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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역사회기반 가정건강관리는 재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예방

적, 지지적, 치료적 서비스로[1]로,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 요구도 증가 

등 보건환경 및 사회적 변화로 인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기반 가정건강관리는 이용편이도, 건강지표, 사망률 측면

에서 입원치료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재입원율을 낮추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2,3], 의료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용의 편의

를 도모하고,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도 병상회전율을 높일 뿐만 아

니라 환자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이

재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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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the costs and benefits of a home health care program were examined to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

gram.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included 349 patients in the community who had been registered at a home health care center for 5 

years.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program were analyzed using performance data and health data. The benefits were classified as the ef-

fects of pressure ulcer care, skin wound care and catheters management. The program effect was evaluated on the change of progress us-

ing transition probability. Benefits were divided into direct benefit such as the savings in medical costs and transportation costs, and indirect 

benefits which included saving in productivity loss and lost future income. Results: Participants had an average of 1.82 health problems. The 

input cost was KRW 36.8~153.3 million, the benefit was KRW 95.4~279.7 million. Direct benefits accounted for 53.4%~81.2%, and was higher 

than indirect benefits. The net benefit was greater than 0 from 2006 to 2009, and then dropped below 0 in 2010. Conclusion: The average 

net benefit during 5 years was over 0 and the benefit cost ratio was over 1.00, indicating that the home health care program is econo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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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용의 형평성 및 의료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기반 가정건강관리체계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 지역사회 저소득 계

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 중심 방문간호,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 방문간호가 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어 제도가 확산되기 이전까지는 지역사회 중

심 가정간호사업은 의료사각지대 즉, 1, 2차 의료기관에서 입원을 

종료한 환자나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중증도

의 간호문제를 가지고 있는 재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4,5]. 초기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취약계층 중에서 중증도의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의뢰받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는 점차 저소득 틈새계층에까지 확대되어 취

약계층의 건강문제를 다루었다[5].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의료비 지출의 급등에 대처하기 위

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그 수급권자가 점차 늘어

나면서 사각지대는 축소되었으나,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경우 의

료기관 중심 가정간호, 보건소 중심 방문간호에 비해 전문성 측면에 

있어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6], 또한 장기

요양 방문간호 이용률이 다른 장기요양서비스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

은 점을 미루어 볼 때[4,7-9], 장기요양 방문간호가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에 비해 재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요구도를 더 효과적

으로 충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은 만족도, 이용도, 건강수

준, 삶의 질,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

으나[10,11], 대부분 실제 제공한 간호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아닌 대

상자의 기존 질병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실제적으로 가정간호사가 제

공한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웠다. 또한 사업의 전반적인 타

당성을 평가한 선행 연구[10] 또한 뇌혈관질환만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다. 즉, 실

제 서비스를 의뢰한 건강문제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의 효과를 평가한 문헌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소의 5년간 소규모 패널자료를 통해 재가 취

약계층을 위한 가정간호사업의 효과를 건강문제별로 평가하고자 하

며, 또한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편익과 비용을 제시하는 방

법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추후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기반 간호사업의 장기적인 성과를 비교 분

석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

사업의 효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한 연구이다. 구체적 연구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의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다. 

2) 건강문제별로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의 효과를 분석하

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편익으로 추계한다.

3)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서비스의 투입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5년간 누적한 소규모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재가 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비용-편

익분석에 의해 평가한 연구이다. 분석 관점은 사회적 관점으로서 사

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

료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상태 회복 혹은 악화를 예방하여 상태

를 유지하는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였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의 건강상태와 비교하기 위해 이차문헌 결과와 비교를 통해 가정간

호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어 서비스의 효과로 건강상태의 

회복 혹은 악화가 예방됨에 따라 의료이용이 감소하므로 이를 경제

적 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을 도출하였다. 편익은 의료이용 감소에 따

른 직접적인 의료비용 절감과 의료이용감소에 따른 교통비용 절감액

인 직접편익과 의료이용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 감소와 건강수준 

향상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예방편익인 간접편익으로 나누어 추계하

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서비스에 투입된 비용을 추계하여 이를 

편익과의 비교를 통해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ratio) 2가지 지표로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기관은 지역사회 보건소를 통해 가정간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의뢰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소로, 해당기관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서비스를 제공받은 재가 취약계층 전수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

다. 5년간의 실적자료 및 대상자 건강 관련 자료를 누적하여 구축한 

자료는 가정간호 등록시기가 다르고, 총 서비스 제공기간이 대상자

에 따라 다르므로 시간편차가 있는 불완전 패널로 5년간 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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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49명이었고, 관찰기간은 최소 1개월, 최장 58개월로 총 3,079

개월이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해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와 제공받지 않는 경우

를 비교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1) 비용

가정간호서비스의 투입비용은 가정간호사업 운영비용으로 추계모

형은 equation 1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업비용은 크게 인건비, 재료

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되는데, 선행 연구 결과 본 사업의 비용구조

는 가정간호수가(기본방문료+교통비)와 재료비로 구분되는 바[11], 

본 연구에서 투입비용을 추계할 때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가정간호

수가로 대체하고, 재료비는 별도로 추계하였다. 

Cost=(C1+C2)×n+∑C3i .................................. Equation 1   

         C1: basic visiting fee

         C2: transportation fee 

         C3: material fee

         n: number of visits 

          i: case

비용 중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1회 방문에 해당하는 가정간호수

가에 분석기간 동안 대상자의 가정간호 이용횟수를 곱하여 산출하

였고, 재료비의 경우 가정간호 방문 시 실제 사용한 재료비를 모두 

합계하여 추계하였다. 

2) 서비스 효과

가정간호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문제, 욕창과 상처 등 피부간호

와 카테터 관리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욕창/상처관리의 경

우 드레싱, 체위변경, 감염관리 교육이었고, 카테터 관리의 경우 공

통적으로 카테터 교환, 카테터 삽입 부위 소독, 감염관리 교육이 포

함되며, 카테터 종류에 따라 비뇨기계 카테터는 방광세척, 소화기계 

카테터는 비강영양, 기도관은 흡인간호가 시행되었다. 

가정간호서비스의 효과는 각 건강문제별로 사업의 성과를 도출한 

다음, 이를 이차문헌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도출하였다. 먼저, 가정

간호서비스 성과는 5년간 가정간호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의 건강결

과 정보를 구축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건강상태가 변화하는 전이

확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이확률은 패널개체의 건강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로서 Xi변수의 현재 상태(t)가 Sh로 주어

졌을 때, 다음 시기(t+1)의 상태가 Sk가 될 확률을 의미한다. 즉, 전

이확률은 대상자 각각의 매월 건강상태 자료가 하나의 패널개체가 

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한 개인의 특정 개월의 특정한 건강상태가 다

음 개월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equation 2와 같다. 

Pr (Xit+1=Sk|Xit=Sh) .......................................... Equation 2

         Xit+1: t+1 시점의 Xi 변수

         Sk: t+1 시점의 Xi 변수의 상태

         Xit: t 시점의 Xi변수

         Sh: t 시점의 Xi 변수의 상태

시점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의 전이확률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시

점에 따른 특정 건강상태의 분포표를 도출하고, 초기 상태와 차기 

상태를 가로축과 세로축에 배열하여, 각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

찰수를 기술한 후 전이확률을 계산하였다.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 대상자의 건강문제는 크게 욕창, 상처, 

카테터 관리 3가지로 분류되어, 대상자별로 해당하는 건강문제의 

상태에 대해 월단위로 기록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이확률을 도출하

였다. 욕창의 변화는 욕창발생과 욕창관리의 2가지로 구분하여 산

출하였다. 욕창발생은 초기에 욕창이 없는 대상자가 차기에 욕창이 

발생한 경우로 정하고, 분포표를 작성한 후 전이확률을 도출하였고, 

욕창관리는 욕창의 단계를 통해 전이확률을 도출한 뒤 특정 시점의 

욕창 단계와 다음 시점의 욕창 단계를 비교하여 전이확률을 도출하

였다. 상처관리는 상처의 상태와 상처로 인한 감염 유무로 구분하

여 전이확률을 도출하였다. 카테터 관리 상태는 카테터 관련 감염

유무로 정의하고, 특정시점의 감염여부와 다음시점의 감염여부를 

비교하여 전이확률을 도출하였다. 각 건강상태 변화에 대한 전이확

률은 시간단위에 따른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이를 월 발생률로 

전환한 뒤, 시간단위를 조정하여 연간 발생률로 산출한 뒤 각 년도

의 성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quation 3 [12]을 적용하여 

전이확률을 시간단위를 조정한 발생률로 전환하였다. 

 

 
..................................

 Equation 3

이렇게 도출된 본 연구의 가정간호서비스의 성과를 기반으로 서비

스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서비스 효과는 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상

태에 비하여 제공 이후 건강상태의 호전되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이

차문헌의 결과를 성과와의 비교를 통해 도출하였다. 



565

http://dx.doi.org/10.4040/jkan.2016.46.4.562 www.kan.or.kr

재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욕창 대상자의 가정간호 효과는 욕창예방효과와 욕창관리효과

로, 욕창예방효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욕창발생률과 Perez [13]

의 연구 결과(33.0%)와의 차이로 분석하였고, 욕창관리효과는 욕

창단계별 호전, 유지, 악화율 및 사망률을 도출하였고, 서비스 미시

행시 호전은 없음을 가정하고, 욕창악화예방의 효과는 Sato 등[14]

의 악화율(35.5%)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욕창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효과는 Landi 등[15]의 노인 욕창 환자의 사망률(28.7%)을 적

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처관리효과는 상처호전과 상처감염예방으로 

나누었고, 서비스 미시행시 호전은 없음을 가정하였고, 상처감염률

은 Towfigh 등[16]의 연구 결과(19.0%)와 비교하여 도출하였다. 카

테터 관리 효과는 Guanche-Garcell 등[17]의 연구 결과(22.4%)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3) 편익 

가정간호서비스의 편익은 가정간호서비스로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음에 따라 의료이용이 감소되

므로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의미한다. 편익은 의료이용 

감소에 따른 의료비용 절감과 교통비용 절감인 직접편익과 의료이용 

감소에 따른 생산성 손실 절감과 조기사망 방지에 따른 생명연장의 

간접편익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직접편익은 화폐적 지출의 감소, 

간접편익은 비화폐적 지출의 감소로 정의되며, 산출식은 equation 4

와 같다. 

Benefit=∑{(Ei+OEi)+(Oi×M)}+∑{(Ni+Oi×1/3)×(1-r)×w}+∑(w×hj}

         ...................... Equation 4

         Ei, OEi: medical cost for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care, respectively

         Oi: total number of hospital visits

         M: transportation costs

         Ni: days of hospitalization

         r: rate of immobility

         w: daily wage of unskilled labor

         hj: Hoffman index 

         i: cases

         j: further period of working

(1) 직접편익 

직접편익은 의료이용 절감에 따른 직접적 화폐지출의 감소로 의료

비용 절감편익과 교통비용 절감편익이 포함된다. 의료비용 절감 편익

은 욕창관리, 상처관리, 카테터 관리로 인한 의료비용 절감으로 서

비스 효과수준에 동일 건강문제로 주상병 혹은 부상병으로 입원했을 

경우 발생하는 평균 치료비용을 곱하여 추계하였다[18]. 또한 의료이

용형태는 거동가능여부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대추

계를 예방하기 위해 거동제한이 있는 경우 입원을 한다고 가정하였

고, 거동제한이 없는 경우(도움거동 및 거동가능 대상자)의 경우는 

외래를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의료비 절감 편익을 도출하였다. 

의료비용 절감편익은 건강문제별로 나누어 추계하였다. 욕창발생

예방편익은 욕창예방 효과에 피부상처치료의 평균 치료비용을 곱하

여 추계하였고, 욕창관리편익은 I/II 단계 욕창의 경우 욕창호전 및 

악화감소에 따라 의료이용이 감소된 것으로 욕창호전율에 치료비용

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욕창악화율 및 유지율은 이차문헌과 비교한 

최종 효과에 치료비용과 곱하여 산출하였다. III/IV 단계 욕창의 경

우는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단계이므로 모두 의료이용을 한다

고 가정하고 편익을 도출하였다. 

상처관리편익은 상처가 호전됨으로 의료이용이 감소된 편익, 상

처로 인한 감염률이 낮아 의료이용이 감소된 것을 편익으로 정의하

므로 호전율에 평균 상처치료비용을 곱하여 편익을 도출하였고, 상

처감염 예방 편익은 상처감염 효과에 감염 관련 치료비용에 곱하여 

편익을 도출하였다. 

카테터 관리 편익은 서비스로 인해 카테터 관련 감염률이 낮아져 

의료이용이 감소되는 것을 편익으로 정의하므로 카테터 관련 감염률

과 이차문헌 결과를 비교한 효과에 감염 관련 치료비용을 곱하여 

편익을 도출하였다. 

의료이용 감소에 따라 동반되는 교통비용 절감 편익은 의료비 절

감 편익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방문 횟수에 국민건강영양조

사의 평균 교통비용[19]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간병비용은 대상자

의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유료간병인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을 것

으로 예상되고, 우료간병인을 제외한 간병인 정보에 대한 기초연구

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간접편익 

간접편익은 비화폐적 지출의 감소로 생산성 손실과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의 절감액을 포함했다. 생산성손실 절감 편익은 의료기관 

이용으로 생산 활동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입원, 외래일수에 단

순 노무임금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사회경제적,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이므로 생산성손실이 과대 추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노무임금을 적용하였고, 건강문제로 인해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조기사망 예방에 따른 생명연장편익은 가정간호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이

를 화폐단위로 추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욕창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사망률에 지역사회 노인욕창 환자의 사망률[15]을 적용하

여 사망률 감소효과에 따른 생명연장편익을 추계하였다. 대상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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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함에 따라 인적자본 접근법으로 추계할 

경우 과소추계의 가능성이 있어 사망시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보험

비 지급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보험금 지급방식은 보험에 가입한 대

상자가 사망할 경우 미래에 얻을 소득에 관한 것을 정산해 주는 방

식으로 이를 추계하기 위해 먼저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취업가능기

간을 산출하고, 단순노무 임금에 산출한 취업가능 개월수에 해당하

는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로서 실적자료를 패널자료 형태로 구축하여 서비스 효과를 분석하

였다. 가정간호사업의 편익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건강문

제의 일반적인 경과 및 임상적 지표에 대해서는 이차문헌을 고찰하

여 이에 대한 결과를 인용하였다. 2011년 7월 6일 S대학교 윤리위원

회를 통해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아(승인번호:2011-57), 2011년 7월 

15일부터 2011년 8월 15일까지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상자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문제 현황은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가정간호서비스의 성과는 패널자료에 근거하여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발생률로 전환하여 제시하였다. 가정간호서비스의 비

용과 편익, 순편익은 원단위로 제시하였으며, 편익/비용 비는 실수

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 특성 

5년간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 대상자는 총 349명으로 남녀 

분포는 유사했으며, 평균연령은 68.73세로 대상자의 연령이 높았

다. 활동수준의 경우 거동 제한 대상자가 71.6%를 차지했고, 거동

제한 대상자의 대부분은 와상(bedridden)상태였다. 도움을 받아야 

거동이 가능한 경우는 6.9%였으며, 거동이 자유로운 대상자는 

21.5%였다. 의식수준을 살펴보면, 명료(alert)한 상태가 70.0%, 기

면(drowsy)상태는 21.7%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상자는 의식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등록초기 측정한 활력징후, 

의식수준, 활동수준 등의 기본적인 건강수준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의 가정간호대상자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 

Level II (가정간호대상자)가 30.1%, Level III (입원대상자)가 

69.9%로 나타나 중증도가 높은 대상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서비

스를 의뢰한 건강문제는 1인당 평균 1.82개였으며, 상처문제가 가장 

많았고, 욕창, 카테터 관리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욕창, 상처, 

카테터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건강문제는 49건으로 이는 투

약교육, 복막투석, 혈액검사 등 검사와 교육을 의뢰한 건이었다. 혈

액 검사의 경우 일회성으로 이루어졌고, 교육의 경우 효과지표 구축

이 어려워 49건의 건강문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년간 서비스 기간 동안 사망한 대상자는 총 75명으로 전체 

21.5%였고, Level III, 즉, 중증도가 높은 대상자 61명(81.3%)으로 

큰 비율을 차지했고, 사망자 중 욕창이 있는 대상자가 68.0%로 큰 

비율을 차지했다. 중증도나 욕창분포는 사망분포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망자 중 상처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65.3%, 카테터 보유율은 54.7%였으며, 이는 사망분포와 통계적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2). 

의뢰한 건강문제 별 등록초기 상태를 살펴보면 Table 3와 같다. 

욕창문제로 서비스를 의뢰한 177명의 상태를 보면 욕창은 평균 1.73

개였으며, 호발 부위는 천골/미골 부위와 둔부와 같이 많이 받는 부

분이 65.2%로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Stage III/IV와 같이 깊이 손상

된 욕창이 75.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38명 상처문제를 의뢰한 

대상자는 당뇨성 족부궤양이 63.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수술 상처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카테터 관리를 의뢰한 175명 대상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Health Status at Initial 
Enrollment                                                                            (N=349)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75 (50.1)
 174 (49.9) 

Age (year) 68.73±19.82

Activity level Mobility 
Aid mobility
Immobility

75 (21.5) 
24 (6.9) 

250 (71.6)

Mental 
status

Alert
Drowsy
Stupor
Semicoma
Coma

244 (70.0) 
75 (21.7) 

4 (1.2) 
10 (3.0) 

4 (1.2) 

Severity Level Ⅰ (discharge target)
Level Ⅱ (home care target)
Level Ⅲ (admission target)

0 (0.0) 
105 (30.1) 
244 (69.9) 

Health 
problem* 

Number of problems per person
Wound care
Pressure ulcer care
Catheter management
Others

1.82±0.67 
238 (37.2)
177 (27.7)
175 (27.4)

49 (7.7)

*Multiple answers wer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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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우 평균 1인당 1.36개 카테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유치도

뇨관, 위관, 기관절개관, 방광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2.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 효과와 편익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의 월별 방문건수는 평균 4.8건이었

으며, 사업의 성과를 욕창, 상처관리, 카테터 관리로 구분하여 Ta-

ble 4에 제시하였다. 욕창발생률은 연도별 0.7~4.7%로 나타났고, 

이를 이차문헌과 비교하여 도출한 예방효과는 연도별 28.3~ 

32.3%p였다. Stage I/II 욕창관리 성과는 호전율 0.8~9.9%, 유지

율 85.9~97.6%, 악화율 0.0~7.2%였고, 관리효과는 호전효과 

0.8~9.9%p, 유지효과는 21.4~33.1%p, 악화예방효과 28.3~35.5 

%p였다. Stage III/IV 관리성과는 호전율 0.9~12.5%, 유지율 

87.5~99.1%였다. 욕창 환자의 사망률은 25.9%로 나타났고, 이차

문헌과 비교하여 도출한 사망률 감소율은 2.8%p였다. 상처관리 성

과는 호전율 0.0~7.5%, 상처 관련 감염률 0.0~7.5%였고, 이를 이

차문헌과 비교하여 도출한 효과는 호전효과 0.0~7.5%p, 감염예방

효과 11.5~19.0%p로 나타났다. 카테터 관리 성과는 감염률 

Table 2. Characteristics of Deaths (N=349)

Variables Categories
Alive Death

χ2 (p)
n (%) n (%) 

Severity Level Ⅱ
Level Ⅲ

91 (33.2)
183 (66.8)

14 (18.7)
61 (81.3)

5.92 (.015)

Pressure ulcer No 
StageⅠ/Ⅱ
StageⅢ/Ⅳ

128 (46.7)
56 (20.4)
90 (32.8)

24 (32.0)
13 (17.3)
38 (50.7)

8.31 (.016)

Wound No
Yes

85 (31.0)
189 (69.0)

26 (34.7)
49 (65.3)

0.36 (.548)

Catheter No
Yes

140 (51.1)
134 (48.9)

34 (45.3)
41 (54.7)

0.78 (.377)

Total 274 (100.0) 75 (100.0)

Table 3.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Health Problem

Variables Categories n(%) or M±SD

Pressure ulcer care (n=177) Number of pressure ulcers 1.73±0.91

Location* 
Coccyx/sacral
Buttock
Trochanter
Low extremity 
Others

135 (44.8)
61 (20.4)
40 (13.4)
30 (10.0)
34 (11.4)

Staging
Stage Ⅰ
Stage Ⅱ
Stage Ⅲ
Stage Ⅳ

19 (10.8)
25 (14.1)
68 (38.4)
65 (36.7)

Wound care (n=238) DM foot ulcer
Surgical wound
Others

150 (63.0)
69 (29.0)
19 (8.0)

Catheter care* (n=175) Number of catheters per person 
Foley catheter
Levin tube
Tracheostomy tube
Cystostomy
Drain
Gastrostomy
Colostomy
Blood catheter (chemoport, central catheter)

1.36±0.57
79 (45.1)
52 (29.7) 
36 (20.6) 
23 (13.1) 
16 (9.1) 
15 (8.6) 
11 (6.3)

6 (3.6) 

*Multiple answers wer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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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로, 감염예방 효과는 13.6~20.4%p로 나타났다.

가정간호사업의 의료비용 절감편익은 욕창관리의 경우 연도별 

4,334~1억 947만원, 상처관리 687~2,302만원, 카테터 관리는 

403~1,595만원으로 총 의료비 절감 편익은 2006년 5,424만원에서 

2008년 최대 14,57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여 2010년

에는 9,058원으로 추계되었다. 의료이용 절감에 따른 교통비 절감 

편익은 2006년 173만원이었고, 2007년 최대 440만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10년에는 215만원으로 감소하였다(Table 5). 

의료이용 절감에 따른 생산성 손실 절감편익은 연도별 225만원

~1,529만원이었고, 65세 미만의 대상자의 생명연장편익은 연도별로 

1,139만원~1억 1,498만원 수준이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

호사업의 총편익은 2006년 9,543만원이었으며, 2008년 2억 7,967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여 2010년 1억 1,416만원으로 추계되

었다. 직접편익이 간접편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able 5). 

3.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의 순편익과 편익/비용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의 투입비용은 2006년 3,679만원에

서 대상자 증가와 함께 2008년 1억 5,333만원까지 증가하였고, 이

후 2010년에는 1억 2,169만원 감소하였다.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연도별 순편익은 2006년은 5,864만원에서 2007년 최

대 1억 3,652만원이었고, 이후 감소하여 2008년 1억 2,634만원, 

2009년 1,754만원으로 0보다 컸으나, 2010년에는 순편익이 -753만

원으로 0보다 작았다. 편익/비용 비는 2006년 2.59였으며, 이후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편익/비용 비가 1.00보다 낮은 0.94

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서비스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

한 연구로 5년간 투입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경제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편익과 편익비용비와 같은 경제성 지표

의 경우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한 기존의 연

구[10]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는데, 기존 연구의 경우 뇌혈관 질

환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였고 다른 문제로 서비스를 받은 

대상은 제외함에 따라 전체 사업의 대상자 효과를 평가하였다고 보

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를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를 대부분 

포함하여 건강문제별로 나누어 서비스의 성과와 이를 경제적 가치

인 편익으로 추계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질병의 중증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그리고 

당장 시급한 치료적 간호가 필요한 욕창, 상처, 카테터 관리 등의 문

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20-23]. 현

재 가정간호서비스를 의뢰한 건강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욕창

의 경우 Stage III/IV가 차지하는 비율이 선행 연구에 결과에 비해 

Table 4. Effectiveness of Home Health Care Service

Variables Categories
Changing rate (%)

2006 2007 2008 2009 2010

Outcomes
    (Effectiveness, 
    %p)

Pressure ulcer care
Incidence rate
(Prevention*,%p)

2.8
(30.2)

0.7
(32.3)

4.7
(28.3)

1.5
(31.5)

0.9
(32.1)

Stage Ⅰ/Ⅱ
Improvement rate
Maintenance rate 
(Maintenance effect†,%p)
Deterioration rate 
(Prevention of deterioration‡,%p) 

5.6 
91.7

(27.2)
2.7

(32.8)

1.4 
91.4

(26.9)
7.2

(28.3)

9.9 
85.9

(21.4)
4.2

(31.3)

0.8
95.5

(31.0)
3.7

(31.8)

2.4 
97.6

(33.1)
0.0

(35.5)

 Stage Ⅲ/Ⅳ
 Improvement rate
 Maintenance rate

10.2
89.8 

4.9
95.1 

12.5
87.5

6.2
93.8

0.9
99.1 

Wound care
Improvement rate
Wound Infection rate
(Prevention of infection§,%p)

7.5 
7.5 

(11.5)

6.7 
3.8

(15.2)

1.8 
3.5 

(15.5)

2.9 
1.5

(17.5)

0.0 
0.0

(19.0)

Catheter care 
Catheter Infection rate
(Prevention of infection||,%p)

8.8
(13.6)

6.8
(15.6)

3.7
(18.7)

2.0
(20.4)

4.3
(18.1)

*Prevention=33.0% [15]–incidence rate;†Maintenance effect=maintenance rate–64.5% [16];‡Prevention of deterioration=35.5% [16]–deterioration rate; §Prevention 
of wound infection=19% [17]–Infection rate; ||Prevention of catheter infection=22.4% [18]–Catheter Infe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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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았고[24,25], 만성상처 또한 기존연구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26], 50.0% 이상이 카테터를 사용하고 있었

고, 이중 고도의 관리 기술을 요하는 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가정간호는 기존 

다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22]와는 서비스 제공 형태가 상이하였

다. 대상자 대분이 중증도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의료이

용이 용이하지 않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임에 따라 교육이나 예방활

동보다는 욕창/상처 드레싱, 카테터 교환, 카테터 부위 드레싱 등 직

접적인 치료서비스가 필요하였고, 본 연구의 가정간호는 요구에 맞

는 직접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상자의 대부분은 욕창이나 상처문제를 가

지고 있음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치료간호가 필요하여 방문

횟수는 주 1회 이상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비용은 다

른 연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20,21]. 비용의 경우는 측

정방법이 연구마다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하지만, 대부분 

직접적인 치료 서비스가 많았고, 중증도가 높은 대상자가 많이 분포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간호 비용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주

목할 만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대부분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에 따라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의료서비스

로 대체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 발생할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미

루어 볼 때,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용 뿐 아니라 서비스 또한 욕창, 상처, 카테터 관리 부분에서 

성과를 보였는데, 욕창의 경우 등록시점에 욕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가정간호를 받는 동안 새롭게 욕창이 발생한 비율은 최대 

4.7%로 나타났다. 다양한 위험요소를 가진 대상의 욕창발생률이 

13.3~60.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13,24]. 본 연

구의 대상자와 가장 유사한 집단인 부동 환자의 발생률 33.0%와 비

교해 보더라도 발생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13]. 이는 욕창발생

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 집단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가 체위변경 및 

교육 등을 수행하여 욕창 예방 간호로 인한 효과로 평가된다. 장기

간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감염으로 이어져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므

로 주기적인 상처 드레싱이 필요한[26] 상처 문제도 가정간호사업이 

효과적이었다. 관리되지 않은 상처 감염률 및 합병증 발생률은 

19.0~43.4% 수준인데 비하여[16,27], 본 연구의 상처 감염률은 

0.0~7.5%로 주기적인 관리로 감염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

확한 프로토콜에 의해 체계적으로 상처관리를 시행할 경우의 감염

률이 1.0% 수준이므로[26], 추후 대상자 특성 및 상처의 형태에 대

한 정확한 분석과 상처 치료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마지막, 카테터 관리의 효과는 카테터 관련 감염의 감소로 평

가하였는데, 카테터 관련 감염은 의료기관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지

표 중 하나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유발하므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

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의 카테터 관련 감염률은 최대 8.8%로 나타

났다. 이는 중환자실의 카테터 관렴 감염률 13.0~29.8%에 비해 낮

은 결과였다[17,28] 중환자실의 경우 보유하는 카테터 종류가 다양

하고, 질병중증도가 높지만, 카테터 관리를 철저하게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함에 따라, 중환자실의 카테터 관련 감염률이 다른 환경

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29].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카테터 관

련 감염률이 낮은 것은 가정간호의 효과로 평가된다. 실제 편익을 

Table 5. Cost–benefit Analysis of Home Care Service

Variables Categories
Cost–benefit analysis

2006 2007 2008 2009 2010

Number of participants 62 146 173 100 84

Cost 
(1,000 won)

Total
Basic cost
Material cost

36,789
29,225

7,564

91,722
73,867
17,855

153,328
121,064

32,264

127,589
100,796

26,793

121,692
101,804

19,888

Benefit 
(1,000 won)

Total
Direct benefit 
(% of direct benefit)

Savings in medical cost 
Pressure ulcer care
Wound care
Catheter care 

Savings in transportation cost 
Indirect 
(% of indirect benefit)

Productivity loss savings
Life extension

95,429
55,974
(58.7)
54,243
43,337

6,872
4,034
1,731

39,455
(41.3)
5,549

33,906

228,238
145,764

(63.9)
141,363
106,969

23,016
11,378

4,401
82,474
(36.1)
14,103
68,371

279,665
149,404

(53.4)
145,761
109,467

20,342
15,952

3,643
130,261

(46.6)
15,286

114,975

145,133
100,637

(69.3)
98,028
72,482
14,856
10,690

2,609
44,496
(30.7)
9,886

34,610

114,160
92,731
(81.2)
90,582
66,562
14,169

9,851
2,149

21,429
(18.8)
10,035
11,394

Net benefit (1,000 won) 58,640 136,516 126,337 17,544 –7,532

Benefit cost ratio 2.59 2.49 1.82 1.14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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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 김진현

추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카테터 관련 실태조

사연구가 없어 정확한 추계에 한계가 있었다. 추후 정확한 지역사회 

거주하는 주민들의 카테터 보유실태 및 카테터 관련 감염률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중증도가 높은 대상에게 실질적인 치료적 서비스를 제

공하는 형태임에 따라, 예방효과가 크게 나타나거나 건강수준의 호

전효과를 쉽게 얻을 수 없는 구조이다. 즉, 지역사회에서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같이 예방효과가 커서 편익이 크게 나타나는 

형태의 서비스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

호사업의 순편익은 2010년은 제외하고는 2006년부터 4년간 0 이상

으로 나타났다. 순편익이 0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간호서비스

가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 서비

스의 특성 그리고 보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편

익이 0 이상 나타난 것은 추후 편익추계 시 제외된 항목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순편익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의 경우는 비록 순편익이 0 이하로 나타났으나, 이는 서비스 

기간이 짧아 편익이 낮게 나타난 반면, 비용은 서비스 시작과 동시

에 발생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2008년 장기요양보험도입

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자가 점차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 방문

간호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대상자 감소가 큰 원인으로 평가된다. 장

기요양서비스 도입에 따라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취약계

층의 의료사각지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적으로 장기요

양 방문간호 서비스가 대상자의 건강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누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시행함

에 따라 간병비용과 같이 기록이 없어 측정하지 못한 항목이 있어 

비용과 편익의 과소추계 가능성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사업

에 투입된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정비용은 가정간호수가로 대체

하여 산출하고, 사용한 재료비용에 대해서만 대상자별로 추계함에 

따라 건강문제나 대상자의 중증도에 따른 가정간호사업 투입비용의 

변이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은 있다. 그리고 편익 측정 시 

연구에 적합한 이차문헌이 없을 경우 유사한 상황에 대한 문헌결과

를 인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

고 건강문제별로 접근함에 따라 동시에 여러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의료편익이 과대 추계될 가능성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

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이

다. 연구 대상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S대학교 내에 위치

한 가정간호사업소에 등록된 349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적자료

와 대상자 건강자료를 이용하여 비용과 사업의 효과 및 편익을 분석

하였다. 연구 대상자 1인당 평균 1.82개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었

으며, 상처, 욕창, 카테터 관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동에 제한이 

있는 대상자가 71.6% 해당하고, 가정간호대상자 분류기준으로 입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Level III는 69.9%로 나타나 중증도가 높은 대

상자가 많았다. 5년 평균 가정간호 순편익은 0 이상이었고, 편익/비

용 비는 1.00 이상으로 도출되어, 본 가정간호서비스가 경제성이 있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추후 객관적인 편익 도출을 위해 본 연구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효과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본 연구에서 

평가한 욕창, 상처, 카테터 관리 이외에 가정간호대상자의 빈번한 

건강문제에 대한 서비스의 효과와 편익을 추계하는 후속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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