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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 입퇴원 특성
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보건 정책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2016년 환자 데이터셋(HIRA-NIS)에서 조현병이 주진단인 4,692명의 진료비 명세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현병 환자의 재원일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 입퇴원 특성을 설명변수로,
재원일수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원일수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자, 연령, 의료
급여, 병원급, 요양병원, 강원도, 정신질환 부진단, 기타 부진단 등으로 밝혀졌다.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
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함에 의의가 있으며, 중증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향후 중증도에 따른
재원일수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주제어 : 조현병, 재원일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 데이터셋(HIRA-NIS), 주진단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National Health Policy by analysing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Medical institutions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Admission-Discharge on the length of stay in hospital for schizophrenic patients from the data of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The subjects were 4,692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schizophrenia as main diagnosis from the data records of HIRA-NIS 2016.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n the length of sta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hospit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Admission-Discharge were used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length of stay in hospital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 of study showed that female, 
age, medical aid, the kind of hospital, gangweon-do and with mental disease were found to b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ength of sta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use the public data for 
evaluating factors that affect the length of stay in hospital for schizophrenic patients. But this study 
did not consider disease severity, so further study is needed for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factors on 
the length of stay according to disease 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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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병이라 불리던 질환으로 사고

(思考), 감정, 지각(知覺),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
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이다
[1]. 또한 조현병은 일반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
씬 흔한 병이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과 만성
적인 경과는 환자 개인과 가족들, 지역사회에 막대한 정
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보건문제로 남아 있
다[2].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
환 평생 유병률은 25.4%로,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조현병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약 1.8%로 나타났으며 그 수는 
71만명으로 추정 된다고 조사되었다[3]. 한편 2018년 국
민건강보험 보도 자료에서는 국내 조현병 환자는 2012
년 10.1만명에서 2017년 10.8만명으로 약 7%수준으로 
증가하였고[4], 진료비는 2012년 대비 2016년에 약 558
억(9.0%) 증가하였으며, 내원일수의 경우 2012년 대비 
2016년 317,376일(2.5%) 증가하였다[4]. 또한 정신질환
과 관련된 진료비도 연평균 12% 증가하여 전체 진료비 
증가율 6.7%를 매년 상회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8.3조원으로 GDP의 4%를 상
회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이러한 결과는 조현병의 치료를 위해 상당히 많은 공
적 의료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며 따라서 합리적인 자원
의 사용을 위해 조현병 치료에서의 재원일수현황을 분석
하고 그에 기반한 의료제도 재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기준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는 2012년 16.1일에서 2.4일 증가한 18.5일이
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재원일수 8.2일에 2배 이상 높
으며 가장 재원일수가 긴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평균 
재원일수가 길다[6]. 

과도한 입원은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특히 노
인 환자의 경우 급성질환으로 입원 후 2차 기능 및 건강 
악화 등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7-8]. 조현
병 환자의 경우 재원일수는 환자에 적합한 의료서비스와 
의료비 부담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환자중심으
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비용부담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환자중심의 재원일수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조현병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조현병 자체

를 연구한 임상분야 연구는 종종 이루어졌으나 조현병 
재원일수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정
신보건시설 또는 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원기간을 다
룬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9-11]. 조현병 환자의 
재원일수 결정요인을 다룬 연구는 차선경과 김성수
(2013)의 연구가 유일하다[12]. 

실제로 몇몇의 연구에서 환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병원
특성 등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조현병 
환자 재원일수 분석도 필요한 시점이다[13-15]. 따라서 
조현병 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들 간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관련 연
구나 임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재원일수
에 관하여 보다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여 심층적 
분석으로 시도하려 한다. 또한 연구대상의 기술적 통계량
과 집단별 차이분석을 통해 다양한 집단 간 재원일수 차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재원일수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어떤 요인이 재
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조현병 환자의 
재원일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보건의
료 정책과 제도의 보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려 한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본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반인에게 유료로 

공개되는 건강보험 청구데이터(HIRA-NIS 2016-0089)
를 활용하였다.1) 본 연구에서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선
정한 이유는 조현병 환자와 관련 의료기관 정보에 관해 보
다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
의 분석을 위한 2016년 전체 환자 데이터셋(HIRA-NIS)
은 1년간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진
료내역과 처방내역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구간(5세 단위)
에 따른 환자단위 층화계통 추출한 자료이다. 2016년 조

1) 본 연구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의 분석 의견
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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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 환자의 재원일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
초 입원년도가 2015년 이전이고 분리 청구건인 경우를 
삭제한 후 모집단 환자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동일 에
피소드를 합산하여 입원청구 건수를 산출하였고 주진단 
질병코드가 F20(조현병)에 해당하는 명세서를 추출하여 
조현병 청구건수 및 실환자수를 산출하였다. Table 1은 
이러한 방법으로 선정된 조현병 실환자수 4,692명, 청구
건수 15,449건을 보여주고 있다.

actual 
number of 

patients 

claim 
case

LOS*

mean sd

Total inpatients 964,746 1,730,336 9.08 19.22

patients with 
schizophrenia 4,692 15,449 38.15 54.77

LOS* : Lengyh of stay

Table 1. Status of all inpatients and those with 
schizophrenia 

 

 
2.2 측정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원일수이다. 재원일수는 입원 
시점부터 퇴원까지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최종 종
결까지 소요되는 날 수를 의미한다. 입원일과 퇴원일 중 
1일을 뺀 재원일수인 단입법을 이용하여 재원일수를 계
산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
성, 입퇴원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는 성별, 연령, 보험 유형이었고 의료기관 특성 변수는 
병상규모,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이 위치한 병원 소재
지로 설정하였다. 입퇴원 특성에 관한 변수는 입원 경로, 
퇴원 후 향방, 정신질환 부진단 유무와 기타질환 부진단 
유무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3.1.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의료기관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의료기관 특성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57.08%로 여
자 42.92%보다 14.16% 많았다. 연령은 40∼64세가 
66.29%로 가장 많았고 20∼39세가 24.93%, 65세 이상
이 7.24%, 0∼19세가 1.54%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유형
은 의료급여가 52.84%로 건강보험 47.16%보다 많았으

나 큰 차이는 없었다. 병상규모는 100∼299병상에서 
50.06%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00∼599병상 
22.21%, 99병상미만 15.50%, 600∼999병상 11.24%, 
1000병상 이상 0.9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에서는 절반이상인 68.94%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
였고 다음으로 의원이 13.90%, 종합병원이 8.59%, 요양
병원이 5.90%, 상급종합병원이 2.67%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소재지는 경상도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각 각 
36.40%, 36.22%로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전라도 14.62%, 충청도 9.33%, 강원도 3.02%, 제
주도 0.42% 순이었다. 

 Variable N %

sociodemo
graphic 

characterist
ics

gender
male 8,819 57.08 

female 6,630 42.92 

age

0∼19 238 1.54 

20∼39 3,851 24.93 

40∼64 10,241 66.29 

≥ 65 1,119 7.24 

Type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 7,286 47.16 

Medical Aid 8,163 52.84 

Characteris
tics of 
Medical 

Institutions

bed

100 < 2,395 15.50 

100~299 7,734 50.06 

300~599 3,431 22.21 

600~999 1,737 11.24 

≥1000 152 0.98 

Type of 
institution

Specialized general 
hospital 413 2.67 

General hospital 1,327 8.59 

Hospital 10,650 68.94 

convalescent hospital 912 5.90 

clinic 2,147 13.90 

Region

seoul, gyeonggi, incheon 5,595 36.22 

chungcheong-do 1,441 9.33 

jeolla-do 2,259 14.62 

gyeongsang-do 5,623 36.40 

ganawon-do 466 3.02 

jeju-do 65 0.42 

Table 2.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3.1.2 연구대상자의 입퇴원 특성
연구대상자의 입퇴원 특성은 Table 3와 같다. 입원경로

는 외래를 경유한 경우가 91.0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응급실을 통한 입원은 8.94%이었다. 퇴원후 향방은 귀
가가 99.39%이고 타병원이 0.61%였다. 주진단을 제외한 
부가진단에서 정신질환 부진단이 있었던 환자는 42.5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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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
Length of stay

mean sd cv t or f P-value

 sex
Male 37.53 53.79 1.43

-1.61 0.1074
Female 38.97 56.04 1.44

age

0∼19 17.76 32.07 1.81

79.53 <.0001
20∼39 28.99 49.29 1.70

40∼64 40.52 55.52 1.37

≥ 65 52.34 63.20 1.21

 Type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 28.42 50.66 1.78
-21.31 <.0001

Medical Aid 46.84 56.80 1.21

beds

100 < 28.85 46.14 1.60

40.55 <.0001

100～299 38.11 56.82 1.49

300∼599 46.40 59.67 1.29

600∼999 36.15 44.96 1.24

≥1000 23.20 20.79 0.90

 Type of 
institution

Specialized general 
hospital 24.60 22.67 0.92

51.04 <.0001

General hospital 30.15 39.89 1.32

Hospital 40.97 58.05 1.42

convalescent 
hospital 48.77 58.15 1.19

clinic 27.22 45.49 1.67

Region

seoul, gyeonggi, 
incheon 38.04 55.08 1.45

65.05 <.0001

chungcheong-do 49.19 61.04 1.24

jeolla-do 45.92 59.25 1.29

gyeongsang-do 30.17 47.28 1.57

ganawon-do 62.71 70.73 1.13

jeju-do 46.77 59.23 1.27

hospitaliza
tion route

out-dept. 39.43 56.64 1.44
16.89 <.0001

Emergency Room. 25.07 26.14 1.04

 after 
discharge

 home 38.14 54.81 1.44
-0.20 0.8412

transfer 39.12 46.95 1.20

with other 
mental 

disorders 

No 32.74 48.82 1.49
-13.90 <.0001

Yes 45.45 61.15 1.35

with other 
disease

No 26.10 40.32 1.54
-28.00 <.0001

Yes 50.16 63.88 1.27

Table 4. A Comparative Study on the Average LOS 
by General Characteristics

였으며 기타 부진단이 있었던 환자는 50.07%로 나타났다.

 Variable N %

 Admission-
discaharge 

characteristics

hospitalization 
route

out-dept. 14,068 91.06 

Ermergency 
room 1,381 8.94 

 after 
discharge

home 15,354 99.39 

transfer 95 0.61 

with other 
mental 

disorders 

No 8,874 57.44 

Yes 6,575 42.56 

with other 
disease

No 7,713 49.93 

Yes 7,736 50.07 

Table 3. Characteristics of Admission-Discharge of a 
Study Subject

3.2 평균재원일수 차이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재원일수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별로는 여자는 평균 38.97일이고 남자는 평균 

37.53일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은 65세 이상 환자가 평균 52.34일로 가장 
길었고 다음이 40∼64세가 40.52일, 20∼39세가 28.99
일, 0∼19세 환자가 17.76일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
을수록 평균재원일수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
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험유형별로는 의료
급여로 입원한 환자가 평균 46.84일 이었으며 건강보험
이 28.84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병상
규모별로는 300∼599병상에서 평균이 46.40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100∼299병상이 38.11일, 600∼
999병상에서 36.15일, 99병상 미만에서 28.85일, 
1,000병상 이상에서 23.20일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평
균재원일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48.77일로 가
장 길었고 다음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40.97일, 종합병원 
30.15일, 의원 27.22일, 상급종합병원 24.60일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병원 소
재지별로는 강원도가 62.71일로 가장 길었고 충청도 
49.19일, 제주도 46.77일, 전라도 45.92일, 서울·경기·인
천 38.04일, 경상도 30.17일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입원경로에서는 외래가 39.43일로 응급 25.07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퇴원 후 향방은 타병원이 
39.12일이었고 귀가가 38.14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진단을 제외한 부가진단으로서 정신질환 부진단이 

있는 경우는 45.45일로 없는 경우 32.74일보다 유의하
게 평균재원일수가 높았으며 정신질환을 제외한 기타 부
진단은 있는 경우는 50.16일로 없는 경우 26.10일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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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t p

(constant) -7.52 -1.28 0.2014

gender
male(reference)  

female 2.32 2.73 0.0063

age

0∼19(reference)  

20∼39 11.84 3.37 0.0008

40∼64 16.14 4.62 <.0001

≥ 65 25.03 6.63 <.0001

Type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reference)  

Medical Aid 16.50 17.26 <.0001

bed

100 <  

100~299 -3.17 -0.95 0.3406

300~599 2.68 0.79 0.4319

600~999 3.80 1.05 0.2916

≥1000 0.94 0.15 0.8825

Type of 
institution

Specialized general 
hospital(reference)  

General hospital -0.86 -0.24 0.8138

Hospital 16.75 4.67 <.0001

convalescent hospital 13.15 3.26 0.0011

clinic -1.10 -0.22 0.8249

 Region

seoul, gyeonggi, 
incheonreference)  

chungcheong-do -1.45 -0.90 0.37

jeolla-do -4.12 -2.88 0.004

gyeongsang-do -11.70 -10.87 <.0001

ganawon-do 7.63 2.98 0.0029

jeju-do 2.79 0.43 0.6643

hospitalizatio
n route

out-dept.(reference)  

Emergency Room -13.86 -9.03 <.0001

after 
discharge

home(reference)  

transfer -8.18 -1.54 0.1248

with other 
mental 

disorders 

No(reference)  

Yes 7.99 8.63 <.0001

with other 
disease

Noreference)  

Yes 23.16 25.29 <.0001

 R2=0.1205 Adj-R2=0.1192
F=96.07 (p<.0001)

Table 5.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LOS3.3 재원일수 영향 요인
조현병 전체 환자의 재원일수 영향요인의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일 경우 남성일 경우에 비해 재원일수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0~19세에 비해 20~39세, 40~64세, 65세 이상 연령대
가 유의한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보험유형에서는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가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특성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병상 
규모에서는 1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에 비하여 
300~599병상, 600~999병상, 1000병상 이상에서 의료
기관에서 재원일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100~299병상에서는 반대로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의
료기관 종별구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 비하여 병원, 요
양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재원일수가 정(+)의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병원, 의원급에서는 
재원일수가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구분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에 비하여 강원도, 제주도 지
역에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
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에 비
하여 재원일수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입퇴원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 영향요인 결과를 보면,

입원경로에서는 외래로 내원한 경우에 비해 응급으로 
내원한 경우에 재원일수가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퇴원 후 향방에서는 귀가인 경우에 비
해 타 병원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재원일수가 유의한 부
(－)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진단을 제외한 
부가진단에서 정신질환 유무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정
신질환이 부진단에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가 재원
일수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부가진단에서 정신질환이 아닌 기타 부진단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있는 경우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
인 전체 환자 데이터셋(HIRA-NIS)을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 입퇴원 특성

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전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9.08일이었고 조현

병 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38.15일로 나타났다. 조현병
으로 퇴원한 환자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가 8,819명
(57.08%), 여자가 6,630명(42,92%)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남자와 여자의 조현병 환자 구성비는 
6:4로 본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16]. 성별에 
따른 재원일수는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유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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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환자의 재원일수가 
남자환자보다 더 길었으며, 이는 성별에 따른 입원기간에
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10]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타 논문에서 재원일수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은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성별의 차이와 관계가 없음
을 시사하고 있다. 연령은 0~19세에 비해 20~39세, 
40~64세, 65세 이상 연령대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65세 이상에서 평균 재원
일수가 가장 길었고 이 결과는 김윤 등 의 결과[17]와 일
치하였지만 Stevens A, Hammer K, Buchkrener G의 
논문[18]에서는 연령이나 성별은 재원일수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령대별 재원일수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보험유형에서는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
험 환자의 재원일수는 28.42일 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
수는 48.84일로 나타나 김윤 등의 연구결과[17]와는 차
이가 있었다. 이는 낮은 정신과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건
강보험 환자를 조기 퇴원으로 유도하는 병원정책 때문으
로 추정되어진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낮은 일당 진료
비 수준이 장기입원으로 이어져 재원일수가 길어지는 것
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의 본인부담률 차이가 재원일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최
소화가 예상될 수 있다. 재원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 서
비스 제공량이 감소한다는 보고[17]도 있어 적정한 재원
일수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
원일수 관리를 위하여 장기입원료 체감제, 요양병원 입원
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정책 등 입원료 관리 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재원일수 기준일을 정하여 일당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조
현병환자의 중증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중증도에 따른 
재원일수의 차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병상규모에서는 300~599병상, 100~299병상, 600~999
병상, 100병상미만, 1000병상 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조현병 
환자의 병원 선호도가 급성기 환자의 선호도와 차이가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비교에서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보다 정신병원이 속해 있는 병원급 에서의 평균 환
자수가 약 2배 많았으며 이는 김윤 등의 결과[17]와 일치
하였다. 조현병의 특성상 종합병원보다는 환자가 치료를 

위해 선택하는 선호도가 높은 병원이 정신전문병원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병원소재지에 대한 결과는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전라도, 서울경기인천, 경상도 순으로 나
타났다. 차선경, 김성수의 결과[12]와도 일치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 많은 정신병원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입원경로에서는 외래로 입원한 경우에 비해 응
급으로 입원한 경우 재원일수가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래를 통한 평균재원일수가 응급
실을 통한 평균재원일수보다 약 1.5배 정도 길었으며 이
러한 결과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따른 집중적인 중재와 
치료가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환자가 정신질환을 부진단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재원
일수가 길었으며, 정신질환 외에 기타 부진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역시 재원일수가 더 길었다. 이는 차선경, 김
성수의 논문[12]과 일부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조현병은 동반질환이 재원일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추정되어지며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하여 중증 정신
질환자 등록 및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입원이 장기화 될수록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신체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현병
에 대한 치료는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에 실시되고 있는
데, 환자개인이나 가족이 부담하여야 하는 짐을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이나 보건정책 입안으로 재원일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환자의 의료비용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조
현병 환자에 대한 재원적절성 향상을 기초자료로 활용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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