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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 동안 대전에 위치한 일개 대학병원 퇴원요약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 개인요인 측면과 의료적 측면에서 전원 환자의 특성과 요인을 파악하여 전원환자 관리의 자
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퇴원환자 30,793명중 타 병원으로 전원 된 990명 전체가 대상이었으며, 성
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CART기법에 의한 의사결정나무는 치료결과, 입원경로
등이 타 의료 기관으로 전원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적인 측면보다
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환자들이 전원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이 전원환자 특성 및 요인 분석이 병원
의 지속적인 환자 관리와 환자와의 신뢰를 형성하고 꾸준한 병원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서 론

2. 연구대상 및 방법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
서 환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전원 이유를 정확히 규명해 볼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
의 퇴원요약정보를 활용하여 환자 개인적인 측면과 의료적
측면에서 전원 된 환자의 특성과 요인을 파악을 하고, 병
원경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병원의 환자관리
측면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
로 지역사회의 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
적은 환자의 일반적 특성, 입원경로, 치료 상태 및 퇴원상
태 등을 파악 한 후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전원환자의
특성과 전원요인을 토대로 하여 전원환자 관리의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1
년 동안 대전에 위치한 일개 대학병원 총 퇴원환자 30,793
명 중 타 병원으로 전원 된 99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
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우리나라 병원의 의무기록 퇴
원요약정보와 미국의 UHDDS(1984) 퇴원요약 정보에 공통
으로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토대로 하여 병원평가(보건복
지부, 2007)에서 수집한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진료과별 4항목, 입원형태로는 입원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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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계절, 입원요일별, 입원경로, 입원횟수, 재원일수 6항
목, 진료형태에 관련된변수로는 주 진단, 주 진단 상위 5위
별, 수술유무 3항목, 퇴원형태로는 퇴원월별, 퇴원계절, 퇴
원요일별, 치료결과, 병원전원 사유 5항목 등 18개 항목으
로 구성하였다
2.3 자료분석

최종 수집된 자료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입원형
태, 진료형태, 퇴원형태에 따라 환자 개인적 측면과 의료적
측면에 따라 전원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관련특성을 알아보
기 위해  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원환자를 예
측하기 위해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
용된 모든 자료처리 분석은 SPSS v12.0을 이용하였다.


3. 결 과
3.1 일반적 특성으로 본 전원환자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본 전원환자 특성 중, 성별로는 환자가
원함 일 때가 남자 57.4%로 여자 42.6% 보다 남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개인병원가기위해서와 호전안됨은 남자
와 여자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개인병원가기위해, 호전안됨 그리고 환자가
원함일 때 충남도가 다른 지역보다 모든 군에서 높은 분포
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개인병원가기위해, 호전안됨 그리고 환자가
원함일 때 모든 군에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분포
경향을 보였고 특히 60∼74세군에서 전체 30.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표 1).

[표 1] 전원환자 특성에 따른 일반적 특성
성별
지역별

연령별

개인병원가기위해

호전안됨

환자원함

전체

남자
여자

208(50.6)
203(49.4)

87(49.7)
88(50.3)

232(57.4)
172(42.6)

527(53.2)
463(46.8)

대전광역시
충청도
기타

144(35.0)
205(49.9)
62(15.1)

62(35.4)
81(46.3)
32(18.3)

148(36.6)
205(50.7)
51(12.6)

354(35.8)
491(49.6)
145(14.6)

29세이하
30∼44세
45∼59세
60∼74세
75세이상

41(10.0)
69(16.8)
79(19.2)
110(26.8)
112(27.3)
411(100.0)
(41.5)

15( 8.6)
17( 9.7)
38(21.7)
56(32.0)
49(28.0)
175(100.0)
(17.7)

44(10.9)
40( 9.9)
86(21.3)
133(32.9)
101(25.0)
404(100.0)
(40.8)

100(10.1)
126(12.7)
203(20.5)
299(30.2)
262(26.5)
990(100.0)
(100.0)

합계

3.2 CART 기법에 의한 의사결정나무

본 연구에서 CART 기법에 의해서 얻어진 의사결정나무
를 기초로 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림 1)은 의사결정나무 중 일부를 제시한 것으로 이를 살펴

단위 : N(%)
p-value
0.088
0.491

0.090

보면 특히 치료결과, 입원경로, 등이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
결과 중 호전됨은 입원경로 즉 분만실이나 응급실로 내원
한 경우 개인병원으로 높게 전원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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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은 지속적인 환자관리와 환자와의 신뢰를 형성하면 꾸준
한 병원 방문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요약 및 결론

조상대상 퇴원환자 수 30,793명 중 타 병원으로 전원
된 990명으로 전원율은 3.21%였다. 기존연구에서 전원환자
의 전원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윤 등 1997)은 응급
실에서 전원환자 3.6% (홍 등 2001)은 재입원환자 중 전원
환자 3.1% (김광환. 2001) 퇴원환자 중 전원환자 5.2%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고 (이 등 1998)
은 1년간 21,652명의 응급환자 중 전원환자가 6.6% 이태용
2005 암환자 중 전원환자 14.8%라고 보고 하였다. 조사시
점과 조사기간에 차이가 있어 이 연구와 직접 비교하는데
차이가 있었으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CART 기법에
의한 의사결정나무는 치료결과, 입원경로, 등이 타 의료기
관으로 전원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를 들어 치료결과 중 호전됨은 입원경로 즉 분만실이나 응
급실로 내원한 경우 개인병원으로 높게 전원 됨을 알 수
있다 . 본 연구의 전원가능성의 높은 환자 특성으로는 입
원경로 중 응급실, 내외과계 중 내과계, 내원지역 중 충청
도지역, 연령이 60~74세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 치
료결과가 호전된 환자에 속하는 환자를 관리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전원환자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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