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8년 기준 

14.3%로 OECD 평균 17.2%보다 낮은 수준이지만[1] 

그 증가 속도가 빨라, 2025년에는 현재의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노

인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에 이환되는 경

우가 많으며, 두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는 복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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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응급실로 전입된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유무에 관한 특성 및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에서 만성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장기

요양병원에서 전입된 고령 환자들의 수는 13,608건이었다. 복합만성질환자 중 75세 이상이 79.9%이며, 복합만성질

환으로 입원한 비율은 74.0%로 나타났다. 응급실 재실시간은 복합만성질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P<0.001), 

복합만성질환의 유병률은 응급실 내원환자와 응급실 경유 입원환자의 교차비(Odds ration, OR)에서 광주(OR 

8.899 vs. 8.142)와 전북(OR 13.865 vs. 10.676)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복합만성질환의 유무에 

대한 환자들의 특성들이 연령과 지역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노인, 요양병원, 응급실, 복합만성질환, 전원, 전입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ce of multiple chronic diseases (MCDs) 

in older adults who transferred from long-term care hospitals (LTCHs) to emergency departments 

(EDs). According to the data from the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19, the number of older adults transferred from LTCHs to the ED due 

to chronic diseases was 13,608. Among those who MCDs, 79.9% were over 75 years old, and 74.0% 

were hospitalized for MCDs. The length of stay in the ED differed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MCDs (P<0.001). As for the prevalence of MCDs, the odds ratio (OR) of the ED and in the 

hospitalized patients was high in Gwangju (OR 8.899 vs. 8.142) and Jeonbuk (OR 13.865 vs. 10.676). 

As described above,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regarding the presence of MCDs varied according 

to age and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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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의 유무는 노인

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인의 약 85-89%가 

최소 1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60-74%는 최소 

2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4]. 

복합만성질환은 건강을 더욱 악화시켜 광범위하게 사

회적 자원을 소비시키는 원인이 되고[5] 더불어 응급실 

방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러한 사회

적 배경은 의료서비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서 감당해야 할 의료비를 증가 시킨다[7]. 실제로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노인진료비는 2015년 3,620천원에

서 2019년에는 4,910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8]. 

또한 만성질환에 이환된 노인들의 경우, 가정 내에서 24

시간 보호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요양병원(Long-term 

care hospital)에 장기 입원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증가는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를 증

가시켰고, 이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요양병

원은 2000년 19개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

는 1,577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8]. 요양병원이란 의

료법 근거 하에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된 의료기관을 말하

며, 30개 이상의 병상이 설치 되어야한다[9]. 요양병원

에 입원 중인 노인들은 노인성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가

진 경우가 많고, 이는 정형화 되지 않은 다양한 증상으

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노화로 인한 자연스

러운 변화인지 또는 질병의 악화로 인한 증상인지를 판

단하기가 어려워 우선적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

다[10].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응급실로 전입된 고령 환

자는 중증인 경우가 많아, 검사 및 처치 등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11]. 이러한 현상들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의 장애물이며, 응급실 업무를 가중

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는 환자들로 하여금 응급실 진

료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응급실로 전입된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복합만성질환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복합만성질환 유무에 따라 환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만성질환의 범위는 한국의료

패널에서 정의된 8개 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결핵)으

로 설정하였고[1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제7차 개정판 

코드를 이용하여 진단코드를 확정하였다. 또한 전국 응

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된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등록체계인 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의 자

료를 활용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양병원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전입된 65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실 퇴실진

단이 주진단 또는 부진단인 8개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이 1개인 경우는 비복합만성

질환(Single chronic disease, SCD), 만성질환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복합만성질환(Multiple chronic disease,

MCD)으로 정의하였고[13], 연령은 65-74세와 7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종별은 권역응급

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나누었다. 지역은 16

개 시·도로 구분하였고(세종특별자치시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이 없음), 응급증상 유무는 

응급과 비응급으로 분류하였으며, 중증도 분류 결과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 도구(Korea triage and acuity 

system, KTAS)에 따라 1-5로 중증도를 구분하였다. 

응급진료결과는 귀가, 전원, 입원, 사망, 기타로 구분하

였고, 입원경로는 일반 병실로 입원과 중환자실 입원으

로 나누었으며, 입원 후 결과는 퇴원(요양병원으로 전

원 포함), 전원, 사망, 기타로 구분하였다. 또한 재실시

간은 응급실 내원일시와 퇴실일시까지의 차를 계산하

였고, 입원일수는 응급실 퇴실일과 입원 후 퇴원일까지

의 차이를 일수로 나타냈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와 응급실 경유 입원환자의 복

합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비교에서는 교차

분석인 카이제곱(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고, 이

를 빈도 및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응급실 재실시간과 

입원일수는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법인 맨 휘

트니(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고, 중앙값(Median)

과 사분위수범위(Inter-quartile range)로 나타냈다. 그

리고 복합만성질환 유무가 응급실 내 진료 특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고,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으로 나타냈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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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SPSS Statistics 23 (IBM Corp., Armok, NY, USA)

과 R 3.3.5 (https://www.r-project.org/)를 이용하였고, 유의

확률 P가 0.05 미만인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

구윤리위원회 심의 면제를 승인 받았다(H-1911-108-004).

3. 연구결과

Fig. 1과 같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65세 이상은 

1,378,786건(23.3%)이며, 이 중 만성질환을 보유한 경우는 

360,768건(26.2%)이었다.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에서 

내원경로가 '외부에서 전입'은 80,456건이며, 이 중 요양병

원에서 전입된 경우는 13,608건(16.9%)으로 나타났다.

ED: Emergency department, LTCH: Long-term care hospital

Fig. 1. Flowchart of study data

Table 1의 응급실 환자의 복합만성질환 유무에 따

른 특성 비교에서 연령은 75세 이상(SCD 75.8% vs. 

MCD 79.9%)이 높았으며(P<0.001), 성별에서는 여자

(SCD 57.9% vs. MCD 60.5%)가 높게 나타났다

(P=0.046). 응급의료기관 종별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

터(SCD 44.8% vs. MCD 51.2%)와 지역응급의료센터

(SCD 55.2% vs. MCD 48.8%)의 차이가 있었고

(P<0.001), 지역에서는 16개 시‧도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1), 이 중 서울(SCD 18.2% vs. MCD 

14.4%), 경기(SCD 19.3% vs. MCD 10.5%), 광주

(SCD 4.7% vs. MCD 11.7%)와 전북(SCD 7.8% vs. 

MCD 28.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급증상 유무에서

는 응급(SCD 94.5% vs. MCD  96.8%)의 비율이 높았

고(P<0.001), 중증도 분류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1). 응급진료결과에서는 입원(SCD 62.4% 

vs. MCD 74.0%)이 가장 높았고(P<0.001), 응급실 재실

시간의 중앙값(사분위수범위)은 SCD 308(183-570)분

과 MCD 356(215-841)분으로 차이가 있었다(P<0.001).

입원환자의 복합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특성 비교에

서 연령은 75세 이상(SCD 77.1% vs. MCD 79.8%)이 

높게 나타났다(P=0.038). 응급의료기관 종별에서는 권

역응급의료센터(SCD 45.8% vs. MCD 50.9%)와 지역

응급의료센터(SCD 54.2% vs. MCD 49.1%)의 차이가 

있었고(P=0.001), 지역에서는 16개 시‧도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서울(SCD 15.3% vs. 

MCD 13.3%)과 경기(SCD 20.4% vs. MCD 11.4%), 

광주(SCD 4.7% vs. MCD 13.0%)와 전북(SCD 7.3% 

vs. MCD 25.1%)이 높게 나타났다. 응급증상 유무에서

는 응급(SCD 97.3% vs. MCD 98.4%)의 비율이 높았

고(P=0.035), 입원경로는 일반 병실로 입원(SCD 66.0% 

vs. MCD 62.4%)이 중환자실 입원(SCD 34.0% vs. 

MCD 37.6%) 보다 높았으며(P=0.016), 응급실 재실시

간은 SCD 319(199-590)분과 MCD 355(213-864)분

으로 차이가 있었다(P<0.001). 그러나 성별(P=0.131), 

중증도 분류 결과(P=0.185), 입원 후 결과(퇴원 SCD 

68.6% vs. MCD 70.9%; 사망 SCD 21.4% vs. MCD 

18.9%; P=0.118)와 입원일수(P=0.972)는 복합만성질

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Fig 2는 응급실 환자의 특성들과 복합만성질환 유무

와의 연관성을 나타낸 것으로 지역(부산, 광주, 전북), 

응급증상 유무(응급)와 응급진료결과(입원, 사망)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P<0.05). 복합만성질환이 있을 확률의 

OR과 95% CI에서는 지역의 부산(OR 4.542; 95% CI  

1.092-18.894), 광주(OR 8.899; 95% CI 2.142-36.965)

와 전북(OR 13.865; 95% CI 3.354-57.310)이 높게 나타

났다. 응급증상 유무에서는 응급(OR 1.650; 95% CI 

1.218-2.236)이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진료결과에서는 입

원(OR 2.392; 95% CI 1.188-4.820)과 사망(OR 2.132; 

95% CI 1.013-4.611)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 환자의 특성들에서 복합만

성질환이 있을 확률을 살펴보면, 지역의 경우 제주를 기준

으로 광주(OR 8.142; 95% CI 1.940-34.172; P=0.004), 

전북(OR 10.676; 95% CI 2.558-44.562;P=0.001)이 높

은 결과를 보였으며, 나머지 13개 지역은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0.05). 응급증상 유무에서는 응급(OR 2.205; 95% 

CI 1.351-3.599; P=0.002)이 높게 나타났고, 입원경로는 

중환자실 입원에 비해 일반병실로의 입원(OR 0.864; 95% 

CI 0.754-0.991; P=0.036)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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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ED Hospitalization

SCD MCD P SCD MCD P

Age <0.001 0.038

65 - 74 2,913 (24.2) 316 (20.1) 1,717 (22.9) 235 (20.2)

≥ 75 9,120 (75.8) 1,259 (79.9) 5,788 (77.1) 931 (79.8)

Gender 0.046 0.131

Male 5,070 (42.1) 622 (39.5) 3,117 (41.5) 457 (39.2)

Female 6,963 (57.9) 953 (60.5) 4,388 (58.5) 709 (60.8)

ED type <0.001 0.001

REMC 5,386 (44.8) 806 (51.2) 3,435 (45.8) 594 (50.9)

LEMC 6,647 (55.2) 769 (48.8) 4,070 (54.2) 572 (49.1)

Region <0.001 <0.001

Seoul 2,185 (18.2) 227 (14.4) 1,149 (15.3) 155 (13.3)

Busan 862 ( 7.2) 144 ( 9.1) 603 ( 8.0) 103 ( 8.8)

Daegu 675 ( 5.6) 32 ( 2.0) 371 ( 4.9) 25 ( 2.1)

Incheon 776 ( 6.4) 86 ( 5.5) 570 ( 7.6) 69 ( 5.9)

Gwangju 564 ( 4.7) 184 (11.7) 354 ( 4.7) 151 (13.0)

Daejeon 532 ( 4.4) 44 ( 2.8) 335 ( 4.5) 36 ( 3.1)

Ulsan 173 ( 1.4) 3 ( 0.2) 136 ( 1.8) 2 ( 0.2)

Gyeonggi 2,326 (19.3) 166 (10.5) 1,533 (20.4) 133 (11.4)

Gangwon 317 ( 2.6) 19 ( 1.2) 230 ( 3.1) 15 ( 1.3)

Chungbuk 314 ( 2.6) 35 ( 2.2) 190 ( 2.5) 27 ( 2.3)

Chungnam 270 ( 2.2) 25 ( 1.6) 181 ( 2.4) 23 ( 2.0)

Jeonbuk 934 ( 7.8) 441 (28.0) 547 ( 7.3) 293 (25.1)

Jeonnam 742 ( 6.2) 60 ( 3.8) 372 ( 5.0) 45 ( 3.9)

Gyeongbuk 527 ( 4.4) 70 ( 4.4) 407 ( 5.4) 65 ( 5.6)

Gyeongnam 785 ( 6.5) 37 ( 2.3) 488 ( 6.5) 22 ( 1.9)

Jeju 51 ( 0.4) 2 ( 0.1) 39 ( 0.5) 2 ( 0.2)

Emergency symptoms <0.001 0.035

Yes 11,371 (94.5) 1,524 (96.8) 7,304 (97.3) 1,147 (98.4)

No 662 ( 5.5) 51 ( 3.2) 201 ( 2.7) 19 ( 1.6)

KTAS 0.051 0.185

1 865 ( 7.2) 94 ( 6.0) 518 ( 6.9) 65 ( 5.6)

2 2,586 (21.5) 352 (22.3) 1,859 (24.8) 281 (24.1)

3 6,626 (55.1) 908 (57.7) 4,450 (59.3) 704 (60.4)

4 1,500 (12.5) 168 (10.7) 520 ( 6.9) 96 ( 8.2)

5 456 ( 3.8) 53 ( 3.4) 158 ( 2.1) 20 ( 1.7)

ED Results <0.001

Discharge 2,580 (21.4) 207 (13.1)

Transfer 1,489 (12.4) 138 ( 8.8)

Admission 7,505 (62.4) 1,166 (74.0)

Death 414 ( 3.4) 54 ( 3.4)

Other 45 ( 0.4) 10 ( 0.6)

Hospitalization route 0.016

GW 4,956 (66.0) 728 (62.4)

ICU 2,549 (34.0) 438 (37.6)

Hospitalization results 0.118

Discharge 5,147 (68.6) 827 (70.9)

Transfer 647 ( 8.6) 108 ( 9.3)

Death 1,607 (21.4) 220 (18.9)

Other 104 ( 1.4) 11 ( 0.9)

LOS ED, min 308 (183-570) 356 (215-841) <0.001 319 (199-590) 355 (213-864) <0.001

LOS Hospitalization, day 9 (4-17) 9 (4-19) 0.972

Values are presented N (%) or median (inter-quartile range). ED: Emergency department, SCD: Simple chronic disease, MCD: 

Multiple chronic disease, REMC: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LEMC: Local emergency medical center,  KTAS: Korea 

triage and acuity system, GW: General ward, ICU: Intensive care unit, LOS: Length of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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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응급실로 전입된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 복합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응급실로 내원한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 외부에서 전입된 환자는 총 80,456건이

었고, 이 중 요양병원으로부터의 전입은 13,608건

(16.9%)이었다. 우리나라는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2.7%에서 2019년 15.5%로 상승했고, 응급실에 내원

하는 65세 이상의 환자도 17.1%에서 22.5%로 증가하

였다[14]. 만성질환이 없는 환자의 응급실 방문은 6년 

동안 5% 증가하였지만, 만성질환이 1개 있는 환자는 

20% 증가하였으며, 만성질환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응

급실 방문도 증가하였다[15]. 이와 같이 65세 이상 응

급실 내원환자와 복합만성질환자의 증가는 요양병원으

로부터의 전입도 많아지게 한다.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복합

만성질환 비율은 11.6%였고, 복합만성질환 유무에 따

라 응급실 재실시간 중앙값의 차이가 있었지만(SCD 

308분 vs. MCD 356분), 입원일수에서는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응급실 내원 환자에서 복합만성질환을 가

진 75세 이상 비율은 79.9%였고, 여자는 60.5%였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51.2%, 지역에서는 전북 28.0%, 응

급증상 유무에서는 응급이 96.8%, 중증도 분류 결과에

서는 KTAS 3이 57.7%, 응급진료결과에서는 입원이 

ED: Emergency department, REMC: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LEMC: Local emergency medical center,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ystem, GW: General ward, ICU: Intensive care unit, LOS: Length of stay

Fig. 2.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presences of multiple chron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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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로 복합만성질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

주에서는 65세 이상의 응급실 방문환자 중 최소 1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1.4%이고 응급실을 

통한 입원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16], 입원은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은 65-74세가 75세 이상에 비해 

0.869배 낮았으며, 지역은 제주도와 비교하였을 때, 부

산 4.542배, 광주 8.899배, 전북 13.865배로 높게 나

타났다. 응급증상 유무에서는 응급이 비응급에 비해 

1.650배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진료결과에서는 기타 

보다 입원이 2.392배, 사망 2.132배 높았다.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 환자에서 복합만성질환을 가

진 75세 이상 비율은 79.8%로 나타났으며, 권역응급의

료센터 50.9%, 지역에서는 전북 25.1%, 응급증상 유무

에서는 응급이 98.4%, 입원경로에서는 일반병실로 입

원이 62.4%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 환자의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에서 지역은 제주도에 비해 광주 

8.142배, 전북 10.676배로 높게 나타났고, 입원경로는 

중환자실 입원에 비해 일반병실로 입원이 0.864배로 

높게 나타났다.

현대화된 생활방식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게 된 원

인 중 하나이며,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복합만성

질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복합만성

질환이 많을수록 검사 및 처치의 시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협진과도 많아지면서 병상 및 인력의 부족 등 

응급실 자원 소모가 커진다. 복합만성질환자의 증가는 

연령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여성 및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복합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은 지역은 전남, 강원, 전북이고 연간 

입원 및 내원 진료일수와 방문 의료기관 수 및 의료비

가 많은 지역은 광주와 전라도로 나타났다[18]. 이는 본 

연구의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지역인 광주와 전

북의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합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인

구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복지정책에 

통합되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개입이 요구된다[19]. 

한편 요양병원에서 장기치료를 받는 고령의 만성질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이 발생

하면 응급실로 전입되는데[20], 요양병원에서 응급실로

의 전입 중 피할 수 있는 전입의 일반적인 사유는 요양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응급하지 않은 경우, 환자 가족

이 응급실에서의 치료를 거부한 경우, 심폐소생술 거부

(Do not resuscitate), 응급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외상 등이 있다[21]. 이러한 사유들은 부적절한 

전입으로 간주되며, 응급실로의 부적절한 전입을 줄이

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을 줄임

과 동시에 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22]. 이와 관

련하여 캐나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의 연속성을 개선하였고, 이는 요양병원에서 응급실로

의 전입을 34% 감소시켰다[23]. 요양병원에서 응급실

로의 전원은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킴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

부에서는 요양병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입원료에 대

한 수가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요양병원 의료서

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처럼 국가 차원

에서의 의료서비스 품질 및 효율성 개선[24]과 더불어 

노인성질환에 대한 요양병원 내에서의 전문성 제고는 

노인인구의 점진적인 증가와 함께 복합만성질환자 증

가로 인한 요양병원 환자 급증 및 이로 발생되는 응급

실로의 전입 증가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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