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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의료의 양적 서비스의 충족을 넘어 질적 서비스를 추구하는 

현실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요양기관의 특성은 병상규모, 설립형태, 지역구분, 종별, 

체인병원소속여부, 입원건수, 수련병원, 응급의료기관으로 규정하였고, 

적정성평가 결과는 진료과정과 진료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료과정에는 재관류술 실시율과 경구약제 투여율, 진료결과는 

생존지수를 시용하여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과 범위 그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0년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평가 결과 즉,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급성 심근경색증 확진 건과 

외래 경유 당일 응급실 내원 건 을 포함하였으며, 2010.1.1~2010.12.31 

(진료개시일 기준) 대상환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71개 등 총 114개 기관이며, 요양기관의 

특성은 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 제시된 병원평가정보, 병원정보 자료, 2010년 

병원 명부와 2010 병원신임평가 및 2011수련병원(기관)지정 책자를 

비롯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른 

재관류술 실시율과 경구약제 투여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고,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른 생존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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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분산분석, 요양기관의 재관류술 실시율 

및 경구약제 투여율, 생존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적정성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원 도착 시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과 병원 도착 시 아스피린 

투여율, 생존지수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없었다. 

병원도착 9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가 많을 수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퇴원 시 아스피린 투여율은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가 

많을 수록, 권역응급의료기관에 비해 기타 응급기관의 성격을 가진 병원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율은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병원이,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가 많을 수록,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이 기타 병원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입원건수가 진료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병원도착 9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는데 이는 권역 별로 소재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질적 성장 및 활성화가 더욱 요구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응급질환으로 초기 처치 방법 및 시간에 따라 

예후가 크게 변화하는데, 대개 병원 내원 30분 이내에 혈전 용해술을 

시행하거나, 90분 이내에 재관류 치료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김민철, 

2009). 그러므로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신속한 치료는 사망률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거주자들에게는 서울, 경기에 몰려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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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의 의료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준비된 요양기관의 중요성이 대두 된다. 

수련병원의 여부는 등급결과에 중요한 변수로서 생각되었지만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어 

오던 변수이나, 최근 전문병원의 등장으로 인하여 변수로서 크게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사료된다. 특정 의료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 즉, 의사의 전반적인 수준, 간호사 교육수준, 요양기관의 

경영방침, 병원장의 리더쉽, 응급실과 cath room과의 거리 등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측정이 어려운 변수에 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이 

한계가 있다.  향후, 일관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변수를 사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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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보건, 의료의 발달은 의료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욕구의 증대로 인해 

보다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질 향상 체계가 요구 되고 있다. 최근 정부정책의 

한 일환으로 의료의 질 관리를 통한 국민 전체의 건강증진을 이루고자 적정성 

평가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요양기관의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다. 실제로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이며, 

적정성 평가항목들은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의료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 대한병원협회에서 적정진료보장(Quality 

Assurance)를 시작으로 의료의 질에 대한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 19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실시로 전폭적인 

의료의 질적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전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평가를 추진하게 되었다. 의료의 질 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표개발과 이를 통하여 분석하는 기관에 따른 성향평가, 선택된 의료행위의 

적정성 평가 혹은 의료행위 수행의 당위성 평가와 이에 대한 가감지급, 

진료량 및 진료결과에 따른 적정성 평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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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고 인증하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의 특성상 질(quality)에 대한 향상은 모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수행 해야 하는 기본적 행동 지침이다(박상근, 2007). 

의사만의 고유영역이라 믿어왔던 진료에 대하여 1995년 미국에서 의료관리 

측면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는 1960-70년대의 행위 별 

수가제로 인한 의료비용의 증가 및 동시에 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의료비 지출의 증가율이 국민 총생산의 증가율보다 휠씬 빠르게 

가속화되자 의료비용 효율적 관리 측면이 강조되었고, 1983년 처음으로 

포괄수가제라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게 되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양을 감소시킬수록 의료기관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의료기관마다 최적의 

진료효과를 내는 가장 경제적인 진료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이상훈, 2006). 

의료의 질 (Quality)향상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인 모두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이에 대한 노력은 사명이라 하겠으나 각 국가나 사회의 

관점과 입장, 의료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혹은 추구되는 정도와 범위는 다를 

수 있다(박상근, 2010).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는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질을 유지해야 하며 질을 유지하해야 한다는 요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우선, 환자와 일반 대중의 건강보호라는 건강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건강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면 건강보장 급여로서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소극적인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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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라 하겠다. 더 적극적인 측면은 건강보장 재원이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는 점인데, 한정된 자원으로서 건강보장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이때 효과는 질과 무관하지 않다(김창엽, 2009). 

건강보험 적정성평가 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의료의 질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강혜영, 2007). 이에, 요양기관은 스스로 자율적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고, 소비자는 원하는 요양기관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접근 가능케 해야 

한다.또한, 보험자는 재정 효율화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정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적정성평가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폐렴상병에서의 항생제 사용의 질적 적정성 평가 연구에 대한 

정계영(2006)이 있으며, 국내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 시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 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최원석, 2006), 우리나라 주요 암 

검진 관련 자원 및 적정성평가(유희덕, 2004) 정도가 있다. 현재로서는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더욱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루지 못한 점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정책시행과 그에 따른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간의 상관 관계를 더욱더 확인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적정성 평가 정책은 최근 시행 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인들간의 관계를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 정책대안이 

이루어지는데 기여코자 하였으며, 나아가 요양기관에서의 평가에 대한 대처 

방안에도 도움이 되는 연구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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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적정성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정성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받는 

가감지급사업에서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른 재관류술 실시율과 경구약제 투여율을 

파악한다. 

둘째,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른 생존지수를 파악한다. 

셋째, 요양기관의 재관류술 실시율과 경구약제 투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넷째, 요양기관의 생존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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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1) 적정성평가의 정의 

‚적정성(appropriateness)은 질병과 건강을 관리함에 있어 현재 사용 

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사용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고 제시 

되었다(김선민, 2007). OECD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HCQI)프로젝트에서 질 평가틀을 설계하기 위해 의료의 질에 

대한 개념과 영역을 조사하였는데, 적정성은 주로 의료의 효과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하였다. 

OECD HCQI 프로젝트는 질(quality)의 요소로 효과성, 안전성 및 환자 

중심성(patient centeredness)을 포함시켰으며, 성과(performance)의 

범주엔 질과 함께 비용 및 접근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그림 1). 

 다시 정리해보자면 ‘적정성’이 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개념이긴 하나, 

전체적인 질의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김남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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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Arah,O,Westert GP,Hurst J,Klazinger NS.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OECD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2005;supp1:5-13   
 

그림 1.  HCQI 프로젝트의 질 평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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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서의 적정성이라 함은 협의의 의미로는 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의료의 효과 및 편익을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통한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며, 

적정성평가의 범위는 요양급여를 받고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해당되는데, 

적정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임상지표개발, 표준진료지침의 개발, 환자만족도 

조사, 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여기에 포함 된다(최희주, 2008). 

 

2) 도입배경 및 개념 

     의료기술의 과학적 발달로 인하여 양적으로 증가되었던 의료서비스의 

한계에 국민들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면서, 건강보험 

의료서비스의 효율과 질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국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정책 차원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제고하고자, 이에 2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요양급여(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은 WHO가 제시한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과학-기술적 질로 구성된 ‘의료의 질(quality)’평가로 볼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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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그림 2. 의료의 질과 적정성평가의 관계 

 

3) 평가결과 활용 

요양기관이 질 향상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평가결과를 

벤치마킹 자료와 함께 통보한다. 평가결과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제도 개선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고, 국민에게는 의료이용 

선택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요양기관의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밖에 평가결과에 의거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 평가는 2007년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기관별 환자수, 적정시간 낸 심혈관 재관류술, 재발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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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처방률, 30일 치명률에 근거하여 평가 했다. 20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성심근병증 급여 적정성 평가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활용되었다(김선민, 2011). 

 

2. 급성심근경색증 (Acute Myocardial Infarction) 

 

2010 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우리나라 3 대 사망원인은 1 위 악성신생물, 

2 위 뇌혈관질환, 3 위 심장질환이며, 심장질환 사망률은 전년 대비 4.3%증가 

하였다. 인구 10 만명당 심장질환 사망자는 46.9 명이고, 고혈압성 질환은 

9.6 명이며, 심장질환 중에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26.7 명으로 가장 높았다. 

OECD(2009)에 의하면, 관상동맥질환은 선진국에서 사망의 주요원인이며 

1970 년대 이후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의 급성기 치료 

향상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이며, 관상동맥질환 사망의 약 반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이며, 관상동맥질환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10%를 차지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심혈관 질환은 높은 유병률과 

질병의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시 치료과정에서 많은 여러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2000 년 국가사망통계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29.6% 를 차지함으로써 사망원인 1 위 순위를 

기록하였다(Anderson, 2002). 

급성심근경색증은 의료의 발달로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및 치료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며, 관상동맥 중재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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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 최근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고위험 질환으로 타 질환에 

비하여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이상훈, 2006).  

급성심근경색증은 응급질환으로 초기 처치 방법 및 시간에 따라 예후가 

크게 변한다. 대개 병원 내원 30 분 이내에 혈전 용해술을 시행하거나, 90 분 

이내에 재관류 치료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김민철, 2009). 혈전에 

의해 폐쇄된 혈관을 재개통 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혈전용해제사용과 경피적 관상동맥시술 시행으로 나눌 수가 있다(Antman, 

2004). 그러나 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심혈관 중재술적 시술이 

불가능하며, 중재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으로 환자를 이송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시간적 지연으로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가 어렵다(강상욱, 2007). 

관상동맥 폐쇄 후 30 분 이내에 재 개통이 된다면 심근괴사를 막아 

심근경색으로 진행되는 것을 많은 부분 막을 수가 있다. 30 분에서 2 시간 

사이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살릴 수 있는 심근의 생존 범위가 줄어들게 

되지만 이 사이에라도 재관류가 이루어진다면 상당 범위의 심근을 생존 시킬 

수 있다(Boersma et al, 1996). 그러므로 재관류 치료의 최대 효과를 

위해서는 혈관 폐쇄 후 2-3 시간 내, 특히 첫 1 시간 내에 재개통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관상동맥질환이 많은 미국의 급성심근경색 

등록사업에서 2 시간 이내에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불과 

8%밖에 되지 않았다(Cannon et al, 2000). 혈관이 폐쇄 되고 2-3 시간이 

지난 후에는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심근의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혈류가 

재계통이 된다면, 심근경색범위의 확장을 막고, 심근 재형성과 심부전으로의 

진행을 막아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다(Berger et al, 1999). 많은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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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대체로 30 분 지연 시마다 1 년 사망률이 1.08 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된바 있다(De Luca et al, 2004). 특히, 고위험 군에서는 시간 지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쇽이 있는 환자에서 시간지연은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킨다. 또한 유럽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경피적중재적시술이 가능한 

숙련된 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약물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Amit et al, 2007; Barron HV et al, 1998), 이는 환자 

이송체계가 잘 이루어진 환경에서 적용 될 수 있는 결과로 현실적으로는 

이송에 따른 시간 지연으로 효과적인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많다. 또한 일차 의료기관을 방문 후 심근경색을 진단 받고 이송되는 

환자라 하더라도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2007, 강상욱). 

 

3. 선행연구고찰 

 

2000년부터 시행되었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연구는 사실 많지 

않다. 대부분 외국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대하여 국내도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였으며, 2000년대 중반 들어 양적 연구에 

심각한 문제를 느낀 일부에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질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국가의 보건정책으로 시행되는 적정성평가의 결과가 전국민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의 파장은 커져만 갔고, 의료체계 및 특성이 다른 외국의 정책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요양기관 관련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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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선행연구 

연구자 
조사자료 및 

연구대상 
목    적 결    과 

정계영 

(2006) 

일개병원 

200507~2005

09 외래 내원 

중 폐렴상병에 

항생제 원외처방 

받은 119건  

항생제 적정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질적 

평가를 

시도하고자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항생제 

적정성평가에 상병 확대 및 소아 

연령군은 세분류 평가 필요.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전환필요 및 

환자의 다양한 질환적 특성, 

중증도  고려된 평가 필요. 

박영자 

(2007) 

2003년 

종합병원서 PCI 

시술 받은 

환자:21,742건 

PCI1)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의료기관의 

특성요인 규명. 

PCI의 진료결과는 의료기관의 

특성보다 의료기관의 환자구성 

특성요인과 더 관련성이 있음. 

최희주 

(2008)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입원하여 

내과적 치료를 

받은 

환자대상기관 

122개소  

의료기관의 질 

평가와 적절성 

평가의 정책적 

근거 마련과 

자발적 질 향상 

활동 마련.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가 진료 

결과에 유의하게 영향 미침. 

김명순 

(2011) 

지방중소도시에 

있는 한 

상급종합병원 

가감지급사업의 

성과, 수익성 및 

이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가감지급사업은 병원의 

경영수지측면에서 다소 도움.  

지영건 

(2007) 

외국의 

(미국,영국,호주)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 

소개 

외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 

검토하여 

우리나라 질 

평가제도정립에 

도움. 

의료체계 및 의료비 상환방법이 

외국과 차이가 있음에도 외국의 

평가지표 일부만 국내서 

취사선택하여 평가결과를 

나열하는 것은 안됨. 

김남순 

(2008) 

적정성 평가의 

현재와 미래 

적정성평가의 

역할, 성과, 과제 

제시. 

의료의 질에 대한 정책들이 

고립적, 분산적, 체계적, 

포괄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개혁적 접근 등 해결과제 제시. 

1)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P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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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개념의 틀 

 

이 연구는 2010년 급성심근경색증 질환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와 요양기관의 특성에 대한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재관류술 실시율, 경구약제 투여율, 생존지수에 요양기관의 

병상규모, 설립형태, 지역, 종별, 체인병원소속 여부, 입원건수, 수련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정형태의 변수가 얼마만큼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로서 

그림3을 통해 적정성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림 3. 연구 개념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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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전국의 각 요양기관별 2010년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평가 결과 즉,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급성 

심근경색증 확진 건으로 외래 경유 당일 응급실 내원 건 을 포함하였으며, 

2010.1.1~2010.12.31 (진료개시일 기준) 대상환자이며, 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145기관 중 PCI시행 건수가 년 30건 미만인 요양기관은 

제외하여 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71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 제시된 병원평가정보, 병원정보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0년 병원 명부와 2010 병원신임평가 및 

2011수련병원(기관)지정 책자,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를 

구하였다. 

 

3. 변수의 정의 

 

요양기관이라 함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분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곳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에 의하여 

<약사법> 제72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진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참여함에 

있어,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요양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부터 전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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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범위 및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는 당연지정 

요양기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공익 또는 국가시책 상 의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 

기관등(대통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 

 

1) 독립변수(요양기관의 특성 

 

(1) 병상 규모 

Ginn(1995)등 많은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병상의 규모는 병원성과에 

높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권성탁, 2003).  

병상규모는 허가병상과 실 가동 병상수로 구분되며 허가병상은 인가 받은 

병상으로 통상 의료법에 의한 허가병상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였으며, 

2010년 병원 명부에 기록된 허가(신고)병상 수를 사용하였고, 병상수의 

구분은 399병상 이하, 400~599병상, 600~799병상, 800~999병상, 

1,000병상 이상의 5단계로 구분 하였다. 

     

(2) 설립형태 

요양기관의 설립형태는 공공기관은 국립, 공립, 특수 법인, 시립으로 

하였고, 민간기관은 학교법인, 의료법인, 재단 법인, 개인, 사회복지법인으로 

나누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립구분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구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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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구분 

지역 구분은 그 지역에서의 의료 이용 접근성, 인구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이 소재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특별자치도 등 16개 시도를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기타 등 

3집단으로 구분 하였다 

 

(4) 종별 

요양기관의 종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두 종류로 나누었다.  

 

(5) 체인병원 소속여부 

요양기관이 단독병원인지 여러 개의 병원을 체인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확인으로, 같은 재단 소유라 할지라도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병원이사장이 동일인으로 다른 지역에 다른 

이름으로 소유한 경우는 제외시켰다. 자료는 관련 요양기관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6) 입원건수 

2010년에 급성심근경색증(주, 부상병 I21)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수(외래 경유 당일 응급실 내원한 건 포함)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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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련병원 

         수련병원 유무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 대상 병원을 레지던트 및 인턴 수련병원, 인턴수련병원,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8) 응급의료기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었다.(법률 

제 11403 호, 2012.3.21, 타법개정) 응급의료기관의 지정형태는 <개정 

2011.8.4>에 의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에 있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외상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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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속변수(등급결과)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과 정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한 

표2와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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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종속변수에 대한 평가지표 및 산출식 

구분 지표명 및 산출식 

 

 

 

 

 

진료 

과정 

병원도착 9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재관류 대상자로 병원도착 후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 환자수 

                                                      *100 

재관류 대상자(ECG상 ST절 상승 또는 new onset LBBB가  

있는 환자)로 병원도착으로부터 6시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  

환자수 

병원도착 9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 

재관류 대상자로 병원도착 후 90분 이내 P.PCI시술 환자수 

                                                           *100 

재관류 대상자로 병원도착으로부터 12시간 이내 P.PCI시술 

 환자수 

병원도착 시 아스피린 투여율 

병원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아스피린을 투여 받은 AMI 환자수 

                                                             *100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AMI 환자수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율 

퇴원시 아스피린을 처방 받은 AMI 환자수 

                                                *100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AMI 환자수 

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퇴원시 베타차단제를 처방받은 AMI 환자수 

                                                  *100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AMI 환자수 

 

 

진료 

결과 

입원 30일내 생존지수 

입원 30일내 생존 환자수 

                                          *100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AMI 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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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입원 30일내 생존지수 산출방법 및 등급구분 

단계 산 출 방 법 

1단계 *그룹별 지표값 산출 

기관 당 건수가 30건 미만이거나 각 지표별 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 제외. 

① 재관류술 실시율 = 

혈전용해제 해당건수 + P.PCI 해당건수 

혈전용해제 대상건수 + P.PCI 대상건수 

 

 

② 경구약제 투여율 = 

도착시ASP투여건수+퇴원시ASP처방건수+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건수 

도착시ASP대상건수+퇴원시ASP대상건수+퇴원시 

베타차단제 대상건수 

 

 

③ 생존지수: 위험도 보정한 사망률을 생존지수로 변환하여 

산출 

생존지수=(1-실제 사망률)/(1-예측사망률) 

2단계 가중치를 부여한 종합지표 산출 

 
(재관률 실시율*4.5)+(경구약제투여율*2.5)+(생존지수*3.0) 

*100 

10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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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WIN 19.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른 재관류술 실시율과 경구약제 투여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른 생존지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셋째, 요양기관의 재관류술 실시율과 경구약제 투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요양기관의 생존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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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요양기관의 특성과 재관류술 실시율 

 

급성심근경색증에 관한 평가지표 중 진료과정과 진료결과 지표를 활용한 

평가결과를 연구대상 요양기관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우선 진료과정 평가 

지표 중 재관류술 실시율과 관련된 평가지표와 비교한 결과, 병원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은 수련병원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병원도착 9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은 병상규모가 클수록,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가 많을수록, 전문응급의료센터인 병원일수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높았다. 

요양기관의 설립형태와 체인병원소속여부, 지역구분에서는 재관류술 실시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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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양기관의 특성과 재관류술 실시율 

                         단위 : 평균 ± 표준편차, n=114 

요양기관의 특성 구분 개수 

병원도착 30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평균± 표준편차) 

 

  t/F값 

     병원도착 90분이내   

Primary PCI실시율 

    (평균± 표준편차) 

     t/F값 

병상규모    399이하 15 80.00±40.00 0.784 82.98±17.49 6.853* 

 400~599 39 81.62±24.91  77.47±22.29  

 600~799 24 76.99±25.92  88.30±12.11  

 800~999 27 91.74±16.69  95.50±4.45  

 1,000이상 9 87.50±25.00  98.02±3.12  

종별구분 상급종합 43 87.10±22.88 0.954 94.96±6.01 5.479
***

 

 종합병원 71 80.86±25.10  81.16±19.76  

설립형태 공공기관 17 88.52±18.78 0.653 85.48±21.64 -0.227 

 민간기관 97 82.75±25.08  86.52±16.60  

체인병원소속여부 체인병원 66    84`.15±23.83 0.200 88.90±12.25 1.778 

 단독병원 48 82.76±25.32  82.89±19.48  

지역구분 서울 28 83.03±23.89 1.208 87.63±17.08 0.316 

 인천, 경기 25 75.47±30.56  87.90±18.48  

 기타 61 88.03±20.35  85.1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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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AMI입원건수 50이하 22 65.92±35.22 2.032 64.79±21.80 23.521
***

 

 51~150 57 80.50±25.36  89.59±13.07  

 151~250 19 90.28±17.23  94.08± 6.72  

 251이상 12 93.06±16.59  95.40± 4.68  

수련병원여부 인턴/레지던트 98 84.64±23.00 3.868
*
 87.27±16.79 2.038 

 인턴 10 83.35±23.54  80.65±19.77  

 없음 4 20.00± 0.0  72.13±22.72  

       

응급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15 90.74±18.8 0.669 92.77±11.65 6.208
***

 

 전문응급의료센터 4 100.00±0.0  93.10± 2.30  

 지역응급의료기관 12 100.00±0.0  69.86±16.19  

 지역응급의료센터 83 81.51±25.22  87.99±15.75  

  합계 114 83.69±24.10  86.3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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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기관의 특성과 경구약제 투여율 

 

진료과정 평가지표 중 경구약제 투여율과 관련된 평가지표와 비교한 결과 

병상규모가 클수록 병원 도착 시 아스피린 투여율과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은 높았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공공기관은 민간병원에 비해 퇴원 시 아스피린 투여율이, 

체인병원은 단독병원에 비해 병원 도착 시 아스피린 투여율이 높았으며, 

지역구분에서는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병원 도착 시 아스피린 

투여율은 심근경색증의 입원건수가 많을수록,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퇴원 시 아스피린 투여율은 심근경색증의 

입원건수가 많을수록,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이 높았으며,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은 심근경색증의 입원건수가 많을수록,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전문응급의료센터인 병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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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병원의 구조적 특성과 경구약제 투여율 

                                                                     단위: 평균 ± 표준편차, n=114 

요양기관의 특성 구분 개수 
병원 도착시 

아스피린 투여율 
t/F값 

퇴원시 아스피린 

투여율 
t/F값 

퇴원시 

베타차단제방률 
t/F값 

   (평균 ±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병상규모   399이하 15 97.93±4.95 2.242
*
 99.37±1.82 0.734 85.67±9.51 3.865

***
 

 400~599 39 98.54±2.59  99.38±1.52  95.77±8.03  

 600~799 24 99.61±0.60  99.73±0.56  98.34±2.21  

 800~999 27 99.60±0.81  99.79±0.85  99.15±1.23  

 1,000이상 9 99.90±0.20  99.81±0.39  99.29±1.28  

구분 상급종합 43 99.70±0.62 2.834
**
 99.79±0.50 1.741 99.10±1.26 2.685

**
 

 종합병원 71 98.65±3.00  99.45±1.47  94.22±15.21  

설립형태 공공기관 17 99.29±2.53 0.445 99.86±0.32 2.116* 93.38±16.57 -0.978 

 민간기관 97 99.00±2.44  99.53±1.30  96.53±11.35  

체인병원소속여부 체인병원 66 99.46±1.28 1.928
*
 99.67±0.75 0.826 96.75±11.67 0.703 

 단독병원 48 98.47±3.39  99.46±1.65  95.11±13.00  

지역구분 서울 28 99.54±0.74 2.853
*
 99.61±0.74 0.325 98.92±1.44 1.032 

 인천/경기 25 98.06±4.07  99.73±1.34  95.54±10.07  

 기타 61 99.22±1.96  99.50±1.33  94.96±15.33  

AMI 입원건수 50이하 22 96.80±4.67 9.559
***

 98.79±2.31 4.374
**
 85.88±25.24 7.428

***
 

 51~150 57 99.46±1.14  99.77±0.54  98.14±3.35  

 151~250 19 99.69±0.49  99.64±1.01  98.70±1.51  

 251이상 12 99.86±0.28  99.93±0.27  99.5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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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여부 인턴/레지던트 98 99.26±1.74 9.211
***

 99.68±0.82 3.007* 97.91±4.32 21.694
***

 

     인턴 10 98.68±2.24  99.20±2.53  90.00±22.26  

     없음 4 94.25±8.86  98.33±3.35  64.03±43.94  

응급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15 99.51±0.89  1.692 99.00±2.24 1.899 96.51±8.96 4.741
**
 

 전문응급의료센터 4 99.90±0.20  99.80±0.40  99.25±1.50  

 지역응급의료기관 12 97.63±3.25  99.23±1.41  83.98±31.07  

 지역응급의료센터 83 99.10±2.54  99.72±0.89  97.51±6.28  

 합계 114 99.04±2.44  99.58±1.21  96.06±12.2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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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기관의 특성과 생존지수 평가결과 

 

    진료결과에 해당하는 입원 30일내 생존지수와 요양기관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병상수가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 서울지역 소재 병원에서 

생존지수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가 151이상인 경우,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6). 

 

<표 6> 요양기관의 특성과 생존지수 

단 위 : 평균 ± 표준편차, n=114 

요양기관의 특성 구분 개수 
입원 30일내 생존지수 

(평균 ± 표준편차) 
t/F값 

병상규모   399이하 15 100.60±10.08 0.765 

 400~599 39  96.86±14.78  

 600~799 24  99.86± 2.66  

 800~999 27  99.13± 2.94  

 1,000이상 9 101.42± 2.86  

종별구분 상급종합 43  99.75± 2.92 0.744 

 종합병원 71  98.36±11.98  

설립형태 공공기관 17 100.85± 2.95 0.912 

 민간기관 97  98.54±10.33  

체인병원소속여부 체인병원 66  99.48± 4.16 0.773 

 단독병원 48  98.06±14.05  

지역구분 서울 28 100.17± 2.64 0.558 

 인천, 경기 25  99.63± 6.81  

 기타 61  97.99±12.28  

AMI 입원건수 50이하 22 99.91±8.98 0.808 

 51~150 57 97.50±12.18  

 151~250 19 100.15±3.02  

 251이상 12 100.8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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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여부 인턴/레지던트 98 98.67±9.57 1.063 

 인턴 10 98.20±8.51  

 없음 4 105.80±15.48  

응급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15 100.68±3.57 0.375 

 전문응급의료센터 4 100.20±0.65  

 지역응급의료기관 12 96.83±8.44  

 지역응급의료센터 83 98.73±10.83  

 합계 114 98.88±9.62  

 

 

4. 적정성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기관의 특성 

 

적정성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요양기관의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병원 도착시 

30 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과 병원 도착시 아스피린 투여율, 생존지수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없었다. 병원도착 90 분이내 

Primary PCI 실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가 많을 수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퇴원시 아스피린 투여율은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가 많을 수록, 

권역응급의료기관에 비해 기타 응급기관의 성격을 가진 병원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율은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병원이,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가 많을 수록,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이 

기타 병원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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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적정성 평가 결과 관련요인의 다중회귀분석결과 

요양기관의 특성 

제관류 실시율1 
제관류 

실시율2 

경구약제 

투여율1 

경구약제 

투여율2 

경구약제 

투여율3 
생존지수 

회귀 

계수 
t값 

회귀 

계수 
t값 

회귀 

계수 
t값 

회귀 

계수 
t값 

회귀 

계수 
t값 

회귀 

계수 
t값 

종별구분
1)
 -2.49 -0.31 -8.17 -2.17* -0.38 -0.67 -0.04 -0.15 -0.82 -0.31 -0.44 -0.18 

설립형태
2)
 2.81 0.28 7.43 1.59 0.14 0.21 -0.43 -1.27 6.86 2.10* -2.48 -0.86 

체인병원소속여부
3)
 2.89 0.34 0.41 0.12 -0.61 -1.18 -0.02 -0.10 4.22 1.75 -1.56 -0.73 

지역구분
4)
 8.29 1.13 -1.92 -0.60 0.68 1.40 -0.06 -2.56 -1.71 -0.75 -2.29 -1.14 

AMI입원건수 0.02 0.72 0.05 2.94** 0.04 1.38 0.03 2.09* 0.02 1.87* 0.05 0.40 

수련병원
5)
 -23.2 -1.42 -0.74 -0.15 -1.18 -1.57 -0.46 -1.25 -15.0 -4.28

***
 3.87 1.24 

응급의료기관
6)
 -5.72 -0.54 0.39 0.07 0.36 0.47 1.31 3.46** 1.48 0.41 -1.04 -0.32 

상수 96.3 36.06* 29.03 4.86* 99.2 39.6* 98.2 80.3* 91.90 7.82* 90.47 0.12* 

F값 2.109* 4.720*** 2.278* 2.749* 4.642*** 1.918* 

Adj R
2
 0.012 0.190 0.075 0.099 0.187 0.040 

주 1) 종별구분(종합병원=1, 상급종합병원=0) 주 2) 설립형태(민간기관=1,공공기관=0) 
주 3) 체인병원소속여부(단독병원=1, 체인병원=0) 주 4) 지역구분(기타=1, 서울,수도권없다=0) 
주 5) 수련병원(기타=1, 인턴/레지던트=0) 주 6) 응급의료기관(기타=1, 권역응급의료기관=0) 
*P<0.05 **P<0.01 ***P<0.001 

주) 제관류술 실시율 1: 병원도착 30 분이내 혈전용해제,투여율 제관류 실시율 2: 병원도착 90 분이내 Primary PCI 실시율  

경구약제 투여율 1: 병원도착시 아스피린 투여율, 경구약제 투여율 2: 퇴원시 아스피린 투여율  

경구약제 투여율 3: 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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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1.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최근 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적정성평가에 대한 

요양기관의 특성을 파악해 본 것으로 요양기관의 어떠한 특성이 적정성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로서,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연구 주제로 

현재까지는 드물게 시행된 연구로서 그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0년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평가 등급결과와 이에 

해당하는 전국 114개 요양기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연구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 점을 갖는다. 

  첫째, 적정성평가는 시행 초기부터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중증도 보정에 관한 것으로, 일부 상병 및 변수만을 

가지고 평가결과를 내린 것에 대하여 각 요양기관의 특성과 비교 시 얼마나 

공정한 결과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로 연구를 진행한 점이다. 

박영자(2007)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대상으로 진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료기관의 특성이 아닌 의료기관의 환자구성의 특성 요인이라 하였다  

둘째, 요양기관의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시 병원명부 책자 및 병원 

홈페이지, 경우에 따라서 유선을 통하여 수집을 하다 보니 자료에 대한 

정확도 및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의사의 

전반적인 수준, 간호사 교육수준, 요양기관의 경영방침, 병원장의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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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과 cath room과의 거리 등도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측정 불가능한 

변수에 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이 추후 연구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된 체인병원여부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형태로 이루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이사장이 여러 개의 병원을 소유하여 운영하거나 여러 분야(양, 

한방등)의 병원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경우, 체인병원으로 여러 개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으나 경영은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 최근 새롭게 등장한 네트웍 

병원 등 이러한 형태의 기관들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들이 

추후에는 필요할 것이며 관심 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요양기관의 특성에서 801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병원의 구조, 인력 등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대형병원에서 등급의 결과가 좋은 것으로 사료되며,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가 151명 이상,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최희주(2008)는 진료결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입원건수라 하였다.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입원건수가 진료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병원도착 90분이내 Primary PCI 실시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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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값을 보였는데 이는 권역 별로 소재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질적 

성장 및 활성화가 더욱 요구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응급질환으로 초기 처치 방법 및 시간에 따라 예후가 

크게 변하므로, 일반적으로 병원 내원 30분 이내에 혈전 용해술을 시행하거나, 

90분 이내에 재관류 치료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김민철, 2009). 

그러므로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신속한 치료는 사망률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거주자들에게는 서울, 경기에 몰려있는 대형병원의 

의료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준비된 요양기관의 중요성이 대두 된다. 

수련병원의 여부는 등급결과에 중요한 변수로서 생각되었지만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어 

오던 변수이나, 최근 전문병원의 등장으로 인하여 변수로서 크게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사료된다. 특정 의료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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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전국 114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 진료 분에 

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양기관의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성심근경색증에 관한 평가지표 중 진료과정과 진료결과 지표를 

활용한 평가결과를 연구대상 요양기관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우선 진료과정 

평가 지표 중 재관류술 실시율과 관련된 평가지표와 비교한 결과 병상규모가 

클수록 상급종합병원 및 수련병원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병원도착 9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은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 및 

전문응급의료센터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높았다. 요양기관의 설립형태와 체인병원소속여부, 

지역구분에서는 재관류술 실시율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병원도착 30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은 수련병원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병원도착 90분이내 Primary PCI 실시율은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가 많을 수록, 전문응급의료센터인 병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진료과정 평가지표 중 경구약제 투여율과 관련된 평가지표와 

비교한 결과 병상규모가 클수록 병원 도착 시 아스피린 투여율과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은 높았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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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공공기관은 민간병원에 비해 퇴원 시 

아스피린 투여율, 체인병원소속여부 중 체인병원은 단독병원에 비해 병원 

도착 시 아스피린 투여율이 높았으며, 병원소재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병원 도착 시 아스피린 투여율은 심근경색증의 

입원건수가 많을수록,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 퇴원 시 아스피린 투여율은 심근경색증의 입원건수가 많을수록,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이 높았으며,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은 

심근경색증의 입원건수가 많을수록,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전문응급의료센터인 병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진료결과에 해당하는 입원 30일내 생존지수와 요양기관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병상규모가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 서울지역 소재 

병원에서 생존지수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가 151이상인 경우,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병상규모가 클수록, 입원건수가 많을수록 적정성평가 

결과가 양호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상 요양기관의 특성에 관한 좀더 세밀한 

측정이 필요하며, 적정성평가 결과 자체에 대한 신중한 중증도 보정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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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equacy assessment result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Hospital 

 - Acute Myocardial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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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Tae Hyun Kim, M.P.H., Ph. D.) 

 

This study evaluated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care quality assessment of hospitals, focusing on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cases.  

Data regarding the quality assessment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for the 

year of 2010. The number of sample hospitals included in this study was 

114.  AMI cases include those who were admitted via the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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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and later were confirmed, and outpatients who visited the hospitals 

and were referred to the emergency department on the same day. 

Revascularizat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hospital. and oral 

medication rates, revascularization rat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frequency analysis and t-tests and analysis of 

variances (ANOVAs) were conducted. In addition,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were done to test the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in 

terms of the differences between survival index and oral medications 

rates of revascularization of the survival index .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arger hospitals and facilities 

with higher number of AMI cases are more likely to obtain better results 

for the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care.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cluding the fact that several 

potentially important hospital characteristics were not included, and the 

data limitation due to the cross-sectio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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