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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병원 재원일수의 효율적 관리는 병원의 수익과 환자의 진료비 절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재원일수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병원들이 재원일수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재원일수 절감의 구체
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재원일수 예측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과 2014년도 퇴원손상환자 
자료 중 급성뇌졸중 환자를 추출하여 분석용 자료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급성뇌졸중 환자의 재원일수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분석용 자료는 훈련용 60%, 평가용 40%로 분류하였다. 모형개발은 전통적 통계기법인 다중회귀분석기법과 
인공지능기법인 대화식 의사결정나무기법, 신경망 기법, 그리고 이들을 모두 통합한 앙상블기법을 이용하였다. 모형평가는 
Root ASE(Absolute error) 지표를 이용하였는데, 다중회귀분석은 23.7, 대화식결정나무 23.7, 신경망 분석은 22.7, 앙상
블은 22.7로 나타났고 이를 통하여 재원일수 예측모형 개발에 인공지능기법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앞으로 재원일수 예측
모형개발에 인공지능 기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재원일수 예측모형, 인공지능, 급성뇌졸중, 신경망, 대화식의사결정나무
Abstract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Length of Stay(LOS) is important in hospital. It is import to 
reduce medical cost for patients and increase profitability for hospitals.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LO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prediction model that supports hospitals in benchmarking 
and reduction ways of LOS. In order to develop a predictive model of LOS for acute stroke patients, acute 
stroke patients were extracted from 2013 and 2014 discharge injury patient data. The data for analysis was 
classified as 60% for training and 40% for evaluation. In the model development, we used traditional 
regression technique such a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 such as 
interactive decision tree, neural network technique, and ensemble technique which integrate all. Model 
evaluation used Root ASE (Absolute error) index. They were 23.7 by multiple regression, 23.7 by interactive 
decision tree, 22.7 by neural network and 22.7 by esemble technique. As a result of model evaluation, neural 
network technique which i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 was found to be superior. Through this, the ut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proved in the development of the prediction LOS model.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research on how to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more effectively in the 
development of LOS predi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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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국에서 의료분야의 인공지능의 시장규모는 2014년

에 6천9백억원이던 것이 2012년에는 7조6천억원으로 연

간 40%씩 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 2021년부

터 2026년 사이의 5년간에는 시장규모가 10배 증가하여

2026년에는 170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2026년에 의

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영역별 시장규모는 로봇보조수

술 46조원, 가상간호서비스지원 23조원, 업무프로세스개

선 21조원, 건강보험심사 20조원 등의 순으로 예측되었

다[1].

재원일수는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또한세심하게챙겨보는항목중의하나이다. 첫째, 재원

기간을 줄수록 의료기관은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다. 둘

째, 환자는 입원기간이 짧을수록 입원비가 절감되는 효

과를얻을수있다. 셋째. 국가차원에서는건강보험재정

을건전화할수있으며제한적일수밖에없는의료자원

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원일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의료기관간에 재원일

수를 비교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원일수

예측모형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일 질환

군환자일지라도환자의중증도와의료기관의특성등이

다름에 따라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재원일수 예측모형을

개발하여예측된재원일수와병원의실제재원일수를비

교할 수 있을 때만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필요성에부응하여통계기법을이용하여재원

일수를 예측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Gorden

은십이장궤양환자의재원일수예측모형을 통계적인기

법을이용하여서개발하였고, Chien-Lin Lin은 통계적인

모형에근거하여뇌출혈및뇌경색환자에대한재원일수

예측모형을개발하였다[2,3]. 기존의 통계기법보다예측

을 보다 잘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법이 대두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재원일수 예측모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학습능

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

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주요방법으로는 머신러닝이 대표적이다. 머신

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

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를 말한다. 머

신러닝의 기법으로는 일반화선형모형, 의사결정나무, 신

경망, 딥러닝, 클러스터링등이있다. 최근에이러한인공

지능기법을이용하여재원일수를예측하는연구가본격

적으로진행이되고있다. 외국에서는 Luigi Lella가 신경

망 기법을 이용하여 재원일수 예측모형을 개발하였고,

Sean Bames는 Supervised Machine Learning 기법을이

용하여재원일수예측모형을개발하였다[4,5]. 국내에서

는 홍성옥이 목의 손상환자에 대해서 중증도 보정 재원

일수 예측모형을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하

였고, 정석훈은신경망기법을이용하여재원일수예측모

형을개발하였다[6,7]. 이러한연구를통하여기존의통계

기법보다는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 재원일수를 예측

하는것이보다우수한모델을개발할수있는것으로나

타났다. 따라서이제는인공지능을이용하여재원일수의

예측모형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연구보다는 인공지능의

다양한기법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여실제의료기관

에서 재원일수를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재원일수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재원일수에 대

한체계적인벤치마킹과이를기반으로구체적인재원일

수절감을위한노력을유도할수있는데이터분석방안

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급성뇌졸중은뇌혈관질환중가장흔히발생하는질

환으로 노인 인구에서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 수

명연장으로인한인구노령화등고령화사회로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질환이다. 이에 국가에서

는의료기관에서제공하는급성뇌졸중의료서비스의질

향상 및 의료비 감소를 위해 2006년부터 급성 뇌졸중에

대한적정성평가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2007년부터는

급성뇌졸중적정성평가에대한평가결과공개하고있다.

2011년부터는급성뇌졸중평가가감사업을진행하고있

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성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질평가지표에건당입원일수가있다. 이 중건당입원일

수즉, 급성뇌졸중의평균재원일수는급성뇌졸중의진

료결과와 의료서비스 질적 변이를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이며, 급성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한정

된 병원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병원 경영을

위해서도반드시관리되어야할지표이다. 따라서의료기

관에서 급성 뇌졸중 환자의 재원일수 관리에 관심을 가

지고 있음에 따라 급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재원일

수 예측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강성홍과 김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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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급성뇌졸중환자의중증도보정재원일수예측모형을

개발하여발표하였다[8,9]. 그러나 이모형은재원일수의

중증도보정을목적으로개발된모형임에따라벤치마킹

이나실제적인재원일수절감을위한개선방안의도출에

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

하기위해서인공기능기법을이용하여벤치마킹목적의

급성뇌졸중의 재원일수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

반으로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2.1.1 자료수집
본연구를위해질병관리본부로부터 2013년부터 2014

년까지퇴원손상심층조사자료 450,009건을수집하였다.

퇴원손상 심층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미국의 퇴원환

자조사 방법론을 근거로 하여 2004년에 구축하였으며,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단위의 행정자료

이다. 퇴원손상 심층조사의 조사항목에는 성, 연령, 보험

유형 등 환자의 인적사항, 주진단, 부진단, 입원경로, 재

원일수등환자의주요진료내역정보를포함하고있다[8].

2.1.2 분석대상자 추출
수집된퇴원손상심층조사자료중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급성뇌졸중평가대상질환군정의에따라본연구

에서도퇴원손상심층조사자료의주진단자료를바탕으

로주진단코드가 I60, I61, I62, I63에 해당하는급성뇌졸

중 환자 자료 7,409건을 추출하였으며, 선행연구의 분석

대상자제외조건및전문가의자문에따라 0∼19세 및 93

세 이상인 자료, 진료비지불방법이 무료, 공상, 기타, 불

명인 자료, 입원경로가 기타, 불명인 자료, 재원일수가

366일 이상인 자료, 퇴원형태가 기타, 불명인 자료, 치료

결과가기타및불명인자료를삭제한 7,331건을급성뇌

졸중환자의재원일수예측모형개발을위한모형개발을

위한 분석대상자로 추출하였다[10].

2.2 변수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방법 및 전문가의 자문에 따

라 급성 뇌졸중 환자의 성, 연령, 진료비 지불방법, 입원

경로, 사망유무, 수술유무, Charlson comorbidity index

등을급성뇌졸중환자의재원일수예측모형개발을위

한변수로사용하였다. Charlson comorbidity index는행

정자료에서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동반질환측정도구

로서의무기록조사를통하여정의된 19개의질환에대하

여 1∼6점까지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한 뒤 이 가중치의

합을 보정하는 방법이다[10]. 이 밖의 변수에 대한 구체

적인 정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s Definitions

Sex
Either of the two categories (male or
female) into which most organisms are
divided

Age
Length of time that a person has lived
or a thing has existed.

Payment
compensation type

Pay compensation type of medical care

LOS Length of Stay in hospital

Admission
route

When a patient is hospitalized,
type of whether the patient passed
through the outpatient department or
passed the emergency room

Principal
Diagnosis Code

Diagnostic code leading to hospitalization

Existence of
secondary
diagnosis

Presence or absence of secondary diagnosis

Existence of
Surgery

Presence or absence of Surgery

Discharge
Type

Place to go when patient is discharged

Treatment
outcome

Health status of patient at discharge

Hospital
location

The metropolitan region where the
hospital is located

Bed size Number of beds operated by the hospital

Charlson
comorbidity
index

A method of categorizing comorbidities
of patient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diagnosis codes found in administrative
data, such as hospital abstracts data.

2.3 분석방법
2.3.1 통계분석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 특성에 따른 급성뇌졸

중환자의재원일수를살펴보기위해 t검정과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0을 이용

하였다.

2.3.2 모형개발
급성 뇌졸중 환자의 재원일수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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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일반적인 통계기법인 다중회귀분석과 인공지능

기법인대화식의사결정나무, 신경망기법과이들을모두

통합한 앙상블 기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다

중회귀분석은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기법으로모형의전체적인주요요인을살펴보

는데 장점이 있으나 엄격한 통계적인 가정을 요구하고

인공지능기법에 비해서는 예측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

다[11]. 의사결정나무는 특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목표변

수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선정한 후 의사결정규

칙을몇개의소집단으로분류하여나무구조로표현하는

것으로 요인의 규명, 분류, 예측에 유용하다. 또한, 의사

결정나무는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도식화 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연구자가 분석결과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12]. 신경망기법은 인간의 뇌세포들이 신경망을

통하여주변의다른뇌세포들과정보를주고받으면서계

산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모방하고 있는

기법으로 모형의 예측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형의주요요인을알수없고, 오버피팅이되어서모형

을만드는데이터에서는설명력이높으나다른데이터를

이를적용할시에는잘맞지않는단점이 있다[13]. 앙상

블모형은 여러 가지 기법에서 예측한 값의 평균을 구해

서 이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기법으로서 개개 기법의 단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4].

이와같이통계및인공지능의각기법은각기장단점

이있음에따라특정기법에의존하기보다는각기법의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

석의 유형은 크게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예

측적분석(predictive analysis), 대안적분석(prescriptive

analysis)이 있다. 기술적 분석은 현황 및 관련요인을 파

악하는분석이고, 예측적분석은기존데이터를기반으로

하여 예측을 하는 분석이고, 대안적 분석은 문제를 해결

하기 어떤 방안을 쓰면 될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법이다[19]. 우리가 급성뇌졸중 환자의 재원일수 예측

모형을개발하는목적은벤치마킹을통하여실제적인재

원일수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서이다. 이를위해

서는기술적분석, 예측적분석, 대안적분석이모두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기술적분석에는다중회귀분석기법,

예측적 분석에는 신경망기법, 대안적 분석에는 대화식

의사결정나무기법이적합하다고판단하고, 이들모두를

이용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예측적 분석에는 신

경망기법만을쓰는것보다는 3가지기법에서예측한평

균값을사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판단하여앙상블기법

을사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판단하여 4가지기법을모

두 활용하여서 분석을 하였다.

모형개발에 사용된 다중회귀분석은 단계적 선택방법

을(stepwise) 이용하여 급성 뇌졸중 환자의 재원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만을 추출하고자 하였고, 대

화식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분산의 감소량을 최대화하는

기준의 최적분리에 의해 지식마디가 형성되는 Variance

reduction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신경망

분석은 Profit/Loss방법을 이용하였다. 앙상블모형은 각

각의다중회귀분석, 대화식의사결정나무, 신경망기법의

예측치를평균으로산출하는앙상블모형을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 다중회귀분석 및 인공지능분석은 SAS

Enterprise Miner Workstation 13.1을 이용하였다.

2.3.3 모형평가
급성 뇌졸중 환자의 재원일수 예측 모형의 성능평가

를 위해서 전체 데이터 중 60%는 모형개발용 분석자료

(Train Data)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0%에는 모형의 평

가자료(Validation data)로사용하여모형의타당도평가

를실시하였다. 개발된모형의타당도평가는 Root ASE

(Absolute Squared Error)값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분석대상자의 특성

3.1.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연구의분석대상자는 7,331명이였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은성별로는남자 54.9%, 여자 45.1%였다. 연

령별로는 70-79세가 31.8%, 60-69세가 21.6%로 나타났

다. 지불보상유형별로는 건강보험이 91.5%, 의료급여가

7.9%였다. 입원경로별로는 응급실 76.1%, 외래 23.9%였

다. 병상규모별로는 500-599병상이 56.9%, 100-299병상

이 17.8%였다.

Variables 　 N %
Sex Male 4,025 54.9

Female 3,306 45.1
Age -49 892 12.2

50-59 1,367 18.6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acute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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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분석대상자의 주진단 및 Charlson 지수
분석대상자의 주진단은 뇌경색 71.7, 뇌내출혈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Charlson comorability index는 0

점 49.8%, 1점 28.0%, 2점 12.5%, 3점 6.0%, 4점 이상

3.7%로 점수가 낮은 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stribution of Diseases & Charson Index
N %

Principal
diagnosis

Subarachnoid
haemorrhage

661 9.0

Intracerebral haemorrhage 1,130 15.4
Other nontraumatic

intracranial haemorrhage
284 3.9

Cerebral infarction 5,256 71.7

Charlson
comorbidity
index

0 3,650 49.8
1 2,054 28.0
2 915 12.5
3 443 6.0
4+ 269 3.7

Total 7,331 100.0

3.1.3 분석대상자의 병원소재지
분석대상자들이 이용한 병원의 소재지는 서울 21.3%,

경기 15.8%, 대구 7.4%, 광주 6.0% 등의순으로나타나서

서울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Hospital location N %
Seoul 1,561 21.3
Busan 419 5.7
Daegu 543 7.4
Incheon 320 4.4
Gwangju 438 6.0
Daejeon 238 3.2
Ulsan 164 2.2
Gyeonggi 1,155 15.8
Gangwon 400 5.5
Chungbuk 267 3.6
Chungnam 266 3.6
Jeonbuk 416 5.7
Jeonnam 156 2.1
Gyeongbuk 418 5.7
Gyeongnam 429 5.9
Jeju 141 1.9
Total 7,331 100.0

<Table 4> Location distribution of utiliztion hospital  

3.2 제 특성에 따른 평균재원일수
3.2.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평균재원일수 
성별 평균재원일수는 남자가 16.9일로 여자 18.6일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는 49세 이하가 19.8일, 50-59세

19.6일, 60-69세 17일로연령이증가할수록평균재원일수

는높았다. 지불보상유형별로는건강보험 17.2일, 의료급

여 22.3일, 기타 28.1일로 나타났다. 입원경로별로는응급

실경유가 18.9일로 외래경유 13.6일에비해높았다. 수술

유무별로는 수술한 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35.3일, 수술

을하지않은환자는 14.8일로나타났다. 부 진단유무별

로는부진단이있는환자의평균재원일수는 19.2일로부

진단이없는환자의 11.8일에비해높았다. 퇴원형태별로

는사망인경우는 29.8일, 전원은 25.6일, 귀가는 16.1일로

나타났다. 치료결과별로는 호전이 18.2일, 사망이 15.7일

로 치료결과에 따라 평균재원일수가 차이가 있었다. 병

상규모별로는 300-499병상이 20.8일, 100병상이 14.6일로

나타났다.

60-69 1,584 21.6
70-79 2,331 31.8
80+ 1,157 15.8

Payment
compensat i on
type

Health
Insurance

6,709 91.5

Medicaid 582 7.9
Other 40 0.5

Admission route
Emergency
room

5,579 76.1

Ambulatory 1,752 23.9
Existence of
Surgery

No 6,305 86.0
Yes 1,026 14.0

Existence of
secondary
diagnosis

No 1,525 20.8

Yes 5,806 79.2

Discharge
Type

Home 5,593 76.3
Transfer 1,206 16.5
Death 516 7.0
Other 16 0.2

Treatment
outcome

Improvement 6,387 87.1
Not Improvement 257 3.5
Diagnosis only 147 2.0
Hopeless 24 0.3
Death 516 7.0

Bed size 100-299 1,306 17.8
300-499 863 11.8
500-999 4,168 56.9
1000+ 994 13.6

Total 7,331 100.0

Variables 　 N ALOS p
Sex Male 4,025 16.9

0.00
Female 3,306 18.6

Age -49 892 19.8

0.00
50-59 1,367 19.6
60-69 1,584 17.0
70-79 2,331 17.4
80+ 1,157 15.2

Payment Health care 6,709 17.2 0.00

<Table 5> Difference of ALO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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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진단명에 따른 평균재원일수 
주 진단별로는 뇌내출혈이 28.9일로 지주막하 출혈의

25.2일, 기타의 17.2일에 비해 높았다. Charlson

comorbidity index별로는 4점 이상인 경우는 39.4일, 0점

은 13.4일로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재원일수가 높았다.

Variables 　 N ALOS p

Principal
diagnosis

Subarachnoid
haemorrhage

661 25.2
0.00

Intracerebral
haemorrhage

1,130 28.9

Other
nontraumatic
intracranial
haemorrhage

284 17.2

Cerebral
infarction

5,256 14.3

Charlson
comorbidity
index

0 3,650 13.4

0.00
1 2,054 15.9
2 915 25.0
3 443 33.2
4+ 269 39.4

Total 7,331 17.7 　
∙ALOS(Average Length of Stay)

<Table 6> Difference of ALOS according to Principal 
diagnosis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3.2.3 병원 소재지에 따른 평균재원일수 차이
병원소재지별 평균재원일수는 광주 14.5일, 인천 15.4

일, 대구 16.6일로 짧은 반면에 제주 24.6일, 전남 23.2일

등으로 재원일수가 높았다.

Hospital location N ALOS p
Seoul 1,561 17.0

0.00
Busan 419 17.9
Daegu 543 16.6
Incheon 320 15.4
Gwangju 438 14.5
Daejeon 238 21.8
Ulsan 164 23.5
Gyeonggi 1,155 16.6
Gangwon 400 20.3
Chungbuk 267 17.2
Chungnam 266 14.5
Jeonbuk 416 17.3
Jeonnam 156 23.2
Gyeongbuk 418 18.7
Gyeongnam 429 19.3
Jeju 141 24.6
Total 7,331 17.7

∙ALOS(Average Length of Stay)

<Table 7> Difference of LOS according to Hospital 
location

3.3 재원일수 예측모형 개발
3.3.1 모형개발 및 평가
급성 뇌졸중 환자의 재원일수 예측 모형을 다중회귀

분석, 대화식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앙상블 기법을 이용

하여 개발하였다. 모형개발은 훈련용 60%, 평가용 40%

로 분류한 다음 훈련용 데이터로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

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모형평가는

Root ASE지표를 이용하였다. 평가용 데이터에서 Root

ASE는 신경망 기법이 22.7, 앙상블 모형이 22.7이 가장

낮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신경망기법이나앙상블기법이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Root ASE

(Test 40%)

Multiple Regression 23.7

Interactive Deciosn Tree 23.7

Neural Network 22.7

Ensangble 22.7

<Table 8> Model assessment

compensation
type

Medicaid 582 22.3
Other 40 28.1

Admisson
route

Emergency
room

5,579 18.9
0.00

Ambulatory 1,752 13.6
Existence of
Surgery

No 6,305 14.8
0.00

Yes 1,026 35.3
Existence of
secondary
diagnosis

No 1,525 11.8
0.00

Yes 5,806 19.2

Discharge
Type

Home 5,593 16.1

0.00
Transfer 1,206 25.6
Death 516 29.8
Other 16 15.7

Treatment
outcome

Improvement 6,387 18.2

0.00

Not
Improvement

257 14.2

Diagnosis only 147 7.0
Hopeless 24 9.0
Death 516 15.7

Bed size

100-299 1,306 19.1

0.00
300-499 863 20.8
500-999 4,168 17.3
1000+ 994 14.6

Total 7,331 17.7 　
∙ALOS(Average Length of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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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모형의 결과
3.3.2.1 다중회귀분석

급성뇌졸중환자의재원일수예측모형은종속변수는

재원일수, 독립변수는 성, 연령, 지불보상유형, 입원경로,

수술유무, 부진단유무, 퇴원형태, 치료결과, 병상규모, 주

진단, Charson comorbidity index, 병원소재지로하여단

계별선택방법에따라서모형을개발하였다. 재원일수에

영향을 끼치는 유의한 변수는 성, 지불보상유형, 입원경

로, 수술유무, 부진단유무, 퇴원형태, 치료결과, 병상규모,

주진단, Charson comorbidity index, 병원소재지로 나타

났다. 모형의 설명력인 R2는 0.22로 나타났다.

주진단의 경우 뇌경색 환자에 비해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환자인 경우 재원일수는 길고,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환자인 경우는 재원일수는 짧았다. 수술 및

부진단이없는환자일수록재원일수는짧았다. 치료결과

는사망을기준으로했을경우호전, 호전되지않음, 진단

만환자는재원일수가길고, 가망없으면짧았다. 퇴원형

태별로는기타를기준으로했을경우귀가, 전원, 사망이

면재원일수는짧았다. 병원소재별로는제주를기준으로

했을 경우 서울, 대구 등의 재원일수는 짧고, 부산, 대전

등의재원일수는길었다. 병상규모별로는 1,000병상이상

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00-299병상, 300-499병상은 재

원일수가길고, 500-599병상은짧은것으로나타났다. 지

불보상 유형별로는 일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은 재원일수가 짧고, 의료급여 2종, 산재보

험, 자동차보험은 길었다. 성별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3.3.2.2 대화식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

대화식의사결정나무분석에따르면급성뇌졸중환자

의재원일수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은수술유무로

나타났다. 수술환자인 경우에는 Charlson comorbidity

index 점수가 높을수록 재원일수가 길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주진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을 하지

않은환자의경우에도재원일수를결정하는주요요인은

Charlson comorbidity index, 주진단유형인것으로나타

났다. 그 하위그룹에서는성, 병상규모등다양한요인이

재원일수에영향을끼쳤다. 대화식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서 재원일수의 차이의 요인을 특정집단별로 구체적

으로 알 수 있었다.

<Table 9> Result of Mulitiple Regression
Variables Value B P

Intercept 26.31 <.0001

Principal
diagnosis

Subarachnoid
haemorrhage

1.99 0.0604

Intracerebral
haemorrhage

7.80 <.0001

Other nontraumatic
intracranial
haemorrhage

-8.67 <.0001

Cerebral infarction
Existence of
Surgery

No -10.47
<.0001

Yes
Existence of
secondary
diagnosis

No -1.90
<.0001

Yes

Admission
route

Emergency room 1.95
<.0001

Ambulatory
Charlson
comorbidity
index

4.43 <.0001

Treatment
outcome

Improvement 17.10 0.0094
Not Improvement 7.55 0.2642
Diagnosis only 6.68 0.3299
Hopeless -6.09 0.4461
Death

Discharge Type

Home -11.02 0.1682
Transfer -4.21 0.6006
Death -5.84 0.5161
Other 0.00 .

Hospital
location

Seoul -1.97 0.0204
Busan 0.23 0.8738
Daegu -0.58 0.6465
Incheon -2.07 0.212
Gwangju -3.04 0.0387
Daejeon 4.27 0.0145
Ulsan 3.49 0.1054
Gyeonggi -1.80 0.051
Gangwon 1.07 0.4596
Chungbuk -1.70 0.3342
Chungnam -4.97 0.0069
Jeonbuk 1.69 0.2417
Jeonnam 2.98 0.1733
Gyeongbuk 3.10 0.0287
Gyeongnam 0.28 0.8401
Jeju

Bed size

100-299 5.09 <.0001
300-499 2.76 0.0015
500-999 -2.93 <.0001
1000+

Payment
compensation
type

Health Insurance -11.77 <.0001
Medicaid Type 1 -9.72 0.0017
Medicaid Type 2 0.38 0.9353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42.88 <.0001

Car insurance 1.02 0.9162
General

Sex
Male -0.74 0.0327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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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법을 급성뇌졸중

환자의재원일수예측모형개발에효율적으로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퇴원손상환자자료중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의 중분류 기준으로 주진단이 I60, I61,

I62, I63인급성뇌졸중환자 7,331건의자료를수집하였

다. 수집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기술통계, t검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원일수 예측모형 개발 및 평가는

데이터를 훈련용 60%, 평가용 40%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다. 재원일수 예측 모형개발은 단계적 선택의 다중

회귀분석기법, 대화식의사결정나무기법, 신경망기법, 앙

상블기법을이용하였다. 모형평가는 Root ASE라는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였다.

모형평가결과 Root ASE는신경망기법이 22.7, 앙상

블모형이 22.7이 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신경망

[Fig. 1] Result of Interactive Decision Tree



인공지능을 이용한 급성 뇌졸중 환자의 재원일수 예측모형 개발 239
기법이나앙상블기법이예측력이가장우수한것으로나

타났다. 이를 통하여 급성뇌졸중 환자의 재원일수의 예

측적 목적의 분석기법으로는 신경망기법이나 앙상블기

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선택의 다중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원일수

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변수는 주진단, 수술유무, 부진단

<Table 10> Prediction rules of Severity-adjusted length of stay(LOS) for acute stroke patients by 
decision tree 

ID Prediction rules Adjusted LOS

1
Sex Male and Bed size 500~999, 1000+ and Discharge type Death, Return home, transferred again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1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0, I62, I63

8.2

2
Sex Female and Bed size 500~999, 1000+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0,1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0, I62, I63

9.6

3 Charlson index = 2, 3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2, i63 20.5

4
Sex Male and Bed size 300~499 ,100~299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0, I62, I63

12.1

5
Sex Female and Bed size 300~499, 100~299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1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0, I62, I63

15.7

6
Discharge type Home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and Existence of Surgery YES and Principal Diagnosis
I60, i63

27.5

7
Sex Male and Bed size 500~999, 1000+ and Discharge type transfer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0, I62, I63

18.2

8
Bed size 300~499, 100~299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1

25.2

9
Bed size 500~999, 1000+ and Discharge type Home and Discharge condition Improvement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1

15.5

10
Discharge type Transfer, Home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and Existence of Surgery YES and Principal
Diagnosis I61

38.7

11 Charlson index = 0, 1 and Existence of Surgery YES and Principal Diagnosis I62 15.9

12
Insurance Class Health care and Bed size 1000+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2, 3 and Age >= 51.5 and
Existence of Surgery NO

34.1

13 Charlson index = 2, 3 and Admission Route Emergency and Existence of Surgery Yes 51.4

14
Bed size 500~999, 1000+ and Discharge type Transer and Discharge condition Improvement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1

24.5

15 Sex Female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2, 3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0, I61 34.9

16
Discharge type Death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and Existence of Surgery YES and Principal Diagnosis
I60, I63

15.3

17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2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0, I63 71.3

18
Bed size 500~999, 1000+ and Discharge type Death, Transer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1

9.3

19
Sex Male and Discharge type Transfer, Home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2, 3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0, I61

27.9

20
Discharge type Transfer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and Existence of Surgery YES and Principal Diagnosis
I60, I63

44.6

21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2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1 89.2

22
Discharge type Death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and Existence of Surgery YES and Principal Diagnosis
I61

11.3

23
Payment compensation type Health care and Bed size 300~499, 100~299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2, 3
and Age >= 51.5 and Existence of Surgery NO

22.0

24
Payment compensation type Health care and Bed size 500~999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2, 3 and Age
>= 51.5 and Existence of Surgery NO

9.2

25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2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2 38.4
26 Charlson comorbidity index = 2 and Admission Route Ambulatory and Existence of Surgery Yes 24.0

27
Sex Male and Discharge type Death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2, 3 and Existence of Surgery NO and Principal
Diagnosis I60, I61

7.0

28
Payment compensation type Medicaid and Bed size 500~999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4 and Existence of
Surgery NO

41.9

29
Payment compensation type Medicaid and Bed size Missing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2, 3 and Existence
of Surgery NO

130.8

30
Payment compensation type Health care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2, 3 and Age < 47.5 and Existence
of Surgery NO

11.6

31
Payment compensation type Health care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 0, 1, 2, 3 and Age < 51.5 and Age >= 47.5
and Existence of Surgery NO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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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 입원경로 급성뇌졸중 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끼치는주요요인을알수있었다. 그러나이를통하여재

원일수를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도출은 용이하

지않았다. 즉, 기술적분석목적으로는적합하나대안적

분석기법으로는 제한점이 있었다.

대화식 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원일수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은 수술유무, Charlson

comorbidity index, 주진단, 지불보상유형, 성, 연령, 병상

규모, 퇴원형태등으로나타났다. 특히, 이러한요인의영

향력의 정도가 각 하위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

대, 수술환자인 경우에는 Charlson comorbidity index

점수가 높을수록 재원일수가 길었다. 그 다음으로 중요

한 변수는 주진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재원일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Charlson comorbidity index, 주진단유형인것으로나타

났다. 그 하위그룹에서는성, 병상규모등다양한요인이

재원일수에영향을끼쳤다[8,9]. 즉, 각집단의특성에따

라재원일수를절감할수있는보다구체적인방안을도

출해줄수있는정보를제공해줌에따라대안적분석기

법으로는대화식의사결정나무가적합하다는것을알수

있었다[16].

우리가재원일수예측모형을개발하는이유는단순히

예측력이높은모형만이필요한것이아니라재원일수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을 알아보고 그리고 각각의 하

위그룹별특성을파악해서구체적으로재원일수를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는 것도 필요하다. 즉, 기술적분

석, 예측적 분석, 대안적 분석이 모두 필요하다. 본 연구

를 통하여 급성뇌졸중환자의 재원일수를 예측하는 모형

을 다중회귀분석, 대화식 의사결정나무, 신경망분석, 앙

상블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모형의 우수성은 Root

ASE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였다. 분석결과 다중회

귀분석은 23.7, 대화식의사결정나무는 23.7, 신경망분석

은 22.7, 앙상블은 22.7로 나타났다. 즉, 신경망 기법이나

앙상블기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일수에

영향을끼치는주요요인을살펴보는기술적분석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이가장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

로급성뇌졸중환자의재원일수절감의구체적인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대화식의사결정기법이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기존의 통계기반의 분석기법, 인공지능의 각 기법

들은각기고유의장점이있으므로이의장점을잘살려

서종합적으로데이터분석을할필요가있다는것을본

연구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었다.

5. 결론
급성뇌졸중 환자의 재원일수 예측모형을 통계분석기

법인 다중회귀분석기법, 인공지능기법인 대화식 의사결

정나무, 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

된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검토한 결과 각

각의 기법들이 정보 활용의 측면에서는 각기 장점이 있

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특정기법에 의존하는 분석보

다는 분석목적에 맞추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기법을

활용할필요가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이를통하여다

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원일수 예측모형을 개발할 시에는 모형의 성

능 못지않게 개발 모형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것

을 제안한다.

둘째, 재원일수예측시에특정모형에의존하는방식

보다는 여러 가지 모형의 결과를 평균하여 예측하는 앙

상블기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 한다.

셋째, 재원일수에영향을끼치는주요요인을파악하는

것은전통적인통계기법인다중회귀분석기법등을활용

하여 분석을 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안적분석측면에서는대화식의사결정나무기

법이도움이되므로이를효율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다섯째, 데이터 분석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시하고

그리고 분석결과를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

려하여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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