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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troduction : 최근 의료기  내 진료비 정산으로 인한 산화사업이 극 추진되면서 각 의료기

은 생성된 자료의 목 과는 무 하게 량의 자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병원경 과 련하게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Objectives : 병원 입원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입원환자의 이탈요인을 악

하여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 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Method : 본 연구는 일

개병원을 퇴원환자를 상으로  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동안의 퇴원환자 데이터를 기반으

로 연구되었다. 퇴원환자 38,359명의 병원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동일 연구기간 외래 데이터 

375,659건의 외래환자 데이터와 비교하여 퇴원환자  재입원 약  외래진료 약 부도여부를 비교

하는 후향  연구를 수행하 다. 2008년 1월 1일 기  재입원 약  외래진료 약부도 발생여부를 

기 으로 계속진료환자 그릅과 이탈환자그룹을 생성하 다. 복을 제거한 총 상은 3,503명이 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 로 퇴원환자의 이탈률이 높은 환자그룹을 집  리하여 

이탈을 방지하고 심을 갖고 향후 잠재  이탈 고객을 다시 유입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1. 서론

1.1. Background

   최근 의료기  내 진료비 정산으로 인한 산화

사업이 극 추진되면서 각 의료기 은 생성된 자료

의 목 과는 무 하게 량의 자료를 지니고 있으면

서도 병원경 과 련하게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못

하다． 병원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 이

탈 방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표 화된 데

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로세스 개선하도록 하

여 고객에게 질 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병원에서는 고객서비스를 증 하기 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란 량의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알려

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최근에 병원경  입장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고객서비스 향상에 활용하고 있는 실

정이다.

1.2. Objectives

   병원 입원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입원환자의 

이탈요인을 악하여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 인 의

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Methods

   본 연구는 일개병원을 퇴원환자를 상으로  

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동안의 퇴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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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되었다. 퇴원환자 38,359명의 

병원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동일 연구기간 외래 

데이터 375,659건의 외래환자 데이터와 비교하여 

퇴원환자  재입원 약  외래진료 약 부도여

부를 비교하는 후향  연구를 수행하 다. 2008년 1

월 1일 기  재입원 약  외래진료 약부도 발

생여부를 기 으로 계속진료환자 그릅과 이탈환자그

룹을 생성하 다. 복을 제거한 총 상은 3,503명

이 다.

    퇴원환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이후 로지스

틱 회귀분석, 신경망모형, 의사결정 모형의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 다. SPSS ver 15.0 & SPSS 

clementine ver 10.0을 사용하 다.

3. 결과

1.1. 일반  특성, 내원상태, 진료상태에 따른 이탈

환자 분석

   성별에 따라 계속진료환자그룹은 남자 743명

(55.7%) 여자 1,375명(63.4%)이었고, 이탈환자는 남자 

592명(44.3%) 여자 793명(36.6%)로 나타났다. 이탈화

자그룹  20 가 48명 42.9%로 다른 연령 와 비교

하여 높은 이탈률을 나타냈다(p<0.003). 보험유형에 

따른 이탈유무를 조사한 결과 산재보험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90명(48.6%)이 가장 높은 이탈률을 보 다

(p<0.003). 입원경로에 따른 이탈률을 조사한 결과 

응 실로 들어온 환자가 외래로 입원한 환자의 이탈

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입원경험 유무에 

따른 분석결과 처음 입원한 환자의 이탈이 다입원 

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2). 수술유무에 따른 

분석결과 수술하지 않은 환자가 수술하고 이탈한 환

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8). 암환자를 14암 질환

군으로 분류 하 을 때 .뇌  추신경계군는 이

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0).

1.2. 입원환자의 특성

   재원일수는 두 그룹모두 1-5일, 6-10일, 순이 으

나, 특이하게 21일 이상 입원한 비율도 높았다

(p<0.001). 퇴원과는 두 그룹모두 외과계가 내과계보

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p<0.020).  환자유형은 일

반환자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p<0.000).  진료 약

은 약보다는 미 약에서 높게 나타났다(p<0.000).

1.3. 퇴원환자 이탈 측모형

1.3.1.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측모형 

  퇴원환자의 요인  이탈여부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지역, 수술여부, 진료

약, 환자유형, 퇴원과, 퇴원년 변수 다. 이탈환자 

측 정확도는 69.5% 다. 

․Logit(이탈)=-.49-.14(성별)-.11(연령)+.17(지

역)+.13(수술여부)-.45(진료 약)-.46(환자유형)-.27(퇴

원과)-.43(퇴원년)

1.3.2. 별분석을 통한 측모형 

  퇴원환자의 요인  이탈여부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독립변수는 성별, 지역, 특진, 진료시간, 요일, 

재진여부 변수 다. 이탈환자 측 정확도는 

67.3% 다. 

․진료함수 = -.75-.05(성)-.04(연)-.06(지)-.01

(보)+.03( )-0.02(입)+0.02(재)-.05(수)-.18( )-.02

(비)-.18(환)+.09(과)+.17(년) 

․이탈함수 = -.83-.08(성)+.06(연)+.10(지)-.02

(보)-.04( )+0.04(입)+0.03(재)+.08(수)+.28( )+.03

(비)+.28(환)-.14(과)-.27(년)

1.3.3.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한 이탈유형

  환자유형에 따라 3군집으로 분류하 을 때 평균재

원일수와 평균 진료비는 낮고 수술치료를 하지 않은  

2군집에서 가장 높은 이탈을 보 다(p<0.000).

4. Discussion  

   본 연구에서 이탈환자에 한 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들을 이용한 환자 의료정보와의 연계를 통하

여 이탈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요소를 찾으면서 고

객의 의료만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 한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 로 퇴원환자의 

이탈률이 높은 환자그룹을 집 리하여 이탈을 방

지하고 심을 갖아 향후 잠재  이탈 고객을 다시 

유입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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