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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integrated health and welfare services on the control of 

medical use and medical expenses in Korean Veteran’s Hospitals

*Gilhwan Koo, **Jaeyong Dong, ***Kyeonghwa Lee, ****Youngjoon Seo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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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grated health and welfare(IHW) services on medical use and 
medical expenses in Korean Veteran Hospitals. 

Data on the volume of medical use and medical expenses were collected from two patient groups of 5 Veterans' 
Hospitals: the beneficiary group who has received IHW services and the non-beneficiary group who has not. 
Each group was composed of 265 patients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volume of home nursing services, home rehabilitation services, 
ambulatory servic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whereas the average length of stay, number of using emergency 
services, and average medical expenses have decreased after receiving integrated health services in the 
beneficiary group. In contrast, the non-beneficiary group showed much more increase both in the volume of 
inpatient and outpatient services, as well as the average medical expenses, compared to those of the beneficiary 
group. 

This results imply that the provision of IHW services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cal resources utilization for the vetera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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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다복합적 만성질환 유병률과 의료비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으로 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 2018년 65세 이상 노령인

구 비중은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60년에는 

40%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2008년 기준으

로 노인 1인당 근로연령 인구의 수인 노인부양비는 약 

6.3명이지만, 2050년에는 약 1.5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처럼 노인부양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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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고령자인 보훈대상 집단의 경우 점차적으로 본인 

스스로 노후를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국

가 차원의 개입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

보훈대상자의 경우 일반 국민의 평균에 비해 고령화율

과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이 더 높다[3]. 구체적으로 전체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대상자가 77.1%로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이 71세이고, 평균 5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병원 내원 시 2개 이상의 

진료과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이다. 보훈대상자

의 의료비(보훈병원 본원 진료비 기준)는 2016년 5,478

억 원으로 2015년 5,082억 원 대비 7.8% 증가하였다

[3]. 이러한 의료지원 금액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고령화와 다수의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

는 보훈대상자임을 감안할 경우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적절

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

단)이 보대상자들에게 각각 별도로 제공해온 의료, 재활, 

요양, 재가간병 등의 의료․복지서비스를 보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은 거동이 자

유롭지 못하거나 원거리 거주로 인해 여러 차례 의료기관

을 방문하기보다는 한 번의 방문으로 통합적인 원스톱 서

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하지만 병원

과 시설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급성기 질환과 사

고 대응에 맞게 구축된 환경이어서 복합만성질환을 지닌 

노인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이다[5].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

하고자 보훈공단에서는 2009년부터 통합의료복지서비스

를 추진하고 있다. 통합의료복지서비스는 보훈공단이 수

행하고 있는 의료와 복지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예방-치

료-재활-요양-재가-임종과 지역사회서비스를 유기적으

로 연결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14년까지 의료제공자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5년부터 환자 개인별 신체특성을 고려

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맞춤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개인별 신체특성과 질환 상태에 맞

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물

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역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또한, 케

어매니저가 필요서비스를 설계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함으

로써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개인별 상병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그동안의 통합의료복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성과와 지속성에 대한 논란이 제

기되고 왔다. 기존의 국내 통합의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

구들은 서비스 제공 과정의 협업 부재 등 문제점 위주로 

분석되었을 뿐 실제 통합의료복지서비스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4,6,7,8,9]. 

외국의 통합의료복지서비스의 성과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통합의료복지서비스가 다양한 형태와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요인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Kodner 등[10]

에 따르면, 통합의료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중재를 위한 구체적인 환자군 설정, 국가, 환자집

단, 조직 환경, 프로그램 등에서의 장애요인의 발견, 인건

비, 시스템유지비, 서비스 등 총 비용에 대한 정의와 계

산, 환자와 가족의 치료계획에 대한 참여, 실행, 감독의 

지속성, 결과에 대한 질적·양적 방법에 대한 조사와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Ouwens 등[11]은 1996

년부터 2004년까지 통합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제공 형태가 다양했으며, 각 프로

그램별 효과도 제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의료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또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공통요소로 자가 관리 지원, 환자 

및 전문직 교육, 다학제 의료팀, 임상 후속조치 및 사례관

리, 표준 진료지침 수립을 꼽았다. Macadam 등[12]은 

노인을 위한 통합의료복지서비스에 있어 개별적인 요소의 

목적성 있는 협업이 단순합보다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통합의 원리이며, 병원-장기요양시설-가정간호-공

공의료-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협업

을 통해 비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orling 등[13]은 또한 메타분석을 통해 통합의료복지서

비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공통요소로 환자교

육, 참여 및 권한부여, 다학제적 의료팀의 구성, 환자맞춤 

개별진료계획의 수립을 꼽았다.

반면, 통합의료복지서비스가 기대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는데, Loader 등의 연구에 따

르면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통합의료의 도입에 따른 비

용-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투입된 자본대비 효과성은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russ 등[14]의 연구에서도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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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의료비용절감에 있어서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보훈대상자들은 일반국민과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가의 보훈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전쟁,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 결손이나 정신적 질환이 많고, 일반 환자들보다 더 

많은 진료과를 방문하는 등 일반적인 환자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보훈대상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의료서비스 

제공형태의 변화를 시도한 통합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는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보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가 의

료이용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 수혜군과 비수

혜군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의료

복지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전국의 5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서 실시한 통합

의료복지서비스 사업이 의료이용 및 의료비 절감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훈공단의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 서비스 1

년 전후 의료이용량과 의료비의 변화를 비교한다.

Ⅱ. 보훈공단의 통합의료복지서비스와 

의료이용행태모형 

1. 보훈공단 통합의료복지서비스의 개요

보훈공단은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ʻʻ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 복지사업을 상호연계, ʻ예방-치료-재활-요양

-재가-임종ʼ서비스와 지역사회자원을 연결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 고객특성과 질환상태

에 맞춰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ʼʼ로 정의하고 있다. 

보훈공단의 통합의료복지서비스는 최초 7개의 서비스를 

기초로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서비스 추가를 통해 현재 3

개 분류 14개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비스의 성

격에 따라 ʻʻ재가서비스ʼʼ, ʻʻ의료·복지서비스ʼʼ, ʻʻ지역사회 

서비스ʼ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재가서비

스사업에는 전화 진료상담, 가정간호, 가정 호스피스, 방

문재활, 치매예방,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의료복지서

비스사업에는 퇴원계획상담, 입원대기상담, 검사안내, 치

과전화상담, 복역약상담, 임종정보 사업이 있으며, 지역

사회서비스사업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통합의료복지서비스는 보훈대상자에게 순환형으로 

제공되며, 사회복지사인 케어매니저는 환자를 상담·사

정 후 환자가 보유한 질병과 건강욕구, 사회경제적인 상

황 등을 고려한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환자의 개인별 상

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케어플랜 수립 시에는 케어매니저뿐만 아니라 다학제팀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회의를 통해 케어플랜 수

립 과정에 참여한다. 환자는 의료, 일상생활 및 경제적 지

원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받게 되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첫째, 원무, 병동 등 환자접점부서에서 환자가 서비스

를 희망할 경우, 통합서비스 접수창구로 안내하여 접수하

게 된다. 둘째, 접수 시 환자의 자격기준을 심사하게 되는

데, 현재 기준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복합서비스 필요

환자이며 심사 통과 후 등록하게 된다. 셋째, 케어매니저

와 상담을 통해 환자상태, 욕구와 필요서비스에 대해 사

정하고, Bohun-CF를 활용한 환자상태를 측정한다. 이

때 수집된 자료는 환자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기준이자, 

향후 서비스를 제공한 후 환자의 상태변화를 측정하는 척

도로 사용된다. 넷째, 환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해 의

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고객욕구

와 특성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

다. 다섯째,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환자의 필요서비스를 

연계하게 되는데, 이때 케어매니저는 환자와 제공자 사이

에서 서비스의 알선, 연계, 조정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

섯째, 환자에게 맞춤형 통합의료복지서비스(재가, 의료·

복지, 지역사회)가 제공된다. 일곱째, 환자가 서비스를 제

공받은 뒤 Bohun-CF를 이용하여 환자상태의 변화를 종

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 케어플랜을 

수정하고, 제공서비스를 재조정한다. 이와 같이 주기적으

로 서비스제공-평가-환류의 절차를 거쳐 환자의 상태 변

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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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이용모형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

하는 사회행태학적 모형이 제시되어왔고, 그 중 대표적인 

사회행태학적 모형으로 앤더슨(1968)의 서비스 이용 행

태모형(Andersonʻs Behavior Model of Service 

Utilization)이 있다. 앤더슨 모형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소인성 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 요인(enabling 

factors), 필요 요인(need factors)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기모형에서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소비

자 만족과 건강상태를 예측(Health Outcome)한다는 후

기모형으로 발전되었다[15]. 앤더슨 모형에 따르면 소인

성 요인은 의료욕구 발생 이전에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인구사

회학적 특성이나 교육, 계층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

함한다. 가능 요인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수단과 능력에 관한 요인으로 소득수준이나 가족자원 

등 경제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한다. 필요 요인은 개인의 

장애나 질병의 수준에 관련한 생리학적 및 심리적인 요인

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

인들이다[16,17].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보훈공단 산하 전국 5개 보훈병원 (중앙, 부

산, 광주, 대구, 대전)을 이용하는 보훈가족에 대해 통합

의료복지서비스가 의료이용과 의료비 절감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

일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 총 273,073명의 1년 전후 의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를 추출하였고, 그 과정은 

<그림 1> 연구대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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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다.

2017년 6월 말까지 보훈공단이 제공하는 통합의료복

지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283명이나, 이중 자료가 미흡

한 13명을 제외한 265명(수혜군)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고,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은 환자는 전국의 5

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서 통합의료

복지서비스를 받기 1년 전후 외래, 입원, 응급, 진료비가 

0인 환자를 제외하고, 1,389명을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PSM)을 실시하였다. 최종

적으로 연령, 성별, 건강보험가입여부, 장애여부, 동일지

역거주여부, 만성질환 수 등을 기준으로 수혜군과 유사한 성

향을 가진 265명의 대상자들을 비수혜군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성향점수 매칭은 1:1 최근접 매칭

(k-nearest neighbor matching)방법을 1:2, 1:3 등 1 

대 다(多)매칭한 결과와 비교하여 1:1 매칭한 대조군이 

실험군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1:1 매칭으로 설정

하였다.

2. 분석변수

1) 독립변수

정책변수로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이용집단은 수혜군으

로 1, 이용하지 않은 비수혜군은 0으로 설정하였다. 

2) 통제변수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은 수혜군과 서비스를 받지 

않은 비수혜군 두 변인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

령, 배우자여부, 건강보험가입여부, 병원권역 내 거주여

부, 장애유무와 수혜군과 동일한 기간 중 보훈병원 이용 

여부를 통제 변수로 선정하였다. 통제변수 중 소인성 요

인은 성별(남=1, 여=2), 연령(만 나이), 배우자 여부(유

=1, 무=0)로 각각 정의하였다. 가능성요인은 건강보험 

가입여부(예=1, 아니오=0)와 병원권역 내 거주여부는 서

울은 중앙보훈병원 소재지인 강동구와 인접해있는 송파

구, 광진구, 구리시, 하남시에 거주할 경우 1로 입력하였

으며, 부산, 광주, 대구, 대전소재 보훈병원의 경우 해당 

광역시내 거주할 경우 1로 입력하고 이외의 경우를 0으로 

설정하였다. 필요요인의 경우 장애유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밎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상

이등급을 기준으로 7급을 제외한 6급 이상을 장애있음=1

로 정의하였고 무등급 및 7급을 장애없음=0으로 정의하

였다. 이는 상이등급 7급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않는「산업재해보상

법」상의 장애등급인 9∼14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18]. 

만성질환 유무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ʻ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지침ʼ에 의거하여 만성질환으로 분류된 고혈

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장애, 간의 

질환, 만선신부전증의 11종을 기준으로 해당 질병의 보유 

여부를 측정하여 3개 이상일 경우=1, 3개 미만일 경우=0

으로 정의하였다.

 3) 종속변수

 종속변수로는 의료서비스 이용관련 변수들과 의료비

를 사용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변수로는 통합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1년 전과 1년 후의 1인당 외래이용건수, 

1인당 입원건수, 1인당 응급실 내원건수, 1인당 방문 간

호건수, 1인당 방문 재활건수를 사용하였다.

 의료비의 경우,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발생한, 외래, 

입원, 재활, 응급 등 모든 비용의 합과 환자 간병을 위해 

가족들이 부담하는 간병비와 병원이용을 위해 사용된 교

통비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간병비의 경우, 유기봉 등

[19]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방식인 대한간병사협회에서 

정의한 간병서비스 요금표에 따라 1일 평균 간병 금액인 

70,000원을 재원일수에 곱하여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

다. 단, 직접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에 한하여 간병

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훈 ICF 항목 중 간병 

여부와 관련된 7개 항목인 지남력(b 114번) 2점 이상, 시

각기능(b 210번) 2점 이상, 보행형태(b 770번) 2점 이상, 

보행(d 450번) 2점 이상, 상이한 장소이동(d 460번) 2점 

이상, 자신의 건강돌보기(d 570번) 2점이상, 직계가족(e 

310번) 6점 이상인 환자 중 4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간병비가 발생한다고 계산하였다. 교통비의 경우,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ʻ의료이용부문조사ʼ 자

료에서 활용된 방식을 차용하여, 내원횟수에 교통비를 곱

하여 편도교통비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단, 2005

년 자료임을 감안하여 2016년 소비자 물가지수 중 ʻ지출

목적별 전 도시 교통물가지수ʼ를 사용하여 편도교통비를 

재계산하여 외래의 경우 왕복 14,904원, 입원의 경우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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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명 측정방법
독립변수

통합의료복지서비스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이용여부
 통합서비스 이용 여부

통제
변수

소인성
요인

성별  대상 환자의 성별

연령  대상 환자의 실제 나이

가능성
요인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  

병원 권역내 
거주 여부

 보훈병원 위치 동일권역 내 거주 여부
- 서울(중앙) : 강동구 및 강동구와 접해있는 구 및 시 거주 

  여부(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구리시, 하남시)
-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광역시내 거주 여부

필요요인

장애유무  장애 유무(상이등급 6급 이상)

만성질환
 심사평가원 ʻ만성질환관리료 산정지침ʼ의거 질병 11종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대뇌혈관·신경계질환, 악성신
생물, 갑상선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종속
변수

의료서비스 
이용

외래진료 건수  통합서비스 이전, 이후 1년간 외래 건수

입원일수  통합서비스 이전, 이후 1년간 입원 일수

응급실 내원건수  통합서비스 이전, 이후 1년간 응급실 내원 건수

방문간호 건수  통합서비스 이전, 이후 1년간 방문간호 건수

방문재활 건수  통합서비스 이전, 이후 1년간 방문재활 건수

의료비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의 합
 (의료비)치료를 위해 사용된 의료비(입원, 외래포함)
 (간병비)환자 간병을 위해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 직접 병원 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

로 한정
 (교통비)병원 이용을 위해 사용된 교통비
※ 산출식 : 간병비 = 재원일수 * 간병서비스 평균요금

교통비 = 외래건수 * 교통비계수 * 16년 교통물가지수 * 2(왕복)
｢국민건강영양조사｣ ʻ의료이용부문조사ʼ 산식 차용
 2016년 지출목적별 ʻ전도시 교통물가지수ʼ를 통해
 물가지수 반영

<표 1> 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의 구성과 정의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이용여부 의료이용

 1인당 외래진료 건수
 1인당 입원일수
 1인당 응급실 내원 건수
 1인당 방문간호 건수
 1인당 방문재활 건수 

소인성 요인

 성별
 연령

가능성 요인

 건강보험가입여부
 병원권역내 거주여부

의료비

 1인당 의료비

필요 요인

 장애유무
 만성질환 수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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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37,704원으로 계산하였고, 의료비에 자연로그 취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합의료복지서비스 관련 자료

는 <표 1>과 같다.

3.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1) 연구모형설정

통합의료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가 의료이용과 의료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수혜군(통합의

료복지서비스 이용군)의 서비스 이용 1년 전과 후의 의료

이용량 변화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수혜군과 비수혜군의 

차이를 이중차이분석기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으로 검증하였다[그림 2].

추가적으로,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

용 후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와 서비스 만족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5개 보훈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 

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IRB승인번호: BOHUN2018-04-012외 4건).

기본모형:

 
         

 는 종속변수(의료비, 의료서비스 이용)

는 정책집행 전후를 나타내는 Dumny변수 (시행전 

t=0, 시행후 t=1)

는 정책 수혜집단 여부를 나타내는 Dumny변수

위와 같은 추정치에서 정책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차분 추

정치는 정책시점과 정책 수혜집단 Dumny변수의 상호작

용항의 계수인 이다.

통제변수 추가 모형:

위와 같은 기본모형에 성별, 건강보험 가입여부 등 개인

특성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를 로 표현하여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성향점수매칭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이질성을 줄이

고 실험설계의 무작위배정과 유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다. 성향점수매칭의 기본논리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인

들끼리 짝을 지어서 수혜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것

이다[20]. 여러 가지 비 실험설계 방법론 중 성향점수매

칭이 우수한 이유는 다른 방법론에 비해 편의(bias)발생

이 작아서 더욱 정확한 성과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1]. 본 연구에서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은 비

수혜군도 수혜군과 특성이 같거나, 최대한 유사해야 하므

로 동일 기간의 의료이용 내용과 성별, 연령, 보험가입 여

부, 병원권역 내 거주여부, 장애유무, 만성 질환수 등에서 

수혜군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비수혜군을 성향점수 매칭

(PSM)을 통해 구성하였다.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모형

의 결합은 각각의 모형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훨

씬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3)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DID)

어떠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이론적으

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작위배정의 실험설계이다. 그러

나 무작위 할당으로 수혜군과 비수혜군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차선책으로 유사실험모형(quasi- 

experimental design)이 주로 사용된다[23]. 이중차이

모형은 정책시행 전 기초조사(baseline survey)와 정책

시행 후 추적조사(follow-up survey)를 통해 수혜집단과 

비 수혜집단의 성과 차이를 구한 뒤, 다시 그 성과간의 이

중차이를 구해 평균처치효과 ATT(Average Impact of 

Treatment on the Treated: ATT)로 나타낸다[21]. 본 

연구에서는 유사실험모형의 한 종류인 이중차이분석방법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DID)을 활용하였다. 

이중차이분석(DID)은 수혜군과 비수혜군의 두 집단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인과효과를 추정하는데 적절한 

유사 실험설계로, 일반적으로 특정 개입이나 정책의 영향

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며, 시간 경과에 따른 수혜집단과 

수혜를 받지 않은 집단 사이의 결과 변화를 비교하여 정

책의 효과를 추정한다.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사업정책 시행(intervention) 

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단순비교방법의 경우 사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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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수혜집

단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전후 비교 방법의 경우 사업

효과뿐만 아니라 시기별 특성에 의한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별, 시기별 특성은 자료에서는 관찰되

지 않는 이질성으로 단순비교를 통해서는 통제되지 않는

다. 이러한 시기별, 집단별 차이를 측정하여 순수 사업효

과만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이중차이 분석이

다[24]. 통합의료복지서비스의 전후 성과를 평가하기 위

한 이중차이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과변수로는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절감을 사

용하였는데,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동제약 해소, 경제적 

부담감소, 효율적인 의료이용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

고, 가계에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성과로 간주할 수 있다. 독립변수로 

활용된 제도변수는 시점더미변수(period), 집단더미변수

(treat), 그리고 시점과 집단변수의 상호작용항

(period×treat)으로, 시점더미변수는 통합의료복지서비

스 수혜 이전(2016)과 이후(2017)로, 집단더미변수는 수

혜여부(수혜=1, 비수혜=0)로 처리하였다. 시점변수는 정

책시행 전과 후의 차이가 있는지를, 집단변수는 수혜군과 

비수혜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통제변

수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가 의료이용이나 경제적 부담, 

그리고 본인의 삶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요

인과 특성으로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건강보험가입여

부, 병원권역 내 거주여부, 장애유무, 만성질환 수, 건강

상태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매칭 후 사업대상자 기초통계량

매칭 전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수혜군은 265명이고 비수

혜군은 1,389명이었다. 연령군만 제외하고 나머지 인구

사회특성별로는 두 집단 간에 구성비에 차이가 있어 성향

점수매칭을 통해 두 집단의 인구사회특성별 분포의 동질

성을 확보하고자 연령, 성별, 건강보험 가입 여부, 장애 

여부, 병원권역 내 거주여부, 만성질환 수 공변량 변수를 

사용하였다. 매칭 후 상대적인 다변량 불균형 지수

(Relative Multivariate Imbalance L1)는 0.05 이하로 

나타나, 매칭이 잘 되었다. 전반적인 Chi-Square는 

0.749, 자유도는 6이었으며, p-value는 1에 가까운 

0.993으로 매칭이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매칭 후 통합의료복지서비스 비수혜군은 매칭 전 

1,389명에서 매칭 후 265명의 환자가 선정되었으며, 기

초통계량은 다음 <표 2>와 같다. 연령의 경우 75세 미만

은 174명, 75세 이상은 91명이었고, 성별은 남자가 259

명, 여자는 6명이었다. 보험가입여부에서 건강보험은 

242명, 기타는 23명이었고, 장애여부에서 장애 환자는 

118명, 비장애 환자는 147명이었다. 병원권역 내 거주여

변수 구분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수혜군
(265명)

통합의료복지서비스  
비수혜군
(265명) / P-value

N % N %

연령
75세 미만 174 65.7 174 65.7

0.00 1.000
75세 이상 91 34.3 91 34.3

성별
남자 257 96.9 259 97.7

0.29 0.588
여자 8 3.1 6 2.3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보험 243 91.7 242 91.3
0.02 0.876

기타 22 8.3 23 8.7

장애여부
장애 113 42.6 118 44.5

0.19 0.661
비장애 152 57.4 147 55.5

병원권역내
거주여부

지역 내 251 94.7 253 95.5
0.16 0.688

지역 외 14 5.3 12 4.5

만성질환 
수

3개 이상 155 58.5 158 59.6
0.07 0.791

3개 미만 110 41.5 107 40.4

<표 2> 매칭 후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수혜군과 비수혜군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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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권역내 거주한 환자는 253명, 권역 외 거주 환자

는 12명이었고, 만성질환 수에서 3개 이상인 환자는 158

명, 3개 미만인 환자는 107명이었다.

2.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사업 수혜자 집단의 1년 

전후 성과비교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사업 수혜자 집단과 비수혜자 집

단의 서비스 이용 1년 전, 후 의료비와 의료이용량의 변

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먼저 사업시행 1년 전후에 걸쳐 통합의료복지서비스

를 이용한 수혜군의 의료비 차이를 비교한 결과 1인당 의

료비는 수혜전 2천9백여만 원에서 이용 후 2천여만 원으

로 약 890여만 원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의료이용량에 있어서는 방문간호의 경우 이용 전 1.50

건에서 이용 후 3.76건으로 이용 전 대비 2.26건이 증가

하였고, 방문재활건수도 이용 전 1.57건에서 이용 후 

3.56건으로 이용 전 대비 1.99건이 증가하였다. 외래 진

료건수는 수혜군의 경우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이용 전 

30.52건에서 이용 후 35.06건으로 이용 전 대비 4.54건

이 증가하였다. 

의료비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은 수혜군이 시행 

전과 후 대비 약 89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통합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은 비수혜군은 약 270만원이 증가하여, 

사업 시행 전 1,636만원이던 차이가 시행 후 468만원으

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일수의 경우 수혜군의 경우 사업 이용 전 117일에

서 76일로 41일 감소한 반면, 비수혜군은 39일에서 41일

로 오히려 2일 정도 증가하여 사업 시행 전 81일이던 차

이가 시행 후 42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응급실 내원 건수도 사업 시행 전과 후에 있어 

수혜군은 0.93일에서 0.73일로 0.2회 감소한 반면, 비수

혜군은 3.22일에서 3.37일로 0.15회 증가하여, 사업 시

행 전과 후에 있어 두 집단 간 차이가 2.29일에서 2.64일

로 0.35일 증가하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시점간 차이 P-value

의료비 (단위:천원)

수혜군 29,023 20,092 -8,931 0.000
비수혜군 12,665 15,411  2,746 0.202

집단간 차이 16,358,334 4,681,268 -11,677,066 0.000

의료이용량

방문간호건수

수혜군 1.50 3.76 2.26 0.025
비수혜군 - - - -

집단간 차이 - - - -

방문재활건수

수혜군 1.57 3.56 1.99 0.040
비수혜군 - - - -

집단간 차이 - - - -

외래진료건수 

수혜군 30.52 35.06 4.54 0.055

비수혜군 39.38 41.58 2.20 0.590

집단간 차이 -8.86 -6.52 -2.34 0.685

입원일수

수혜군 116.77 75.58 -41.19 0.000
비수혜군 35.74 33.37 -2.37 0.733

집단간 차이 81.03 42.21 -38.82 0.000

응급실
내원건수

수혜군 0.93 0.73 -0.20 0.000
비수혜군 3.22 3.37 0.15 0.783

집단간 차이 -2.29 -2.64 0.35 0.646

<표 3>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수혜군과 비수혜군의 전후 성과 차이 비교



병원경영학회지 제26권 제2호

10

3.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사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요인 이중차이분석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사업이 연구대상자들의 의료비 및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중차이분

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정책변수인 서비스 수혜

여부와 시간변수 및 상호작용변수(정책변수×시간변수)

를 사용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연령, 성별, 건강보험가입

여부, 장애여부, 병원권역내 거주여부, 만성질환수를 사

용하였다. 분석 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표 4>.

분석 결과,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이용집단일수록 비이

용집단에 비해 여전히 의료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변수의 계수가 음(-)으로 

나타난 것은,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수혜집단이 비수혜집단

에 비해 의료비지출이 통합서비스 수혜 1년 후 유의미하

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남

자가 여자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직접적 장

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없는 환자에 비해 의료비지출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4.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사업이 의료이용량에 미친 

영향요인 이중차이분석

의료이용량의 변화에 있어서도 앞서 의료비분석과 마

찬가지로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여 외래진료건수, 응급실

내원건수, 입원일수 등의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중차이분석으로 파악하였다<표 5>.

 먼저 외래진료건수를 보면,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수혜

집단일수록 외래진료 건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연령

이 75세 미만일수록 외래진료건수가 낮아지며, 병원권역 

외에 살수록, 만성질환이 3개 미만일수록 외래진료건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내원건수는 통합의료복

지서비스 수혜집단일수록 건강보험 가입자일수록 이용건

수가 낮아졌으며, 만성질환수가 3개 미만일수록 응급실 

내원건수는 낮아졌다. 입원일수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수

혜집단일수록 입원일수가 높았으며, 남성일수록 입원일수

는 증가하였다.

Ⅴ. 고찰 및 결론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가 보훈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합의료복지서비스의 효과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분
의료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β

독립
변수

정책변수(기준:비수혜집단) 0.721 0.109 0.273***

시간변수(기준:시행 전) 0.139 0.109 0.053

상호작용변수
(정책변수X시간변수)

-0.998 0.154 -0.327***

통제
변수

75세 이상(기준:75세 미만) 0.022 0.084 0.008

여성(기준:남성) -0.820 0.245 -0.100***

건강보험가입(기준:미가입) -0.164 0.138 -0.035

장애있음(기준:장애없음) -0.249 0.079 -0.093**

병원권역내 거주 (기준:권역외 거주) -0.040 0.178 -0.007

만성질환 3개 이상 (기준:3개미만) 0.432 0.079 0.161***

Model Fit

 0.332

Adjusted   0.103

F 14.490***

*p<0.05, **p<0.01, ***p<0.001

<표 4> 통합의료복지서비스의 의료비 영향 이중차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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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도출한 중요한 의미를 고찰해 보면 아래와 같다. 

통합의료복지서비스사업 시행 후 수혜군은 연간 1인당 

35.06회의 외래를 이용하였으나, 비수혜군은 41.58회 외

래를 이용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만성질

환 개수가 많을수록 외래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수혜군은 만성질환이 많은 환자군 임에도 불구

하고 비수혜군에 비해 외래 방문일수가 낮은 것은 입원으

로 치료한 환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방문간호 및 방문

재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비수혜군보다 직접 외

래를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해숙 등[25]에 의하면, 75세 이상 고령노인들은 연

령이 높을수록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횟수가 더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경우, 보훈대상

자의 평균연령이 71세로 외래이용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 

과거에 입원하던 환자들이 외래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외래진료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수혜

군의 사업 전 입원일수가 116.77일에서 사업 시행 후 

75.58일로 크게 감소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신민선 

등[26]에 따르면, 도시거주자는 농촌지역거주자에 비해 

외래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병

원에 대한 접근성이 편리할 경우 외래서비스를 이용할 확

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방문간호나 방문재활 이용

이 늘어난 것은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로 병원보

다 가정방문을 선호하여 초기보다 방문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또한 대도시 지역의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훈병원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이 외

래방문 건수를 일정 부분 늘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개수가 많

은 중증환자들로 구성된 수혜군이 통합의료서비스 사업 

시행 전에는 주로 입원으로 해결하던 방식에서 통합의료

복지서비스 사업 시행 후에는 가정간호나 방문재활 등을 

이용하거나 의사의 처방에 의해 체계적으로 외래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원일

구분

외래진료 건수 응급실 내원 건수 입원일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독립
변수

정책변수
(기준:비수혜집단)

-0.8313
(4.087)

-0.086*
-2.261
(0.535)

-0.179***
81.547
(6.952)

0.468***

시간변수
(기준:시행 전)

2.200
(4.085)

0023
0.147
(0.535)

0.012
-2.370
(6.949)

-0.014

상호작용변수
(정책변수X시간변수)

2.347
(5.778)

0.021
-0.347
(0.757)

-0.024
-38.819
(9.828)

-0.193***

통제
변수

연령
(기준:75세미만)

-7.870
(3.173)

-0.077*
-0.516
(0.416)

-0.039
-5.709
(5.398)

-0.031

성별
(기준:남성)

-11.095
(9.199)

-0.037
-0.632
(1.205)

-0.016
-40.047
(15.647)

-0.074*

건강보험가입여부
(기준:미가입등 기타)

-2.064
(5.191)

-0.012
-1.532
(0.680)

-0.068*
-4.802
(8.830)

-0.015

장애여부
(기준:장애없음)

-4.372
(2.987)

-0.045
-0.003
(0.391)

0.000
-5.600
(5.080)

-0.032

병원권역내거주
(기준:지역외)

21.633
(6.698)

0.096***
0.858
(0.877)

0.029
6.343

(11.393)
0.016

만성질환수
(기준:3개미만)

18.584
(2.985)

0.188***
1.107
(0.391)

0.086**
3.744
(5.078)

0.021

Model Fit

 0.267 0.233 0.404

Adjusted   0.063 0.046 0.156

F 8.942*** 6.726*** 22.781***

*p<0.05, **p<0.01, ***p<0.001

<표 5>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의료이용량 영향요인 이중차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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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는 1

년 후 외래진료 평균 2.20건 응급실 내원건수 평균 0.15

건과 의료비도 평균 약 270만 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체

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자의에 의한 병원 내

원 횟수가 많아져서, 의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업시행 후 수혜군의 의료비는 2천만 원 정도이고 

비수혜군은 1,500만 원 정도로 여전히 수혜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은 수

혜군 환자들의 중증도가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비수혜군보다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 입원일수는 평균 2.37일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

혜군 전체가 매칭 전이나 후에도 입원이 감소하는 추세

로, 통합의료복지서비스 대상군보다 신체상태 등 입원에 

대한 의존도가 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엄숙

[27]에 의하면, 단일 만성질환자보다 복합만성질환자가 

외래 의료이용 횟수가 2배 더 많고 총 진료비도 많은 것

으로 나타났고, 만성질환 개수의 증가에 따라 병원 이용

횟수가 더 많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가 있을수록 더 자주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기능적 장애와 만성질환의 유

무는 주관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장애나 만성질환

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길수록 자신들의 건강상태를 열악

한 것으로 인식하며 더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또한 만성질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의료비지출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는 질환수

가 많을수록 의료이용이 많아지고 그 결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복합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이용자들보

다 외래방문 및 응급실 이용건수가 더 적게 나타난 것은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한 체계적 만성질환관리의 효과

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 의료비지출이 유의미하

게 높았으며, 입원일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2008년 한

국의료패널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지출하는 연평균 의

료비는 남성 76만 원, 여성 65만 원으로[28], 일반적으로

도 남성의 입원의료비가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보훈대상

자들은 주로 남성들로 부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장기

간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의료이용이 많아짐으로써 나

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응급실내원건수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수혜집단이 비 

수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NHS Tower hamlets Clinical Commissioning Group[29]

의 Tower hamlets 지역 통합의료의 효과로 응급환자 방

문건수가 감소하였고, NHS Greenwich Clinical 

Commissioning Group[30]의 Greenwich지역에서도 통

합의료의 효과로 응급환자 입원률이 감소하였다는 선행연

구 결과와 유사하다. 즉,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해 체

계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되면 돌발적인 응급상황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다

만, 만성질환수가 3개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응급실내원건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신태건 등

[31]에 따르면, 암환자 및 만성질환자가 일반 환자군에 

비하여 응급실 방문이 더 많다고 하였는데, 통합의료복지

서비스를 받는 환자군도 만성질환수가 많은 환자들은 빠

른 진료를 받기위해 응급실 이용횟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

한 응급실 방문건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한편, 건강보험

에 가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응급실 내원 건

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김수정[32]에 의하면, 의료급여환

자의 응급실 방문률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더 높았다

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건강보험 환자는 응급실 이용 시 

50%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나 의료급여 환자는 부담이 없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군 내에서도(감면진료 대상자 해당)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 단지 응급실 이용료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

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

하다.

이중차이분석 결과,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수혜군이 비

수혜군에 비해 입원일수 자체는 많았으나, 정책변수와 시

간변수의 상호 작용항의 계수가 음수로 나타나, 통합의료

복지서비스 수혜군이 비수혜군에 비해 입원일수가 유의미

하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합

의료복지서비스가 입원을 억제하고 재가서비스와 외래서

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공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Carter 등

[33]은 통합케어의 효과로 일반치료보다 19%의 입원이 

감소하였으며, Dorling[13]도 통합의료프로그램 대상 환

자의 입원률이 81%에서 62%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이정찬[34]에 따르면 미국 ACO(Accountabl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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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의 통합의료 Pioneer Program 참여 32개 

ACO중 25개 에서도 재입원률이 감소되었으며, NHS 

Torbay and Southern Devon Health and Care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35]의 Torbay and 

South Devon지역 정신건강중심 통합의료서비스도 정신

건강 통합의료를 통해 평균재원일수가 약 2일 감소하였

고, NHS Greenwich Clinical Commissioning Group[30]

의 Greenwich지역 중증 환자 케어 중심 통합의료서비스 또

한 통합의료의 효과로 급성기 재원일수, 30일내 재 입원율

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수혜 전과 후의 의료이용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통합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1년 전

보다 이용 후 1년 뒤에 가정간호 평균 2.26회, 방문재활 

평균 1.99회, 외래진료는 평균 4.54건 증가하였다. 반면, 

입원일수는 평균 41.19일 줄어들었고 응급실 내원은 평

균 0.2건 줄어들었다. 가정간호, 방문재활은 서비스 확대 

요구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외래진료는 가정간호와 방문

재활이 증가함에 따른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의료비는 평

균 약 900만원 줄어들었다. 이는 당초 입원중심의 의료이

용을 줄이고 재가중심의 간호, 재활, 외래진료를 활성화

하려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1인당 의료비도 평균 900만원 정도

씩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는 것은 통합의료복지서비스가 

나름대로 기대하던 진료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해 평소의 건강관

리에 필요한 가정간호, 방문재활은 증가하였고, 이와 연

계된 외래진료도 늘었으나, 질환별, 욕구별, 개인별 특성

에 맞는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입원치료와 

응급실 내원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이중차이분석결과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수혜

군이 비수혜군에 비해 여전히 의료비 지출이 많으나, 사

업 전후 서비스 수혜군은 의료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 비

수혜군은 오히려 증가하여 본 사업이 의료비 절감에 긍정

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수혜군의 전반적

인 건강상태나 장애정도가 비수혜군에 비해 더 나쁨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은 통합의료복지

서비스 사업을 통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의료이용 및 의

료비 통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의료이용량 분석 결과에서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수혜

군일수록, 연령이 75세 미만일수록 병원 소재 지역 외에 

살수록, 만성질환이 3개 미만일수록, 외래 진료건수가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사업이 

불필요한 외래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보훈병원에의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환자들

이 외래이용건수가 낮은 것은 필요한 외래서비스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병원과 거리가 멀어서인지 등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응급실내원건수도 통합의료복지

서비스 수혜군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가정간호서비스를 통한 모니터링 및 맞춤형서비

스 제공계획이 통합의료복지서비스에서 환자들의 임의적

인 병원방문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보훈병원의 통합의료복지서비스가 의료

이용과 의료비 절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 진료 자료원으로 

성향매칭(PSM) 이중차이분석, 서비스 수혜군에 대한 설

문자료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결과가 좀 더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보훈가족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형태는 보훈병

원 이용, 위탁병원 이용, 민간병원 응급실 이용(응급시 자

의로 이용가능),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울 경우 전문

병원에 위탁의뢰 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의 수혜군은 보훈병원만을 이용하는 보훈가

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진료비가 더 소요되는 위탁병

원이나 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자료 미비로 포함하

지 못하여, 비수혜군의 진료비가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비수혜군의 선정에 있어 

보훈병원외의 타 병원도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좀 더 정확

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질적 분석을 위한 설문조

사에서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군의 환자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은 설문조사에 누락되어 있

으므로 설문결과가 실제보다 좋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은 보호자를 

대신 선정하여 설문에 추가 포함함으로써 중증질환 환자

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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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료수집기간도 사업시행 1년 전후에 한정되었

기에 그 효과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업시행 후 장기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량 자료를 분석하여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책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및 제언

위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의료비의 절감과 의료이용

의 효율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사업의 

목표가 나름대로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완되어

야 할 점도 많다. 

기존의 환자들은 아무런 의료적 지식 없이 본인의 판단

대로 병원을 이용해 왔으나,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받으

면서 케어매니저나 가정간호사 등으로 부터 환자 자신이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고, 케어를 받음으로써 최적의 서비

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 의료 제도상 원격진

료가 되지 않는 관계로, 통합의료복지서비스 특성인 서비

스 당일 의사의 처방을 받아 가정방문을 해야 하기에 보

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반경 25km이내의 거리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멀리 있는 환자를 방문하기 위해

서는 인력의 한계 등으로 서비스 대상 인원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서비스 수혜인원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

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사회의 의료와 요양, 재가서비

스 기관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모든 지

역 내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제한적으로나마 오지에 거주하거

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을 위해 원격진료를 허

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위탁병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는 수혜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형서비스 체계를 지향하면서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

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일정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초고령사회의 도래가 빨라짐

에 따라 보훈환자들의 의료이용량 증가 및 그에 따른 의

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합의료

복지서비스가 보훈가족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합리적 정책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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