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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상동맥 재술 입원 환자의 재원일수의 변이를 규명하기 해 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하 다. 2004～2006년 퇴원손상환자 조사자료  상동맥 재술 입원 환자 1,011건을 연구 상으로 

하 으며, 재원일수의 변이분석은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은 데이터마이

닝 기법을 이용하 다. 개발된 다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측 재원일수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재원일

수와 비교한 결과 병상규모별, 보험유형과 지역별로 재원일수의 변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특성과 증도를 통제하고 나타난 재원일수의 변이는 공 자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진료행태나 의료

자원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행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증도 모형을 개발하

고 변이를 확인하 다는 에서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관상동맥중재술∣재원일수∣중증도 모형∣지역변이∣데이터마이닝∣

Abstract

Our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the severity-adjustment model for length of stay in 

hospital fo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s so that we would analysis the factors on the 

variation in length of stay(LOS). The subjects were 1,011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s 

inpatients of the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 2004-2006 dat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d ANOVA and the severity-adjustment model was 

developed using data mining technique. After yielding the standardized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crude and expected length of stay, we analysed the variation of length of stay fo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s. There was variation of LOS in regional differences, size of 

sickbed and insurance type. The variation of length of stay controlling the case mix or severity 

of illness can be explained the factors of provider. This supply factors in LOS variations should 

be more studied for individual practice style or patient management practices and healthcare 

resources or environment. We expect that the severity-adjustment model using administrative 

databases should be more adapted in other diseases in 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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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국내에서는 생활습 의 변화와 평균수명의 증

가로 상동맥 질환 환자가 차 증가하고 있다[1]. 

상 동맥 질환(coronaryartery disease ; CAD)이란 상

동맥의 내경이 좁아지거나 막  심장근육에 액순환

의 장애가 생기는 질환을 말하며, 허 성심장질환이라

고도 부른다. 이런 상동맥질환은 종종 병원입원으로 

이어져 재원일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2].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허 성 심장질환이 

1980년 이래 감소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순환

기계통 사망률은 2009년도 통계청 조사자료에서  년 

비  2.7%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인구 10 만 명당 순환

기계통 질환의 사망률  허 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

망이 1993년 18.4%에서 2008년 25,7%, 2009년 26%로 

차 증가를 보이고 있다[3]. 상동맥 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s)은 4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stable angina, unstable angina, post MI 

angina와 고 험 무증상인 경우이다[1]. 상동맥 재

술 (PCI)은 상동맥 우회술을 신하여 최근에 리 

임상에 이용되고 있고, 30년 에 처음으로 개발되었으

며, 상의 내의 폐색을 제거하는 시술로 가장 흔

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5].  상동맥 재술의 장  

의 하나는 재원일수가 짧고, 합병증이 거의 없는 시술

이라는 이다. 미국에서는 외래 지불 배상제도 행해지

고 있고, 입원환자의 경우 DRG(Dignosis Related 

Group)로 지불 형태가 바 고 있다. 상동맥 재술 환

자의 재원일수는 의료기  유형, 지역, 국가간에서 차이

가 있지만, 외래환자, 24시간 이내 찰 상 환자, 24시

간 이상 찰 상 환자로 구분한다. 24시간 이상 찰 

상 환자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이나 합병증을 가

진 경우와 가슴통증이 나타나거나, 성심근경색이 나

타나는 상황이 찰되는 경우이다[5]. 

상동맥 재술 환자의 재원일수는 치료비용을 결정

하는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에 따라 재원일수의 

변이의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원일수 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상동맥

재술 환자의 치료결과는 성별  연령, 합병증, 동반질

환, 증상의 심각성, 사회  문제, 의사들의 치료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재원일수의 변이를 규명하기 

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반 한 증도 보정 모형을 기

반으로 재원일수의 변이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6-8].

이를 해서 외국에서는 상동맥우회술 (CAGB: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환자의 재원일수 측 

모형이 개발되었다. 재원일수에 한 모형의 참고문헌

으로 WK Au 등의 Euro SCORE 와 Parsonnet 등이 있

고 Hannan 등의 Risk Stratification for CABG  

Surgery가 개발되었다[9-11]. 그러나 이러한 증도 보

정 모형은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한 모형임에 따라 실

제 활용하기 해서는 필요한 모든 변수를 구비해야 함

으로 행정  통계목 의 데이터베이스에는 활용할 수 

없다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자료나 퇴원손

상환자 자료와 같이 이미 국가 으로 구축된 데이터베

이스에 용할 수 있는 증도 보정 모형의 개발이 필

요하다. 이를 해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행정  통

계목 의 데이터베이스에 활용할 수 있는 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상동

맥 재술 환자의 재원일수 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12].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행정  통계목 의 데이터베이스에 용

할 수 있는 상동맥 재술 환자의 재원일수에 한 

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원손상환자 자료에 용할 수 있는 상동맥

재술 환자의 재원일수에 한 증도 보정 모형을 개

발한다.

둘째, 증도를 보정한 재원일수를 기반으로 재원일

수의 변이의 요인을 규명한다.

Ⅱ.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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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퇴원손상환자
우리나라 질병 리본부에서 작성하는 통계자료는 건

강보험통계, 환자조사통계, 퇴원손상환자 통계가 있다. 

건강보험통계는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상으로 하므로 

의료보호, 기타 자동차 보험이 제외되고,  환자조사통계

는 국을 상으로 하여 표성 있기는 하지만 의무기

록 리를 제 로 하지 않는 소규모 의료기 에서 제출

한 통계는 질병분류가 국제질병분류기 (ICD-10)과 

20% 정도의 불일치를 보이는 한계 이 있다. 반면  퇴

원손상환자 통계는 국의 100병상 이상의 일반병원에 

입원하 다가 퇴원한 모든 환자를 상으로 실시하므

로 표본의 표성에는 제한 이 있지만 국제질병분류 

문가에 의해 조사  리가 이루어진다는 에서  

앞에서 언 된 3가지 퇴원환자에 한 통계  가장 신

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재원일수 증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12][13].

1.2 연구 모집단
질병 리본부에서는 최근 2005년부터 퇴원손상환자 

심층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를 해 2004년에서 

2006년의 최근 3년간  퇴원손상환자 자료 50여만 건을 

수집하 다. 퇴원손상환자 조사자료는 질병 리본부가 

미국의 퇴원환자조사(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 NHDS) 방법론을 근거로 하여 2004년에  구축

하 다. 질병 리본부의 퇴원손상환자 조사의 목표 모

집단(target population)은 국에서 단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성기 일반병원(general hospital)에 입원하 다

가 퇴원한 환자 체이다. 그러나 실 인 조사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 조사 모집단(sampled population)은 

국의 종합병원  병원 512개  100병상 이상의 

성기 일반병원(general hospital) 약 150개를 상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항목은 병원의 특성 정보(소재지 

 병상 수), 환자의 인 사항(성별, 연령, 거주지, 보험

유형), 환자의 주진단, 부진단  처치수술, 입퇴원일  

재원일수, 입원경로, 퇴원 후 향방 외에 손상환자의 외

인정보와 손상유형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13]. 특히, 

퇴원손상환자자료는 건강보험자료나 퇴원환자조사에

서 수집할 수 없는 부진단에 한 정보를 체계 으로 

수집해 놓음에 따라 PCI 환자의 증도 보정 모형을 개

발 할 수 있는 가장 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12].

1.3 관상동맥중재술 환자 선정
상동맥 재술 환자 주진단 선정기 은 2004-2006

년 3년간 상동맥 재술 환자의 주진단 분포를 통하

여 심증, 심근경색, 허 성 심장병으로 묶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 18세 이상의 입원 환자를 추출하 다[6]. 

선정된 자료는 총 1,100건이었으며, 이  재원일수가 

31일 이상인 85건과 18세 미만의 환자 4건의 분포

(8.1%)는 극단치로 단하여 제외하 으며, 최종 연구

자료는 총 1,011건을 상으로 하 다.

1.4 동반질환의 정의
증도 보정 모형 개발을 하여 상 환자들의 동반

질환 유무 변수를 생성하 다. 조진만 등이 발표한 

상동맥질환의 련 문헌 고찰을 통해 risk factor로 알

려진 질환과 2004-2006년 상동맥 재술 환자의 분포

를 살펴본 후 다빈도 질환을 선정하 다. 동반질환에는 

고 압, 당뇨, 고지 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울 성 심

부 , 말 질환, 신부 , 암, 간질환, 심장   

삽입물 존재를 포함하 다[6][10][11].

2. 자료분석
2.1 통계분석
상동맥 재술 시술환자의 재원일수의 차이 분석은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증도 보정 모형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 다. 모형개발을 해 

체 데이터를 훈련용 60%, 검증용 40%로 나 어서 분석

을 하 다. 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개발하지 

않고, 훈련용과 검증용으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모형을 

만든 것은 모형이 데이터에 과 합화 되는 것을 방지하

기 해서이다[13]. 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하는데 사

용된 독립변수는 성, 연령, 입원경로, 주진단, 동반질환 

유무 변수를 사용하 다. 증도 모형 개발을 해 다

회귀분석, 의사결정분석, 신경망기법을 이용하 다. 

모형의 평가는 Root ASE(absolute standard error)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개발된 모형의 성능을 평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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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 회귀분석이 가장 우수함에 따라 다 회귀분석

결과를 증도 보정 모형으로 선정하 다. 다 회귀분

석 모형을 이용하여 환자의 증도가 보정된 재원일수

와 실제 재원일수와 차이가 있는지를 병상규모, 기 소

재지, 거주지 진료여부( 역시 기 ), 보험유형 등에 따

라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동맥 재술 입원환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높고, 연령별 분포는 45세∼

64세가 47.5%, 65세 이상이 46.3% 이었다. 환자가 거주

하는 지역은 서울이 29.2%, 경기도가 17.9%, 인천 9.2% 

순이었고, 의료기  소재 지역으로는 서울이 59.4%, 인

천이 10.0%, 주 9.6% 순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의료기

 소재지의 순서에 차이가 있었다. 상동맥 재술을 

해 입원한 병원의 병상규모는 1,000병상 이상이 

65.2%, 500-999병상이 28.2%, 300-499병상이 5.1% 순

이었다. 보험유형은 건강보험이 93.6%로 가장 많았고, 

외래 경유 입원이 64.9%, 사망환자가 2.0% 다. 상동

맥 재술을 시행한 환자의 주진단의 분포는 만성 허

성 심장병 41.7%, 심증 36.8%, 심근경색증 17.1% 순

이었다[표 2]. 동반질환 유무의 분포는 고 압 52.0%, 

당뇨병 34.7%, 심장   삽입물 존재 11.2%, 고지

증 9.1% 순이었다[표 3].

2.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타지역 입원현황
상동맥 재술 환자의 타지역 입원율은  42.7%이다. 

한 환자의 거주지별 타지역 입원율은 충북100.0%, 제

주 100.0%, 남 98.6%, 강원 95.0%, 충남89.5% 순으로 

높은 반면, 서울이 2.4%로 가장 낮았고 울산 6.1%, 주 

10.0% 순이었다[표 4].

표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구분 N %

성별 남 696 68.8
여 315 31.2

연령
18∼44 63 6.2
45∼64 480 47.5
65+ 468 46.3

거주지

서울 295 29.2
부산 35 3.5
대구 25 2.5
인천 93 9.2
광주 40 3.9
대전 20 2.0
울산 33 3.3
경기 181 17.9
강원 20 2.0
충북 21 2.1
충남 38 3.8
전북 26 2.6
전남 71 7.0
경북 59 5.8
경남 45 4.5
제주 7 0.7

기관소재지

서울 601 59.4
부산 21 2.1
대구 30 3.0
인천 101 10.0
광주 97 9.6
대전 12 1.2
울산 34 3.4
경기 50 5.0
강원 1 0.1
충북 0 0.0
충남 6 0.6
전북 11 1.1
전남 1 0.1
경북 17 1.6
경남 29 2.8
제주 0 0.0

병상규모
100-299 15 1.5
300-499 52 5.1
500-999 285 28.2
1,000+ 659 65.2

보험유형
건강보험 649 93.6
의료급여 62 6.1
기타 3 0.3

입원경로 응급 355 35.1
외래 656 64.9

퇴원 후 방향 사망아님 991 98.0
사망 20 2.0

전체 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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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주진단

협심증(I20.0-I20.9) 372 36.8
심근경색증(I21.0-I22.9) 173 17.1
만성 허혈성 심장병
(I25.0-I25.9) 421 41.7
기타 45 4.4

전체 1,011 100.0

구분
타지역 거주지 체

N % N % 계
서울 7 2.4 288 97.6 295
부산 18 51.4 17 48.6 35
대구 6 24.0 19 76.0 25
인천 13 14.0 80 86.0 93
광주 4 10.0 36 90.0 40
대전 11 55.0 9 45.0 20
울산 2 6.1 31 93.9 33
경기 144 79.6 37 20.4 181
강원 19 95.0 1 5.0 20
충북 21 100.0 0 0.0 21
충남 34 89.5 4 10.5 38
전북 15 57.7 11 42.3 26
전남 70 98.6 1 1.4 71
경북 42 71.2 17 28.8 59
경남 17 37.8 28 62.2 45
제주 7 100.0 0 0.0 7
전체 432 42.7 579 57.3 1,011

p<0.0001

표 2. 분석대상자의 주진단 분포                  (N(%))

         

표 3. 분석대상자의 동반질환 분포                (N(%))
구분

유 무

N % N %
고혈압 526 52.0 485 48.0
당뇨병 351 34.7 660 65.3
심장 및 혈관 삽입물 존재 113 11.2 898 88.8
고지혈증 92 9.1 919 90.9
울혈성 심부전 25 2.5 986 97.5
신부전 23 2.3 988 97.7
암 22 2.2 989 97.8
말초혈관질환 18 1.8 993 98.2
간질환 15 1.5 996 98.5
만성폐쇄성폐질환 2 0.2 1,009 99.8

전체 1,011 100.0

표 4. 거주지별 타 지역 이용               (N(%))

3.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재원일수
조사 상 환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 분포는 

[표 5]와 같다. 연령, 기 소재지, 거주지, 병상규모, 보

험유형, 입원경로에 따라 재원일수 차이가 있었다. 

표 5. 제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 분포 
구분 N 재원일수 P 

성별 남 696 10.9 0.1533
여 315 11.6

연령
18~44 63 9.7 0.0301
45~64 480 10.7
65+ 468 11.7

기관
소재지

서울 601 10.4 0.0001
부산 21 14.2
대구 30 17.6
인천 101 11.7
광주 97 7.4
대전 12 21.2
울산 34 12.6
경기 50 19.0
강원 1 14
충북 0 0.0
충남 6 12
전북 11 20.8
전남 1 10
경북 17 3.7
경남 29 8.4
제주 0 0.0

거주지

서울 295 10.5 0.0001
부산 35 1.2
대구 25 16.3
인천 93 12.3
광주 40 6.7
대전 20 15.8
울산 33 12.2
경기 181 12.3
강원 20 11.5
충북 21 12.2
충남 38 10.9
전북 26 14.2
전남 71 8.5
경북 59 9.8
경남 45 8.9
제주 7 7.9

병상규모
100-299병상 15 3.3 0.0001
300-499병상 52 13.7
500-999병상 285 14.1
1,000병상 이상 659 9.8

보험유형
건강보험 946 10.9 0.0006
의료급여 62 14.5
기타 3 11.7

입원경로 응급 355 11.7 0.0387
외래 656 10.7

퇴원 후 
방향

사망 아님 991 11.1 0.3379
사망 20 9.6

전  체 1,011 11.1

  

   

평균 재원일수는 11.1일이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이 11.7일로 가장 높았다. 기 소재지별로는  21.2

일, 북 20.8일로 가장 높고, 경북 3.7일  경남 8.4일로 

가장 낮아, 최고와 최  재원일수가 약 13일 정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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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났다. 거주지별로는 구 16.3일,  15.8일로 가

장 높고, 주 6.7일, 제주 7.9일로 가장 낮아, 최고와 최

 재원일수가 약 10일 정도의 차이가 났다. 한 보험

유 별로 의료 여 환자 1.7일일로 건강보험 환자 10.9

일 보다 3.6일 정도 차이가 났으며, 입원경로별로는 응

실 11.7일로 외래 10.7일 보다 길었다. 병상규모별로 

500∼999병상 13.7일로 가장 길었고, 100-299병상 환자 

3.3일로 가장 짧아 재원일수 차이가 10.4일로 병상규모

별 의료기  재원일수 차이가 심하 다. 하지만 성별, 

퇴원 후 사망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6. 제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 분포
구분 N 재원일수 P

주진단

협심증
(I20.0-I20.9) 372 12.1 0.0001
심근경색증

(I21.0-I22.9) 173 11.2
만성허혈성심장병
(I25.0-I25.9) 421 9.7

기타 45 14.9
고혈압 없음 485 10.9 0.3547

있음 526 11.3
당뇨병 없음 660 10.5 0.0005

있음 351 12.2
고지혈증 없음 919 11.3 0.0225

있음 92 9.4
만성폐쇄성폐질환 없음 1,009 11.1 0.7112

있음 2 13
울혈성 심부전 없음 986 11.0 0.0010

있음 25 15.8
말초혈관
질환

없음 993 11.1 0.3225
있음 18 12.8

신부전 없음 988 11.0 0.0528
있음 23 14

암 없음 989 11.1 0.9979
있음 22 11.1

간질환 없음 996 11.1 0.4409
있음 15 12.5

심장 및 혈관삽입물 
존재

없음 898 11.5 0.0001
있음 113 8.0

전  체 1,011 11.1

4. 관상동맥중재술 재원일수 중증도 모형
상동맥 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하기 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 다. 증도 보정변수로는 성, 연

령, 입원경로, 주진단  동반질환 유무로 하 다. 다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증

도 보정 모형을 개발한 결과 다 회귀분석의 Root 

ASE값이 가장 낮아 다 회귀분석을 상동맥 재술 

환자의 증도 보정 모형으로 선정하 다.

표 7. 모형평가
구분 Root ASE

회귀분석 7.1803
신경망 7.2586

의사결정나무 7.2107

표 8. 관상동맥중재술의 중증도 보정 모형

구분

비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상수항 11.9830 1.1580 10.35 0.0001
연령 18~44세

45~64세 -0.1249 0.4777 -0.26 0.7938
65세 이상 1.1005 0.4709 2.34 0.0198

울혈성 없음
심부전 있음 2.5227 0.8729 2.89 0.0040
당뇨병 없음

있음 0.8722 0.2956 2.95 0.0033
고지혈증 없음

있음 -1.1901 0.5078 -2.34 0.0194
심장 및 혈관 
삽입물 존재 없음

있음 -1.6428 0.4928 -3.33 0.0009
주진단 기타

협심증 
(I20.0-I20.9) 0.3766 0.515 0.73 0.4654
심근경색증 

(I21.0-I22.9) -1.1611 0.634 -1.83 0.0676
만성 허혈성

심장병
(I25.0-I25.9)

-2.4746 0.501 -4.93 0.0001

R-square 0.107             Adj R-sq   0.0936
F Value   7.96              Prob>F      0.0001 

본 연구에서 상동맥 재술 환자의 재원일수에 

한 증도 보정모형의 설명력(R2)은 10.7%로 나타났다. 

증도 보정 모형에 선정된 주요 변수는 연령, 울 성

심부 유무, 당뇨병유무, 고지 증 유무, 심장  

삽입물 존재유무, 주진단으로 나타났다. 연령그룹별로

는 65세 이상이 되면 재원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동반질환별로는 울 성 심부 과 당뇨병이 있을 

때 재원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지

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원일수가 증가하고, 

심장   삽입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원일수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단별로는 기타 질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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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원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5. 관상동맥중재술 재원일수 변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한 

상동맥 재술의 증도 보정모형을 이용하여 보정된 

재원일수를 산출한 후 이를 실제 재원일수와 차이가 나

는 지를 살펴보았다. 측값을 산출하여 실측값과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타지역 진료유무에 따른 재원일수의 

차이는 없는 반면, 병상규모, 보험유형, 의료기  소재

지별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표 9. 보정 후 재원일수의 변이
구분 빈도 실값- 측값 p-value

병상규모
100-299 15 -8.6 0.0001
300-499 52 2.3
500-999 285 2.2
1,000+ 659 -0.9

보험유형
건강보험 946 -0.1 0.0015
의료급여 62 3.1
기타 3 3.0

타지역 
진료 유무

타지역 432 -0.2 0.2863
거주지 579 0.3

기관
소재지

서울 601 -0.2 0.0001
부산 21 1.5
대구 30 5.9
인천 101 **-0.0
광주 97 -3.1
대전 12 9.2
울산 34 0.1
경기 50 7.2
전북 11 7.3
경북 17 -8.0
경남 29 -3.0
기타* 8 -0.9

전  체 1,011 0.1
*기타 :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0.02114 소수첫째자리 반올림

그 결과를 [표 5]의 보정  재원일수와 보정 후 재원

일수[표 9]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병상규모에서 500-999

병상 보정  재원일수 14.1일, 100-299병상 3.3일 로 

10.8일 차이가 나고, 보정 후 실측값과 측값(표 화

값)의 차이는 500-999병상 2.2일, 100-299병상 -8.6일로 

10.8일(=2.2일-(-8.6일))로 보정  후 차이가 없었다. 

한 보험유형에서 보정  의료 여 14.5일, 건강보험 

10.9일로 3.6일 차이가 있었고, 보정 후 실측값과 측

값(표 화값)의 차이는 의료 여 3.1일, 건강보험 -0.1

일로 3.2일(=3.1일-(-0.1일))로 근소한 감소를 보 으며, 

소재지별로  보정   21.2일,  경북 3.7일로 17.5일 

차이가 나고, 보정 후 실측값과 측값(표 화값)의 차

이는  9.2일, 경북지역 -8.0일로 17.2일(=9.2-(-8.0))

로 보정 에 비해 0.3일이 어들었다. 하지만 각 지역 

별 환자분포 차이가 심하여 분포지역이 가장 많은 서

울, 인천지역의 보정  재원일수 차이를 비교하면 서

울 10.4일, 인천 11.7일로 1.3일 차이가 나고,  실측값과 

측값(표 화값)의 차이는 서울 -0.2일, 인천 -0.0일로 

0.2일(=-0.2-(-0.0)로 1일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Ⅳ.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상동맥 재술 입원 환자의 재원일

수 변이 요인을 분석하기 해 질병 리본부의 퇴원손

상환자 자료를 이용하여  상동맥 재술 환자의 재원

일수에 한 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하 다. 모형개발

은 데이터마이닝의 다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신경

망 기법을 이용하 으며, 이  다 회귀분석 모형이 가

장 우수하여 이를 상동맥 재술 환자의 증도 보정 

모형으로 선정하 다.

증도 보정 모형에 선정된 주요 변수는 연령, 주진

단, 울 성심부 유무, 당뇨병유무, 고지 증 유무, 심

장  삽입물 존재유무로 나타났다. 연령그룹별로

는 65세 이상이 되면  재원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진단별로는 심증인 경우에 재원일수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질환별로는 울 성 심부

과 당뇨병이 있을 때 재원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고지 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

원일수가 증가하고, 추가시술로 심장   삽입물이 

없는 경우에 재원일수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지 증은 검사결과로서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심장   삽입물이 있는 경우 잦은 병

원방문으로 재원일수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이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연령이 높을수

록 재원일수가 증가하고, 고 압성 질환, 뇌  질환, 

당뇨병 등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평균 재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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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모두 증가하 다[12]는 보고와 일치한다. 외국 문

헌의 경우 Weintraub 등의 연구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고 압, 당뇨병 등의 유병률이 수술 후 합병증 증가로 

이어져 재원일수에 향을 미친다[15][16]는 연구와도 

유사하여 본 연구 재원일수 모형이 타당하다고 단할 

수 있다. 

 증도 보정모형을 용, 측값을 산출하여 실측

값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재원일수를 표 화 한 후 다시 

재원일수의 변이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병상규모, 보험 

유형  의료기  소재지별로 재원일수의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병상규모에서는 300-499병상, 500-999병

상이 1000병상 이상의 병상규모 보다 재원일수가 길었

고, 보험유형별 의료 여 환자가 건강보험보다 더 길었

다. 이것은 1000병상 이상 형의료기 의 환자 집 화 

상[17]으로 형병원의 병상수의 부족으로 재원일수 

감을 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의료 여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비 지불에 

한 부담이 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2009 강

성홍의 재원일수 변이분석에서 300-499병상이 1000병

상 이상 보다 재원일수가 길고 보험유형별 의료 여 환

자가 건강보험 보다 길었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12]. 

한 병상규모에서 보정  재원일수 차이 10.8(14.1 

-3.3)일, 보정 후 실측값과 측값의 재원일수 차이는 

10.8일(=2.2-(-8.6))로 보정  후 차이가 없었다. 한 

보험유형에서 보정  재원일수 차이는 3.6(14.5-10.9)

일 차이가 있었고, 보정 후 실측값과 측값의 재원일

수 차이는 3.2일(=3.1일-(-0.1일))로 근소하게 감소하

고,  소재지별로 보정  재원일수가  21.2일,  경

북 3.7일로 17.5일 차이가 나고, 보정 후 실측값과 측

값(표 화값)의 차이는  9.2일, 경북지역 -8.0일로 

17.2일, 보정 에 비해 0.3일이 어들었다. 그러나 각 

지역별 환자차이가 심하여 분포지역이 가장 많은 서

울, 인천지역의 실측값과 표 화값의 차이를 비교하면 

실측값 10.4일, 11.7일 이었고, 표 화값 -0.2일, -0.0일

로 그 차이는 실측값 1.3일, 표 화값 0.2일로 1일 이상

의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

역별 재원일수의 변이에 미치는  감은 환자 특성  

증도로 설명되지 않은 다른 다른 원인이 존재함을 유

추할 수 있다. Wright는 재원일수를 병원 입원 , 재

원, 퇴원 후의 세 단계로 나 어 입원  단계로 환자

의 사회경제문화  속성, 보건의료환경, 일차의료가 재

원일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이고, 재원 단계에서

는 증상의 증도, 동반질환, 유휴 병상, 퇴원 기  등

이며, 퇴원 후에는 지역사회  환자의 지원환경, 일차/

이차-진료의 통합 정도, 일차의료 근도  추후진료

를 향요인으로 꼽았다[8].  Clake는 크게 공 자(병

원)  요인과 수요자(환자) 요인으로 나 어, 의료의 진

료행태(individual practice style), 퇴원 기 , 병상 수 

 보험유형 등을 공 자  요인으로, 사회경제  상태, 

질병의 증도와 동반질환, 환자의 진료비 부담정도 

등 수요자요인으로 들었다[18]. 도 경은 지역간 의료

이용 변이의 원인에 하여 Wennberg(2002)와 

Skiner(1998)의 모형을 이용하여 환자의 필요요인(질

병의 증도), 수요요인(환자의 사회경제  조건, 근

성 등)  공 요인(진료행태, 자원공 량 등)으로 구

분하 다[19-21]. 진료결과에 한 평가는 건강상태에 

향을 끼치는 의료제공자 혹은 환자의 다양한 특성으

로 인해 보정이 필요하며, 이때 환자의 다양한 특성  

하나가 동반 상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 진료

결과 평가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분 동반상병

을 보정하지 않거나 연구자의 주 인 단에 의해 동

반상병을 유무 수 으로만 악하고 있다[20].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원일수의 변이를 분석하기 해 필요요

인( 증도)과 수요요인(환자특성)을 통제한 모형을 개

발한 결과 병상규모, 보험 유형  지역에 따른 재원일

수의 차이를 보 는데, 이는 결국 공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22]. 공 요인을 크게 의사수, 병상수 등 의료

자원의 공 량과 의사의 진료행태로 나 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의사의 진료행태의 차이나 의료자원의 

공 량을 직 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지역별 재원

일수의 차이 분석은 병원가동률, 병상수, 지역내 인구수 

등 병상자원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 그러나 원칙 으로 의료이용의 변이 연구는 근

성 이후의 상을 상으로 삼기 때문에 근성은 통제

되어야 할 변수로 보기도 한다[22]. 그 다면 증도와 

환자 특성 차이가 없고, 지역내 의료자원에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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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했을 때 병상규모별, 지역별, 보험유형별 재원

일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다. 진료행태의 차이는 임

상  불확실성(clinical uncertainty), 의사 개인의 특성

이나 주  선호로 인해 발생한다고 한다[22][24]. 재

원일수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수술유무, 진유무, 

보험종류, 선택진료 유무가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

다[4]. 이러한 진료의 변이를 이기 한 일환으로 의

료비 지불제도의 개선과 질병그룹별로 진료비를 계산

하는 DRG 지불제도로 바 고 있고, 환자의 입원과 퇴

원 등 진료과정에서 임상의사결정을 돕는 임상진료지

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이 개발, 검증, 공개되고 

있다[25-28].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내과학회(허

성 심장질환 임상연구센터)를 심으로 체계  문헌고

찰 후 핵심질문 근거표 작성에 근거종합, 등 을 부여

하여 입원치료 여부의 결정 등에 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29]. 재원일수의 변이가 존재하고 이의 원인이 

악되었다면 재원일수를 얼마나 여야 하는가이다. 

Stanford Institutional Difference Study에서는 재원일

수가 짧은 병원이 더 좋은 진료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

고하고 있고[30], 재원일수와 사망률은 유의한 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31]. 따라서 임상진료지침을 

이용하여 진료의 변이를 이려는 노력은 타당성을 가

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임상질지표 등을 활용

한 의료기  내부의 질 향상 활동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32].이러한 변이성을 리하기 해서 사례 리가 

필수 이라고 하겠다. 사례 리는 의료이용도 리와 

퇴원계획이 합쳐진 것으로 재원  입원과 재원의 

성을 평가하고 주치의와의 교류를 통하여 환자에게 가

장 합한 퇴원계획을 세우고 양질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Monitoring 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원일수를 

이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32].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 증도 보정변수의 제한

이다. 행정데이터의 특성상 음 , 심 도, 상동맥조

술 등과 같은 련 주요 검사 소견을 통해 험군의 

특성을 악한 증도의 보정이 아니라 환자 특성 변수

와 증도를 보정했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둘째, 

지역 구분의 문제이다. 연구결과에서 지역별 재원일수

의 변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타

지역 이용여부에 따른 재원일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행정구역 심으로 진료지역을 구

분하 으나, 진료권 개념의 지역 구분과 연고지 등 환

자가족의 거주지 등을 고려한 지역 구분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재원일수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행정 인 데이터 자료로만 분석하여 임상 자

료를 기반으로 한 근을 할 수 없었다는 이다. 따라

서 후속연구는 보다 정교한 증도 보정 모형의 개발과 

이에 한 비용-효과분석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재원일수 증도 모형은 질병의 특이  임

상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증도 모형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진단명을 

보정하여 증도 모형개발에 의의를 두었다. 한 행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타 질환에 해서도 용할 수 있

는 일반화 가능성과 활용의 효용성을 높 다고 할 수 

있다. 보통 행정데이터는 환자특성 뿐만 아니라 의료기

에 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병상규모, 

보험유형, 의료기  소재지가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병상규모에 따른 재원일수 리를 해 임상진

료지침, 사례 리 등의 재원일수 리 방안 등

이 요구된다.

둘째, 의료기  재원일수 정성  의료비 감 방

안을 제시 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하여 보

험유형별 재원일 수 심사 리 등에 한 정책

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기  소재지별 많은 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재원일수 변이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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