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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고령화와 노인 부양에 한 사회 부담의 증가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장기요양욕구와 동시에 의료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상 노인에 하여 방문간호 서비스는 재

가서비스 유일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의 의미를 지닌

다.그러나, 재 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에 치 된

서비스 이용과 방문간호 비활성화라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더

욱이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

가 필요하다고 권고된 장기요양 상자의 방문간호서비스 이용과

의료이용의 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자료 장기요양

청구자료,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 으며 권진희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방문간호 권고군을 선정하 다.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방문간호 권고군 20,098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여 방

문간호 이용군과 미이용군의 사회경제 특성에 한 기술분석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방문간호서비스와 의료이용의 계는

Two-partmodel과 음이항 회귀분석 다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

기간 추 분석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연령,가족 주수발자 유무,의료

보장형태,지역특성,만성질환 장기요양인정 수가 방문간호서

비스 이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의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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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외래횟수,외래비용 총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서비스의 경우 방문간호 비용이 수 이상인 경우(65만원)

방문간호 미이용군에 비해 입원일수,입원비용이 유의하게 낮았다.

연구결과,방문간호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유일하게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여로 외래 이용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방문간호서

비스를 통한 지속 이고 정기 인 의료 문제의 확인과 리가

입원서비스의 체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즉,방문간호서비

스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험 상자의 의료이용을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방문간호서비스의 활성화와 동시에

지속 이고 포 인 방문간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지하는 정책

근이 필요하다.

주요어 :장기요양보험,재가서비스,방문간호,의료이용

학 번 :2011-2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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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배경 필요성

우리나라는 총 인구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00년 7.2%로 고령

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2년 재 11.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2030년 24.3%,2050년에 37.4% 수 에 이를 것으로 망된

다(통계청,2012). 속한 고령화와 후기 고령자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

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증가,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사회 입원 증가

요양비용의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2011)로 노인에 한 장기요양서

비스의 요구가 증 되어 2008년 7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는 가사활동 등

의 지원을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

담을 덜어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함’을 목 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보건복지부,2013).

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복합 인 장기요양 욕구에 한 지식

과 기술을 통해 통합 이고 포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가인 어

매니지먼트는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윤희숙 등,2010;이근홍,2012)국

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이용을 한 이용지원의 일환으로 어 랜의

역할을 수행하는 ‘표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권진희 등,

2011).표 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 수 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한 표

여모형을 통해 필요한 여와 횟수를 권고하는 것으로 원활한 여이용

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권진희 등,2011).하지만,이는 법 강제력이

없어 서비스 이용자의 단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선우덕,2010;윤희숙 등,2010)돌 제공자의 희망에 의한 서비스 선택

으로 장기요양 상자의 욕구를 반 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

한 이 존재한다(이정석 등,2008;선우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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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서비스 우선제공의 원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3)하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복지

용구 서비스 등 6종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 방문간호서비

스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는 치과의사의 지시서

에 따라 수 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의 보조,요양에 한

상담 는 구강 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여’로 장기요양보험 재가

서비스 유일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의 의의를 가진다.그러

나 표 이용계획서상 방문간호를 권고 받은 자 실제 이용자는 단지

13.1%로 86.9%는 권고 후에도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석 등,2008). 한 2012년 말 기 방문요양 서비스의

여비 이 80.6%인 것에 비하여 방문간호 서비스의 여비 은 0.5%에

불과하여 방문요양 서비스에 편 된 이용양상을 보이며 동시에 방문간호

제공기 의 수 역시 2009년 787개소에서 2012년 말 626개소로 지속 으

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3).

그러나 노인은 노화의 진행으로 ,만성 건강문제와 함께 기능장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장기요양 수 자의 경우 일상생활수행에

한 장기요양 욕구와 동시에 의료 욕구를 가진다(Markle-Reidetal.,

2006).2009년 장기요양 인정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인정자

95% 이상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요양 상자의

높은 의료 필요도와 재가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나타낸다(이정면 등,

2012).국외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수행능력에 한 미충족된 욕구는

재입원율의 증가(Arbajeetal.,2008;Xuetal.,2012;DePalmaetal.,

2013) 성기 입원 증가(Sandsetal.,2006)와 련되며 의료 욕구

에 한 미충족된 욕구는 응 실 이용의 증가(Zuckerman & Shen,

2004;McCuskeretal.,2010)와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방문

간호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여로 재가

서비스와 시설서비스 사이의 continuum ofcare에서 문지기로서의 역할

을 가지나(임지 등,2012)방문간호의 비활성화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상자들이 의료 욕구 충족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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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까지 방문간호와 련된 선행연구의 경우 질 리를 한

평가도구의 개발(김조자 등,2008),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역할

과 업무규명 표 개발(김명희,2009;김명희,2010),장기요양 종사자

의 방문간호에 한 인식(정경화와 강혜 ,2009),보건소 방문간호사의

방문간호서비스에 한 인식과 업무구분의 필요성(권민 등,2010),제

공되는 방문간호 서비스의 내용(박찬선,2009),방문간호 이용자의 특성

(이정석 등,2011),방문간호 제공기 추이(이정석 등,2012),방문간호

장애요인 활성화 방안(임지 등,2012)등 제도 기 서비스 특성

정책개발과 련된 연구로 국한되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서비

스 이용과 의료이용의 계에 한 연구가 1편 존재하나(정 숙,2012)

방문간호 필요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제한 이 존재한다.

최근 방문간호 권고 조 등 장기요양을 둘러싼 환경변화 요구를

반 하여 새로운 표 여모형이 설계되었다(권진희 등,2011).건강보험

공단은 이 표 여모형에 따라 작성된 표 여계획서를 통해 수 자의

신체기능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방문요양,방문간호 등 정 여의 종

류와 양을 산출하여 한 여를 권고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상자의 서비스

이용 성에 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진희 등의 표

여모형을 근거로 방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단되어 이용을 권고 받

은 장기요양 상자 실제 방문간호를 이용한 군과 이용하지 않은 군

의 특성과 향요인 재가서비스 이용 황을 악하고 나아가 의료이

용과의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4-

제 2 연구목

본 연구는 장기요양 방문간호 권고군의 방문간호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일반 특성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 을 악하고,방문간호서비

스 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방문간호 권고군 방문간호 이용군과 미이용군의 일반 특성

을 악한다.

둘째,방문간호 권고군 방문간호 이용군과 미이용군의 장기요양서

비스 이용 양상을 악한다.

셋째,방문간호 권고군의 방문간호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한다.

넷째,방문간호 권고군의 방문간호 이용과 의료이용(외래이용 여부,

외래이용 횟수,외래비용,입원이용 여부,입원횟수,입원일수

총비용)의 계를 악한다.

제 3 용어의 정의

1.방문간호 권고군

권진희 등(2011)의 ‘장기요양서비스 표 여모형 재설계’연구에서 개

발된 표 여모형을 기반으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권고 받은 수 자를

말한다.

표 여모형은 2단계로 이루어져 1단계에서 시설 여 권고군과 재가

여 권고군으로 구분되고,2단계에서 각 군의 세부 여에 하여 권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단계에서 시설권고군은 ‘신체기능 역 수

가 29.5 이상이 경우,29.5 미만이면서 양치하기가 완 도움인 경우,

신체기능 수가 27.5 이상 29.5 미만이고 양치하기가 완 자립이나

부분도움이고 불면증상이 있는 경우,신체기능 수가 27.5 미만이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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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하기가 완 자립이거나 부분도움이고 행동변화 역 수가 9.5 이

상’인 경우이다.

2단계에서 재가 여 권고군 방문간호 권고군은 ‘간호처치 역 수

가 1 이상인 경우,간호처치 역 수가 0 이고 압이 있으며 방 밖

으로 나오기가 부분도움이거나 완 도움이고 요통이 없고 신체기능 역

수가 30.5 이상인 경우,간호처치 역 수가 0 이고 압이 있으며

방 밖으로 나오기가 부분도움이거나 완 도움이고 요통이 있는 경우’이

고 시설 여 권고군 방문간호 권고군은 기 값 39에서 ‘간호처치 수

가 1 이상인 경우,간호처치 수가 0 이고 일어나 앉기가 완 도움이

고 지시불인지이며 폭언· 행동이 있는 경우’이다.

2.방문간호 이용군

방문간호 권고군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여 방문간호서비스 혹은 방문간호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를 한번

이라도 이용한 자를 말한다.

3.방문간호 미이용군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방문간호서비스를 권고 받았으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여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한 상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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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방문간호서비스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시설 여,재가 여,특별

여로 나 어지며 재가 여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 ·

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 여(복지용구)가 있다.이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 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의 보조,요양에 한 상담

는 구강 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여’를 말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700시간)을 이수한 자 치과의생사이며

이용 상은 장기요양인정자이다.방문간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사

의 지시에 따른 서비스와 간호사의 단에 의한 서비스로 나 어지며 간

호사정 진단과 같은 기본간호,욕창치료,비 교환 등 간호,검사

련 사항,투약지도,환자․가족 에 한 교육훈련,상담 등으로 이루

어진다(보건복지부,2013).

방문간호서비스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에 있어 병원 심 가정간호나

의원 외래 등 유사한 서비스에 비해 가장 비용이 은 서비스로 평가

되어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부터 심을 받아 왔다(이태화,2004;이정석

등,2012).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방문간호는 장기요양 재

가서비스 유일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로 재가 장기요양 상

자의 건강문제를 다룬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이정석 등,2011).그러

나 2012년 말 재,방문간호 여제공기 은 626개소로 2009년 787개소

에서 지속 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방문간호 여이용은 약 70

억 원으로 체 재가 여의 0.5%를 차지하 고 이용자 수는 7,866명으로



-7-

재가 여이용자 249,204명의 3.15%에 불과했다.이는 방문요양제공기

8,381개소, 여비용 1조 723억 원에 비하여 매우 조한 수 으로 방문

요양서비스에 치 된 서비스 양상을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방문간호서비스와 련된 실증연구가 본

격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방문간호서비스의 내용과 련된 연구로

김명희(2009,2010)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 제공되는 방문간호사의

역할로 직 간호제공자,사례 리자,교육자 등의 역할을 규명하면서

련 업무 수용 가능성을 검증한 후 이를 근거로 표 요소를 도출하여

방문간호 표 (안)을 개발하 다. 한 박찬선(2009)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보건소 의료기 방문간호와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호 유기 인 연계가 필요하다

고 하 다.

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경화와 강혜 (2009)은 노인장

기요양기 종사자의 방문간호서비스에 한 지식 필요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하여 분석하면서 종사자의 특성을 감안한 홍보와 교육

이 필요함을 제안하 고,권민 등(2010)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과 업무 성에 하여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상으로 조

사한 결과 장기요양 방문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하여 간호처치의

난이도별 업무구분 인력의 역할 구분 등 인력기 에 한 정책 제

안이 필요하다고 하 다.

방문간호서비스 이용 조와 활성화와 련된 연구로 이정석 등(2011)

은 방문간호 이용자의 특성 이용실태를 분석하면서 재 이용이 조

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 고 이와

련된 맥락으로 방문간호 제공기 추이(이정석 등,2012)와 련된 분

석에서 방문간호 제공기 특성별 구분을 통해 3년간(2009년-2011년)의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기 특성별 방문간호 제공 비율 감소추세가 상이

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를 근거로 방문간호 제도 개선 방향과 련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 다.그 외 임지 등(2012)은 방문간호 장애요

인에 하여 이용자,공 자 장기요양요원에 따른 장애 인식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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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확인한 후 방문간호 활성화를 한 3자의 의견을 제시하 다.

따라서 제도 시행 기 장기요양보험 하에서 제공되는 방문간호서비스

의 표 개발과 타 방문간호서비스와의 연계 제공인력의 기 설정,방

문간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한 정책 방향설정과 련된 연구가 일

부 진행되었으나 미미한 실정으로 방문간호서비스의 활성화와 질 수

향상을 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추가 인 실증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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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재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욕구가 증가된 2000년 이후 재가복지서

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한 연구가 증가하 고(이가옥과 이미진,2001;

윤 숙,2001;송다 ,2003;김혜경,2004;김은 등,2008)장기요양보

험이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서비스 결정요인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이윤경,2009;박창제,2010; 김성희 등,2011).반면 우리

나라보다 고령화를 먼 경험한 국가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학 요인,가족 요인 신체기능수 등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다수는 Andersen의 행동모델(Health Service Behavior

Model)을 이용하여 재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Bass& Noelker,1987;Mui& Burnette,1994;Burnette& Mui,

1995;Mitchell& Krout,1998;Calsyn& Winter,2000;Hawranik&

Stain,2001;윤 숙,2001;이가옥과 임미진,2001;김혜경,2004;이윤경

2009).이 방문간호 이용 결정요인만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며 노인

혹은 부양자(Bass& Noelker,1987;이가옥과 이미진,2001;윤 숙,

2001;송다 ,2003;김혜경,2004;박창제,2010)를 상으로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이용 결정요인(Leeetal.,2001;김은 등,2008;정완교,

2008;이윤경,2009;박창제,2010),혹은 재가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분

석한 연구로 임정기(2009)의 연구에서만 방문간호 서비스 선택 측항목

을 분석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ndersen 모형의 소인요인

(predisposing),가능요인(enabling),필요요인(need)에 비추어 재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하여 고찰하 다.

Andersen의 행동모형에 따르면 소인요인(predisposingfactor)은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학 요인과 교육,직업,종교와 같은 사회구조 특성

건강에 한 인식을 포함하며 가능요인(enablingfactor)은 개인과 가

족 차원으로 소득,건강보험가입 여부,의료기 과의 거리와 기시간

인구당 의사 병상 수 지역 특성 등을 의미하며 필요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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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factor)은 신체상 장애 질병과 련된 요인으로 인지된 욕구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등을 포함한다(Andersen,1995).

소인요인으로 연령,성별 등이 재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령 증가가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와(Burnette&

Mui,1995;Mitchell& Krout,1998;Hawranik& Stain,2001)이와 반

로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 사원,단기보호,주야간보호 이용 의사가 높

다는 연구(이가옥과 이미진,2001;김은 등,2008),연령은 재가서비스

이용과 유의한 계가 없다는 연구로(Bass& Noelker,1987;정완교,

2008)일 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노인의 성별이 재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에 해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Bass& Noelker,1987;Burnette& Mui,

1995;Hawranik& Stain,2001)가 다수로 그 외 가정 사원,단기보호

이용 의향과는 계가 없으나 남성노인이 재가서비스 혹은 주간보호서비

스 이용 의향이 높다는 결과와(Calsyn& Winter,2000;이가옥과 이미진,

2001),반 로 여성이 재가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정

완교,2008).

그 외,노인의 교육수 은 재가서비스 이용에 향이 없다는 연구와

(Bass& Noelker,1987;Mui& Burnette,1994;Burnette& Mui,1995)

재가서비스 이용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었다(Calsyn& Winter,2000;

이가옥과 이미진,2001).

가능요인 거주형태,주수발자,의료보장형태,거주지역 등이 재가서

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와 련하여 국외 연구의 경우 독거가 재가서비스 이용을 증

가시킨다는 비교 일 인 결과(Mui& Burnette,1994;Burnette&

Mui,1995;Mitchell& Krout,1998;Calsyn& Winter,2000;Hawranik

& Stain,2001)가 나타나는 반면,국내 연구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경

우 재가서비스 이용 경향이 높으나(이가옥과 이미진,2001;정완교,

2008),배우자 유무는 재가서비스 이용과 계가 없다는 결과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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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옥과 이미진,2001),그 외 노인의 결혼상태는 재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Bass& Noelker,1987;

Hawranik& Stain,2001).동거노인의 경우 독거노인에 비해 재가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요양 수 자의 경우 독거

에서 시설입소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이윤경,2009).

가족 주수발자 유무에 하여 가족수발자가 없는 경우 시설입소 경향

이 높아졌으며,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Kim etal.,2013). 한 독거노인의 주수발자가 가족인 경우 재가서비

스 이용이 높고 간병인 자원 사자인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

서비스 이용에 수발요구 뿐 아니라 주수발자의 유무가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성희 등,2011).

의료보장형태에 따르면 기 생활수 자에서 방문간호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고(정완교,2008;이윤경,2009;임정기,2009;

Kim etal.,2013)일반 건강보험 상자에 비해 월한도액을 많이 소진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층을 상으로 한 정책 지원이 기

생활수 자의 근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해석되었다(Kim etal.,2013).

거주지역이 재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에 한 결과 역시 일 되

지 않게 나타난다.지역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이를 나타낸다는 연구

와(정완교,2008)상반되게 거주지역이 재가서비스 이용에 한 유의미한

향이 없다는 연구도 있었다(이가옥과 이미진,2001).농 과 도시

농 거주자가 도시거주자에 비해 재가서비스 이용의사가 높다는 연구결

과가 있었으나(Mitchell& Krout,1998;김은 ,2008),장기요양서비스 2

차 시범사업 상을 한연구에 따르면 농 지역의 서비스 공 불균형으

로 농어 지역에 비해 도시와 소도시에서 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2009).

경제 수 이 재가서비스에 미치는 향에 하여 상이한 결과가 나

타났다.소득수 이 재가서비스 이용에 향이 없다는 결과와(Mui&

Burnette,1994;이가옥과 이미진,2001),월수입이 고 주 경제수

이 낮을수록 재가서비스 이용의사가 높다는 결과(Calsyn &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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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김은 등,2008),그 외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재가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Bass& Noelker,1987;이가옥과 이미

진,2001;정완교,2008).

필요요인으로 노인의 질병상태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 인

지장애가 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수가 증가 할수록 재가서비스 이용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Mui& Burnette,1994)와 이용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Bass&

Noelker,1987)혹은 방문간호,가정간호 이용 의향이 낮아진다는 연구결

과가 상반되게 존재한다(김혜경,2004).독거노인의 경우 치매 풍,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김성희 등,2011).

다수의 연구에서 ADL/IADL도움이 필요할수록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Mitchell& Krout,1998;Calsyn&

Winter,2000;Hawranik& Stain,2001;김성희 등,2011).시설서비스와

의 계에서 ADL장애가 더 을수록 시설보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etal.,2001).국내 연구의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

은 가정 사원,단기보호 이용 의향에는 향이 없으나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의향은 일상생활능력 제한이 없을수록 증가한다는 결과가 존재한다

(이가옥과 이미진,2001).하지만 이는 장기요양보험 도입 연구로

용에 제한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인지장애가 많을수록 이동목욕 이용 의향이 높다는 결과와(윤

숙,2001)인지장애가 을수록 재가서비스 이용이 증가한다는 결과

(Mui& Burnette,1994)가 존재하나 시설에 비하여 재가서비스를 이용

하는 사람은 더 은 인지 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Leeetal.,

2001).그 외,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가정 사원 이용 의향이 증가

하나 단기보호,주간보호 이용 의향에는 계가 없었다(이가옥과 이미진,

2001).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 상자의 재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하여 살펴본 결과 간호처치 항목 수가 높을수록 방문

간호 이용이 높고(임정기,2009),재가서비스 이용 확률은 장기요양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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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1등 이 1.7배,2등 이 1.5배 높았으나 간호처치욕구가 높을

수록 시설 재가서비스보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 특성이 배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성과

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이윤경,2009).

그 밖에 수발자와 련되어 연령,소득,수발부담 등과 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부양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재가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거나(송다 ,

2003;김혜경,2004)낮았으나(윤 숙,2001)수발자의 성별은 유의한

향을 나타내지 않았다(Hawranik& Stain,2001).부양자의 소득이 높을

수록 방문간호,가정간호 이용 의향이 높은 결과(김혜경,2004)가 있는

반면 이용의사가 낮다는 결과도 있다(윤 숙,2001;송다 ,2003).돌

자의 건강이 나쁠수록,행동제한이 많을수록,신체 돌 부담이 많을수

록 재가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켰고(Bass& Noelker,1987)부양 체원이

있을수록,부양자와 피부양자가 동거할수록,부양자의 우울증이 높을수

록,부양자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시설보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박창제,2010).

그 밖에 부양자가 자녀일수록,수발자에 한 도구 지원이 높을수록

재가서비스 필요도가 높고(윤 숙,2001)부양자의 서비스 인지도와 정서

지지가 높을수록,노인과 부양자간 친 도가 낮고 통 부양가치

을 가질수록 재가서비스 이용 의향이 낮았다(윤 숙,2001;송다 ,

2003).

재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하여 1985년부터 2000년까

지 64편의 연구에 하여 이루어진 고찰연구에 따르면 소인요인 연령

은 약 59%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가서비스 이용이 증가하

으나 성별은 이용과 련이 없거나 여성에서 이용 확률이 높았고,교육

수 과의 계는 소득수 과 혼란요인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났다.가능요인은 독거일 때 재가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나 소득수 의

향은 불분명하고,인구 도는 재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필요요인으로 신체 기능손상은 서비스 이용에 주요한 요소이나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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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혹은 거주형태에 향을 받으며 인지 하의 향은 불확실한 것

으로 나타났다.그 외 주수발자의 부양부담이 늘어날수록 공식 자원

이용이 높았다(Kadushi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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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노인의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장기요양보험 상자의 방문간호 이용과 의료이용과의 계를 알아보

기 하여 노인의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고려가 필요하

다.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련된 연구 역시 Andersen의 행동모델

을 이론 분석틀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다수로(김 재와 김응익,

1996;임미 과 유호신,2001;김진구,2008;이미진,2009; 보 등,

2011;Tengetal.,2013)노인의 의료이용과 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Andersen의 행동모델을 근거로 분류하 다.

소인성 요인으로 성별,연령,교육수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성별의 경우 다양한 결과가 존재하며 서비스의 성격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입원의 경우 여성일 때 의료이용이 더 많다는 연구결

과(김 재와 김응익,1996;임미 과 유호신,2001;Dunlopetal.,2002)

가 부분으로 입원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진구,

2008;White-Means,2000;Vegdaetal.,2009)와 의료이용에 성별의 차

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이미진,2009)가 존재하며 남성이 입원이용이 더

많다는 결과(Cameronetal.,2010)와 응 실 이용이 높다(Tengetal.,

2013)고 보고하는 결과도 있다.외래의 경우 여성이 외래이용이 더 많다

는 연구결과(김진구,2008;White-Means,2000;Geitona& Kyriopoulos

2007;Vegdaetal.,2009)와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Dunlopetal.,2002;Cameronetal.,2010)로 별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그러나 연령

이 증가할수록 외래이용(임미 과 유호신,2001;Geitona& Kyriopoulos

2007;Nieetal.,2008;Vegdaetal.,2009)과 응 실 이용(Vegdaetal.,

2009;Nieetal.,2008;Tengetal.,2013),입원이 증가(Nieetal.,2008)

한다는 결과와 상반되게 김 재와 김응익의 경우 70 이상에서 의료이

용이 음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연령과 의료이용과 유의

미한 계가 없다는 결과(손용진,2004;김진구,2008)와 연령이 낮은 집

단에서 입원과 외래가 증가한다는 결과(이미진,2009)로 일 되지 않았



-16-

다.이미진의 연구의 결과 소인요인만 고려했을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래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수 을 통제했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외래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교육수 의 경우 장애노인에 있어서 교육수 이 높을 때 외래

이용 응 실 이용이 높았다(Dunlopetal.,2002; 보 등,2011;

Tengetal.,2013).반면 교육수 이 입원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유

의미한 계가 없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임미 과 유호신,2001;

Dunlopetal.,2002;김진구,2008)

가능요인으로는 거주형태,의료보장형태,소득수 등이 재가서비스 이

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외래 입원이용과 유의한 계가 없다는 결과

와(이미진,2009)배우자와의 동거보다 사별인 경우 보건의료 이용이 증

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된다(김 재와 김응익,1996).가구원수와의 계에

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보건의료 이용이 높다는 결과(임미 과 유호신,

2001)혹은 입원과의 계는 유의하지 않으나 외래이용을 낮춘다는 결과

(김진구,2008)가 존재하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노인의 건강문제

의 우선순 가 낮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의료보장형태는 부분의 경우 의료보호 혹은 의료 여 1종에서 외래

혹은 입원과 의료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미경과 유호신,2001;

김진구,2008; 보 등,2011).이는 우리나라의 의료 여 제도가 본인

부담 을 낮춰 근성을 향상시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으

로 해석되었다( 보 등,2011).국외의 경우 1차 의료에 한 보험이

있을수록 입원이 감소하고(Geitona& Kyriopoulos2007),Medicare이외

에 보험이 없을수록 입원과 외래이용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며

(Dunlopetal.,2002),의료 근성이 낮을수록 응 실 이용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일차의료와 의뢰시스템의 부족으로 응 실 이

용의 장벽역할의 부재와 련된다(Tengetal.,2013).

소득수 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외래이용이 증가하거나

(White-Means,2000;Dunlop etal.,2002;Geitona & Kyriopou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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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입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Dunlopet

al.,2002;김진구,2008).직업의 경우 직업이 있을 때 입원이 거나(김

진구,2008) 소득층 노인이 상시직일 때 보건의료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미 과 유호신,2001).

그 외 거주지역은 외래의 경우 수도권에서 이용이 낮거나(김진구,

2008),농 보다 도시에서 외래서비스 이용이 더 많고(이미진,2009)입

원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hite-Means,2000).

필요요인으로 만성질환,주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

등이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입원 외래서비스,응 실 이용이 증가하는 일

인 결과를 나타냈다(White-Means,2000;Dunlopetal.,2002;손용

진,2004;이미진,2009; 보 등,2011;Tengetal.,2013). 한 주

건강이 나쁠수록 외래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재와 김응익,1996;손용진,2004;Geitona& Kyriopoulos2007;김진구,

2008;이미진,2009; 보 등,2011;Tengetal.,2013).이는 만성질환

과 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의료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측을 지

지한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 일상생활능력(IADL)장애가 있을

때 입원이용이 증가(Dunlopetal.,2002;김진구,2008; 보 등,2011)

하거나 외래이용이 증가(White-Means,2000;김진구,2008)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그 외 등록 장애 혹은 장애등 이 높을 때 보건의료 외래

이용이 증가(임미 과 유호신,2001; 보 등,2011)하 고 이환일수가

길 경우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 다(임미 과 유호신,2001;김진

구,2008).인지능력의 경우 인지능력이 좋을수록 외래 이용이 증가하고

나쁠수록 입원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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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방문간호이용과 의료이용의 계

방문간호 이용과 의료이용의 계에 한 국내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여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방

문간호서비스 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한 한 편의

연구가 존재한다(정 숙,2012).연구결과 다변량 분석상 방문간호 이용

은 입원일수,외래 총진료비,약국 총진료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요양 여비용은 입원진료일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

서는 방문간호서비스가 입원 체 효과를 가지며 수 자의 의료 요구를

충족시켜 의료비를 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방문간호의 활성화를 한 체계 근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하 다.

그러나 이 연구는 방문간호가 의료에 미치는 향에 한 최 의 연구라

는 선도 인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방문간호 필요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라 상자를 선정한 과 의료 이용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다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함에 따라 낮은

설명력(0.018∼0.0245)을 나타내 분석의 정확도가 낮아진 제한 이 존재

한다.

최근 2009년과 2010년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은 자를 상으로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명화 등,2013).1년간 장기요양비용 합을 독립변수로,의료이용 여부

와 의료비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의료이용을 성기병원과 요양병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성기병원 이용과는 정

인 계를 나타냈으나 요양병원 이용과 비용에는 부 효과를 미쳐 장

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요양병원 이용에 하여 체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본 연구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이용자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비용의 총합에 따른

의료이용만을 분석했다는 제한 을 가진다.

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 재정 의료비에 미

치는 향에 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장기요양이 도입된 2008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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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1일까지 건강보험 상자 1년간 시설서비스

지속이용자 12,666명,재가서비스 지속이용자 9,398명과 의료 여 상자

10,357명의 시설서비스와 2,921명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상으

로 한 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1년에 약 333억원의 의료 여

재정 감 효과와 약 1,14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성일 등,2009).2009년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137,759명을

상으로 한 연구 역시 2007년 비 2009년에 약 12,183억원의 체 진료

비 감소와 8,954억원의 여비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여비 항목에 따라

분해한 결과 이용자 약 9,942억원의 여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박노욱과 병힐,2011).그러나 이들 연구는 장기요양보험 시행

기 자료로 단기간의 효과만을 분석한 것으로 장기 인 찰과 분석이

요구되며,의료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상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

려한 추가 인 분석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시스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노인이 신체 기능 하를 방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도

록 돕기 하여 2000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 고 노인의 입원과 련

된 사회 비용의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의 방 재의 효과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Tomitaetal.,2010).

Tomita등의 연구(2010)에 따르면,2000년에서 2008년까지 홋가이도의

두 지방에서 최 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 자들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시설입소와 입원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한 결과 단기보호,주야간

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한 경우 시설입소 혹은 병원입원 험이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도입된 방문간호서비스의 효과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가 노인의 독립 생활을 돕는 장기요양의

목표를 달성함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Oyama등(2013)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노인을 24개월간 추 분

석하여 노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향

요인을 분석하 다.높은 어요구도를 가지고(4,5등 )평균 이상의 방

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한 수 자의 경우 시설입소 혹은 병원입원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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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으로 나타나 방문간호서비스가 장기요양의 목 달성에 요한

서비스로 방문간호를 활성화시키는 정책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 다.

미국의 경우 고령화가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Home-andcommunity-basedservices(HCBS)는 노인이 지역사회에 거

주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으로 효과 인 HCBS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정부의 주된 심사로(Chen& Thompson,2010)HCBS가 의료서비

스에 미치는 정 인 향에 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미국 재향군인회(VA)의 여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를 상으로

VA hospital-basedteam homecare(HBHC)의 효과에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실험군에서 입원일수,외래일수의 감소와 의료비 감효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비 지출의 증가 없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확인되었다(Hughesetal.,1992).

1999년부터 2002년까지 Ohio주의 Medicare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재가서비스의 간호사와 재활치료사

(rehabilitationtherapist)가 환자의 입원 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잠재 성질환의 가능성을 측하고 가족을 지지함으로써 재가

노인의 입원 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의 양과 종류 단

서비스 제공에 있어 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을 제안하 다(Fortinsky

etal.,2006).

미국에서 약 반의 공식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caid

상자의 HCBSwaiverprogram 청구자료를 분석한 후향 연구에 따르

면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돕는 attendantcare와 식사,청소와 같은 재가서

비스를 돕는 homemaking서비스의 제공이 상자의 입원 험을 낮추

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를 가진 노인은 이미 입원의 높은 험을 가지

고 있으나 HCBS 로그램을 통해 잠재 으로 재 가능한 요소를 평가

함으로써 병원입원 험을 낮추 것으로 보고하 다.방문간호 서비스에

한 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수 자의 특성에 따른 한 강도의

서비스 제공과 리가 필요함을 강조한 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스템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Xuet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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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 에서 제공되는 공 재가서비스 외에도 서구에서는 방 방

문서비스의 효과에 한 다수의 무작 조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이

방 방문 간호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해 고찰한

Markle-Reid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총 고찰 상인 아홉 편 다섯

편의 연구에서 간호사에 의한 방문 재서비스는 입원횟수 일수를 낮

추며,입원과 시설입소의 감소를 통해 비용 감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성공 인 재를 해 지속 이고 정기 인 방

문 혹은 화상담,문제에 한 확인과 계획 설정,환자 심의 다학제

근,만성질환 리와 건강한 생활습 교육,독립성과 자기효능감을 강

화시키는 략 형성,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와 간호제공자와 상자

계의 지속성(continuity)을 권고하 다.이러한 권고는 어매니 의

부재로 한 문제 확인과 분 된 서비스 제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

리나라 장기요양제도의 발 방향에 한 시사 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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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장기요

양 인정자의 장기요양인정자료와 장기요양 여비 청구내역 2011년 7

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 다.이 자료는 개

인 식별 ID를 부여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 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인정을 받은 건

의 수는 298,914건이며 동 기간 동안 총 장기요양 여비 청구건수는

3,489,261건이었다.이 방문요양 청구 건수는 1,289,722건,방문간호 청

구건수는 49,173건으로 방문간호 청구 건은 체 청구건의 1.4%로 확인

되었다.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건강보험 총 청구건수는

27,352,572건이었다.

본 연구는 서울 학교 보건 학원 기 생명윤리 원회(Health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다(HEALTHIRB승인번호 :61-2013-11-12).



-23-

그림 1연구 상자의 선정

제 2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장기요양 등 정

을 통해 1∼3등 을 인정받은 자 방문간호 권고군으로 지역사회에 머

물며 재가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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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결과의 정확성을 하여 배제기 을 설정하 다.첫째,시설

서비스의 경우 탁의 간호(조무)사 서비스와 같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 의료이용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기간 내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한 자를 배제 상으로 하 다.둘째,연구기

간 내 등 변경자의 경우 등 변경이 건강의 악화 혹은 골 과 같은

성기 질환과 계되어 의료서비스 욕구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배제하

다.다만 기간 내 재신청자 등 유지자는 최 정 인정조사를 기

으로 방문간호권고군 여부를 확인하 다.셋째,65세 미만 상자의 경

우 장기요양 등 인정 기 이 65세 이상자와 상이하므로 제외하 고 넷

째,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방문간호,방문요양 이외 재가서비스 이

용자를 제외하여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서비스와 같은 여타 서비스의

배제를 통해 결과의 일 성을 유지하고자 하 다.

모집단 298,914건 권진희 등(2011)의 표 여모형 설계에 의해 도

출된 방문간호 권고군은 69,679건이었다.이 결측치 4,871건,시설입소

자 등 변경자,재신청자 최종 인정조사 3,324건,65세 미만 3,590

명을 제외한 57,894명 방문간호 이용군 미이용군은 22,272명으로

이 입원기간 오류건을 제외한 20,098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이

방문간호 이용군은 1,493명,방문간호 미이용군은 18,605명이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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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연구의 틀

제 3 연구의 틀

본 연구에서 방문간호 권고군의 방문간호 이용이 의료이용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 다.방문간호 권고군의 방문간호 이용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방문간호 이용군과 미이용군의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기 하여 Andersen의 행동모델(HealthServiceBehavior

Model)을 기반으로 소인요인으로 성별,연령,가능요인으로 동거인 유무,

가족 주수발자 유무,의료보장형태,거주지역특성으로 노인인구 만명당

방문간호 기 수,필요요인으로 방문간호를 제외한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비용,만성질환 수,사망 여부 장기요양 역별 수를 통제하 다(그

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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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연구변수

1)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여

부이다.방문간호서비스 이용여부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장

기요양 여 청구자료를 통해 방문간호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한 자를

‘방문간호 이용군’으로 정의하 다.방문간호 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방문간호 이용군의 방문간호 비용의 수인

65만원을 기 으로 방문간호 미이용군,65만원 미만 이용군,65만원 이상

이용군을 독립변수로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이는 비용

이 이용의 강도를 반 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다(김명화 등,2013).

2)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진 변수로 Andersen의 행동모형을 기반으로 선정하 다.

표 1과 같이 장기요양인정조사를 통해 성별,연령,동거인유무,가족

주수발자 유무,의료보장형태,만성질환 수 각 역별 원 수를 이용

하 고 지역특성으로 박보람(2009)의 연구에서 지역 간 시설분포의

성 측정에 이용된 노인인구 만명당 장기요양 기 수를 근거로 본 연구에

서는 노인인구 만명당 방문간호 기 수를 이용하 으며 이는 장기요양통

계연보의 2012년 말 기 65세 이상 인구수와 방문간호 기 수를 이용하

여 산출하 다.

이 연령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 당해 연도 연령으로 분석하 으

며 동거인 유무는 독거 동거로,가족 주수발자 유무는 없음과 있음으

로 의료보장형태는 일반 건강보험 상자,경감,기 의료 여수 권

자로 구분하 다.경감 상자는 본인일부부담 감경을 한 소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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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일정 액 이하인 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정의된다.노인인구

만명당 방문간호기 이 1개 이상인 지역은 서울, 구,인천, 주, ,

울산,경기도,강원도 제주도 으며 1개 미만인 지역은 부산,세종특

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라북도, 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다.

재가서비스 이용의 강도를 통제하기 하여 1년간 방문간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 비용의 합을 로그치환하여 통제하 다.이 때,비용이 0으로

로그치환에 문제가 되는 측치의 경우 +1값으로 체하 다.만성질환

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상 ‘주요 질병 증상’으로 치매, 풍,고 압,

당뇨, 염,암,요통,호흡곤란,난청,시각장애,골 의 총 합으로 구

분하 다.사망 생애 마지막 시기(timeuntildeath)는 의료서비스 수

요와 지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연구기간 동안 사망 여부를 보정하 다

(Fuchs,1984).장기요양 역별 수는 원 수로 신체기능 역,사회생활

기능 역,인지기능 역,행동변화 역,간호처치 역,재활 역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신체기능 역은 ADL과 련된 항목으로 옷 벗고 입

기,세수하기,양치질하기,목욕하기,식사하기,체 변경하기,일어나 앉

기,옮겨 앉기,방 밖으로 나오기,화장실 사용하기, 변 조 하기,소변

조 하기,머리감기 등 13개 항목으로 ‘완 자립’1 ,‘부분도움’2 ,‘완

도움’3 으로 총 13∼39 구간으로 수가 높을수록 기능이 나쁨을

의미한다.사회생활기능 역은 10개 문항으로 ‘집안일 하기,식사 비하

기,빨래하기, 리’항목에서 ‘완 자립’1 ,‘부분도움’2 ,‘완 도

움 3 ’으로 ‘수행하지 않음’의 경우 권진희 등의 연구를 근거로 2.5 으

로 계산하 다.‘물건사기, 화 사용하기,교통수단 이용하기’는 ‘완 자

립’1 , 은 부분도움과 많은 부분도움은 2 ,완 도움은 3 으로,

‘근거리 외출하기,몸 단장하기,약 챙겨먹기’는 ‘완 자립’1 ,‘부분도

움’2 ,‘완 도움’3 으로 총 10∼30 으로 이루어진다.인지기능 역

은 ‘단기 기억장애,날짜 불인지,장소 불인지,나이·생일 불인지’등 10

개 항목으로,행동변화 역은 ‘망상,환각·환청,슬 상태·울기도함’등

22개 항목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 0 ,증상이 있는 경우 1 으로 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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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역은 10 ,행동변화 역은 22 을 최댓값으로 갖게 된다.간호처치

역의 경우 상자의 2주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필요한 증상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 지 개 간호,흡인,산소요법,욕창 간호,경 양,암성

통증 간호,도뇨 리,장루 간호,투석 간호,당뇨발 간호’로 증상이 없

는 경우 0 ,증상이 있는 경우 1 으로 최소 0 에서 최소 10 구간이

다.재활 역의 경우 운동장애와 제한을 측정하는 것으로 양 상하지

에 하여 ‘운동장애 없음’1 ,‘불완 운동장애’2 ,‘완 운동장애’3

,‘어깨 ,팔꿈치 ,손목 수지 ,고 ,무릎 ,발목

’에 하여 ‘제한 없음’1 ,‘한쪽 제한’2 ,‘양 제한’3 으

로 총 10∼30 을 부여받게 된다.

3)종속변수

의료이용과 련된 변수는 외래이용 여부,외래이용 횟수,외래비용,

입원이용 여부,입원횟수,입원일수,입원비용 총진료비(외래,입원,

약국)이다.외래이용 횟수,입원횟수 입원일수는 진료비 명세서상 실

제로 요양기 에 내원 혹은 입원한 일수이다.외래비용,입원비용 총

진료비는 환자 진료에 소요된 공단부담 과 환자본인부담 을 포함한

액으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 다.

의료이용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년의 연구기간 2012

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개월의 추 분석기간 동안의 횟수 액

을 포함하 다.0이 많고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가진 의료이용 자료

의 특성을 보완하기 하여 입원일수 의료비용 변수를 로그치환하

다.이 때,입원일수 의료비용이 ‘0’인 경우 1을 더한 후 치환하 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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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변수 측정 자료원

종속변수

외래이용 여부
0.미이용
1.이용

건강보험청구

외래횟수 연속변수 건강보험청구

log외래비용 연속변수 건강보험청구

입원 여부
0.미이용
1.이용

건강보험청구

입원횟수 연속변수 건강보험청구

log입원일수 연속변수 건강보험청구
log입원비용 연속변수 건강보험청구

log총진료비 연속변수 건강보험청구

독립변수

방문간호 이용
0.미이용
1.이용

장기요양청구

방문간호 비용
0.미이용

1.65만원 미만
2.65만원 이상

장기요양청구

통제변수

성별
0.남
1.여

장기요양인정

연령 연속변수 장기요양인정

동거인 유무
0.없음
1.있음

장기요양인정

의료보장형태
1.일반
2.경감

3.기 ,의료 여
장기요양인정

가족주수발자 유무
0.없음
1.있음

장기요양인정

노인인구 만명당
방문간호기 수

0.1개 미만
1.1개 이상

장기요양통계
연보

log방문간호제외
재가서비스 비용

연속변수 장기요양청구

만성질환 수 연속변수 장기요양인정

사망 여부
0.사망안함
1.사망

장기요양인정

신체기능 역 원 수 13∼39 장기요양인정
사회생활기능 역원 수 10∼30 장기요양인정

인지기능 역 원 수 0∼10 장기요양인정
행동변화 역 원 수 0∼22 장기요양인정

간호처치 역 원 수 0∼10 장기요양인정

재활 역 원 수 10∼30 장기요양인정

표 1.연구의 변수



-30-

제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방문간호서비스 이용군과 미이용군의 일반 특

성에 한 기술분석을 통하여 평균 표 편차,빈도를 구하 다.둘째,

방문간호 권고군의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

여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셋째,방문간호서비스 이용군

과 미이용군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양상 비교를 하여 t-test를 실시

하 다.넷째,방문간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의료이용 수 을 확인하기

하여 Two-partmodel,음이항 회귀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wo-partmodel은 의료이용 자료의 분포상의 특징을 보완하고 설명

력을 향상시키는 장 이 있다(이혜재 외,2009).따라서 첫 트에서 방

문간호 서비스 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고,두 번째 트에서 의료를 이용한 사람을

상으로 로그변환된 입원일수,의료비용에 하여 OLS분석을 실시하

다. 한 결과변수 발생이 드믄 종속변수인 외래횟수 입원횟수에

하여 음이항 회귀모형(negativebinomialdistribution)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추정된 회귀계수의 편향을 감소시키고자 하 다(한국보건의료연구

원,2013).

모든 분석은 SASversion9.3을 이용하여 p값이 0.05이하인 경우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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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상은 20,098명으로 이 방문간호 이용군이

1,493명,방문간호 미이용군이 18,605명으로 인구학 특성은 표 2와 같

다.

소인성 요인 성별은 60.13%가 여성이었으며 75세∼84세의 고령

노인(old-old)이 44.06%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다.미이용군의 평균

연령이 79.8세인 것에 비해 이용군의 평균연령은 80.3세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요인으로 독거는 체의 7.6%로 독거의 4.88%가 방문간호를 이용

한 반면 동거의 경우 7.82%가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

거인 경우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가 43.26%로 가장 많았고 부부 세 가

38.97%,부부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가 10.74%이며 가족이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도 4.74%를 차지했다.건강보장유형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

상자가 79.7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기 의료 여가

14.42%,경감 상자가 5.86%로 나타났다.의료 여 수 권자에서 방문간

호 미이용군이 14.31%,이용군이 15.81%로 방문간호 이용군의 비율이

더 높았다.가족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 방문간호 이용군이 8.04%,미이

용군이 11.0%로 나타났다.지역특성으로 노인인구 만명당 방문간호기

수가 1개 이상인 경우 방문간호 이용군의 비율이 73.01%로 미이용군

61.92%보다 높았다.

필요요인 장기요양등 은 2등 이 39.62%로 가장 많았고 3등

36.23%,1등 24.15% 순이었다.1등 에서 방문간호 미이용군에 비해

이용군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2,3등 의 경우 방문간호 미이용군의 비

율이 더 높았다.질병특성의 경우 체의 27.49%가 치매,36.75%가 풍

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약 2/3인 66.19%에서 고 압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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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약 1/3이 당뇨와 염을 앓고 있었다.암을 앓는 경우도

16.51%로 나타났으며 그 외 만성질환으로 요통·좌골통,호흡곤란,난청,

시각장애,골 탈골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50.4% 다. 체

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는 평균 2.77개로 나타났으며 방문간호 미이용

군이 2.78개로 이용군의 2.61개보다 더 많은 질병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

다.장기요양 항목별 원 수 신체기능 수,사회생활 수,인지기능

수,간호처치 수,재활 수의 합 총 수가 방문간호 이용군에서 유의

하게 높았으며 행동변화 수는 이용군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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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n=20,098)

미이용군

(n=18,605)

이용군

(n=1,493)
　

n(%) n(%) n(%) χ2/t

성별
남 8,014(39.87) 7,399(39.77) 615(41.19)

1.17
여 12,084(60.13) 11,206(60.23) 878(58.81)

연령

65-74 5,548(27.6) 5,171(27.79) 377(25.25)

5.0975-84 8,855(44.06) 8,188(44.01) 667(44.68)

85- 5,695(28.34) 5,246(28.2) 449(30.07)

연령 mean±SD 79.74±7.71 79.76±7.71 80.25±7.74 -2.36*

동거인 유무
동거 18,571(92.4) 17,151(92.18) 1,420(95.11)

16.85***
독거 1,527(7.6) 1,454(7.82) 73(4.88)

가족 주수발자

유무

없음 2,167(10.78) 2,047(11.0) 120(8.04)
12.63***

있음 17,931(89.22) 16,558(89.0) 1,373(91.96)

의료보장형태

일반 16,023(79.72) 14,859(79.87) 1,164(77.96)

3.16
경감 1,177(5.86) 1,084(5.83) 93(6.23)

기 ,

의료 여
2,898(14.42) 2,662(14.31) 236(15.81)

노인인구 만명당

방문간호 기 수

1개 미만 7,488(37.26) 7,085(38.08) 403(26.99)
72.7***

1개 이상 12,610(62.74) 11,520(61.92) 1,090(73.01)

장기요양등

1 4,853(24.15) 4,276(22.98) 577(38.65)

228.54***2 7,963(39.62) 7,378(39.66) 585(39.18)

3 7,282(36.23) 6,951(37.36) 331(22.17)

치매
없음 14,573(72.51) 13,514(72.64) 1,059(70.93)

2.017
있음 5,525(27.49) 5,091(27.36) 434(29.07)

풍
없음 12,711(63.25) 11,825(63.56) 886(59.34)

10.56**
있음 7,387(36.75) 6,780(36.44) 607(40.66)

고 압
없음 6,796(33.81) 6,207(33.36) 589(39.45)

22.89***
있음 13,302(66.19) 12,398(66.64) 904(60.55)

당뇨
없음 13,484(67.09) 12,446(66.9) 1,038(69.52)

4.32
있음 6,614(32.91) 6,159(33.1) 455(30.48)

염
없음 13,821(68.77) 12,748(68.52) 1,073(71.87)

7.22**
있음 6,277(31.23) 5,857(31.48) 420(28.13)

암
없음 16,780(83.49) 15,479(83.2) 1,301(87.14)

15.58***
있음 3,318(16.51) 3,072(16.8) 246(12.86)

그 외 만성질환
없음 9,968(49.6) 9,163(49.25) 805(53.92)

12.05***
있음 10,130(50.4) 9,442(50.75) 688(46.08)

만성질환 수 mean±SD 2.77±1.31 2.78±1.30 2.61±1.33 4.88***

신체기능 수 mean±SD 29.31±6.58 29.10±6.57 31.89±6.13 -16.78***

사회생활 수 mean±SD 26.96±2.96 26.90±2.97 27.63±2.71 -9.92***

표 2.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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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수 mean±SD 5.27±2.58 5.26±2.56 5.44±2.8 -2.4*

행동변화 수 mean±SD 0.54±1.15 0.55±1.16 0.53±1.12 0.54

간호처치 수 mean±SD 0.88±0.81 0.86±0.79 1.14±0.93 -11.33***

재활 수 mean±SD 15.50±4.13 15.39±4.05 16.89±4.73 -11.88***

총 수 mean±SD 78.46±13.34 78.06±13.26 83.51±13.3 -15.28***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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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양상

방문간호 권고군의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장기요양 재가서

비스 이용양상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년간 방문간호 이용군과 미이용군의 재가서비스 종류별 여일수를

비교한 결과 방문간호 미이용군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여일수가 196.3일

로 이용군의 182.1일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방

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미이용군의 7.46일에 비해 이용군에서 8.61일로 유

의하게 많은 이용을 나타냈으며 주야간보호서비스 역시 방문간호 이용군

에서 23.16일로 유의하게 많은 이용을 나타냈다.단기보호서비스도 방문

간호 이용군이 미이용군에 비해 많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문간호 미이용군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여비용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 복지용구 여비용의 경우 방문간호 이용군에서 여비용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방문간호서비스 미이용자의 경우 재가서비스 방문요

양서비스에 치 된 서비스 이용양상을 나타내나 방문간호 이용군의 경우

월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와 같은 재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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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n=20,098) 미이용군(n=18,605) 이용군(n=1,493)

여일수 mean±SD t

방문요양 195.25±110.1 196.3±109.5 182.1±116.5 4.56***

방문목욕 7.55±15.57 7.46±15.53 8.61±16.0 -2.74**

방문간호
　

　
28.0±32.36 　

주야간보호 18.24±57.51 17.85±56.9 23.16±64.25 -3.1**

단기보호 1.64±13.67 1.62±13.63 1.97±13.93 -0.96

여비용 mean±SD　 t

방문요양 6,254,252±3,720,668 6,318,200±3,720,410 5,457,365±3,631,822 8.62***

방문목욕 351,499±732,373 348,003±732,798 395,063±725,889 -2.39*

방문간호
　

1,029,500±1,188,630 　

주야간보호 632,545±1,997,006 619,053±1,977,102 800,676±2,224,063 -3.06**

단기보호 49,977±433,753 49,560±434,568 55,180±423,573 -0.48

복지용구 443,908±534,261 437,738±531,889 520,789±557,477 1.1*

*p<.05 **p<.01***p<.001

표 3.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종류별 여일수와 여비용 :단변량 분석

(단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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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방문간호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방문간호 권고군의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연령,가족 주수발자 유무,의료보장형태,지역특성,만성질환

수,신체기능 수,사회생활 수,간호처치 수,재활 수가 방문간호 이

용과 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이 증가할수록(OR=1.015)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의료보장형태의 경우 건강보험 상자

에 비해 감경(OR=1.288),기 생활 의료 여 수 권자가(OR=1.271)

방문간호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반면,가족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

(OR=0.6), 노인인구 만명당 방문간호 기 수가 1개 미만인 경우

(OR=0.613)방문간호를 이용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기능 수,간호처치 수,재활 수가 높을수록 방문간호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지만 사회생활 수가 높을수록(OR=0.946),만성질환수가 증

가할수록(OR=0.949)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낮았다.인지기능

수 행동변화 수는 방문간호 이용과 유의한 연 성이 없었다.장기

요양등 의 경우 통제변수로 포함 시 다 공선성의 문제로 인하여 분석

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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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20,098

변인　 　 OR(95% CI)

성별(ref=여) 남 1.024(0.912-1.149)

연령 　 1.015(1.008-1.022)***

동거인유무(ref=동거) 독거 0.951(0.732-1.236)

가족 주수발자 유무(ref=있음) 없음 0.6(0.489-0.737)***

의료보장형태(ref=일반)
감경 1.288(1.027-1.614)*

기 , 여 1.271(1.092-1.479)**

지역특성(ref=1개 이상) 1개 미만 0.613(0.544-0.691)***

만성질환수 　 0.949(0.909-0.991)*

사망 여부(ref=사망안함) 사망 0.982(0.857-1.125)

신체기능 수 　 1.082(1.066-1.099)***

사회생활 수 　 0.946(0.915-0.977)***

인지기능 수 　 0.978(0.956-1)

행동변화 수 　 1.029(0.98-1.082)

간호처치 수 　 1.319(1.249-1.394)***

재활 수 　 1.02(1.005-1.036)**

-2LogL 10635.339 　

*p<.05 **p<.01***p<.001

표 4.방문간호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다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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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의료서비스 이용양상

1)연구기간(2011년 7월∼2012년 6월)의 의료이용 양상

연구기간 동안 외래를 이용한 이 있는 상자는 56.05%,입원서비스

를 이용한 이 있는 상자는 23.42% 다.연간 1인당 외래횟수는 방문

간호 미이용군이 27.2회,이용군이 16.74회로 방문간호 이용군에서 유의

하게 낮은 이용을 보 다.외래비용 역시 방문간호 미이용군에서 평균

210만원,이용군이 76만원으로 방문간호 이용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이용

을 보 다.방문간호 미이용군 56.33%,이용군 52.58%에서 외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 이용군의 1년간의 평균 입원비용은 방문간호 이용군에서 평

균 94만원으로 미이용군의 평균 110만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평균 입

원횟수는 0.56회로 미이용군보다 낮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평균 입원일

수 역시 방문간호 이용군에서 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입

원,외래 약제비를 포함한 총비용의 경우 방문간호 이용군에서 232만

원,미이용군에서 389만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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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체(n=20,098) 미이용군(n=18,605) 이용군(n=1,493)

χ2/t 최소 최
mean±SD mean±SD mean±SD

외래

이용

외래

횟수
　 26.42±47.38 27.20±48.44 16.74±29.48 12.43*** 0 600

외래

비용
　 1,996,918±5,984,041 2,095,983±6,157,442 762,425±2,816,633 15.55*** 0 63,665,130

외래

유무

무(N,%) 8,833(43.95) 8,125(43.67) 708(47.42)
7.89**

　 　

유(N,%) 11,265(56.05) 10,480(56.33) 785(52.58) 　 　

입원

이용

입원

횟수
　 0.64±1.68 1.69±0.56 0.56±1.56 1.85 0 35

입원

일수
　 6.40±20.24 6.43±20.34 6.02±18.98 0.79 0 338

입원

비용
　 1,088,914±3,148,253 1,100,861±3,166,510 940,038±2,908,027 2.04* 0 59,333,090

응

입원

횟수

　 0.004±0.073 0.004±0.071 0.007±0.089 -1.31 0 5

입원

유무

무(N,%) 15,392(76.58) 14,226(76.46) 1,166(78.1)
2.06

　 　

유(N,%) 4,706(23.42) 4,379(23.54) 327(21.9) 　 　

총비용

(약제비포함)
　 3,772,218±7,547,538 3,888,375±7,717,644 2,324,727±4,728,632 11.6*** 0 67,996,720

*p<.05 **p<.01***p<.001

표 5-1.연구기간 의료이용 양상 :단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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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 분석 기간(2012년 7월∼2012년 12월)의 의료이용 양상

추 분석 기간 동안 외래를 이용한 상은 56.63%,입원서비스를 이용

한 상은 28.41% 다.방문간호 이용군의 6개월간 평균 외래횟수는

7.62회,미이용군에서 12.83회로 미이용군에서 유의하게 많은 이용을 보

다.외래비용 역시 미이용군의 경우 평균 104만원으로 이용군의 38만

원보다 높았다.방문간호 이용군은 미이용군보다 외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방문간호 이용군의 평균 입원횟수는 0.28회,미이용군의 평균 입원횟수

는 0.35회로 방문간호 미이용군에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입

원비용 역시 방문간호 미이용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입원일수,응

입원횟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총비용의 경우 방문간호 이

용군이 평균 111만원,미이용군이 192만원으로 미이용군에서 유의하게

많은 비용을 나타냈다(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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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체(n=20,098) 미이용군(n=18,605) 이용군(n=1,493)

χ2/t 최소 최
mean±SD mean±SD mean±SD

외래

이용

외래

횟수
　 12.44±23.66 12.83±24.2 7.62±14.4 12.62*** 0 255

외래

비용
　 992,190±3,064,159 1,041,660±3,151,087 375,716±1,499,260 14.75*** 0 30,862,080

외래

유무

무(N,%) 8,716(43.37) 8,015(43.08) 701(46.95)
8.44**

　 　

유(N,%) 11,382(56.63) 10,590(56.92) 792(53.05) 　 　

입원

이용

입원

횟수
　 0.34±1.27 0.35±1.28 0.28±1.12 2.15* 0 20

입원

일수
　 4.17±20.0 4.22±20.12 3.50±18.4 1.45 0 184

입원

비용
　 568,776±2,272,101 577,699±2,285,744 457,574±2,092,169 2.12* 0 49,906,490

응

입원

횟수

　 0.09±0.43 0.09±0.43 0.09±0.44 0.29 0 10

입원

유무

무(N,%) 14,389(71.59) 13,283(71.39) 1,106(74.08)
4.90*

　 　

유(N,%) 5,709(28.41) 5,322(28.61) 387(25.92) 　 　

총비용

(약제비포함)
　 1,858,137±4,101,769 1,918,519±4,179,234 1,105,683±2,867,907 10.12*** 0 50,286,340

*p<.05 **p<.01***p<.001

표 5-2.추 분석기간 의료이용 양상 :단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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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1)외래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외래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한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성별의

경우 외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이 여성에서 61.91%로 남성의 38.09%

보다 많았다.연령의 경우 연소노인(65∼74세)과 고령노인(75∼84세)의

경우 외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고령노인(85세 이상)

의 경우 외래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기 생활수 권자,가족 주수발자가 있는 경우,노인인구 만명당

방문간호 기 수가 1개 미만인 경우,장기요양등 이 1등 인 경우 외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외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만성질환의 수는 평균 2.83개로 이용하

지 않는 노인에 비해 평균 0.14개 많았다.재활 수가 높을수록 외래서비

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신체기능 수,사회생활 수,인지기능

수,간호처치 수 총 수가 낮을수록 외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외래서비스 이용여부는 성별,연령,동거인 유무,가족 주수발자

유무,건강보장 형태,지역특성,장기요양등 ,만성질환 수,신체기능

수,사회생활 수,인지기능 수,간호처치 수,재활 수 총 수에 따

라 차이가 있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표 6-1).



-44-

변수 구분

미이용

(n=8,833)

이용

(n=11,265) χ2/t

n(%) n(%)

성별
남 3,723(42.15) 4,291(38.09)

33.99***
여 5,110(57.85) 6,974(61.91)

연령

65-74 2,203(24.94) 3,345(29.69)

114.72***75-84 3,811(43.15) 5,044(44.78)

85- 2,819(31.91) 2,876(25.53)

연령 mean±SD 80.54±7.87 79.21±7.5 12.13***

동거인 유무
동거 8,023(90.83) 10,548(93.64)

55.50***
독거 810(9.17) 717(6.36)

가족

주수발자유무

있음 1,218(13.79) 949(8.42)
148.13***

없음 7,615(86.21) 10,316(91.58)

의료보장형태

일반 5,917(66.99) 10,106(89.71)

3966.39***경감 141(1.6) 1,036(9.2)

기 ,의료 여 2,775(31.42) 123(1.09)

지역특성
1개 미만 3,416(38.67) 4,072(36.15)

13.51***
1개 이상 5,417(61.33) 7,193(63.85)

장기요양등

1 2,485(28.13) 2,368(21.02)

137.50***2 3,289(37.24) 4,674(41.49)

3 3,059(34.63) 4,223(37.49)

만성질환 수 mean±SD 2.69±1.31 2.83±1.30 -7.92***

신체기능 수 mean±SD 29.77±6.74 28.95±6.42 8.67***

사회생활 수 mean±SD 27.08±2.97 26.86±2.93 5.29***

인지기능 수 mean±SD 5.35±2.66 5.21±2.51 3.8***

행동변화 수 mean±SD 0.53±1.10 0.55±1.16 -0.95

간호처치 수 mean±SD 0.99±0.87 0.79±0.75 17.91***

재활 수 mean±SD 15.43±4.18 15.56±4.08 -2.13*

총 수 mean±SD 79.16±13.77 77.92±12.96 6.52***

*p<.05 **p<.01***p<.001 　 　 　

표 6-1.외래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특성 :단변량 분석

n=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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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원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입원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한 단변량 분석결과는 표 6-2와 같다.

연령,동거인 유무,의료보장형태,장기요양등 ,신체기능 역 수,사회

생활기능 수,인지기능 수,행동변화 수 재활 역 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외래서비스 결과와 같이 연소노인, 고령노인에서는 이용군의 비율이

높았으나 고령노인의 경우 입원서비스 이용군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독거에서 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의료보장형

태의 경우 기 의료 여수 권자에서 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았다.장기요양 등 의 경우 3등 에서 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1,2등 에서 입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입원서

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신체기능 수,사회생활 수,인지기능 수,행

동변화 수,재활 수 총 수가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외래서비스와 달리 가족 주수발자,지역특성,만성질환 수와

간호처치 역 수는 입원서비스 이용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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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미이용

(n=15,392)

이용

(n=4,706) χ2/t

n(%) n(%)

성별
남 6,185(40.18) 1,829(38.87)

2.61
여 9,207(59.82) 2,877(61.13)

연령

65-74 4,061(26.38) 1,487(31.6)

145.56***75-84 6,651(43.21) 2,204(46.83)

85- 4,680(30.41) 1,015(21.57)

연령 mean±SD 80.18±7.84 78.54±7.14 13.44***

동거인 유무
동거 14,173(92.08) 4,398(93.46)

9.70**
독거 1,219(7.92) 308(6.54)

가족 주수발자

유무

있음 1,692(10.99) 475(10.09)
3.03

없음 13,700(89.01) 4,231(89.91)

의료보장형태

일반 11,790(76.6) 4,233(89.95)

1006.56***경감 738(4.79) 439(9.33)

기 ,의료 여 2,864(18.61) 34(0.72)

지역특성
1개 미만 5,720(37.16) 1,768(37.57)

0.26
1개 이상 9,672(62.84) 2,938(62.43)

장기요양등

1 3,918(25.45) 935(19.87)

103.15***2 6,162(40.03) 1,801(38.27)

3 5,312(34.51) 1,970(41.86)

만성질환 수 mean±SD 2.77±1.31 2.78±1.31 -0.58

신체기능 수 mean±SD 29.59±6.54 28.39±6.61 10.96***

사회생활 수 mean±SD 27.06±2.95 26.61±2.98 9.1***

인지기능 수 mean±SD 5.37±2.60 4.96±2.49 9.86***

행동변화 수 mean±SD 0.56±1.18 0.48±1.04 4.72***

간호처치 수 mean±SD 0.87±0.82 0.89±0.77 -1.48

재활 수 mean±SD 15.66±4.17 14.97±3.92 10.5***

총 수 mean±SD 79.12±13.30 76.30±13.21 12.74***

*p<.05 **p<.01***p<.001 　 　 　

표 6-2.입원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특성 :단변량 분석

n=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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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의료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1)외래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1)연구기간(2011년 7월∼2012년 6월)

연구기간동안 방문간호서비스와 외래이용의 계를 악하기 하여

Two-partmodel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7-1).방문간호서

비스 이용은 외래비용 외래횟수에 부 향을 미쳤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방문간호 미이용군에 비해 방문간호

비용이 65만원 이상인 군에서 외래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높았으나 방

문간호 비용이 65만원 미만,65만원 이상인 군 모두에서 외래비용 횟

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외래를 이용할 확률과 횟수가 더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래비용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연령이 증가할

수록 외래를 이용할 확률 비용,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독

거일 동거에 비해 외래비용 외래횟수가 감소하 다.가족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 외래를 이용할 확률은 감소하 으나(OR=0.857)외래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건강보험에 비해 감경일 경우 외래이용

확률 횟수가 증가하 으나 기 의료 여인 경우 외래이용,횟수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인구 만명당 방문간호 기 수

가 1개 미만인 지역에서 외래이용,비용 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방문간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 비용이 증가할수록 외래를 이용할 확

률,외래비용 외래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만성질환 수가

증가할수록 외래이용,횟수와 외래비용이 증가하 다.반면,신체기능

수,인지기능 수가 증가할수록 외래이용은 감소하 다.간호처치 역

수가 높을수록 외래를 이용할 확률은 감소하 으나(OR=0.756)외래비용

횟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재활 역 수의 경우 이와 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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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을수록 외래를 이용할 확률은 증가하나 외래비용과 횟수는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래비용에 한 회귀분석 결과 R2값이 0.245로

체 표본의 약 24.5%가 분석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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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partmodel
외래횟수(n=20,098)

외래유무(n=20,098) 외래비용(n=11,265)

OR SE estimate SE estimate SE

방문간호이용

(ref=이용안함)

65만원 이상 1.524*** 0.120 -0.482*** 0.076 -0.260*** 0.065

65만원 미만 0.998 0.121 -0.344*** 0.086 -0.304*** 0.072

성별(ref=여) 남 0.751*** 0.046 -0.029 0.032 -0.086** 0.026

연령 　 0.976*** 0.003 -0.066*** 0.002 -0.042*** 0.002

동거인유무(ref=동거) 독거 0.980 0.097 -0.261*** 0.065 -0.247*** 0.050

가족 주수발자 유무

(ref=있음)
없음 0.857* 0.078 0.196*** 0.055 0.050 0.043

의료보장형태

(ref=일반)

감경 2.112*** 0.102 0.035 0.050 0.218*** 0.048

기 , 여 0.010*** 0.099 -1.395*** 0.140 -3.514*** 0.040

지역특성

(ref=1개 이상)
1개 미만 0.797*** 0.045 -0.310*** 0.031 -0.153*** 0.026

log방문간호 제외

재가서비스 비용
　 1.179*** 0.017 0.030* 0.013 0.055*** 0.009

만성질환 수 1.038* 0.018 0.071*** 0.012 0.077*** 0.010

사망 여부

(ref=사망안함)
사망 <0.001*** 0.379 -0.995 0.582 -6.720*** 0.092

신체기능 수 0.965*** 0.006 -0.044*** 0.004 -0.041*** 0.003

사회생활 수 0.988 0.012 -0.005 0.008 -0.009 0.007

인지기능 수 0.968** 0.011 -0.010 0.007 -0.004 0.006

행동변화 수 0.996 0.019 -0.064*** 0.013 -0.072*** 0.011

간호처치 수 0.756*** 0.028 0.523*** 0.021 0.113*** 0.017

재활 수 　 1.038*** 0.007 -0.064*** 0.005 -0.018*** 0.004

-2LogL　

LikelihoodRatio

27566.732

13642.12
R-Square 0.245 -2LogL 1753614.7

*p<.05 **p<.01***p<.001 　

표 7-1.연구기간 동안 외래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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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 분석기간(2012년 7월∼2012년 12월)

추 분석기간 동안 방문간호서비스가 외래서비스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본 결과는 표 7-2와 같다.방문간호 미이용군에 하여 방문간호 비용

이 65만원 이상인 군에서 외래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증가하 으나,65

만원 미만 이용군에서 외래비용 외래횟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기간과 동일하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래이용,외래비용과 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독거인 경우 외래비용과 횟수가 감소하 고 기 의료 여 상인 경

우 외래이용,비용 횟수가 감소하 다.가족 주수발자 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노인인구 만명당 방문간호 기 수가 1개 미만

인 지역에서 외래횟수 비용이 었다(p<.0001).

방문간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 비용 역시 연구기간과 동일하게 비용이

증가할수록 외래를 이용할 확률(OR=1.164),외래횟수 비용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만성질환이 증가할수록 외래이용 비용,횟수가

증가하 다.장기요양 역별 원 수의 경우 신체기능 수,사회생활 수,

행동변화 수,재활 수가 높을수록 외래횟수가 감소하 고(p<.0001),간

호처치 수가 증가할수록 외래비용,횟수가 증가하 다.추 분석기간 동

안 외래비용에 한 회귀분석 결과 R2값이 0.215로 체 표본의 약

21.5%가 분석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

Two-partmodel
외래횟수(n=20,098)

외래유무(n=20,098) 외래비용(n=11,382)

OR SE estimate SE estimate SE

방문간호이용

(ref=이용안함)

65만원 이상 1.703** 0.191 -0.196 0.139 -0.057 0.060

65만원 미만 1.427 0.201 -0.345* 0.160 -0.293*** 0.063

성별(ref=여) 남 0.991 0.080 0.033 0.058 -0.039 0.023

연령 　 0.990* 0.005 -0.092*** 0.004 -0.030*** 0.002

동거인유무(ref=동거) 독거 0.743 0.152 -0.275* 0.119 -0.289*** 0.045

가족 주수발자 유무

(ref=있음)
없음 0.888 0.128 0.076 0.102 0.038 0.039

의료보장형태

(ref=일반)

감경 1.886** 0.192 0.075 0.093 0.195*** 0.040

기 , 여 0.003*** 0.108 -9.331*** 0.252 -5.356*** 0.074

지역특성

(ref=1개 이상)
1개 미만 0.909 0.077 -0.526*** 0.056 -0.146*** 0.022

log방문간호 제외

재가서비스 비용
　 1.164*** 0.024 0.109*** 0.024 0.110*** 0.008

만성질환 수 1.090** 0.030 0.132*** 0.022 0.066*** 0.009

사망 여부

(ref=사망안함)
사망 0.002*** 0.090 -1.064*** 0.204 -3.682*** 0.029

신체기능 수 0.984 0.010 -0.062*** 0.007 -0.037*** 0.003

사회생활 수 1.004 0.021 -0.032* 0.015 -0.028*** 0.006

인지기능 수 0.983 0.018 -0.029* 0.013 -0.008 0.005

행동변화 수 0.963 0.034 -0.106*** 0.024 -0.048*** 0.010

간호처치 수 1.024 0.049 0.507*** 0.039 0.138*** 0.015

재활 수 　 1.015 0.012 -0.055*** 0.009 -0.015*** 0.004

　
-2LogL

LikelihoodRatio

27507.055

21183.54
R-Square 0.215 -2LogL 645967.51

*p<.05**p<.01***p<.001

표 7-2.추 분석기간 동안 외래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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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원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1)연구기간(2011년 7월∼2012년 6월)

연구기간 동안 방문간호 이용과 입원서비스 이용의 계에 한 결과

는 표 8-1과 같다.방문간호 미이용군에 비하여 65만원 이상 이용군에서

입원비용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β=-.254).

남성에서 입원서비스 이용,입원횟수가 낮았다.외래이용과 동일하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서비스 이용,비용,일수 횟수가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독거일 경우 입원횟수가 감소했으며 가족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 입원

이용,비용,일수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생활수 권

자일 경우 일반 상자에 비해 입원을 경험할 확률 횟수가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입원일수와 입원비용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노

인인구 만명당 기 수가 1개 미만인 경우 입원횟수 입원일수가 증가

하 으나 입원비용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 비용의 경우 외래의 경우와 반 로 장

기요양비용이 증가할수록 입원서비스 이용,비용,일수 횟수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체기능 수가 증가할수록 입원일수,입원비용

입원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고,간호처치 수가 증가할수록 입원이용,

비용,일수 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입원 외래,약제비를 포함한 총비용이 방문간호 미이용군에 비해

65만원 미만,65만원 이상 이용군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이 증

가할수록,독거인 경우,기 의료 여수 권자인 경우,노인인구 만

명당 방문간호기 수가 1개 미만인 지역의 경우,신체기능 수,인지기능

수,행동변화 수,재활 수가 증가할수록 총비용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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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partmodel
입원횟수

(n=20,098)

총비용

(n=11,301)
입원여부

(n=20,098)

입원비용

(n=4,706)

입원일수

(n=4,706)

OR SE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방문간호이용

(ref=이용안함)

65만원 이상 1.027 0.097 -0.254** 0.083 -0.143 0.077 -0.143 0.095 -0.314*** 0.063

65만원 미만 0.957 0.106 -0.060 0.092 0.006 0.086 -0.096 0.101 -0.187** 0.071

성별(ref=여) 남 0.831*** 0.039 -0.026 0.034 -0.040 0.032 -0.195*** 0.038 -0.021 0.026

연령 　 0.975*** 0.003 -0.017*** 0.002 -0.006** 0.002 -0.033*** 0.003 -0.055*** 0.002

동거인유무

(ref=동거)
독거 0.890 0.081 -0.042 0.069 -0.100 0.064 -0.241** 0.076 -0.227*** 0.054

가족 주수발자 유무

(ref=있음)
없음 1.363*** 0.066 0.297*** 0.055 0.443*** 0.052 0.511*** 0.062 0.334*** 0.046

의료보장형태

(ref=일반)

감경 1.227** 0.065 -0.124* 0.054 0.008 0.051 0.108 0.064 0.007 0.042

기 , 여 0.025*** 0.175 -0.165 0.186 -0.023 0.173 -3.278*** 0.115 -1.793*** 0.110

지역특성

(ref=1개 이상)
1개 미만 1.026 0.038 -0.089** 0.033 0.148*** 0.031 0.095** 0.037 -0.196*** 0.025

log방문간호 제외

재가서비스 비용
　 0.945*** 0.015 -0.114*** 0.014 -0.119*** 0.013 -0.140*** 0.019 -0.019 0.011

만성질환 수 　 1.024 0.015 0.018 0.013 0.018 0.012 0.027 0.014 0.086*** 0.010

사망 여부

(ref=사망안함)
사망 0.002*** 0.501 0.460 0.541 0.410 0.504 -5.873*** 0.306 -0.575 0.451

신체기능 수 1.002 0.005 0.016*** 0.004 0.028*** 0.004 0.014** 0.005 -0.013*** 0.003

사회생활 수 1.010 0.010 0.010 0.009 0.010 0.008 0.008 0.010 0.005 0.007

인지기능 수 0.968*** 0.009 -0.011 0.008 -0.004 0.007 -0.016 0.009 -0.014* 0.006

행동변화 수 0.933*** 0.017 -0.017 0.016 -0.008 0.015 -0.035* 0.017 -0.074*** 0.011

간호처치 수 1.170*** 0.025 0.186*** 0.022 0.107*** 0.020 0.203*** 0.024 0.330*** 0.017

재활 수 　 0.942*** 0.006 -0.030*** 0.005 -0.027*** 0.005 -0.066*** 0.006 -0.069*** 0.004

　
-2LogL

LikelihoodRatio

21876.49

4257.12
R-Square 0.058 R-Square 0.060 -2LogL -7028.52 R-Square 0.204

*p<.05**p<.01***p<.001

표 8-1.연구기간 동안 입원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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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 분석기간(2012년 7월∼2012년 12월)

추 분석기간 동안 방문간호 서비스와 입원서비스 이용과의 계는 표

8-2와 같다.방문간호를 65만원 이상 이용한 상의 경우 방문간호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는 상에 비해 입원비용과 입원일수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서비스 이용,비용,일수 횟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남성인 경우 입원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독거인 경우 입원을 이용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가족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 입원이용(OR=1.461),입원일수 횟수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의료 여수 권자의 경우 일반 상자에 비

해 입원이용,비용,일수 횟수가 낮았으며(p<.0001)노인인구 만명당

기 수가 1개 미만인 지역에서 1개 이상인 지역에 비하여 입원이용,비

용,일수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 비용이 증가할수록 입원서비스를 이용

할 확률이 감소하 다(OR=0.913).만성질환 수가 증가할수록 입원이용을

이용할 확률은 증가했으나(OR=1.037)입원횟수,일수 비용에는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신체기능 수가 증가할수록(OR=1.011),간호

처치 수가 높을수록(OR=1.326)입원을 이용할 확률이 증가하 으나 인

지기능 수,행동변화 수 재활 수가 높을수록 입원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간 총비용은 방문간호 미이용군에 비해 65만원 미만 이상 이

용군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이 증가할수록,독거인 경우,기

의료 여 수 권자,노인인구 만명당 방문간호기 수가 1개 미만인

지역의 경우,신체기능 수,행동변화 수,재활 수가 증가할수록 총비

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

　Two-partmodel
입원횟수

(n=20,098)

총비용

(n=10.098)
　입원여부

(n=20,098)

입원비용

(n=5,709)

입원일수

(n=5,709)

OR SE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방문간호이용

(ref=이용안함)

65만원이상 0.898 0.099 -1.190* 0.518 -0.258* 0.111 -0.257 0.141
-0.411*** 0.065

65만원미만 1.020 0.110 0.079 0.568 0.081 0.122 -0.001 0.137
-0.191* 0.075

성별(ref=여) 남 0.910* 0.040 -0.027 0.208 0.006 0.045 -0.017 0.053
-0.002 0.027

연령 　 0.977*** 0.003 -0.067*** 0.014 -0.013*** 0.003 -0.021*** 0.004
-0.055*** 0.002

동거인유무

(ref=동거)
독거 0.846* 0.082 -0.134 0.419 -0.004 0.090 -0.102 0.107 -0.190***

0.056

가족 주수발자 유무

(ref=있음)
없음 1.461*** 0.070 0.480 0.341 0.231** 0.073 0.378*** 0.085 0.256***

0.048

의료보장형태

(ref=일반)

감경 1.093 0.066 0.064 0.331 0.036 0.071 0.157 0.090 0.054
0.043

기 , 여 0.016*** 0.173 -5.842*** 1.234 -1.058*** 0.265 -5.374*** 0.414 -2.749***
0.199

지역특성

(ref=1개 이상)
1개 미만 1.137*** 0.039 0.623** 0.201 0.226*** 0.043 0.307*** 0.051 -0.175***

0.026

log방문간호 제외

재가서비스 비용
　 0.913*** 0.017 -0.004 0.083 -0.031 0.018 -0.022 0.019

0.001 0.011

만성질환 수 　 1.037* 0.015 -0.069 0.078 -0.017 0.017 0.006 0.020 0.079***
0.010

사망 여부

(ref=사망안함)
사망 0.020*** 0.094 5.278*** 0.642 1.179*** 0.138 -2.330*** 0.073 0.605***

0.099

신체기능 수 1.011* 0.005 -0.045 0.026 -0.002 0.006 -0.005 0.007 -0.028***
0.003

사회생활 수 1.004 0.011 -0.097 0.053 -0.012 0.011 -0.005 0.014 0.003
0.007

인지기능 수 0.970*** 0.009 0.060 0.048 0.021* 0.010 -0.018 0.012 -0.002
0.006

행동변화 수 0.936*** 0.017 0.214* 0.094 0.058** 0.020 0.032 0.023 -0.047***
0.012

간호처치 수 1.326*** 0.026 0.397** 0.136 0.066* 0.029 0.121*** 0.034 0.312***
0.018

재활 수 　 0.932*** 0.006 0.031 0.032 0.005 0.007 -0.028*** 0.008 -0.050***
0.004

　
-2LogL

LikelihoodRatio

23986.77

6993.13
R-Square 0.029 R-Square 0.029 -2LogL -5914.14 R-Square 0.190

*p<.05**p<.01***p<.001

표 8-2.추 분석기간 동안 입원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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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고 찰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여,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활용하여 방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권고된 장기요양인정자의

방문간호 이용과 의료이용의 계를 살펴본 연구로 방문간호 필요여부를

고려한 첫 번째 연구이다.본 연구에서는 방문간호 권고군의 방문간호서

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고,방문간호서비스 이용과

의료이용의 계를 1년간의 연구기간과 6개월의 추 분석기간을 구분하

여 분석하 다.연구결과,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은 외래이용에서 외래횟수

외래비용을 유의하게 낮추었으며 입원서비스 이용은 수(65만원)

이상 방문간호 이용군에서 입원비용과 입원일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입원,외래 약제비를 포함한 총비용 역시 방문간호 이용과

계되었다.

첫 번째로 연령,가족 주수발자 유무,의료보장형태,지역특성과 같은

인구사회학 특성과 만성질환 수,신체기능 수와 사회생활 수,간호처

치 수 재활 수가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연령이 증가할수록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Burnette & Mui(1995),Hawranik & Stain(2001),Mitchell&

Kroup(199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즉,연령의 증가와 함께 허약

의 증가로 인해 재가노인의 방문간호 필요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가족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 방문간호 이용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방문간호 이용군과 미이용군의 재가서비스 이용양상의 차이에

도 반 되었다.즉,월한도액 내에서 복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장기

요양 재가서비스의 특성상 방문간호를 이용하지 않는 군은 방문요양서비

스에 치 된 서비스 양상을 나타냈으나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군은 방문

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와 같은 다른 종류의 재가서비스 이용횟수와 비

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 주수발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가사도움서

비스와 같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의 서비스가 이루어짐으로써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이 낮은 것으로 상된다. 한 임지 등(2012)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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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한 바와 같이 방문간호지시서 발 과 같은 차가 가족 주수발자가

가 없는 경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의료보장형태에 따

르면 건강보험 상자에 비해 감경 상자와 기 의료 여 상자에서

방문간호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이는 정완교(2008),이윤경(2009),임

정기(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소득 차상 상자에 한

본인일부부담 감경 기 생활수 권자에 한 본인부담 면제와 같

은 정책이 소득층의 서비스 근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해석한 Kim 등

(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거주지역특성의 경우 노인인구 만명당

방문간호기 수가 1개 이상인 지역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재가서비스의 인 라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농 지역보

다 재가서비스 이용확률이 높다는 이윤경(200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

다.이정석(2012)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방문간호 비활성화로 인한 읍

면지역의 방문간호제공기 의 감소는 인 라의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근성의 악화와 련된다.이는 한 취약지역의 근성을 향상시키기

한 정책 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장기요양인정 원 수의 경우 신

체기능 수,간호처치 수,재활 수가 높을수록 방문간호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가 증가할수록 재가서비

스 이용이 높다는 결과(Hawranik& Stain,2001;Mitchell& Kroup,

1998;Calsyn& Winter,2000;김성희 등,2011)를 지지하는 것으로 기

되는 결과와 일치한다.그러나 사회생활 수가 높을수록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이 감소하 는데 이는 사회생활 역에 포함된 집안일 하기,식사

비하기,빨래하기, 리와 같은 항목이 가사도움 혹은 신체수발과

계되어있어 방문간호서비스보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만성질환 수가 증가할수록 방문간호 이용확률

이 낮아졌는데 이는 Mui& Bernette(1994)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

이다.이는 질환수와 의료이용의 정 계와 련되어 의료서비스 이용

으로 인한 의료 욕구 충족과 방문간호서비스의 낮은 이용이 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외래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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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변량 분석에 따르면 외래횟수,외래비용에서 방문간호 이용군이 유

의하게 낮은 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이용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연구기간(2011년 7월∼2012년 6월)동안 방문

간호서비스 미이용군에 비해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외래횟수와 비용

이 낮았으며 추 분석기간(2012년 7월∼2012년 12월)동안 방문간호를

65만원 미만 이용한 군에서 외래횟수와 외래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Hughesetal.,(1992)의 HCBS서비스가 외래이용을 낮춘다는

연구와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이 외래 총진료비를 낮춘다는 정 숙(2012)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이 결과는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이 외래

서비스를 체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즉,복합만성질환을 가

지고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보험 상자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의료 성격을 가진 재가 여인 방문간호서비스가 재가노인의 의

료 요구를 충족시켜 외래서비스를 낮추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추 분석기간 동안 65만원 이상군에 해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은 방문간호서비스의 제한된 서비스의 범 로 인해 의료

욕구가 높은 상에 한 의료 리가 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즉 방문간호서비스의 외래 체효과의 제한으로 의료

욕구가 높은 상의 미충족된 욕구가 외래서비스 이용과 련된 것으

로 해석되며 재가 방문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래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인

요인만을 고려했을 때 고연령에서 외래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욕구요인을 통제한 후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외래이용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난 이미진(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 단변량 분석을 통해 연소노인, 고령노인에서 외래서비스를 이용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고령노인에서 외래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

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계된다.연구기간 동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외

래이용,횟수,비용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여성에서 외래이용이

많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김 재와 김응익,199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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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White-Means,2000;Geitona& Kyriopoulos2007;Vegdaetal.,

2009; 보 ,2011).독거인 경우,가족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 외래이용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노인에서 외래서비스 근성

이 낮기 때문으로 단된다.기 생활수 권자 의료 여 상자에서

일반 상자에 비해 외래이용 확률,횟수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의료보호 혹은 의료 여 상자의 외래 이용이 높다는 임미경

과 유호신(2001),김진구(2008)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이러한 결과는

첫째,본 연구의 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자로 일반노인과 상이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인 것과 둘째,2007년 7월 기 생활수 권자 본인부담 제

시행으로 인한 외래내원일수,외래진료비의 감소와 계될 것으로 보인

다(홍선우,2009).즉, 소득자이면서 동시에 장기요양수 자인 취약 노

인들의 의료서비스에 한 근성 장애와 불평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

책 근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총비용이 증가할수록 외래이용,외래횟수 외래비용이 증

가했는데 이는 방문요양서비스와 같은 재가서비스 이용을 통한 외출동

행,이동도움이 외래서비스에 한 근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만성질환이 증가할수록 외래이용이 증가했는데 이는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외래이용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White-Means,2000;Dunlop etal.,2002;이미진,2009; 보 등,

2011).신체기능 수가 높을수록 외래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외래이용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White-Means,2000;김진구,

2008)와 비되는 결과로 장기요양 1등 에서 외래이용이 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변량 분석결과와 계되는 것으로 보인다.즉 일반노인과 상

이하게 신체기능이 하된 장기요양 상 상자의 경우 신체기능이 하

될수록 외래이용에 한 근이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인지기능

수가 증가할수록,즉 인지능력이 악화될수록 외래이용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지능력이 좋을수록 외래 이용이 증가한다는 이미

진(200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연구기간 동안 간호처치 수가

증가할수록 외래이용이 감소하 으나 외래횟수 비용이 증가하 고,



-60-

추 분석기간 동안은 외래횟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는 간호처치 요구가 높을수록 외래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 를 지지

하는 결과이다.

세 번째로,입원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단변량 분석에 따르면 입원횟수,입원비용 총비용에서 방문간호

이용군이 유의하게 낮은 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통제한 후에도 연구기간동안 65만원 이상 방문간호 이용

군에서 입원비용이 낮았고,추 분석기간 동안 입원일수와 입원비용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이 입원일수

를 낮춘다는 정 숙(2012)의 연구결과와 간호사에 의한 서비스가 입원

험을 낮춘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Hughesetal.,

1992;Fortinskyetal.,2006;Oyamaetal.,2013).65만원 이상 이용군에

서 입원일수와 비용이 낮은 것은 일회 인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이 아닌,

지속 인 서비스 이용으로 평가와 재가 이루어질 때 방문간호서비스가

입원서비스를 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래이용과 동일하게 연령이 증가할수록,남성에서 입원서비스 이용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독거인 경우 입원이용과 횟수가 감소하

으나 입원비용과 일수에는 향을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

는 한 지지의 부족으로 인한 근성의 장애와 련된 것으로 생각된

다.가족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 입원이용,입원횟수,일수 비용이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수발자의 부재가 입원이용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해석된다.기 의료 여 수 권자인 경우 입원서비스 이

용 역시 유의하게 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 인정

자를 상으로 한 김명화(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1차 의료

에 한 근이 감소할수록 응 실 이용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

(Tengetal.,2013)를 고려하여 취약노인의 입원 외래서비스의 감소

와 련된 요인과 의료이용 양상에 한 추가 인 연구의 필요성을 나타

낸다.노인인구 만명당 방문간호 기 수가 1개 미만인 지역의 경우 외래

비용 횟수가 낮은 반면 입원 이용,일수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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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외래이용에 한 근성이 낮은 반면 잦은

입원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문간호 기 의 지역 불균형과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의 차이가 의료이용과 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요양비용의 증가는 입원이용,입원횟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연구기간에 따라 입원비용에 미치는 향은 상이했다.이는 장기요

양이용이 요양병원 이용을 감소시키나, 성기병원 이용과는 양의 계

를 가지는 선행연구와 계되는 것으로 보인다(김명화,2013).그러나 외

래이용과 상반되게 입원이용과 입원횟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장기요양이

용이 입원이용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연구를 지지한다(Tomitaetal,2010;

Xuetal.,2010).즉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이 입원서비스를 감소시키고

재가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돕는 요인으로 단된다.만성질환수의 증

가는 입원이용 횟수와 계되며 이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White-Means,2000;Dunlop etal.,2002;이미진,2009; 보 등,

2011).외래서비스와 상이하게 신체기능 수의 증가가 입원이용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신체기능장

애가 많을수록 외래서비스의 근은 악화가 입원의 증가와 계될 것으

로 생각된다(Dunlopetal.,2002;김진구,2008; 보 등,2011).인지기

능이 악화될수록,행동변화가 심할수록 입원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인지기능 장애가 많을수록 시설이용 확률이 높은 기존 연

구와 계될 것으로 단된다(한은정 등,2011).

입원,외래 약제비를 포함하는 총비용의 경우 방문간호 이용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특히,65만원 이상 이용군에서 감소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의료비를 낮춘다는 선

행연구와 계된다(배성일 등,2009;박노욱과 병힐,2011).방문간호서

비스가 가지는 의료 성격이 의료서비스의 체효과를 가짐으로써 의료

비를 감소시키는 데 정 인 역할을 한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소인성 요인,가

능요인,필요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은 외래횟수,

외래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방문간호서비스가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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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체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특히,연간 65만원

이상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한 군에서 입원일수 입원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 이고 정기 인 의료 문제의 확인과 리가

히 제공될 경우 입원서비스에 한 체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첫째,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

도 도입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던 방문간호서비스 이용과 의료 이용과의

계를 알아본 연구로 방문간호 필요여부를 고려한 최 의 실증연구의

의의를 가진다.둘째,장기요양 인정 청구,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

하여 표성이 우수하며 국자료를 바탕으로 방문간호서비스가 의료이

용에 미치는 향을 악함으로써 비활성화의 문제를 겪고 있는 방문간

호서비스의 활성화를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방문간호 서비

스가 갖는 의의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방문간호 서비스의 활성화와 내실

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첫째,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성기

입원과 요양병원 입원을 구분하지 못한 이다.김명화 등(2013)의 연구

결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성기 의료이용에는 정 ,요양병원 이용

에는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방문간호

서비스가 성기 의료와 요양병원 이용에 미치는 향을 구체 으로 분

석하지 못한 제한 이 존재한다.둘째,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부분

장기요양 인정자료로 조사표 상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 소득수 과 같

은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특성을 포함하지 못한 이

다.셋째,추 분석을 통해 방문간호 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나 연구 상자의 과거 의료이용 방문간호 이용력을 통제

하지 못하여 방문간호 이용에 따른 인과 계 설명에 제한이 있다는 이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첫째,본 연구결

과 인구학 특성 뿐 아니라 거주지역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에 차

이가 있으며 이는 외래이용의 감소와 입원이용의 증가와 련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즉,방문간호기 인 라의 지역 불균형이 근성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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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시킬 수 있으며, 한 의료이용과 련되는 것으로 지역 차이

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인 라 확충과 련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둘

째,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이 외래 입원서비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입원서비스의 경우 방문간호서비스 이용 강도에

따라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방문간호서

비스의 활성화와 더불어 장기요양 상자의 특성에 맞는 한 수 의

방문간호 서비스가 지속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정책

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셋째,향후 지속 이고 포 인 방문간호서

비스 이용을 통해 의료의 연속성(continuum ofcare)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간호 제공 인력에 한 질 리 재 보건소 방문간호,의료기

방문간호,장기요양 방문간호로 분 되어있는 서비스에 한 한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 한 한 의료 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선행연구 고찰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방문간호 이용이 의료이용과 연 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따라서

향후 방문간호서비스가 갖는 의의에 하여 본 연구의 제한 을 고려한

세부 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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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lationshipBetween

theUseofLong-term Care

Home-visitNursingServiceand

HealthServiceUtilization

-FocusedontheHome-visitNursing

RecommendedGroup-

Saebom Kang

Dept.ofHealthCareManagementandPolicy

TheGraduateSchoolofPublicHealth

SeoulNationalUniversity

Asthe numberolderpopulationanddemandforlong-term care

servicehadincreased,Koreangovernmentintroducedpubliclong-term

careinsurance(LTCI)inJuly2008.Sincelong-term carebeneficiaries

havebothlong-term careneedsandhealthcareneeds,home-visit

nursing,theonlyservicethatprovidesmedicalserviceiscritical.Yet,

a few studieshaveexamined therelationship between home-visit

nursingandhealthcareutilization.Thepurposeofthisstudy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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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factorsaffectinguseofhome-visitnursingserviceandto

investigatetherelationshipbetweenhome-visitnursingservicesand

health care utilization focused on the home-visit nursing

recommendedgroup.

We used LTC need assessmentdatabase and LTC and health

insurance claim data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ome-visitnursingrecommendedgroupwasdefinedanddividedinto

twogroupsbasedontheuseofhome-visitnursing.A totalof20,065

home-visitnursing recommended group was extracted from those

LTC need assessmentdata during theJuly 2011 and June2012.

Two-partmodel,OLS regression and negative-binomialregression

modelwereusedforstatisticalanalysis.

According to the study,age,family caregiver,health insurance

status,regionalcharacteristics,chronicdiseaseand long-term care

need scor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ome-visitnursing

utilization.Whileadjusting foraffecting factors,useofhome-visit

nursingisassociatedwithnumberofoutpatientvisitandcost.Also,

forinpatientcare,amongthosewhospendhigherthanmedian,was

associatedwithdecreaseinlengthofstayandinpatientcost.

On thebasisofresult,thisstudy concluded thathome-visiting

nursinguseisassociatedwithdecreasedutilizationofoutpatientcare.

Alsothestudyfoundthatcontinuousassessmentandmanagementof

medicalproblem cansubstitutehospitalservice.

Finallythestudyresultssuggeststhatpolicystrategiesthatcan

encourageandstrengthenhome-visitnursingserviceare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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