거나 부부단독 가구, 신체기능‧간호처치 역에서 

제한정도가 심한 노인일수록 응 실 이용이 증가하 다. 해당연도에 사망이 발생한 

노인의 응 실 이용 가능성도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연령, 인지기능‧행동변화‧재활 

역의 인정 수, 의학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소견은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응 실 이용 발생을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트에서는 총 진료비, 체 입원일수,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향이 

게 악되었다. 하지만 여 히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은 응 실 이용에도 향을 

미쳐,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응 실 내원일수는 0.2일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통제변수의 향을 보면, 첫 번째 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 신체기능‧간호처치 역의 높은 인정 수는 응 실 내원일수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기능의 제한정도가 심할수록 응 실 내원일수는 어

들었다. 한편 첫 번째 트에서는 유의한 요인이 아니었던 의료보장형태의 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의료 여수 권자에 비해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응 실 내원

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3

 [표 13]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응급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응급실 이용 내원일수

Probit IV Probit OLS 2SLS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0.125*** (0.020)  0.609*** (0.051)  0.518*** (0.042)  0.223* (0.113)

성별(ref=여성)
   남성  0.082*** (0.017)  0.060*** (0.013)  0.112** (0.033)  0.117*** (0.033)

연령 -0.017*** (0.001) -0.013*** (0.001) -0.013*** (0.002) -0.013*** (0.002)

판정등급(ref=3등급)
   1등급 -0.050 (0.038) -0.030 (0.032)  0.068 (0.082)  0.058 (0.082)
   2등급  0.016 (0.024)  0.024 (0.020)  0.070 (0.052)  0.059 (0.052)

가구형태(ref=동거)
   독거  0.136*** (0.025)  0.122*** (0.020)  0.082 (0.053)  0.085 (0.053)
   부부단독  0.065** (0.019)  0.067*** (0.016) -0.009 (0.039) -0.016 (0.039)

사망 발생(ref=생존)
   사망  0.587*** (0.023)  0.515*** (0.020)  0.005 (0.043) -0.005 (0.043)

장애 보유기간 -0.008* (0.004) -0.006* (0.003)  0.003 (0.008)  0.002 (0.008)

장기요양 인정점수
   신체기능  0.032*** (0.002)  0.025*** (0.002)  0.019*** (0.005)  0.020*** (0.005)
   사회생활 -0.002 (0.003) -0.002 (0.003) -0.010 (0.008) -0.010 (0.008)
   인지기능 -0.022*** (0.003) -0.019*** (0.003) -0.016* (0.007) -0.016* (0.007)
   행동변화 -0.033*** (0.004) -0.031*** (0.003) -0.003 (0.009) -0.004 (0.009)
   간호처치  0.242*** (0.012)  0.201*** (0.011)  0.188*** (0.022)  0.194*** (0.022)
   재활 -0.038*** (0.002) -0.031*** (0.002) -0.008 (0.005) -0.008 (0.005)

의학적 치료(ref=병행)
   불필요 -0.226*** (0.043) -0.199*** (0.036) -0.014 (0.106) -0.025 (0.106)
   필요  0.060 (0.048)  0.027 (0.041)  0.032 (0.106)  0.045 (0.106)

소득수준 -0.002 (0.002) -0.002 (0.002)  0.004 (0.005)  0.004 (0.005)

직역(ref=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0.037* (0.017)  0.029* (0.013)  0.008 (0.034)  0.008 (0.034)

의료보장(ref=의료급여)
   건강보험 -0.014 (0.025) -0.020 (0.019) -0.232*** (0.050) -0.226*** (0.050)

Wald χ2

(Pseudo-) R2
2635.34***

-
3326.39***

-
-

0.0468
-

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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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 과

   이번 은 앞서 제2장 제4 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의료이용과 그에 따른 

비용 발생에 있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향력이 얼마나 작용할 수 있는지 악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노인의 의료이용을 체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표 14]는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의료이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첫 번째 열은 two-part model의 첫 번째 

트에서 추정된 회귀식을 사용하여 서비스 이용이 발생할 확률을 추정한 것이고,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트에서 추정된 회귀식을 사용하여 서비스 이용이 발생할 

경우 이용량의 조건부평균을 추정한 것이다. 세 번째 열은 이 두 추정량을 곱하여 

구한 서비스 이용량의 평균이다. 각 종속변수마다 실제 체 연구 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부를 그 로 유지한 상태에서의 값, 그리고 체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으로 가정하 을 때의 값, 체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으로 가정하 을 

때의 값을 각각 구하 다. 이를 통해 노인의 1인당 연간 평균 의료이용에 미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   

   분석결과, 모든 종속변수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의 평균 인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특히 입원일수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서 

가장 극 으로 발생하 다. 

   우선 총 진료비의 경우, 연구 상 장기요양 필요노인 체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 을 때에는 827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체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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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를 이용하 다고 가정하 을 때에는 41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총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평균 인 효과는 

409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모든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를 409만원 일 수 있다. 

   입원일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 체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으로 가정

하 을 때에는 123일에 달하던 입원일수가 이용군으로 가정하자 27일로 78% 넘게 

감소하 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모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인당 연간 입원일수를 96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외래서비스 이용의 경우, 총 진료비나 입원일수에 발생하는 향력보다는 약했

지만 여 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효과가 확인되었다. 체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1인당 연간 외래 내원일수를 4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종속변수는 요양병원 입원일수

이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을 모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이라고 가정하 을 때보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이라고 가정하 을 때에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7.58배 증가

하 다. 체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면 1인당 연간 요양

병원 입원일수를 124일에서 16일로 87.1%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요양병원 이용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응 실 이용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응 실 내원일수를 0.71일에서 0.3일로 57.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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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과

Pr(Y>0) E(Y|>0) E(Y)

총 진료비

   전체 대상 0.957 480.68 460.01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 0.999 827.43 826.60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 0.952 438.77 417.71

입원일수

   전체 대상 0.454  77.65  35.25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 0.849 145.01 123.1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 0.408  65.15  26.58

외래 내원일수

   전체 대상 0.931  26.91  25.05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 0.989  28.81  28.49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 0.924  26.71  24.68

요양병원 입원일수

   전체 대상 0.264  97.19  25.66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 0.758 164.18 124.45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 0.204  80.45  16.41

응급실 내원일수

   전체 대상 0.182  1.86  0.34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군 0.344  2.06  0.7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 0.162  1.83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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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의료서비스 이용을 체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을 설명변수로, 의료이용 각각의 발생  

이용량을 종속변수로 탄력성을 분석하 다. [표 15], [표 16]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의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에 상 없이 체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발생한 측치만 

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먼  [표 15]를 보면, 모든 종속변수에 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의 향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확률  이용량에는 감소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에서도 가장 큰 한계효과를 보인 것은 입원비용과 요양병원 입원비용

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이 10% 증가할 때 입원비용은 3.44%, 요양병원 입원

비용은 1.8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 상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으로 한정한 [표 16]의 분석결과를 보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이 체 의료서비스와 요양병원 이용 발생에 미치는 향

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바 었으며, 이용 발생 시 입원일수  입원비용, 외래

서비스 이용 발생, 요양병원 입원일수  입원비용, 이용 발생 시 응 실 내원일수

에 해서는 통계  유의성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  유의성이 

유지된 나머지 모든 종속변수에 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의 한계효과가 

체를 상으로 한 분석보다 크게 발생하 다. 그 에서도 총 진료비, 입원비용, 

이용 발생 시 요양병원 입원비용의 한계효과가 크게 존재하 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이 10% 증가할 때 총 진료비는 1.68%, 입원비용은 6.96%, 이용 발생 시 

요양병원 입원비용은 2.4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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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의 한계효과 (전체 대상)

Marginal Effect

dy/dx Std. Err.

의료서비스 이용 

   발생 Pr(any use) -0.004*** 0.001

   이용 발생 시 총 진료비 E(cost | >0) -0.073*** 0.003

   총 진료비 E(cost) -0.095*** 0.005

입원서비스 이용

   발생 Pr(any inpatient use) -0.023*** 0.001

   이용 발생 시 입원일수 E(inpatient days | >0) -0.063*** 0.003

   입원일수  E(inpatient days) -0.091*** 0.003

   이용 발생 시 입원비용 E(inpatient cost | >0) -0.045*** 0.003

   입원비용 E(inpatient cost) -0.344*** 0.014

외래서비스 이용

   발생 Pr(any outpatient use) -0.006*** 0.001

   이용 발생 시 내원일수 E(outpatient days | >0) -0.007*** 0.001

   내원일수  E(outpatient days) -0.011*** 0.002

   이용 발생 시 외래비용 E(outpatient cost | >0) -0.020*** 0.002

   외래비용 E(outpatient cost) -0.047*** 0.005

요양병원 이용

   발생 Pr(any LTC hospital use) -0.014*** 0.001

   이용 발생 시 입원일수 E(LTC hospital days | >0) -0.074*** 0.005

   입원일수  E(LTC hospital days) -0.051*** 0.003

   이용 발생 시 입원비용 E(LTC hospital cost | >0) -0.108*** 0.007

   입원비용 E(LTC hospital cost) -0.187*** 0.010

응급실 이용

   발생 Pr(any ER use) -0.009*** 0.001

   이용 발생 시 내원일수 E(ER days | >0) -0.003* 0.002

   내원일수  E(ER days) -0.0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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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의 한계효과 (이용군 대상)

Marginal Effect

dy/dx Std. Err.

의료서비스 이용 

   발생 Pr(any use)  0.003** 0.001

   이용 발생 시 총 진료비 E(cost | >0) -0.153*** 0.012

   총 진료비 E(cost) -0.168*** 0.018

입원서비스 이용

   발생 Pr(any inpatient use) -0.036*** 0.004

   이용 발생 시 입원일수 E(inpatient days | >0) -0.016 0.015

   입원일수  E(inpatient days) -0.145*** 0.013

   이용 발생 시 입원비용 E(inpatient cost | >0) -0.004 0.015

   입원비용 E(inpatient cost) -0.696*** 0.054

외래서비스 이용

   발생 Pr(any outpatient use)  0.000 0.001

   이용 발생 시 내원일수 E(outpatient days | >0) -0.014** 0.005

   내원일수  E(outpatient days) -0.023*** 0.006

   이용 발생 시 외래비용 E(outpatient cost | >0) -0.071*** 0.008

   외래비용 E(outpatient cost) -0.114*** 0.017

요양병원 이용

   발생 Pr(any LTC hospital use)  0.044*** 0.004

   이용 발생 시 입원일수 E(LTC hospital days | >0) -0.087*** 0.023

   입원일수  E(LTC hospital days)  0.007 0.011

   이용 발생 시 입원비용 E(LTC hospital cost | >0) -0.244*** 0.035

   입원비용 E(LTC hospital cost)  0.003 0.040

응급실 이용

   발생 Pr(any ER use) -0.027*** 0.003

   이용 발생 시 내원일수 E(ER days | >0) -0.009 0.007

   내원일수  E(ER days) -0.0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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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를 상으로 한 분석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만을 상으로 한 분석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이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미치는 한계효과의 차이를 주요 

종속변수에 해 비교하면 [표 17]과 같다. 반 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이 

노인의 의료이용을 체하는 효과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에서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의 한계효과 비교

전체 대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군 대상

  총 진료비 E(cost) 0.95% 감소 1.68% 감소

  입원일수 E(inpatient days) 0.91% 감소 1.45% 감소

  입원비용 E(inpatient cost) 3.44% 감소 6.96% 감소

  외래 내원일수 E(outpatient days) 0.11% 감소 0.23% 감소

  외래비용 E(outpatient cost) 0.47% 감소 1.1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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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결 론 

제 1  연 구 결 과 고 찰

   본 연구는 장기요양 욕구에 의해 스스로의 신청에 따라 등 을 인정받고도 실제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사유는 무엇이며, 그 결과 

의료이용에 어떤 향이 생기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권고 

받은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단지 상자의 장기요양 

욕구를 해소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다양한 의료 ‧사회  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이용 등 기타 사회  부문에 가해지는 부담 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요양 

인정신청 횟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정신청 횟수가 1회 늘어날 때마다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 가능성은 약 29배 증가하 고, 그 향은 의료서비스 미이용군에서 

67.5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다. 본 연구가 확인한 범  안에서 국내 선행연구  

인정신청 횟수를 변수로 활용한 것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요한 변수로 다루

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하기 한 자격권을 부여받겠다는 극 인 의사표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신청 횟수가 늘어날수록 서비스 이용 확률이 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이들 노인의 

장기요양 욕구 미충족이 심각한 수 으로 발생하고 있을 여지를 보여 다. 따라서 

이들 노인이 무슨 이유로 인정신청을 반복하고 있으며,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여 정책 으로 응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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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련요인으로 인정신청 횟수의 향력이 매우 크게 

측정된 것은 변수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과 추정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요양 인정신청 횟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분석을 통해 반복

으로 인정신청하는 노인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분석결과, 인정신청 횟수와 

가장 련 있는 요인은 낮은 정등 이었다. 1등 에 비해 2등 , 3등  정자로 

갈수록 인정신청 횟수가 유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행 등

정기 , 등 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 나 이용 가능한 여의 종류에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이용 해요인이 없는지 악하고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자녀와의 동거 한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과 높은 연 성을 갖는 

련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녀로 표되는 수발가족의 존재가 노인의 서비스 

이용을 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수발자가 없는 노인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 확률이 낮아진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아직까지도 

국가 주도의 공식 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보다 가능하다면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 을 선호하는 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성향이 남아있는 한, 

실 으로 장기요양 정책은 상자를 돌보는 가족을 배제하고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가족으로부터 직  제공받을 수 있는 돌 의 역을 

정책에 반 하고, 가족구성원의 부양부담을 여  수 있는 가족휴가제도, 스트 스 

리 로그램, 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제도화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등 이 높고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감소한 것은 국경남 등(2014)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정등 이 

높다는 것은  시스템 하에서 인정받은 장기요양 필요도가 높다는 의미로, 결국 

장기요양의 필요성을 높게 인정받은 노인일수록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 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택 거주는 노인이 병의원이나 기타 시설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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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머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속해있지 않은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 련요인으로 분석된 변수  특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간호처치 역의 인정 수와 의학  치료 필요성에 한 의사소견

이다. 기 개, 욕창, 도뇨 리, 경  양, 암성통증, 투석 등 간호처치 역에서 

제한정도가 심한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확률은 1.5배, 의학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확률은 1.7배 높았다. 이는 

의료  개입을 연계하여 장기요양이 제공되어야 할 인구집단에게 제 로 서비스가 

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본 인 의료서비스나 간호처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해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노인장기요양 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2015)에 따르면 2014년 연간 장기요양 

여비 공단부담  3조 4,981억 원  방문간호 지 액은 75억 원으로 0.2%에 불과

하 다. 시설을 제외한 재가 여에 한 공단부담  1조 6,748억 원 에서도 방문

요양 지 액은 1조 3,119억 원으로 78.3%나 차지하 던 반면, 방문간호 지 액은 

0.5%에 불과한 수 이다. 한 체 장기요양기  16,543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 은 586개(3.5%)에 그쳤으며, 종사인력 측면에서도 요양보호사는 266,538명이었

지만 간호사는 2,683명, 간호조무사는 8,241명으로 었다. 재정‧기 ‧인력 등 모든 

자원이 방문요양에 집 으로 분포된 것은 재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천편

일률 인 제공 양상을 단 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한 의료  개입과 간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악되었다. 따라서 장기요양에 의료  서비스의 

역을 강화하고, 간호처치 욕구가 있는 경우 이를 꾸 히 리할 수 있도록 인 ‧

물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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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같은 조건의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 발생 

 총 진료비, 입원서비스 이용 발생  입원일수, 요양병원 이용 발생  요양병원 

입원일수, 응 실 이용 발생  응 실 내원일수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래서비스 이용 발생  외래 내원일수는 도구변수를 활용하 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양의 방향으로 향을 미쳤으나, 도구

변수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음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  의료서비스 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은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발생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총 진료비 증가는 도구변수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488만원, 도구변수를 활용

하 을 때 389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여 볼 때,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결정과 그에 따른 이용량에 모두 양의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신 의료  처치를 포함한 모든 장기요양 

욕구를 의료서비스 이용만으로 해소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막 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강보험 주요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2016)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57만원 수 인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와 같은 진료비 비용부담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본 연구는 분석 상을 장기요양 필요노인에 한정하 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여 체 노인인구를 상으로 한 통계와 직  비교하면 향력이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어도 장기요양 필요노인에서 서비스 미이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추가  진료비 지출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극 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당 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특히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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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 미이용에 버 가게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발생 시 총 

진료비를 유의하게 높인 변수는 간호처치 역의 높은 제한정도 다. 0〜10  사이 

연속변수로 측정된 간호처치 역의 인정 수가 1  올라갈 때마다 진료비 지출은

약 30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  장기요양서비스 내에 간호처치를 

비롯한 의료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그 이용을 활성

화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입원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의료

서비스 이용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은 입원서비스 이용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입원일수를 모두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불필요한 입원 등 의료이용을 비용효과 인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Stessman, J. et 

al., 1996; Landi, F. et al., 1999; Johri, M. et al., 2003; Shepperd, S. et al., 2009; 

Xu, H. et al., 2010; 정운숙, 2014). 본 연구의 분석 상 찰치 평균 입원일수는 

37.4일, 이용 발생 시 평균 입원일수는 81.5일이었는데,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결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추가 인 입원일수는 79.9일

이었다. 즉, 같은 조건이라면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

으로도 연간 입원일수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보험공단(2016)에 따르면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입원서비스의 경우 154,767원, 

외래서비스의 경우 28,248원으로 입원에서 약 5배 넘게 발생한다. 따라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고가의 입원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효율

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간호처치 역에서 의존도가 심하고, 의학  치료의 필요성을 의사가 인정

하는 경우 입원서비스 이용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입원일수 한 늘어난 것은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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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한 1등  정자, 부부단독 가구,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를 게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도 공통된 결과이다. 이는 장기요양 필요도가 높으며, 동거가족 없이 노인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인지기능 문제를 갖고 있는 노인들이 특히 취약계층에 

해당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들 계층에 해서는 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함께 의료서비스 연계가 더욱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래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향은 도구변수 활용 여부

에 따라 분석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다만 도구변수를 활용한 경우에 기타 의료

서비스  입원서비스 등에 한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도출된 을 볼 때, 

그 어떤 의료이용보다도 외래서비스 이용에 해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갖는 

내생성의 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찰되지 않는 

특성이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에 모두 크게 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외래서비스가 비교  쉽게 근이 가능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용량이 결정될 수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도구변수를 활용

한 분석결과를 보면,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은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

가지로 외래서비스 이용 발생 가능성  그에 따른 외래 내원일수에 양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원일수와 반 로 외래 내원일수는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 비해 독거나 

부부단독 가구에서 증가하 다. 간호처치 역에서 제한정도가 심할수록 외래 내원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입원일수와 마찬가지 으나, 의학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은 더 이상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 으로 입원서비스 이용의 취약

계층으로 악된 부부단독 가구 노인이 필수의료서비스 이용을 외래 내원으로 상당 

부분 체하고 있으며, 실제 의학  치료의 필요성과는 상 없이 외래서비스 이용



77

량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래서비스 부문에서 취약계층 노인의 과다 

의료이용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사망의 향에 있어, 해당연도에 사망하는 노인은 생존하는 노인에 비해 38만원 

많은 진료비를 지출하 지만 입내원일수는 각각 30일, 7일 었다. 일당(per day) 

는 건당(per episode) 진료비용이 사망에 임박한 노인에서 크게 지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망시 은 의료 이용량의 요한 결정요인으로 탐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 말기 고령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ck, D. B. et al., 1996; McGrail, K. et al., 

2000; Spillman & Lubitz, 2000; Hogan, C. et al., 2001). 국외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지 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반의 재정  지출부담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

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이용 패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사망

시 에 따라 어떤 부문에 상 으로 더욱 큰 부담이 가해지는지 고려하여 노인에 

한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요양병원 이용은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이 래하는 효과가 가장 

극 으로 나타난 부문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은 요양병원 이용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일수를 모두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는 일반 입원

서비스 이용  입원일수에 미치는 향보다 크게 분석되었다.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결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인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83.7일로, 체 입원일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보다도 약 4일 늘어났다. 

이것을 요양병원 이용에 미치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향이 더욱 강하다는 

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값이 0인 찰치가 체 입원일수에서보다 요양

병원 입원일수에서 많았고 첨도와 왜도 한 요양병원 입원일수에서 크게 발생하

는데 이를 하게 통제하지 못한 한계로 볼 수도 있다. 그 지만 요양병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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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이용량에 해서도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은 김명화 등(2013)에서 확인한 장기요양과 요양병원 이용의 체 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Forder, 2009; Lichtenberg, 2011).

   요양병원은  제도 하에서 장기요양이 아닌 건강보험의 요양 여 제공 범 에 

해당되는 서비스이지만, 그 역할에 요양시설과 복이 있고 차별 인 기능 설정이 

미흡하다. 그 기에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 이용 사이에 체 계가 존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서비스의 분   연계성 부족을 단 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요양시설 입소와 요양병원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상자 선별기 이 존재

하지 않은 채 거의 소비자 선택에 의존하고 있으며, 병원을 선호하는 경우 불필요

한 사회  입원을 래하고, 극 인 의료  개입이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 되어 왔다(이지윤과 박은경, 2008; 

윤희숙 등, 2010; 최인덕과 이은미, 2010; 노용균, 2011; 김진수 등, 2013). 시설이든 

재가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통해 련 욕구를 해소하여야 할 노인이 의미 없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향이 미치는 표  

비효율의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자 선별에서부터 서비스 제공  리에 

이르기까지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각 세  안에서 

노인의 필요가 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응 실 이용에 미치는 향 역시 지 까지의 분석과 

동일선상에서 해석 가능한 결과를 얻었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은 

응 실 이용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응 실 내원일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 상 찰치 평균 응 실 내원일수는 0.3일, 이용 발생 시 평균 

응 실 내원일수는 1.9일이었는데,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 인 응 실 내원일수는 도구변수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0.5일, 도구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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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 을 때에는 0.2일이었다. 이는 일반 인 의료서비스나 입원, 외래, 요양병원 

외에 응 실 이용에도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이 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응 실 이용은 피할 수 있는, 방 가능한 의료이용을 나타내는 표 인 지표

로서, 특히 노인인구에 해서는 부정 인 건강 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주목받아 왔다(Oster & Bindman, 2003; Forster, A. J. et al., 2007; Caffrey, 2010; 

Gruneir, A. et al., 2010).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서의 낙상 

 감염 사고, 시기부 한 입퇴소 등이 노인의 응 실 이용에 미치는 향 한 

오랜 심의 상이었다. 하지만 재까지 국내 선행연구 에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응 실 이용의 계를 살펴본 연구가 부재하여 향후 많은 심이 요구된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살펴

보는 것은 본 연구의 사실상 궁극 인 목표 다. 이를 하여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시킬 수 있는 평균 인 의료 이용량의 변화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의 한계효과를 분석하 다.

   체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재 이용률 수 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면 

1인당 연간 총 진료비는 460만원 발생한다. 만약 모든 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발생하는 진료비는 827만원으로 약 80% 증가하지만, 

반 로 모든 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발생하는 진료비는 

418만원으로 약 9% 감소시킬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으로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를 409만원 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발생시킬 수 있는 평균 인 효과를 계산하면, 입원일수는 96일, 외래 

내원일수는 4일,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108일, 응 실 내원일수는 0.4일 감소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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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체 인 의료 

이용량을 상당히 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계 으로 유례없는 압도 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노인인구가 지출하는 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장기요양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노인

들의 련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이 극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하는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제되고 나면, 과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 투입에 

따라 의료이용  이용비용이 얼마나 체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 

심사가 된다. 이를 살펴보기 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의 한계효과를 분석

하 다. 분석결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 증가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반 으로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이 10% 증가할 때 

총 진료비는 0.9〜1.7%, 입원일수는 0.9〜1.5%, 입원비용은 3.4〜7.0%, 외래 내원일

수는 0.1〜0.2%, 외래비용은 0.5〜1.1%,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0.7〜0.9%, 요양병원 

입원비용은 1.1〜2.4%, 응 실 내원일수는 0.1〜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의 탄력성, 즉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이용에 가장 큰 

체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 부문은 입원비용과 요양병원 입원비용이었다. 

김명화 등(2013)의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이 요양병원 이용비용에는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요양병원을 제외한 성기병원 이용비용

에는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입원서비스에는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정기 이 달라 직 인 비교가 어렵지만, 성기

병원 이용에 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의 증가가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추가 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노인인구의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질환 

 상병 특성 등을 더욱 세 하게 반 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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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분 석방 법 고 찰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갖는 내생성을 통제하고 그 향이 노인의 

의료이용에 발생시키는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하여 다양한 분석방법을 동원

하 다. 즉,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과 노인의 의료이용에 모두 향을 미치는 개인

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최 한 통제하고, 순수하게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연속된 기간 동안 동일한 개체를 

추  찰한 코호트를 자료원으로 활용한 패 분석을 시행하 고, 종속변수를 의료

이용 발생과 이용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two-part model을 용하 으며, 도구

변수를 활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한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 다. 

   패 분석은 동일한 개체를 두 시  이상에 걸쳐 여러 번 찰한 데이터를 활용

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의 고유한 특성을 자연스럽게 통제해 다. 

한 본 연구와 같이 연도로 만든 더미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하면 시간 추세

(time trend)에 따라 변하지만 모든 개체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특정 시기가 

갖는 고유한 효과를 보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로써 개체나 연도가 갖는 찰할 

수 없는 특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은 통제되고, 심 있는 설명변수의 향은 

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다. 앞서 시한 민간보험 가입을 비롯하여, 평소 의료이용 

성향, 기 의 건강상태, 생활습 , 공식 ‧비공식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하는 

태도 등의 향이 에러항에서 상쇄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패 분석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개체마다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과 에러항의 

상 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다. 고정효과(fixed effect) 모델은 둘 사이의 

상 계가 0이 아니라고 보고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성별 같은 변수의 향은 락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반면 확률효과(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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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모델은 개체 고유의 특성과 에러항 사이의 상 계를 0으로 가정하고 회귀

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연구 상이 완벽하게 무작 로 추출되지 않은 것이라면 

고정효과 모델은 연구에 포함된 샘 의 특성에 조건 으로 합한 회귀계수를 추정

하지만, 확률효과 모델은 체 인구집단의 측면에서 효과를 구하는 방식으로 회귀

계수를 추정한다(Mundlak, 1978).   

   본 연구는 이  확률효과 모델을 가정한 패 분석을 시행하 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찰치의 락을 이고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기 해서이다. 

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할 경우 연구 상 기간 동안 변수의 상태에 변화가 있어야만 

분석에 포함되고 나머지 변동이 없는 찰치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의 분석

상 찰치의 변동 양상을 살펴본 결과, 노인의 의료이용, 그 에서도 특히 체 

의료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의 변동이 극히 드물었다. 실제로 고정효과를 

가정하고 패 로짓  로빗 분석을 실시하자 많은 찰치가 분석에서 제외되고, 

모델의 설명력이 낮아졌으며, 내생변수를 포함한 개별 변수들의 통계  유의성이 

약해졌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하여 개인의 찰되지 않는 특성과 에러항 

사이에 상 계가 없다고 확률 으로 가정하 다(Portrait, F. et al., 2000). 

   둘째, 본 연구의 자료원으로 활용된 건강보험 노인코호트DB가 갖는 표성을 

반 하기 해서이다. 고정효과 모델은 샘 로 포함된 집단에 합한 회귀계수를 

추정하지만, 확률효과 모델은 체 인구집단에 설명력이 높은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노인코호트DB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체 노인인구이며, 표본으로는 모집단의 10%

가 무작 로 추출되었다. 따라서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서비스 이용 권고에도 불구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결과와 권고 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사업효과를 평가하는 

에서 표성 있는 수치로 산출하고자 확률효과 모델을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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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이용은 값이 0인 찰치(nonspender)가 많고, 소액 지출빈도는 높지만 고액 

지출빈도는 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갖는다. 이로 인하여 OLS 회귀분석

이 제하는 세 가지 조건, 에러항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을 만족시키지 못한

다(Diehr, P. et al., 1999). 의료이용 자료를 사용할 때 이와 같은 분포 때문에 발생

하는 문제 을 보정하기 한 방법이 two-part model이다(Duan, N. et al., 1983).

   Two-part model은 의료이용을 두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나 어, 첫 번째 

트에서는 의료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설명요인을 찾고, 두 번째 트에서는 의료

이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량7)을 분석한다. 개인  성향의 향이 큰 의료

이용에 한 선택, 즉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한 결정

을 먼  로빗 모형으로 분석하고, 일단 서비스에 근한 경우에는 공 자나 건강

보장제도 등 보건의료체계의 향을 많이 받아 결정되는 이용량에 해 OLS 분석

을 실시한다. 이 게 두 트로 의료이용을 나 어 분석하면 자료의 분포에서 비롯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메커니즘으로 결정되는 의료

이용의 두 단계 과정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two-part model이 선호

된다(Diehr, P. et al., 1999).    

   본 연구도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노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two-part model을 용하 다. 의료이용은 반 인 의료서비스 이용과 총 

진료비, 입원서비스 이용과 입원일수, 외래서비스 이용과 외래 내원일수, 요양병원 

이용과 요양병원 입원일수, 응 실 이용과 응 실 내원일수로 세분화하 다. 이를 

통해 Diehr, P. et al. (1999)의 설명 로 의료이용 행동의 두 가지 의사결정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요인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향을 미칠 수 

7) 엑스선 촬영횟수, 처방 및 입내원일수 등 제공된 서비스의 숫자로 측정될 수도 있으나, 보통은 서비스 
이용비용을 기준으로 자주 측정된다. 각 서비스에 대해 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며, 비용이 진료강도를 
요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Diehr, P.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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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 다. 컨  의료서비스 이용  총 진료비에 해 의료보장형태가 

미치는 향은 첫 번째 트와 두 번째 트에서 상반되게 나타났다. 의료 여수

권자에 비해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발생할 확률은 낮았지만, 일단 

이용이 발생하면 진료비 지출은 약 20만원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느냐 마느냐 선택할 때에는 의료 여수 권자인 것이 의료이용을 쉽게 결정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이용이 결정되고 난 후에는 반 로 이용량을 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사회  보호계층인 의료 여수 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근에는 장벽이 낮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 다. 이처럼 two-part model은 의료이용을 두 부분으로 

구분함으로써 각 과정에 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two-part model 용에서 본 연구가 갖는 한계 은 OLS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를 로그 치환하지 않고 그 로 사용하 다는 이다. 일반 으로 two-part 

model의 두 번째 트 OLS 분석에서는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분포를 개선

하고 극단치의 향을 이기 하여 종속변수에 로그를 워 변형한다(Diehr, P. 

et al., 1999; Van Houtven & Norton, 2004). 하지만 로그를 취해 얻은 회귀계수의 

향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해서는 원래 값의 단 로 재치환(retransformation)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Duan, 1983). 이 과정의 핵심은 추정된 로그 단 의 회귀

식에서 에러항의 분포를 가정하고, 그로 인한 향(smearing factor)을 원래 단 의 

기댓값 산출에 반 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제4장 제3 의 two-part model을 용한 분석에서 이와 같은 재치환 

과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회귀계수를 바로 해석하고자 종속변수를 만원 단 의 총 

진료비, 일 단 의 입내원일수로 있는 그 로 활용하 다. Diehr, P. et al. (1999)에 

따르면 데이터가 방 할 경우 로그 치환하지 않은 OLS 분석으로도 편향(bias)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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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의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 때 회귀계수의 효과는 매우 커지게 되기 때문에 

표 오차가 2〜3배 커진다 해도 유의성 검증 결론에는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은 0.1% 수 에서 유의하게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를 389만원, 입원일수를 80일, 요양병원 입원일수를 84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통계상 수치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OLS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를 로그 치환하지 않고 그 로 사용하 기 때문에 

향력이 과장되게 추정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의료이용 자료의 

분포가 갖는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 하여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이 

발생시키는 향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심 있는 설명변수에 존재하는 내생성을 최 한 통제하고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이 이들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요

한 과제 다. 즉,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도 향을 미치고 노인의 의료이용에도 

향을 미치는 찰되지 않는 특성에 의한 상 계 교란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요하 다. 그 게 하여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노인의 

의료이용에 어떤 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정확한 인과 계를 추정할 수 있고, 이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 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구

변수를 활용하여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 다. 

   [표 18]은 도구변수 활용 여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향이 어떻게 

달리 분석되었는지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의료서비스 이용 발생에 해서는 도구변수 활용에 계없이 방향성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도구변수를 활용한 경우에만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외래

서비스 이용  외래 내원일수에 해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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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미치는 향의 방향이 반 로 바 었다. 두 번째 

트의 이용량 분석에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도구변수를 활용한 

경우에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향은 게 추정되고 표 오차는 커졌지만 통계

 유의성은 유지되었다. 이는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채 분석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향력은 실제 참값보다 과다하게 추정된 값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18]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N, Conditional mean)

Coefficient

Probit IV Probit OLS 2SLS

의료서비스 이용 

   발생 (71,859)  0.103 (0.060) 1.482*** (0.122)

   총 진료비 (469.2) 487.74*** (8.442) 388.66*** (23.835)

입원서비스 이용 

   발생 (33,814)  0.600*** (0.019) 1.331*** (0.045)

   입원일수 (81.5) 104.938*** (1.394)  79.859*** (4.039)

외래서비스 이용 

   발생 (70,214) -1.269*** (0.035) 0.916*** (0.084)

   내원일수 (27.1)  -1.920*** (0.297)   2.096*** (0.775)

요양병원 이용 

   발생 (18,312)  0.696*** (0.025) 1.573*** (0.054)

   입원일수 (101.0) 130.045*** (1.936)  83.727*** (5.961)

응급실 이용

   발생 (12,967)  0.125*** (0.020) 0.609*** (0.051)

   내원일수 (1.9)   0.518*** (0.042)   0.22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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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본 연구에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내생성을 완벽히 보정하지 못한 

한계가 여 히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도구변수의 타당성에 한 철 한 검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도구변수는 내생성 있는 설명변수와는 련성이 높지만 에러항과는 련이 없는 

변수를 이용하여 내생변수를 먼  추정하고, 이를 내생변수 신 종속변수 추정에 

투입함으로써 정확한 인과 계를 구하는 분석방법이다. 따라서 타당한 도구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본 연구는 제3장 제4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장기요양 인정신청 횟수, 거주장소, 자녀 동거 여부, 주수발자, 주거상태를 도구변수

로 활용하 다. 이들 변수는 노인의 장기요양 인정신청  방문조사 과정에서 수집

되는 정보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는 매우 설명력이 높지만 상자의 의료이용

에는 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단하여 도구변수로 설정하 다.

   첫째, 련성이 높다는 것은 도구변수가 내생변수를 잘 측하는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도구변수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인과 계의 평균 인 효과가 0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둘째, 에러항과 련이 

없다는 것은 도구변수는 오로지 내생변수를 통해서만 종속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을 뿐 결과에 직 으로 향을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내생변수를 제외하는 

신 도구변수로 내생변수를 추정한 값을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추정하면 에러항과 

상 없는 부분만으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셈이 되어 역인과 계의 가능성이 통제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공식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나 비공식  돌  

수혜의 도구변수로 활용된 변수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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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연구에 논리 으로 용이 가능한 변수들을 찾아 도구변수로 활용하 다. 

하지만 이들이 의 두 요건8)을 만족시키는 타당한 도구변수 는지에 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에서 본 연구는 제한 을 갖는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내생성을 

충분히 보정하고 더 정확한 추정량을 산출하기 해서는 도구변수의 타당성에 한 

철 한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첫 번째 련성 조건에서는 높은 측력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나, 두 번째 외생성 조건에서는 도구변수들이 노인의 의료이용에 

직  향을 미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두 제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구변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을 고려한다면, 종속변수와 상당한 

인과 계를 갖는 통제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지 못할 

여지를 낮추는 것도 도구변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Ettner, 1996). 본 연구로 말하자면 노인의 의료이용에 떼려야 뗄 수 없는 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서 분석모델에 포함하는 방법이 된다.

   본 연구는 패 분석, two-part model, 도구변수 등 다양한 방법을 혼합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와 노인의 의료이용 사이의 인과 계를 최 한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노력하 다. 그 결과, 일반 인 로짓, 로빗, OLS 분석을 하 더라면 

통제할 수 없었을 찰되지 않은 개체의 특성과 시간의 효과를 보정할 수 있었고, 

의료이용을 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도구

변수를 활용한 분석결과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미치는 효과가 어드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내생성을 제 로 통제하지 않은 채 분석하는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향이 과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Stern, 1995; Van Houtven & Norton, 2004; Weaver, F. et al., 2009).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내생변수임을 감안하여 더욱 정확하게 

그 향을 추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8) Angrist, J. D. et al. (1996)은 도구변수 회귀분석이 일치추정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전제하는 가정 중 
이 두 가지를 가리켜 ‘nonzero average causal effect,’ ‘exclusion restriction’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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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결 론

   본 연구는 스스로 인정조사를 신청하여 등 까지 정받은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결과 노인의 의료이용에 어떤 향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질문에서 출발하 다. 여기에는 장기요양의 상

자를 늘리는 데에만 치 하는 인정률 확  정책으로는 고령 사회의 근본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 사유와 

장기요양 이용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결과를 분석함

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단하 다. 이를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5년간의 코호트

DB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고,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 다.

   첫째,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 련요인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장기요양 인정신청 횟수 다. 인정신청 횟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받은 등 이 낮을수록 인정신청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도 낮은 정등 이 서비스 

미이용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등 정결과에 한 불만이 장기

요양서비스 미이용의 주된 원인으로 추측되는 바, 이들 노인의 미충족 욕구를 악

하여 등 정기 이나 등 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 를 변경하는 데에 활용하는 

등 정책에 반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간호처치 역의 높은 제한정도와 의학  치료의 필요성 한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이용을 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인 간호처치  

의료  개입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두드러진 은 장기

요양에 의료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 다. 주로 신체활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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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방문요양에 집 으로 배분된 자원을 보다 효율 으로 활용

하여 의료서비스를 극 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은 가장 요긴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기타 재가  시설 서비스 내에서도 탁의  간호 인력 배치와 같이 

재 형식 으로 운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상자가 충실한 의료  리를 

제로 장기요양 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은 노인의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련요인으로 확인된 간호처치 역

에서의 높은 제한정도와 의학  치료의 필요성은 노인의 의료이용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장기요양 욕구가 있고 이용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다한 의료이용이 래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한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는 노인의 의료이용을 상당 부분 체

하는 효과가 존재하 고, 특히 총 진료비와 입원서비스  요양병원 이용 부문에서 

효과가 크게 발생하 다. 따라서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건강보험에 가해지는 과도한 의료 수요를 흡수하고 사회  비효율을 방지하기 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체계  리가 부재해왔던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련 서비스 미이용 

사유에 한 악을 시도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노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탐색함으로써 정책  심을 구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건강보험 

노인코호트DB를 활용하여 국 단 의 종단  분석을 실시하 고, 노인 의료이용

의 양 ‧질  측면을 두루 살펴보기 하여 입원, 외래, 요양병원, 응 실 이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세분화하여 분석하 다. 한 여러 가지 분석방법을 용하여 내생성

을 통제한 상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정확한 향력을 추정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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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한 을 갖는다. 첫째, 등 정결과나 

서비스에 한 불만, 선호하는 서비스 유형, 낙인에 한 우려, 주  건강 인식 

 정신건강상태 등 노인코호트DB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질  변수의 향이 락

되었다. 한 세  단 로 수집된 건강보험 자격정보 기에 교육수 , 결혼상태와 

같은 사회경제  지 에 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고, 변수로 활용된 보험료 부과

액 기  소득수 과 거주지 정보도 실제 노인 개인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하는 측정

치일 수 있다. 둘째, 서비스의 이용  미이용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청구액 발생 여부로 조작 으로 정의하 다. 이에 따라 세 한 단 (월, 분기)에서 

서비스 이용강도나 지속성의 변화가 미치는 향을 통제하지 못하 다. 셋째, 분석

방법상으로 two-part model의 두 번째 트에서 종속변수를 로그로 치환하지 않고 

활용한 과 도구변수의 타당성에 한 검증이 필요한 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앞서 이론  고찰에서 장기요양은 ‘신체 는 정신상의 문제 때문에 지속 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의료 ‧사회  서비스’라고 정의

됨을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장기요양 욕구와 필요성을 인정받은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일상 인 간호처치와 

의료  개입 측면에서 크게 취약 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 다면 감소될 수 있었을 의료이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비효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 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 

인정조사를 통해 악된 기본 인 간호처치 욕구가 충족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 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서는 재 사회  측면에 치우쳐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의료  측면을 강화하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 노인이 필요로 하는 간호처치와 의료  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극 연계하는 방향으로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정책을 추진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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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n-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by elderly beneficiaries: 

associated factors and consequences

Lee, Hana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on-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by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beneficiaries in Korea and the consequence 

of non-use on health care utilization. Secondary analyses of longitudinal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formation Elderly Cohort were conducted. Among LTCI 

beneficiaries, a high level of care needs for routine nursing interventions was associated 

with a high level of non-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Moreover, the non-use group of 

LTCI beneficiaries consumed a significantly higher amount of health care than their 

counterparts did. In addition, the intensity of care needs for nursing interventions was a 

strong predictor of a high level of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elderly beneficiaries. 

Programs and policies that would help elderly beneficiaries in need of long-term care 

utilize appropriate long-term care services could result in a reduction of spending in 

many health care service areas, especially on hospitalization and inpatient long-term care 

hospital costs. In order to reduce health care expenditures, programs that would 

encourage elderly beneficiaries to use long-term care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policies that include medical care services would 

encourage the 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by those with a high need of nursing 

interventions.  

Keywords: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ies, non-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health care utilization, National Health Information Elderly Cohort DB

Student number: 2014-2334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장기요양 대상자                                        
	제 2 절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관련요인                         
	제 3 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관련요인                          
	제 4 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과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자료원                                                
	제 2 절 연구대상                                              
	제 3 절 분석모형 및 변수                                      
	제 4 절 도구변수                                              
	제 5 절 분석방법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제 2 절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 관련요인            
	제 3 절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제 4 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효과                            

	제 5 장 고찰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고찰                                         
	제 2 절 분석방법 고찰                                         
	제 3 절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