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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흐름도[ 1-1]

서론

요양병원 개요 문헌연구 진료비 차이 분석

역할 및 운영현황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병상규모 인력, ,

인증여부에 따른

진료비 차이 분석

결론 및 시사점





표 연구자료 주요내용[ 1-1]

연구자료 산출기준 및 자료특성

요양병원 개설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에DB「 」

요양병원으로 등록된 기관수

요양병원 인력

의사수 간호인력수(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인력현황 에DB「 」

등록된 병원별 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수,

요양병원 특성

병상규모 지역 설립구분(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기준DB「 」

병상규모 병원별 허가병상수:․

지역 병원 소재지 시 도 구분: ( , )․

설립구분 개설주체 개인 법인 공립: ( , , )․

요양병원 인증여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현황 기준「 」

인증 인증 및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

미인증 인증 및 조건부인증 이외 기관:․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한 환자별 입원진료비

환자중증도

환자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당정액진료비․

산정의 기준이 됨

․ 의료서비스 요구도와 기능상태에 따라 개 군7

으로 나뉘며 환자평가표에 따라 분류,











표 규모별 요양병원 현황[ 2-2]

단위 개( : ,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현황( : )

그림 규모별 요양병원 현황[ 2-3]

병상규모
년2011 년2012 년2013 년2014 년2015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계 988 100.00 1,103 100.00 1,232 100.00 1,337 100.00 1,372 100.00

병상100
이하

302 30.57 296 26.84 277 22.48 257 19.22 191 13.92

병상100
병상~200

477 48.28 541 49.05 625 50.73 689 51.53 712 51.90

병상200
병상~300

169 17.11 208 18.86 247 20.05 281 21.02 337 24.56

병상300
병상~400

27 2.73 40 3.63 56 4.55 74 5.53 88 6.41

병상400
초과

13 1.32 18 1.63 27 2.19 36 2.69 44 3.21



표 지역별 인구대비 요양병원 및 병상 현황[ 2-3]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 )

지역

인구현황 십만명( ) 인구대비 기관수 개( ) 인구대비 병상수 개( )

총인구
세65

이상
기관수

십만명당

기관수

세 이상65

십만명당

기관수

병상수
십만명당

병상수

세 이상65

십만명당

병상수

총계 497.06 65.69 1,372 2.76 20.89 253,626 510.26 3,860.90

서울 95.67 12.03 103 1.08 8.56 17,576 183.71 1,461.14

부산 34.05 5.00 190 5.58 38.03 35,932 1,055.37 7,192.36

대구 24.37 3.11 61 2.50 19.61 10,830 444.44 3,480.89

인천 28.23 3.06 64 2.27 20.95 10,593 375.29 3,467.31

광주 14.81 1.66 49 3.31 29.56 13,248 894.36 7,992.04

대전 15.19 1.64 52 3.42 31.75 10,110 665.43 6,172.84

울산 11.37 1.01 43 3.78 42.73 6,116 538.02 6,077.05

경기 120.26 12.86 279 2.32 21.70 48,988 407.34 3,810.23

강원 15.00 2.54 31 2.07 12.20 3,903 260.25 1,536.08

충북 15.49 2.29 41 2.65 17.87 6,595 425.87 2,874.33

충남 22.36 3.52 81 3.62 23.00 14,004 626.20 3,977.30

전북 18.04 3.24 82 4.54 25.34 17,861 989.98 5,520.29

전남 17.64 3.72 68 3.85 18.30 15,333 869.00 4,125.27

경북 26.23 4.68 112 4.27 23.93 19,641 748.88 4,197.22

경남 32.44 4.52 108 3.33 23.88 21,884 674.57 4,839.11

제주 5.90 0.83 8 1.35 9.64 1,012 171.39 1,218.91



표 연도별 요양병원 인력 현황[ 2-4]
단위 명( : )

표 요양병원 개당 인력 현황[ 2-5] 1
단위 명( :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 )

연도 년2011 년2012 년2013 년2014 년2015
연평균

증가율

의사 2,916 3,364 3,871 4,331 4,709 12.73%

한의사 836 1,052 1,244 1,424 1,542 16.54%

간호사 9,405 9,780 12,460 14,635 18,612 18.61%

간호조무사 8,921 9,753 14,458 17,892 23,124 26.89%

물리치료사 3,327 3,971 4,713 5,399 5,756 14.69%

작업치료사 1,180 1,452 1,700 2,153 2,374 19.10%

사회복지사 796 980 1,209 1,322 1,539 17.92%

연도 년2011 년2012 년2013 년2014 년2015

의사 2.95 3.05 3.14 3.24 3.43

한의사 0.85 0.95 1.01 1.07 1.12

간호사 9.52 8.87 10.11 10.95 13.57

간호조무사 9.03 8.84 11.74 13.38 16.85

물리치료사 3.37 3.60 3.83 4.04 4.20

작업치료사 1.19 1.32 1.38 1.61 1.73

사회복지사 0.81 0.89 0.98 0.99 1.12



표 요양병원 병상 개당 인력 현황[ 2-6] 100

단위 명( :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 )

연도 년2011 년2012 년2013 년2014 년2015

의사 2.32 2.27 2.04 1.88 1.86

한의사 0.66 0.71 0.66 0.62 0.61

간호사 7.48 6.58 6.58 6.34 7.34

간호조무사 7.09 6.57 7.63 7.75 9.12

물리치료사 2.65 2.67 2.49 2.34 2.27

작업치료사 0.94 0.98 0.90 0.93 0.94

사회복지사 0.63 0.66 0.64 0.57 0.61



표 의사인력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 현황[ 2-7]

단위 개( : ,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현황: )

표 간호인력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 현황[ 2-8]

단위 개( : ,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현황: )

등급

년2011 년2012 년2013 년2014 년2015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계 988 100.00 1,103 100.00 1,232 100.00 1,337 100.00 1,372 100.00

등급1 821 83.10 936 84.86 1,074 87.18 1,214 90.80 1,254 91.40

등급2 106 10.73 119 10.79 113 9.17 71 5.31 49 3.57

등급3 12 1.21 14 1.27 9 0.73 7 0.52 5 0.36

등급4 3 0.30 1 0.09 1 0.08 1 0.07 0 0.00

등급 이하5 46 4.66 33 2.99 35 2.84 44 3.29 64 4.66

등급
년2011 년2012 년2013 년2014 년2015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계 988 100.00 1,103 100.00 1,232 100.00 1,337 100.00 1,372 100.00

등급1 474 47.98 635 57.57 822 66.72 1,006 75.24 1,065 77.62

등급2 296 29.96 290 26.29 256 20.78 205 15.33 181 13.19

등급3 88 8.91 68 6.17 48 3.90 31 2.32 31 2.26

등급4 33 3.34 20 1.81 15 1.22 11 0.82 2 0.15

등급5 43 4.35 48 4.35 46 3.73 34 2.54 26 1.90

등급6 2 0.20 2 0.18 4 0.32 2 0.15 1 0.07

등급7 3 0.30 4 0.36 4 0.32 2 0.15 1 0.07

등급 이하8 49 4.96 36 3.26 37 3.00 46 3.44 65 4.74

























표 주요국의 요양병원 인증제도 현황[ 2-10]











표 병원특성과 진료비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2-11]

연구자
연구

대상
연구방법 주요결과

강성홍

등(2013)
뇌졸중

데이터마이닝 기법

재원일수 예측모형

병상규모 및 병원 소재지 시도( )

에 따라 재원일수에 유의한 차이

안형식

(1997)

수 정 체 ,

항문,

자궁수술

회귀분석
병상규모 의료인력 설립구분에, ,

따라 진료비에 유의한 차이

정상혁

등(1990)

급성

충수염,

정상분만

회귀분석

건당진료비는 설립구분 소재지, ,

장비소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병상수와 건당진료비는,

양의 상관관계

전보영

등(2016)

요양병원

노인환자

입원기간에 따른

준거집단 비교집단,

특성 비교

장기입원률 높은 병원은 병상규

모 내과 및 신경과 개설비율, ,

의료인력 대비 환자수가 높음

감신

(1997)

산업재해

수지절단
회귀분석

성형외과 개설 정형외과 전문의,

수 병상수 소재지에 따라 요양, ,

일수 증가

한혜경

등(1990)

무작위

계통추출

진료비

회귀분석

입원진료비를 결정하는 설명변수

는 입원일수 전문의수 의료장, ,

비수 등이며 약제비 및 행위료,

등이 의사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

장종문

(2012)

요양병원

입원환자
회귀분석

요양병원의 환자당 입원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

원일수 병상수 간호인력수 병, , ,

상당 의사수 설립구분이며, ,

입원일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병상수 간호인력수 병, ,

상당 의사수임











       

     



 

 

 

 









표 연구변수 주요내용[ 3-1] (n=155,492)

구분 변수 산출기준

독립

변수

병상규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허가병상수

병상 개당100

의사수()
의사수 허가병상수/ × 100

병상 개당100

간호인력수()
간호사수 간호조무사수 허가병상수( + )/ × 100

인증여부() 인증 조건부인증 포함 미인증( ),

통제

변수

지역() 개 시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에 포함16 (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설립구분() 병원 설립주체 개인 법인 공립( , , )

환자중증도()
환자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의료서비스 필요(

정도 및 기능상태에 따라 개 군으로 분류7 )

종속

변수
일당진료비(Y)

요양병원에 건강보험으로 입원한

환자별 총진료비 입원일수/





표 분석대상의 일반특성별 표본 현황[ 3-2] (n=155,492)

구 분 계 년2011 년2012 년2013 년2014 년2015

성별
남성 48,518 8,240 10,049 8,448 9,763 12,018

여성 106,974 17,502 21,682 19,097 22,176 26,517

연령

세미만65 41,702 6,073 8,462 7,596 8,734 10,837

세미만75 28,744 5,471 6,310 4,960 5,536 6,467

세미만85 57,196 9,965 11,792 9,979 11,642 13,818

세이상85 27,850 4,233 5,167 5,010 6,027 7,413

중증도

의료최고도 313 55 47 85 55 71

의료고도 17,108 2,933 3,831 2,940 3,510 3,894

의료중도 65,850 14,192 14,117 10,816 12,515 14,210

의료경도 6,728 929 1,323 1,138 1,317 2,021

문제행동군 9,272 2,635 2,582 1,601 1,420 1,034

인지장애군 37,664 3,446 6,645 7,340 8,846 11,387

신체기능저하군 18,557 1,552 3,186 3,625 4,276 5,918

계 155,492 25,742 31,731 27,545 31,939 38,535



표 연구변수 기술통계량[ 3-3] (n=155,492)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독립

변수

병상규모() 227.45 115.99 30 675

병상 개당100

의사수()
2.57 0.52 0.62 7.41

병상 개당100

간호인력수()
18.04 3.79 2.92 54.26

인증여부() - - 미인증0( ) 인증1( )

종속

변수
일당진료비(Y) 71,909.26 25,964.61 1,699.09 263,770.71



표 요양병원 특성에 따른 일당진료비 현황[ 3-4] (n=155,492)

구 분
표본수

(n)
비 율

일당진료비 원( )

평 균 표준편차

병상

규모

()

병상 이하100 12,947 8.33% 56,234.77 13,854.96

병상100 ~

병상 이하200
61,883 39.80% 67,886.79 23,003.14

병상200 ~

병상 이하300
47,784 30.73% 76,142.00 27,615.07

병상300 ~

병상 이하400
18,596 11.96% 76,274.39 25,265.42

병상 초과400 14,282 9.19% 83,702.38 31,204.12

병상

개당100

의사수

()

명 이하1 154 0.10% 58,258.47 15,633.75

명 명 이하1 ~ 2 14,647 9.42% 63,486.82 24,745.27

명 명 이하2 ~ 3 125,030 80.41% 72,120.40 24,877.81

명 초과3 15,661 10.07% 78,234.95 32,691.87

병상

개당100

간호인력

수()

명 이하10 3,066 1.97% 52,286.03 19,057.63

명 명 이하10 ~ 20 113,090 72.73% 71,603.63 26,468.10

명 이상20 39,336 25.30% 74,317.45 24,215.74

인증여부

()

미인증 120,257 77.34% 69,339.58 24,184.64

인증 35,235 22.66% 80,679.57 29,653.74

계 155,492 100.00% 71,909.26 25,964.53





표 미인증 요양병원의 특성에 따른 일당진료비 현황[ 3-5]

표 인증 요양병원의 특성에 따른 일당진료비 현황[ 3-6]

구 분
표본수
(n)

비 율
일당진료비 원( )

평 균 표준편차

병상
규모

()

병상 이하100 12,887 10.72% 56,183.89 13,853.93

병상100 ~
병상 이하200

57,335 47.68% 67,585.57 22,913.02

병상200 ~
병상 이하300

33,707 28.03% 73,696.08 25,655.55

병상300 ~
병상 이하400

9,895 8.23% 74,330.09 23,829.40

병상 초과400 6,433 5.35% 80,823.90 30,070.52

병상
개당100

의사수

()

명 이하1 154 0.13% 58,258.47 15,633.75

명 명 이하1 ~ 2 13,756 11.44% 63,326.79 24,887.60

명 명 이하2 ~ 3 93,546 77.79% 69,959.36 23,551.22

명 초과3 12,801 10.64% 71,405.15 26,934.85

병상
개당100

간호인력

수()

명 이하10 3,019 2.51% 52,732.72 18,838.16

명 명 이하10 ~ 20 26,477 22.02% 71,758.78 21,979.11

명 이상20 90,761 75.47% 69,186.25 24,725.41

계 120,257 100.00% 69,339.58 24,184.64

구 분
표본수
(n)

비 율
일당진료비 원( )

평 균 표준편차

병상
규모

()

병상 이하100 60 0.17% 67,162.61 8,837.74

병상100 ~
병상 이하200

4,548 12.91% 71,684.13 23,785.46

병상200 ~
병상 이하300

14,077 39.95% 81,998.71 31,046.94

병상300 ~
병상 이하400

8,701 24.69% 78,485.50 26,633.23

병상 초과400 7,849 22.28% 86,061.57 31,910.35

병상
개당100

의사수

()

명 이하1 - - - -

명 명 이하1 ~ 2 891 2.53% 65,957.50 22,288.25

명 명 이하2 ~ 3 31,484 89.35% 78,541.36 27,471.60

명 초과3 2,860 8.12% 108,804.25 38,235.28

병상
개당100

간호인력

수()

명 이하10 47 0.13% 23,593.41 7,832.15

명 명 이하10 ~ 20 12,859 36.49% 79,585.81 27,530.11

명 이상20 22,329 63.37% 81,429.61 30,706.51

계 35,235 100.00% 80,679.57 29,653.74



   



표 회귀분석 결과 요약[ 3-7]

주* :  =0.3236, n=155,492

독립변수  표준오차 t VIF

병상규모

()
49.06

(p<0.0001)
0.57 86.66 1.47

병상 개당100

의사수()
2,668.86

(p<0.0001)
185.01 14.43 3.10

병상 개당100

간호인력수()
385.95

(p<0.0001)
25.45 15.16 3.18

인증여부()
4,058.98

(p<0.0001)
190.00 21.36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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