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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의료급여 대상자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의 증가 등으로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

급여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한편에서는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고 있으며,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의료급여환자는 사회 취약계층으로 건

강보험환자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의

료보장유형 간에 의료이용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 소재 공공병원으로서 3차 의료급여기관 1개소를 선정하여

지난 5년간(2007.1.1∼2011.12.31) 의료급여환자의 6대 다빈도 질환군(당뇨병,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증, 폐렴, 기관지염·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타 배병증)이 주상병인 환자의 입원 에피소드 총 7,022건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재원일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의료보장

유형에 따라 재원일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의료보

장유형별로 나누어 t 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재원일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보장유형,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

스 이용 결정요인에서는 성, 연령, 주상병(6대 다빈도 질환군), 과거 입원경험,

중증도 변수에서 재원일수에 차이가 있었다(p<.01).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재원일수에 차이가 있었다(p<.001).

둘째, 연구대상자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누어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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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별로 재원일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의

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별 분석을 보면, 성별 및 국적 모두 건강보험보다 의

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p<.001), 연령의 경우 0∼44세, 45∼64

세, 65∼74세 이하 연령군은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나(p<.05),

75세 이상 고령 노인인 경우에는 의료보장유형간 재원일수의 차이가 없었다.

거주지의 경우 서울, 서울 이외 지역 모두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고(p<.001), 주상병인 6대 다빈도 질환군은 6개 모두에게서 의료급여환자

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다(p<.01). 증증도의 경우 증증도 0과 중증도 1은 의료

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나(p<.001) 증증도 3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

보장유형간 재원일수의 차이는 없었다. 과거 입원경험의 경우에는 과거 입원

경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다(p<.01). 다음으

로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선택진료 시행여부, 협

의진료 시행여부의 경우 시행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다(p<.001). 그러나 수술 시행여부, 합병증 발생여부, 전과 발생여부에 있

어서는 수술을 한 경우,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전과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보

장유형간 재원일수의 차이가 없었다.

셋째,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의료보

장유형만 단독으로 투입한 경우와,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변수들을 추가

투입한 경우,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변수들을 최종 투입한 세

가지 모형 모두에게서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에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연구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공급자의 유인수요가 민간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재원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

히 건강보험환자에 비하여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후 전국의 지역적 특성 및 공급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보장유형과 재

원일수, 더 나아가 의료보장유형과 의료이용량의 관련성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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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연구의 결과가 의료급여환자 및 의료급여제

도의 정책설정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핵심용어: 의료보장제도, 의료급여환자, 재원일수, 공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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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개념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지향’ 하는 적극적인 개념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한 국가

의 의료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의료보장제도는 전체 사회 구성원의 건강권의

실현, 건강 수준의 향상을 위해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

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최선임, 2010).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의 영역 내에서 크게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양대 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올해로 제도 도입 36년을 맞은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을 실현하여 대상인

구의 양적 확대와 국민의 기본적 의료수요를 충족시켰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

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현아, 2006). 그러나 2003년 약 16조원 이었

던 급여비는 인구의 고령화와 선진 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인하여 2010년에는

약 34조원에 이르러 불과 7년 사이에 약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수요자에게 의료비의 일

정정도를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제를 도입함으로서 공단의 지출규모를 축

소하여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수요자들의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로 인한 불필요한 과다 의료소비를 방지, 낭비적 요소를 제거

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박지연, 2002).

한편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시행되면서 우리사회의

의료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

하여 왔다(신영석 등, 2005). 이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

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의 영역으로서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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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정부에서는 이

에 따른 각종 급여를 실시하면서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또한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2012년 말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2003년 약 2조 2천억 원

이었던 급여비는 2010년에는 약 4조 9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7년 동안 증가율

은 12.77%에 달하고 있으나(신현웅 등, 2012), 급증하는 의료비에 반해 매년

책정되는 의료급여 국가예산은 의료비 지출 증가율과 비례하여 증액되지 않음

에 따라 2010년부터 누적적자가 발생하였다. 2012년에 들어서도 미지급금이

약 6,138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보건복지부,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향후에도 의료급여 재정적자가 계속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신현웅 등, 2012). 이러한 의료급여 재정의 증가와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의료비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의견

과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급여대상자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아 의료이용

량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이 높을 수 밖에 없

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현재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이용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

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조우현 등, 1991; 이선희, 1994; 이용재, 2007)와 의료급여제도 정책

과 관련하여 정책 변화 전·후 의료이용을 비교(김영옥, 2008; 박경자, 2008; 임

승주, 2010)한 연구 또는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의료급여 진료비 실태분

석 및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신영석 등, 2005; 신현웅 등, 2012)가 있었다.

이 연구와 관련된 의료보장유형 간 의료이용의 차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김

세라, 2000; 최원정 등, 2005; 한아름, 2010)은 주로 건강보험 심사청구자료를

가지고 두 집단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였으므로 개별 연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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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학적 특성을 반영함에 제약이 있었으며, 특히 추출 자료의 특성상 연구대상

자가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도중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을

반영한 의료보장유형간 의료이용 차이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연구대상

자가 가진 동반상병에 따라 환자의 질병 상태가 다르므로, 두 집단을 비교하

기 위해서는 중증도를 정확히 보정한 후 비교 분석하여야 하나, 건강보험 심

사청구자료는 동반상병에 대한 청구 누락이 많고 중증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연구들(박종구 등, 2000; 하범만 등, 2000)이 있어왔음을 볼 때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자료 수집과정에서 정확성의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서울 소재 공공병원으로서 일개 3차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하여 연

구대상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 의료이용 결정과 관련된 요인 및 실제 의

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의

무기록에 근거한 퇴원요약정보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연구대상자

의 중증도를 범주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의료급여환자의 6대 다빈도

질환군을 추출하여 해당 질환군을 주상병으로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보장

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6대 다빈도 질환군은 당뇨병,

기타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증, 폐렴, 기관지염·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기타 배병증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기타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증은

각각 우리나라 사망률 2위, 3위를 차지(통계청, 2011)하는 동시에 이번 정부에

서 지정한 4대 중증질환에 속하는 질환으로, 고가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여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고 국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큰 질병이다. 당뇨병, 폐

렴, 기관지염·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각각 우리나라 사망률 5

위, 6위, 7위를 나란히 차지(통계청, 2011)하며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향후 유

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비 지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

며 국가적으로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자료로 선정된 질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의 대상병원은 우리나라 서울 소재 공공병원으로서 일개 3차 의료급

여기관의 하나로 민간병원에 비하여 의료급여환자와 노숙인·행려환자, 결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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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의 비중이 낮아 구조적으

로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의료급여환자,

노숙인·행려환자 등 의료 취약환자는 퇴원 후 지속적으로 환자를 돌봐 줄 가

족이 부재 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간병인과 의료서비스 연계가 이루어

지지 않아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재원일수가 길어지는 요인이

된다. 결국 장기 입원은 병원의 수입을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재원일수 관리는 병원의 수입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특히 공공병

원의 재원일수 관리는 경영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더욱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할 지표이나, 현재까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

수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공공병원에서의 의료보장유형 간 재원일수를 비교 분

석함으로써 기존 논쟁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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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서울 소재 공공병원으로서 일개 3차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건강

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대상자 간 재원일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의료

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간 의료보장제도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의 시사점

을 도출한다.

둘째,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와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의료보장유형에 따른 재원일수와의 차이를 비교한다.

넷째,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

을 분석한다.



- 6 -

Ⅱ. 문헌고찰

1. 의료보장의 개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환자와 의료이용량과의 관련성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의료이용량을 대표하는 변수인 재원일수를 가지고 두 집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연구에 앞서 먼저 이들 두 집단을 포괄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의료보장제도의

개념과 외국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의 의료보

장제도 및 현황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은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스스로 대처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

며, 질병은 사회적인 위험(risk)로 사회 구성원간에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사

전에 대비하여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이다(김영모, 1999).

사회보장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국가에 있어서 그 의미와 정의

가 여러 가지로 달리 해석되고 있는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사회구성

원이 봉착하게 될 특정 위험에 대하여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궁핍에서 그 생

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 사회가 일정한 기관을 통해 부양성을 띤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이란 질

병,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해소하며, 국민생

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라고 정의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항). 이와 관련하

여 의료보장제도는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소득상실 및 빈곤으로

의 추락을 막기 위한 정책이자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보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여 사회보험1), 공공부조2), 사회복지서비스3)로 구

1) 사전에 정해진 어떠한 위험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가입자들이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험

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치이다(Rejda, 1994).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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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어지고, 여기서 의료보장이란 인간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고 건강

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내의 건강보험

제도와 공공부조 내의 의료급여제도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그림 1).

결국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제도라는 큰 틀 내에서 사회계층간의 소득분배와

사회공동체 의식형성, 건전한 국민 활동의 보전과 향상, 탈 빈곤과 질병 추방

으로 사회 안정과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문옥륜, 2000).

자료원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백서, 2012

그림 1. 사회보장체계와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실시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항).

3) 사회보장 제도의 일종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열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

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조직적 활동을 말한다

(김수신, 정홍익.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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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의료보장제도

전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사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으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통일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로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

게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의료보장체계보다 광범위한

민간보험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험제도(Consumer

Sovereignty Model, CSM)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보장제도가 이러한 유형으

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제도가 형성된 각 나라마다 재정방식과 관리체계의 차

이에 따라 변화되어 왔기 때문이다(김윤수, 2007).

이에 선진 의료보장체제를 갖춘 국외 나라들의 의료보장제도를 간략히 비교

하였다(표 1).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조세방식이나 보험료 방식의 차이 없

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실현하고 있고, 노인, 어린이를 포함한 만성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또는 고액 치료비 발생 환자 등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전 국민 대상의 공공 의료보장제도가 부재한 대신 저소득층 대상 수

급자격을 폭 넓게 적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현재 국민의 약 14% 이상이

Medicaid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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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의료보장유형 NHI NHI CSM

특징

• 공적 건강보험 90%, 민간 건강보험

10%(고소득자), 공적부조제도로 구성

• 200여개의 조합운영방식

• 저소득층 의료보장은 건강보험 체계 내

에서 국가의 보조 혹은 면제를 통해 운영

(보장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 필요없

음)

•사회민간보험형 ( S o c i a l - P r i v a t e

Insurance), 민간 다보험자 형태이지만 전

국민 의무가입. 국가가 엄격히 관리

•제한된 경쟁체계(managed competition)

도입-->정부 주도하에 민간보험정책규제

• 민간보험(66.7%), 공적부조(Medicare

14.3%, Medicaid 14.1%)로 구성

• 선진국으로서는 예외적으로 전국민을 대

상으로 한 공공 의료보장제도가 없으며 사

(私)보험 상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방식

재원
• 사회보험료(70%), 조세수입, 본인부담,

민간보험

• 소득기반 정률, 정액보험료, 정부 및 보

험자 지원

• Medicare - 연방 사회보장세

• Medicaid - 연방, 주정부예산

취약계층

지원제도

• 지불능력이 결여되어 사회보험료를 납입

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보험료 면제 또는

대납(저소득층, 실직자, 사회부조 수급자,

군복무자 등)

• 특정집단은 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 별도의 공공부조 제도가 아닌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보장

• 국세청의 세금공제 형태인 의료보장수

당(Health Care Allowance)지급을 통해 보

험료 및 본인부담금 지원

• Medicare : 65세이상 노인, 일부 장애인,

말기 신장질환자 대상. 상품에 따라 일정

본인부담금 존재 / Medicaid/chip : 저소득

층, 저소득아동 대상. 연방빈곤선(FPL)에 의

해 수급대상 결정

• 특정집단은 본인부담금 면제

자료원 : 신현웅 등.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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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계속)

영국 일본 대만

의료보장유형 NHS NHI NHI

특징

• 정부주도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의료서비스 제

공

• 지역 일반의(GP)의 일차의료 강화

• 전국민 대상 사회보험제도로 피용자보험

과 자영자보험으로 구분

• 피용자보험 : 조합 관장건강보험(23.6%가

입)과 정부 관장건강보험(27.0%가입)으로 나

뉘어짐

• 자영자보험(30.6%가입) : 시정촌 국민건

강보험, 국민건강보험조합으로 구성

• 전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된 단일 보험자체

제

• 법률상 모든 국민의 의무적 가입하며 주

관기관은 정부, 중앙건강보험국이 운영

• 의료기관은 중앙건강보험국과 계약, 급여

재원 • 조세 • 사회보험료, 국고지원(정부) • 사회보험료, 국고지원(정부)

취약계층

지원제도

• 전국민 대상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별

도의 제도는 없음

• 일반의(일차의료), 전문의(병원외래),

입원은 본인부담 없음

• 특정의료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본

인부담금은 특정집단(노인 등)에게 면제

• 건강보험과 별도로 생활보호제도 내에서

의료부조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 국민의

약 1.3% 수준, 정부는 건강보험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함

• 건강보험료 경감조치 - 실업자대상

• 본인부담 상한제도

• 별도의 공공부조 제도가 아닌 건강보험

체계에서 보장(제5류로 분류)되며 전액 국가

지원

• 보험료 보조(대상집단 : 70세 이상 노인,

3세 미만 어린이, 실업자, 일부 장애인 등)

• 보험료 대납, NHI 구제기금 등 운영

• 특정집단은 본인부담 면제

자료원 : 신현웅 등.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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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보장은 크게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부담과 소득 상실

등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사회제도이며 국민 생활상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

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이를 위해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NHI)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백서, 2011). 우리나라의 건강보

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의료에 있어서 1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

고 있으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서비스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100% 부담

해야 한다(이주원, 2009). 이에 반해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

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의료비용을 보장하

여 주는 공공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1차 안전망인 건강보

험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 대상을 위한 2차 안전망으로 존재하며, 의료급여수

급권자 선정 및 급여기준 등의 제도적 기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

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4)에 두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궈자에 대한 본인부

담은 건강보험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으나,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항목에 대

한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부담한다. 다만 의료급여제도에서

는 대불금제도, 본인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상한제 등과 같이 수급자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여러 제도가 지원․운영되고 있다(이주원, 2009). 이러한 배경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

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주는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

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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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때 의료급여제도는 기회의 형평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문옥륜, 2000),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충분하다는 주장, 또는 매우 미흡하다는 주장 등 적절한 운영

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김창엽, 2003).

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 현황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를 표 2와 같이 비교하였다. 두 제도는 재원조달방

식 및 운영기관, 본인부담금 등 제도의 정책 및 운영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급여수준은 건강보험가입자와 거의 동일하게 적

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보험료의 징구를 통해 조달하는 반면 의료급여는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한다.

종별 가산율은 3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30%, 의료급여 22%이며, 본

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경우 외래 진료 시에는 1,000원에서 2,000

원을 부담하고,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그러나 의료급여환자는 건강

보험환자와 동일한 급여를 적용받기 때문에 중증질환자 또는 고액 진료비가

발생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이거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불충분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의료급

여환자 중 정신과 및 혈액투석은 건강보험과 달리 행위별 수가가 아닌 정액수

가로 이루어지며, 본인부담금 또한 1∼3차 기관별, 입원·외래·약국 별로 차등

부여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의료급여제도가 건강보험제도에 비해 종별

가산율과 본인부담금에서 보장이 더 높을 것을 알 수 있으나, 급여환자의 의

료기관 이용절차는 3단계로 건강보험의 2단계에 비하여 더 엄격한 전달체계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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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현황(‘12년 기준)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자 49,623천명(‘12.10월현재) 1,507천명(‘12.11월현재)

재원 39조 5,220억원(‘11년결산기준) 5조 2,272억원(‘12년예산기준)

재원조달

○보험료(일부국고)

- 보험료 : 32조 9,292억원

- 국고지원 : 5조 2,332억원

- 담배부담금 : 9,494억원

- 기타 : 4,102억원

○조세(국고+지방비)

- 국고 : 3조 9,750억원

- 지방비 : 1조 2,522억원

자격증명 ○건강보험증또는신분증명서

○의료급여증등

- 의료급여증또는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확인을위한신분증명서등제시

급여수준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입원등 ○건강보험준용/영안실안치료별도급여

수가기준 ○행위별수가
○행위별수가

○정액수가 : 정신과, 혈액투석

종별가산율

30%
25%
20%
15%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제3차
종합병원
병원
의원

22%
18%
15%
11%

본인부담금

○입원 : 20%

○외래

- 의원급이하 : 30%

- 병원급 : 35%, 40%

- 종합병원급 : 45%, 50%

- 상급종합병원 : 60%

○약국 : 30∼50%

-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병·의원 30%, 종합병원 40%, 상급

종합 50%)

○ 1종수급권자

-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 CT, MRI 등 : 급여비용의 5%

- 입원 : 본인부담없음

○ 2종수급권자

- 1차 1,000원, 약국 500원

- 2차, 3차, CT, MRI 등

입원 : 급여비용의 10%

외래 : 급여비용의 15%

급여절차
○ 2단계(의원, 병원, 종합→

상급종합병원)
○ 3단계(의원→병원→ 3차기관)

운영기관 ○복지부-건강보험공단(보험자)

○복지부-시·도-시·군·구(보장기관)

○업무위탁

- 지급 : 건강보험공단

- 심사 : 심사평가원

이의신청
○공단(자격등공단의처분)

○심평원(심사, 적정성평가)

○보장기관(자격등보장기관처분)

○심평원(심사, 적정성평가)

자료원 : 보건복지부. 2013 의료급여사업안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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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인구 구성비

계 5,091 100.0

건강보험

소계 4,930 96.8

직장 3,326 65.3

지역 1,604 31.5

의료급여5)

소계 161 3.2

1종 109 2.2

2종 52 1.0

나. 대상자 현황

2011년 말 현재 전 국민의 96.8%인 4,930만 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

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3.2%인 161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으로 의료

급여제도에 편입되어 있다(표 3).

연령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은 40∼49세를

최고치로 전·후 연령대로 갈수록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10∼19세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4).

표 3. 2011년 의료보장인구 적용 현황

(단위 : 만 명, %)

자료원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백서, 2012.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107개희귀난치성질환자가속한가구, 시설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및의사자의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

이아닌가구(근로능력있음)

자료원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백서, 2012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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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계 비율 계 비율

계 49,299,165 100.0 1,609,481 100.0

9세미만 4,591,608 9.3 89,946 5.6

10-19세 6,368,481 12.9 300,700 18.7

20-29세 6,772,641 13.7 110,886 6.9

30-39세 8,265,460 16.8 93,027 5.8

40-49세 8,613,554 17.5 237,757 14.8

50-59세 7,273,734 14.8 235,145 14.6

60-69세 4,014,948 8.1 182,501 11.3

70-79세 2,526,898 5.1 229,044 14.2

80세이상 871,841 1.8 130,475 8.1

표 4. 2011년 의료보장인구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2011.

그림 2. 2011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연령별 인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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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총합)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2005 47,392,052 1,761,565 996,449 765,116

2006 47,409,600 1,828,627 1,028,536 800,091

2007 47,819,674 1,852,714 1,062,263 790,451

2008 48,159,718 1,841,339 1,024,848 816,491

2009 48,613,534 1,677,237 1,036,291 640,946

2010 48,906,795 1,674,396 1,071,686 602,710

2011 49,299,165 1,609,481 1,087,268 522,213

연평균증가율 0.7 -1.5 1.5 -6.2

지난 7년 간(2005년∼2011년) 의료급여제도는 정책변화 및 환경과 더불어

수급권자의 자격과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신영석, 2010). 2004년 이후 정부

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꾸준히 증가하여 대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가 2007년을 정점으로 2008년과 2009년에 다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만

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의료급

여 대상자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연도별 증가율을 비교하였을 때, 건강

보험가입자의 증가율은 0.7%로 변동이 미미하였으나,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적

용인구 증가율이 1.5%로 높게 나타나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증가율이 건강

보험가입자의 증가율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향후 우리나라 복지 수준

의 향상으로 최저생계비선의 상향조정, 의료급여의 범위와 수준 증가에 따른

수급권자의 증가 등에 의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신영석, 2010).

표 5.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대상자 증가추이

(단위: 명,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연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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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건강보험 의료급여전체 1종대상자 2종대상자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2003 207,420 22,149 18,059 4,089

2004 225,060 8.5 26,111 17.9 21,556 19.4 4,556 11.4

2005 248,615 10.5 32,337 23.8 26,219 21.6 6,117 34.3

2006 284,103 14.3 39,251 21.4 31,180 18.9 8,071 31.9

2007 323,892 14.0 42,238 7.6 33,510 7.5 8,728 8.1

2008 348,690 7.7 44,789 6.0 35,258 5.2 9,531 9.2

2009 393,390 12.8 47,548 6.2 39,958 13.3 8,590 -9.9

다. 진료비 현황

지난 9년간(2003년∼2011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총진료비는 2003년도에

207,420억 원에서 2011년도에 462,379억 원으로 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의료급여대상자의 총진료비는 22,149억 원에서 51,423억

원으로 평균 11.1%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경기침체 및 급

격한 인구고령화 등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7.5% 이상의 증가를 상회하

였고 이후 의료급여 혁신종합대책6) 수립·시행(‘06.7),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지원단7) 설치·운영(‘07.5) 등의 추진으로 최근 3년간(2008년∼2011년)은 4.7%

수준으로 둔화되었다(표 6).

표 6.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총진료비 증가추이

(단위: 억 원, %)

6) 의료급여 혁신종합대책은 취약계층의 건강보장수준 제고 및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

해 정부가 2006.7월 발표한 종합대책으로 연간 급여일수를 5% 이상 감소시키고, 의료급여 총 진료비

청구액의 증가율을 전년대비 19.6%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

로 2007년도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가 실시되었으며, 1종

외래 본인부담제 보상 및 1종 본인부담 상한제 등이 실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06).

7)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지원단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31조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

축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5월 설립되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지원단, www.mac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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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건강보험 의료급여전체 1종대상자 2종대상자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2003 440,356 1,523,513 2,021,335 697,232

2004 475,092 7.9 1,707,922 12.1 2,291,281 13.4 747,249 7.2

2005 524,593 10.4 1,835,684 7.5 2,582,434 12.7 799,530 7.0

2006 599,251 14.2 2,146,476 16.9 2,992,161 15.9 1,008,767 26.2

2007 677,319 13.0 2,279,809 6.2 3,118,346 4.2 1,104,196 9.5

2008 724,027 6.9 2,432,427 6.7 3,409,599 9.3 1,167,358 5.7

2009 809,218 11.8 2,834,901 16.6 3,729,104 9.4 1,340,158 14.8

2010 892,066 10.2 2,961,202 4.5 3,929,277 5.4 1,239,858 -7.5

2010 436,283 10.9 49,582 4.3 42,110 5.4 7,473 -13.0

2011 462,379 6.0 51,423 3.7 44,844 6.5 6,579 -12.0

평균증가율 10.5 11.1 12.0 6.1

증가율(03-07) 11.8 17.5 16.7 20.9

증가율(08-11) 9.9 4.7 8.4 -11.6

자료원 : 신현웅 등.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분석. 보건사회연구원,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201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2012.

지난 9년간(2003년∼2011년)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1인당 평균진료

비의 증가율을 비교하여 본 결과, 건강보험은 9.9%의 증가율을 보였고, 의료

급여 전체 9.7%, 의료급여 1종 9.3%, 2종 7.7%의 증가율을 보여 단위당 증가

는 건강보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도에 건강보험가입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937,904원인 반면 1종 의료급여대상자의 1인당 평균진료

비는 4,124,435원으로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표 7).

표 7.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 증가추이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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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37,904 5.1 3,195,008 7.9 4,124,435 5.0 1,259,911 1.6

평균증가율 9.9 9.7 9.3 7.7

증가율(03-07) 11.4 10.6 11.4 12.2

증가율(08-11) 9.0 9.5 6.6 2.6

연도

건강보험 의료급여전체 1종대상자 2종대상자

내원율 증가율 내원율 증가율 내원율 증가율 내원율 증가율

2003 1.1 13.8 18.7 3.7

2004 1.1 3.7 14.9 7.4 20.5 9.8 4.0 7.0

2005 1.2 5.3 15.0 0.9 21.9 6.5 4.3 8.3

2006 1.3 10.9 16.3 8.3 23.7 8.4 5.3 23.1

2007 1.6 18.9 17.1 5.1 24.4 2.9 5.9 11.7

2008 1.8 11.5 18.4 7.7 27.2 11.4 6.4 8.1

2009 1.9 9.1 20.2 9.7 28.1 3.5 6.2 -2.4

2010 2.1 11.0 20.5 1.4 29.1 3.5 5.1 -18.0

자료원 : 신현웅 등.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분석. 보건사회연구원,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201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2012.

라. 입원일수 현황

연도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1인당 연간 입원일수의 증가율을 비

교하여 본 결과 건강보험은 10.0%, 의료급여전체 5.7%, 의료급여 1종 6.5%, 2

종 4.7%로 건강보험에 비하여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10년도에 건

강보험가입자의 1인당 연간 입원일수는 2.1일 인 반면, 1종 의료급여대상자의

입원일수는 29.1일로 약 14배 이상 더 높은 연간 입원일수를 보였다(표 8).

표 8.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1인당 평균입원일수 증가추이

(단위: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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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증가율 10.0 5.7 6.5 4.7

증가율(03-06) 6.6 5.5 8.2 12.6

증가율(07-10) 10.5 6.2 6.1 -4.7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예산액

(국고)
1,761 1,880 2,214 2,662 3,605 3,790 3,509 3,499 3,671

전년대비증가율 4.2 6.8 17.7 20.2 35.4 5.1 -7.4 -0.3 4.9

자료원 : 신현웅 등.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분석. 보건사회연구원, 2012.

마. 재정 현황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의 연도별 예산현황은 표 9와 같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증가 및 진료비의 증가 등으로 급여비는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은 대상자 및 진료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고 결국 의료급여 예산

의 부족으로 인해 2010년부터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2011년도에는 약 6,400억

원(국고 4,928억 원)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 이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

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실태파악 및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신영석, 2010).

표 9. 의료급여 예산증가 추이

(단위 : 십억원, %)

자료원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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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이용의 이론적 모형

의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예방적 의료서비스와 치료적 의료서비스를 포함하

는 말로 의사가 주체가 되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와 그에 관련된 직․간접적

인 종합서비스로 정의되며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은 성, 연령, 교육수준, 종

교, 인종, 사회, 경제적 상태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Rosenstock, 1966; Richardson, 1969 ; Mckinlay, 1972). 의료서비스를 이용하

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방법 및 연구변수들에 대한

중요성 여부에 따라 Andersen 모형, 사회심리학적 모형, 통합모형 등 많은 연

구자들이 다양한 모형을 제시되었다(이미영, 2011). 이 중 특히 Andersen의 의

료이용 행동주의 모형(Andersen's behavioral model of service use)은 의료이

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 있어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론적 틀 가운데 하나이다(한경훈, 2008). 이 모형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계층

또는 집단에 대한 유영한 분석 틀인 동시에 모형 적용을 통하여 정책형성과정

에 중요성을 갖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으며

(Chen, 2002; 한경훈, 2008에서 재인용), 다학제적 관점(multidisciplinary point

of view)을 가진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이용의 예측자로서 이 모형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미영, 2011).

Andersen의 초기 의료서비스 이용 모형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인간 행

동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인성

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성 요인(enabling factors), 필요 요인(need

factors)으로 나누었다. 소인성 요인은 증상의 발현에 앞서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말한다. 관련된 요소로는 인구학적 요소, 사회구

조적 요소, 신념 요소 등으로 나뉘는데, 인구학적 요소로는 연령, 성별, 결혼상

태 등이고, 사회구조적 요소로는 교육수준, 인종, 직업 등이며, 신념요소에는

건강에 대한 신념, 의료서비스에 대한 태도, 질병에 대한 지식 등이 이에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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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요인은 개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식된 의료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들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소득, 의료보장 여부,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필요 요인은 개인이 현재 질병 및 건강으로 신체적, 정신

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인지 및 실제 질병과 건강상태를 말하며, 이 필요 요

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Andersen

등, 1973). 필요 요인은 다시 인지된(perceived)욕구와 평가된(evaluated)욕구로

나뉘는데, 인지된 욕구로는 주관적 건강수준과 활동 제한일수 등이 이에 포함

되고, 평가된 욕구로는 전문가에 의해 진단된 상병의 이환 여부 및 중증도를

들 수 있다.

신영석 등(2006)의 의료이용 적정성에 대한 연구에서 동일 상병, 동일 중증

도, 동일 연령대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 양 집단의 의

료이용 평균은 같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한 바, 이 연구 역시 건강

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 비교에 있어 Andersen의 초기 모형을

적용하여 개인의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의료

보장 유형에 따라 재원일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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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이용 관련 선행연구

가. 국내 문헌

이 연구는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관련 변수들간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할 때 연구 목적과 관련이 있는 국내 선행연구들을 다음

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하나는 의료이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고, 다음으로는 의료보장 유형 간 의료이용량

의 수준분석 및 차이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선행연

구들로는 Andersen의 행동주의 모형을 사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연구들은 Andersen 모형에서 의료이용과 관련된 개인 또는 특정집단의 특

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 공급자별 특성 또는 정책변경을 전후하여 의료이용

양상과 영향요인을 조사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

로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대상자간의 의료이용량 차이 또는 의료서비스

과정, 결과, 의료접근도 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었

다.

먼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국내 문헌을 고찰하였는데 다

수의 연구에서 연령, 질환, 사회경제적 요인 등의 수요자특성 또는 병상규모,

지역, 전문과목, 의사 개인의 특성 등 공급자의 특성이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지현, 2009; 이익섭 등, 2004; 이용재, 2007). 또한

의료급여제도 상에서 수급자 선정 조건 변경, 본인부담금 변경 등의 정책 변

화가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김영옥, 2008; 임승주,

2010).

이용재(2007)는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이용의 지역 간 차이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1인당 진료일수와 진료비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기관과 병상수가 많은 지역의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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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자원이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이용에 매우 중

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진료비 증가의 한 원인이 된다는 연구들에

의해 국가에서는 2007년 7월 이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정률 또는 정액

의 본인부담을 적용하여 의료급여제도 정책을 변화시켰고, 이후 이 정책이 실

제로 의료이용량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정책 전후 비교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졌다. 관련 연구로 김영옥(2008)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본인

부담제도 도입이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본인부담시행 후 외래 방문일수 및 진료일수는 정책시행 전 보다 각각

25.09%, 22.63% 감소하였고, 월간 건당 평균 외래진료비 또한 정책 시행 전

보다 21.03% 감소하여 의료급여 재정절감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

다.

정부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의 증가를 막

고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자 2007년 5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도입하

였다. 임승주(2010)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후 의료이용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사례관리군에서 외래내원일수와 외래진료비, 투약일수, 입원일수가 유의하

게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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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연도)
연구자료 연구방법 연구결과

남지현

(2009)

국민건강영양

조사자료

Andersen 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1차 공공병원의 경우는 의료급여환자보다 건

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이 더 높았으며, 2, 3

차 공공병원 입원의 경우는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이 더 높았음. 장애여부는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침.

이익섭

등

(2004)

전국81개지역

표본추출 후

전화설문조사

Andersen 모형

중다회귀분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은 의료자원,

가족자원, 주관적 건강, 심리적 안심 등의 요

인들이 영향을 미침. 의료이용정도는 개인차

가 크며, 심리 사회적 사정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됨

이용재

(2007)

국민건강보험

공단자료
다중회귀분석

의료급여환자의 1인당 진료일수와 진료비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이 높으며 보

건기관과 병상수가 많은 지역의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김영옥

(2008)

건강보험

심사청구자료
다중회귀분석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외래 본인부담제를 적용

한 후 외래 방문일수, 진료일수, 건당 평균

외래진료비는 정책시행 전 보다 감소하여 의

료급여 재정절감 측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임승주

(2010)

설문자료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자료

이중차이법,

t 검정

사례관리군의 외래내원일수가 비사례관리군

보다 감소함. 107개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

는 사례관리군과 비사례관리군간의 의료이용

은 유의한 차이 없음

이선정

(2010)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Andersen 모형

이중차이 모델

다중회귀분석

수급권에서 탈수급권자로 전환된 환자에게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욕구 미충족 경

험이 높아 의료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박은주

(2013)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Andersen 모형

로지스틱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는 2종에 비해 외래 및

입원 서비스 이용확률과 이용횟수가 더 높게

나타남. 그러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통제한 후에는 1종, 2종간에 의

료이용량에는 차이 없음

표 10.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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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의 설계와 유사한 의료보장유형 간 의료이용량의 차이 또

는 의료서비스 과정 및 결과(outcome)차이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의료

보장유형은 연구에 따라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2종의 3그룹 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의 2그룹으로 나눈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고, 의료이용량은 다수의

연구들에서 총진료비, 일당 진료비 등의 비용과 연관된 부분과 내원일수, 방문

횟수와 같은 의료이용 빈도와 연관된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다.

이대희 등(2003)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간의 정신요법 진료량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3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329명의 진료내역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진료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여도 의료급여 대상

자에 대한 진료량이 건강보험 환자의 70%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재원기간에

따라 정신요법 진료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의료

급여 환자들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신영석 등(2005)은 의료급여환자 의료지출실태 및 급여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에서 건강보험 통계연보와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의료급여 수급권

자들의 일반적인 의료이용 행태를 의료이용량 및 의료이용 강도로 나누어 분

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의료급여대상자는 연구기간

동안 평균 0.72회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가입자의 0.11회보다 6.3배

높고 재원일수 또한 의료급여 1종이 19.74일, 2종이 15.25일, 건강보험이 9.52

일로 1종이 건강보험보다 무려 2.0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건당진료비

의 경우 의료급여전체가 건당 978,452원이고, 1종 대상자는 982,901원, 2종은

950,004원임에 반해 건강보험은 1,116,378원으로 건당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급자들이 의료급여대상자의 비급여 본인부담 능력을 의

심하여 충분한 진료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1인당

입원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은 1,030,757원이고, 2종은 230,412원, 건강보

험은 116,378원으로 1종이 건강보험보다 무려 8.86배 높게 나타나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비하여 특례 적용 등으로 유병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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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및 의료이용 적

정성 고찰 결과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건강보험에 비해 노인인구의 과다, 높

은 중증도, 고액이 소요되는 질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환율 등을 보

이는 반면, 장기입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장기입원이 고액

진료비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김종건(2010)은 2004년∼2006년 노인진료비 및 급여비 증가를 65세 이상 건

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 두 그룹은

소득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다른 진료비 증가 양상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외래보다는 입원서비스에서 의료비 증

가율이 높았고, 의료급여 대상 노인의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대상 노인에 비해

길지만 입원일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상 노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대상 노인의 입원은 ‘치료중심형’ 입원인 반면,

의료급여 대상노인의 입원은 ‘만성질환 관리형’ 입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하였다.

남궁은하(2010)역시 의료보장제도별 노인의료비 증가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분석결과 김종건(2010)의 연구와 동일하게 두 집단 사이에 진료비 증가율, 의

료이용형태, 주요 진료비 증가요인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입원일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급여 노인환자보다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났

으며,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많았는데 이는 저소득 노인의 높

은 유병률과 낮은 건강상태에 기인하며, 의료급여의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의

료서비스 이용 유인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류연규(1999)는 의료보장유형의 차이가 빈곤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의료보호 대상자일수록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많았으

나, 실제 의료기관을 1회 이상 방문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더욱 정교화된 통

제변수인 이환일수, 활동제한 일수, 방문소요시간을 추가 투입하여 분석하였더

니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험가입자에 비해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낮은 것으

로 분석되어 의료보호제도 자체는 의료보호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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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은 낮추어 주었을 지라도, 실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또한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의료서

비스를 받을 기관으로 보건소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보장

유형이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세라(2000)는 질병의 종류와 중증도를 고려하여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입

원환자간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30개 의료기

관에서 6개월동안 퇴원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환자의 다빈도 질환군

(KADRG) 10개를 기준으로 재원일수 및 일당진료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의료보호 1종 환자의 재원일수가 다빈도 질환 10개군에서 모두 길었으며 오히

려 일당 진료비는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의료보호 2종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보

험 환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질환 및 치료상의 합병증이나 특별한 문제

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의료급여 1종 환자군에게서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의

료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두 유형간의 입원 및 재원적절성, 장기요양서비스 요구도의 차이를 평

가하고자 13개 의료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료보험 환자의 일반병원 입원이

부적절한 환자는 10.9%, 의료보호 1종 22.3%, 의료보호 2종 20.0%로 의료보험

에 비해 의료보호 환자의 입원 부적절율이 매우 높아 의료보호환자의 의료이

용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고하였다.

주정미(2010)는 동일한 공급자가 진료한 환자의 의료보장유형에 따라서 의

료이용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의료급여 1종 환자의 다빈도 질

환인 고혈압을 대상으로 의원급 의사들이 진료한 의료급여 1종 환자와 건강보

험환자의 건당진료비, 건당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의료보장유형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동일한 공

급자가 진료한 환자의 의료보장유형에 있어서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1종

환자에 대한 진료강도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급여

대상자의 수요요인 뿐 아니라 공급자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의료급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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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비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용재(2011)는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유형간

의료이용 차이를 분석하여 의료보장유형이 노인 암환자의 의료이용량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서 장기간

입원으로 총진료비가 높으나 진료건당 외래진료비와 진료일당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암환자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들의 의료이용량 증가원

인이 높은 비급여 본인부담을 피해서 본인부담이 없는 보험급여 의료서비스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경훈(2008)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유형간 의료이용에 차이가 있는

지를 연구하였는데, 분석결과 외래서비스와 약국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대해서

는 의료급여 1종이 건강보험에 비하여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

료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사람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료보장유형

이 의료이용량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

장애인에 비하여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이용에의 욕구가 높은 장애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비용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의료보장유형에 관계없이 의료이용

이 공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의료이용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의료서비스 과정 및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정진희 등(2010)은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보장형태가 혈액

투석 서비스 과정 및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의료급여환자 중

혈액투석환자는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정액제 수가에 의해 지불되는데, 의료급

여 정액제와 건강보험환자 간에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주기에 있어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주당 투석횟수, 투석시간, 조혈제 사용, 인산염 농도

측정주기, 알부민 농도 등의 혈액투석 후 치료결과와 관련된 변수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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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정 등(2005)은 노인여자의 골다공증성 재골절률과 의료이용을 연령, 수

술여부 등의 중증도를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Hip re-fracture 인 경우

상대위험비(RR)는 1.28(1.20-1.38), Vertebral re-fracture 인 경우 상대위험비

(RR)는 1.48(1.43-1.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우리나라 여자노인인구의 골다

공증성 골절 발생 후 재골절률은 의료급여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의료보장유형간에 의료이용정도와 건강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진료비 지불제도의 형태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

다. 허순임(2008)은 행위별수가제(FFS:fee-for-service)와 포괄수가제

(DRG:diagnosis-related-group) 환자에 대한 진료행태(재원일수, 진료비, 외래

이용여부 및 이용량, 재입원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불방식에 따라 동

일 질병환자에 대한 진료행태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행위별에 비하여 포괄수

가제 환자가 건당 재원일수는 짧지만 건당 진료비는 높게 나타났고, 외래이용

은 낮은 반면 재입원이 높았다. 이에 대하여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로 해석할

수 있으나 포괄수가제의 제도적 효과가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

다고 보고하였다.



- 31 -

저자명(연도) 연구자료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석방법

이용재(2011)
건강보험

심사청구자료

의료보장유형

환자특성

의료기관특성

총진료비,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외래방문일수,

재원일수등

공변량분석(ANCOV

A), 다중회귀분석

주정미(2010)
건강보험

심사청구자료

의료보장유형

공급자특성

진료환경특성

진료환자구성

환자중증도

건당진료비, 건당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
다중회귀분석

최원정등

(2005)

건강보험

심사청구자료

의료보장유형

환자특성

환자중증도

의료이용요인

병원특성요인

30일사망률

1년사망률

재골절률

로지스틱회귀분석

정진희등

(2010)

54개병원

설문조사자료

의료보장유형

환자특성

의료기관

혈청칼슘및인산염농도

혈청알부민농도등
다수준분석

신영석등

(2005)

건강보험통계

패널자료
의료보장유형

입원일당진료비

입원건당내원일수등
시계열분석

김세라(2000)

30개병원

진료비

전산자료

의료보장유형

환자특성

환자중증도

의료공급자특성

DRG시범사업참여

여부

재원일수

일당진료비
다중회귀분석

류연규(1999)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설문조사자료

의료보장유형

환자건강상태

의료기관접근도

외래방문횟수

이용기관

ordered-probit 모델

다항로짓분석

한경훈(2008)
국민건강영양

조사자료

의료보장유형

소인성, 가능성,

필요요인

입원, 외래, 약국입원유무

연간재원일수

외래, 약국방문횟수

로지스틱회귀분석

위계적회귀분석

이대희등

(2003)

3개정신병원

진료정보

수집자료

의료보장유형

환자특성

재원기간

정신요법진료량

t검정,

혼합모형(mixed

model)

표 11. 의료보장유형간 의료이용량 차이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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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문헌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국외 문헌을 고찰한 결과 공급자 요

인, 지불제도의 차이, 수요자 요인 및 본인부담금과 같은 진료비 부담 요인 등

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Rosen, 1989; Ellis, 1998;

Steinwald et al., 1989; Hickson et al., 1987; Kinder, 2001).

민간보험이나 공공부조제도와 같은 위험분산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공급자는

의료소비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유인이 감소하고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과잉진료성향을 갖기 때문에 의료자원

공급이 필요이상으로 증가되고, 이로 인해 의료비의 증가가 유발될 수 있게

된다. McPherson et al.(1984)은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령과 성을 통제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자궁절제술(hysterectomy), 전립선절

제술(prostatectomy), 편도절제술(tonsillectomy)의 건수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환자특성 외의 다른 요인, 즉 의사들의 경제적 유인 혹은 의료제도상의 특징

등이 의사의 진료행태에 영향을 주어 의료이용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Noguchi et al.(2005)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일본 도카이지역에서 급성심

근경색 환자에게 고가의 관상동맥풍선 확장술이 타 선진국에 비해 빈번하게

시술되고 있는 바 그 요인을 연구 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고가의 풍선확장술

을 할수 있는 병원 수, 의사 수와 의료비 지출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공급자들이 고가 의료장비의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고가

의 풍선확장술을 유발하는 행태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지불제도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불제도의 차이

가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Hickson et al.(1987)

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로 지급받는 의사들과 봉급제(salaried payment system)로 지

급받는 의사들을 무작위 추출하고 이들 의사에게 진료받은 환자들의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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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횟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봉급제보다 행위별수가제로 지급받는 의

사에게서 환자 1인당 외래진료횟수가 더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Rice(1983)는

1,264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Medicare 프로그램에서 의료서비스의 지불보상 비

율이 조정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불보상 비율이 1% 감소될

때 의료서비스 제공 강도는 0.61% 증가하였고, 외과 진료서비스의 경우 보상

비율이 1% 감소될 때 서비스의 양은 0.14%, 강도는 0.15%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다.

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또한 의료이용에 영항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

었다. Gruber와 Owings(1996)은 1970년부터 1982년까지 제왕절개수술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출산율이 10% 감소할 때 민간보험에 가입한

여자의 제왕절개율은 1.1% 증가하였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자는 0.27%

증가에 그쳐 출생율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한 여자들의 제왕절개율

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기술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공보험 또는 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보상수

준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Anna et al.(2006)은 Medicaid

환자의 3.6%가 연간 25,000불을 지출함으로써 Medicaid 재정의 48.8%를 잠식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특히 만성질환, 당뇨병 및 심장질환의 지출이 크므로

이들 질병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수요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비용에 관한 인식을 하게 하여 도덕

적해이를 감소시키고 진료비의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

이 있었다. Cherkin et. al.(1989)은 외래이용시 5불의 본인부담금을 도입한 후

일반의 방문은 10.0%, 전문의 방문은 3.3%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appori et al.(1998)은 의료이용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년

간 실험군에게 외래방문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의료이용은 직

접의료비보다 간접의료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추정하였다.

Gross et al.(1999)은 가구의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비교하였는데 특히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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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차상위계층을 다른 소득계층 또는 의료보장 유형집단과 비교하여 의료

보장 사각지대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끝으로 의료보장유형과 의료이용의 차이 또는 수요자의 의료이용 욕구와 의

료이용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국외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Rabin et al.(1974)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급․만성질환이 함께 있는 집단에

서는 Medicaid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의료이용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급․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집단에서는 Medicaid 수

급자들이 비수급자에 비해 더 많은 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건강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 즉 필요요인이 높

기 때문에 의료보장유형의 차이에 관계없이 의료이용이 두 집단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Rabin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문헌으로 Monteiro(1973)의 연구가 있었

다. 질병 및 활동 제한 등 수요자의 건강상태는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건강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드는 비용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점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의료보장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시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 국내외 다수의 연구들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의료보장유형에 따라 의료이용량, 의료서비스의 결과에 차

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국내 연구의 경우, 연구 자료 수집단계에서 건강

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많아 실제 개별 환자의 중증도 또는 의료서비

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자는 실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로서 의료서비스 이용에 진입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

로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예, 수술시행여부)들이 연구 설계과

정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일개 병원의 의무기록에 근거한 퇴원요약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중증도를 보정하고, 실제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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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 변수들을 통제한 후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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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소인성 요인 성, 연령, 국적

가능성 요인 거주지역

필요 요인

주상병(다빈도 6개 질환 : 당뇨병,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증, 폐렴, 기관지염·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타 배병증), 과거

입원경험여부, 중증도

의료서비스이용 과정요인
선택진료 시행여부, 협의진료 시행여부, 수술 시행

여부, 합병증 발생여부, 전과 발생여부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이

를 위해 서울 소재 공공병원으로서 일개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퇴원한 이

력이 있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중 6대 다빈도 질환군을 선정하여 이

질환군에 속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환자의 의료보장유형(건강보험, 의료급여)을 독립변수로, 재원일수를 종속변

수로 하며, Andersen 모형을 적용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소인성요인,

가능성요인, 필요요인)과 본 연구자료가 실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특성을 살려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 한 후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표 12).

표 12. Andersen 모형을 적용한 요인별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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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첫번째 단계로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기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로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의료보장유형에 따른 재원일수 차이 분

석을 위해 단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관련 변수들간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개념적 틀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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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가. 연구대상 및 자료원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입·퇴원한 이력이 있는 환자 중 연구대

상자 선정 기준에 의해 선발된 6대 다빈도 질환군이 주상병인 환자이며, 이들

환자의 퇴원요약정보(Discharge Summary Information)8)를 자료원으로 하였

다.

퇴원요약정보는 환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성,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의료보장 유형 등)과 해당 재원기간 동안 이루어진 핵심 진료내용에 대한 요

약(진료과, 재원일수, 주상병명 및 부상병명, 수술 및 처치명, 입원경로, 치료결

과, 퇴원형태, 협의진료내역, 전과전실내역, 중환자실 입실 내역, 신생아 및 산

모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퇴원요약정보는 실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자료를 생성하므로 환자의

임상정보 반영이 정확하며,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6th)의 분류기준에

의한 코딩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실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 및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 의료기관

의 청구시점 또는 환자가 입원 중 의료보험 자격이 변동됨에 따라 하나의 입

원 진료비 청구가 여러 청구건으로 나뉘게(분리청구)됨으로서 건강보험 청구

자료상의 ‘건(case)' 이 ’실제 진료건’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장기재

원환자인 경우 분리청구로 인해 실제 환자의 재원일수와 청구자료 상의 재원

일수에 차이가 있음(고수경 등, 2005) - 을 원천적으로 제거 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진다.

8) 퇴원요약정보(Discharge Summary Information)는 의료기관에서 매일 발생하는 퇴원 환자의 의무기록

을 퇴원시점에서 정제화된 항목으로 분석하여 진료요약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홍준현, 2001). 특

히 미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Uniform Hospital Discharge Data Set(UHDDS)을 만들어 진료정보를 표

준화 하는데 퇴원요약정보의 항목이 이용되고 있다(이정화,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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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단위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환자 1인이 연구대상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하기까지

의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진료건, 즉 ‘입원 에피소드' 이다. 따라서 종속변수

인 재원일수는 입원 1회차 당 환자가 실제 입원했던 기간으로 산정되었으며,

독립변수로 선정된 자료의 분석단위 또한 환자 입원 1회차 당 획득되어진 정

보를 담고 있다. 또한 한 환자가 조사 대상 기간 중 여러 번 입․퇴원한 경우

에는 개별 입원 에피소드(개별 입원 건)로 처리하였다. 환자단위가 아닌 입원

에피소드로 자료를 분석한 이유는 한 환자가 여러 번 입원을 하였어도 각 입

원은 다른 주상병 및 중증도를 가질 수 있으며 각 입원별로 다른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별 에피소드로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다. 최종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정되었다. 먼저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연구 대상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중 의

료보장유형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인 환자의 입원 에피소드

를 추출하였다. 해당 건수는 총 54,572건 이었고 이중 건강보험은 36,776건, 의

료급여는 17,796건(의료급여 1종 16,672건, 의료급여 2종 1,124건)이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연구대상 질환군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발간한 ‘2011년 의료급여통계연보’ 에 수록된 의료급여환자 10대 다빈도 질

환군과 연구대상병원에서 추출된 의료급여환자 17,796건에 대한 10대 다빈도

질환군을 상호 비교하였다(표 13). 두 자료의 10대 다빈도 질환군 추출방법은

모두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th)의 제5편에 수록되어 있는

298 질병제표용 분류표(Classification of 298 Disease)를 이용하여 해당 년도

의 진료실 인원수(number of patients)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질환을 추출

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구대상병원의 의료급여환자 10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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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질환군을 상호 비교한 결과 두 통계 자료에 공통적으로 올라 있는 6개의

다빈도 질환군을 추출하였고, 이 6대 다빈도 질환군을 주상병으로 가지고 있

는 환자의 입원 에피소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 및 추출하였다. 추출된 연구대

상 입원 에피소드는 총 7,254건 이었고, 이중 건강보험은 4,742건, 의료급여 1

종 2,329건, 의료급여 2종 183건 이었다.

6대 다빈도 질환군 선정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6대 다빈도 질환군 선정.

[공통질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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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의료급여대상자 10대 다빈도 질환군 비교표(우리나라 종합병원과 비교)

(단위 : 명)

순위
우리나라종합병원1) 연구대상병원 공통질환

선정다빈도질환군 상병코드 진료실인원 다빈도질환군 상병코드 진료실인원

1 폐렴 J12-J18 15,491 당뇨병 E10-E14 563 *
2 기타허혈성심장질환 I20,I23-I25 7,307 호흡기결핵 A15-A16 445

3 기타배병증
M40-M49,

M53-M54
6,898 기타배병증

M40-M49,

M53-M54
439 *

4 당뇨병 E10-E14 5,842 기타허혈성심장질환 I20,I23-I25 414 *

5
기관지염,·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0-J44 5,703 뇌경색증 I63 398 *

6 뇌경색증 I63 5,339 기타비뇨기계질환
N25-N29,

N31-N39
393

7 신부전증 N17-N19 4,107 알콜성간질환 K70 375

8 관절증 M15-M19 3,569
기관지염·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0-J44 351 *

9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3,343 폐렴 J12-J18 347 *
10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3,294 전립선 비대 N40 308

주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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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추출된 7,254건의 입원 에피소드 중에서

기간 내에 한번이라도 의료보장 유형이 전환(건강보험→의료급여1·2종, 의료급

여1·2종→건강보험, 의료급여1종→2종, 의료급여2종→1종)된 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자의 입원 에피소드 모두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조사 기간

내에 의료보장 유형이 동일하게 유지된 에피소드들로만 연구 자료를 구축하여

유형변경으로 인한 변이(bias)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제외한 건수는

건강보험→의료급여1·2종 108건, 의료급여1·2종→건강보험 58건, 의료급여1종

→2종 22건, 의료급여2종→1종 44건으로 총 232건 이었으며 그 결과 총 7,022

건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시작시점에 의료보장유형을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의 3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연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의료급여 2종은 전체 연

구대상자의 1.92%에 지나지 않아 의료급여 1종 및 2종을 합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로 2그룹화 하였다. 최종 연구대상 7,022건 중 건강보험 입원 에피소

드는 4,678건, 의료급여 입원 에피소드는 2,344건 이다.

이상의 연구자료 추출과정은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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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자료 추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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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정의 측정수준

재원일수
환자 1인의 입원 에피소드 별

재원기간

산출방법 : 퇴원일 - 입원일

(단, 입원 당일 퇴원하는 경우,

재원일수는 ‘1’일로 재산정)

3. 변수정의

가. 종속변수

우리나라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4.2일로 2010년 OECD 회원국의

평균재원일수 8.5일보다 5.7일이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OECD Health

Data, 2012), 조우현(1986)은 같은 질병일 때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재원일수를 언급하였다. 결국 재원일수는 환자의 총진료비를 추측할

수 있는 의료이용량 변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고

선행연구 고찰 결과 재원일수는 의료이용량을 측정하는 변수로 진료비에 이어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므로, 종속변수로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재원일수는 환

자 1인이 입원 에피소드 별 재원하였던 기간으로 정의하였으며, 단입법9)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입원 당일 바로 퇴원하는 경우 재원일수는 1일로 재산정 하

였다(표 14).

표 14. 종속변수의 정의

9) 재원일수 산출방식은 양입법과 단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입법은 입원당일을 재원일로 포함하여 재

원기간을 산출하는 방식이며, 단입법은 입원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재원기간으로 산출하는 방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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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에피소드 별 재원일수를 비교하기 위해 재

원일수의 대표값과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14). 건강보험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13.71일 이고 표준편차는 20.15일 이며 중위수 9.0일 왜도 8.18로 우측꼬리를

갖는 분포이다. 따라서 분포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의 재원일수에

자연로그를 치환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2.13, 표준편차 0.99, 중위수 2.20, 왜

도 -0.06으로 정규분포 모형에 근접하게 변형되었다. 의료급여환자 역시 로그

치환 전 평균 17.09일, 표준편차 28.75일, 중위수 11.0일, 왜도 12.55에서 치환

후 평균 2.35, 표준편차 0.99, 중위수 2.40, 왜도 -0.22로 정규분포 모형에 근접

하게 변형되었다(표 15). 또한 히스토그램을 통해 시각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6, 그림 7).

자료 분석과정에서 모든 재원일수는 위의 자연로그로 치환한 재원일수를 가

지고 분석하였다.

표 15. 연구대상자 재원일수의 대표값과 분포

N=7,022

구분

재원일수 Log(재원일수)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평균 13.71 17.09 2.13 2.35

표준편차 20.15 28.75 0.99 0.99

중위수 9.0 11.0 2.20 2.40

사분위 범위 11 14 1.16 1.20

왜도 8.18 12.55 -0.06 -0.22

첨도 116.62 237.43 0.178 0.58

최소값 1 1 0.00 0.00

최대값 435 649 6.08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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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건강보험환자의 재원일수 로그치환 전,후 히스토그램.

그림 7.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 로그치환 전,후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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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 의료서비스 이용 진입 전 : 의료서비스 이용 진입 후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의료보장유형으로서,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로 구분하였

다.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로

Andersen 모형을 적용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하위에 소인성요인, 가

능성요인, 필요요인으로 나누었고, 본 연구가 실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특성을 살려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을 추가로 투입하여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그림 8).

그림 8. 통제변수의 구분.

1)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Andersen 모형에 따라 소인성 요인은 성, 연령, 국적으로 구분하였다. 성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입원당시 환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산

정하며, 한국고령화연구패널에서 4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규정하였으므로

0-44세 이하, 노인 외래의료이용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65세를 기준으로

45-64세 이하로 구분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선행 연구(박종연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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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석, 2009)에 따라 젊은 노인층은 65-74세 이하, 고령 노인층은 75세 이상

으로 구분하여 총 4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국적은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로 구분하였다.

가능성 요인은 연구대상자의 거주지로서 연구대상 병원이 서울에 소재한 일

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수 환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바, 서

울과 서울 이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분화 하였다.

필요 요인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주상병, 과거 입원경험, 중증도로 구성하였

다. 주상병은 앞서 선정한 6대 다빈도 질환군(당뇨병,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증, 폐렴, 기관지염·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타 배병증)이

며, 과거 입원경험은 환자가 과거에 입원을 발생시킬 만한 질병이 있었던 적

이 있었는지에 대한 변수로 과거 입원경험이 이번 입원 시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입원, 1년 이내 재입원, 1년 이후 재입원으로 구분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주상병 외의 동반상병은 환자의 중증도 및 의료이용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결과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우

혜경, 2010). 따라서 연구대상자 총 7,022건에 대하여 각 환자의 동반상병은

총 24,477건으로,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10)를 활용하여 중증도를

측정 및 범주화 하였고 그 결과를 ‘0, 1, 2, 3+’ 로 재분류 하였다(표 16).

10)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는 일반적인 측정도구(general measures)로 1987년 Mary Charlson

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1년 사망률을 예측하기 위하여 의무기록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19개의 동반상병에 대해 동반상병을 가지지 않은 환자들

의 사망위험 대비 관심 동반상병을 가진 환자들의 사망위험 비율에 근거하여 1, 2, 3, 6점의 가중치를

부여하며 모든 동반상병에 대한 가중치의 합이 각각 환자에 대한 동반상병지수를 만들기 위해 계산된

다(Charlson et al., 1987). 일반적으로 ‘0, 1, 2, 3+’ 또는 ‘0, 1, 2+’의 점수로 범주화시켜 평가된다

(Beddhu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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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질환군 구분 동반상병총개수11) 평균 표준편차

당뇨병

(E10-E14)

건강보험 3,595 4.09 2.72

의료급여 2,218 4.67 2.82

기타허혈성심장질환

(I20, I23-I25)

건강보험 2,893 3.23 2.29

의료급여 1,460 3.69 2.25

뇌경색증

(I63)

건강보험 4,302 4.19 2.98

의료급여 1,861 4.80 3.20

폐렴

(J12-J18)

건강보험 3,013 3.09 2.86

의료급여 1,092 3.26 2.46

기관지염·폐기종및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J40-J44)

건강보험 788 2.53 2.00

의료급여 820 2.54 2.32

기타배병증

(M40-M49, M53-M54)

건강보험 1,370 2.31 2.28

의료급여 1,065 2.49 2.49

계
건강보험 15,961 3.41 2.72

의료급여 8,516 3.63 2.77

표 16. 연구대상자의 6대 다빈도 질환군별 동반상병 구성

(단위 : 개)

2)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의료보장유형 간에 의료이용의 특성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김세라, 2000; 최

원정 등, 2005; 주정미, 2010; 정진희, 2010; 이용재, 2011;)에서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수로 공급자 개인특성(성, 연령,

개원기간, 전문과목 등), 진료환자특성(소아환자비율, 노인환자비율, 초진환자

비율 등), 의료기관특성(설립특성, 병상수, 소재지, 고가장비비율 등)을 독립변

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개병원에 입원한 환

11) 한 환자가 여러 개의 동반상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동반상병의 총 개수는 연구대상 질환군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KCD-6th)에 의해 분류된 동반상병 코드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중증

도 분류는 한 환자의 여러 동반상병에 대하여 CCI를 활용하여 각각 1, 2, 3, 6의 가중치를 부여 및 합

산 한 후, 가중평균을 구하여 0, 1, 2, 3+로 범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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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료서비스 내용 및 수진이력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선택진료 시행여부,

협의진료 시행여부, 수술 시행여부, 합병증 발생여부, 전과 발생여부를 의료서

비스 이용 과정요인 변수로 구성하였다. 위의 변수는 어떤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행여부 또는 발생여부를 묻는 것으로서 의료서비스 투입량 및 강도를 유추

할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설정되었다.

선택진료 시행여부는 환자의 재원기간동안 선택진료 지정 여부에 따라 선택

진료와 일반진료로 분류하였으며, 협의진료 시행여부는 타과 의사에게 의뢰하

여 회신이 있는 경우에만 협의진료 함으로 분류하였으며 협의진료 의뢰가 없

었거나 또는 의뢰하였으나 회신이 없었던 경우에는 협의진료 하지않음 으로

분류하였다. 수술 시행여부는 재원 중 수술을 시행 여부에 따라 유, 무로 분류

하였으며, 합병증 발생여부는 재원기간동안 질병과 연관된 치료를 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합병증을 합병증 발생으로 재정의하였고, 분류기준으로 동반상병

코드 T80∼T88(달리 분류되지 않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합병증,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KCD-6th)이 발생한 경우를 해당 재원기간 중 합병증이 발

생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전과 발생여부는 재원 기간 중에 본과에서 타과로

전과가 이루어진 경우 전과함으로 하였으며, 전과가 없었거나 같은 과 내에서

병실만 이동한 경우에는 전과안함으로 분류하였다(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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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통제변수의 정의

특성별 항목 변수정의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소인성

요인

성별
1. 남자

2. 여자

연령

1. 44세 이하

2. 45-64세

3. 65-74세

4. 75세 이상

국적
1. 내국인

2. 외국인

가능성

요인
거주지

1. 서울

2. 이 외 지역

필요

요인

주상병

1. 당뇨병

2.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3. 뇌경색증

4. 폐렴

5. 기관지염·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6. 기타 배병증

과거 입원경험

1. 최초입원

2. 1년 이후 재입원

3. 1년 이내 재입원

중증도

1. 0

2. 1

3. 2

4. 3+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선택진료 시행여부
1. 일반진료

2. 선택진료

협의진료 시행여부
1. 무

2. 유

수술 시행여부
1. 무

2. 유

합병증 발생여부
1. 무

2. 유

전과 발생여부
1. 무

2.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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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가. 기술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시행하여 각 변수들

의 빈도와 백분율을 표시하였다.

나. 단변수 분석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재원일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t 검정(t-test) 및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둘째, 의료보장유형에 따라 재원일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의료서비스이용 결정요인과 의료서비스이

용 과정요인에 해당하는 변수에 대하여 의료보장유형에 따라 재원일수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 다변수 분석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재원일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다중 회귀분석의 일종으로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무엇이며,

그 다음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분석

방법으로,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독립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한옥영, 2012). 따

라서 모델1 은 의료보장유형만 투입하고, 모델2 는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의료서비스 이용 진입 전)을 모델 1에 추가 투입하며, 모델3 은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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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과정요인(의료서비스 이용 진입 후)을 모델 2에 최종 투입하여 변수 통

제 후에도 의료보장유형 간 재원일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원일수는 자연대수(logarithm)

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 검증을 위한 분산확대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은 p<.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고, 자

료처리 분석은 SAS 9.2 Version 을 이용하였다.

모델 1 : 의료보장유형

모델 2 : 의료보장유형 +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모델 3 : 의료보장유형 +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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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 특성 분석 : 기술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8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남자 3,889명

(55.4%), 여자 3,133명(44.6%)으로 총 7,022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5∼64세

가 2,423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5∼74세 2,137명(30.4%), 75세 이

상 1,773명(25.2%), 0∼44세 689명(9.8%) 순이었다. 국적은 내국인이 6,982명으

로 전체의 99.4%를 차지하였고, 외국인은 40명(0.6%)로 소수를 차지하였다. 거

주지역은 서울이 5,685명(81.0%)이었고 서울 이외 지역이 1,337명(19.0%) 이었

다.

연구대상자의 6대 다빈도 상병의 분포를 보면 뇌경색증이 1,414명(2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당뇨병 1,353명(19.3%), 폐렴 1,309명(18.6%), 기타 허혈

성 심장질환 1,292명(18.4%), 기타 배병증 1,019명(14.5%), 만성 폐쇄성 폐질환

635명(9.0%)의 순이었다. 과거 입원경험여부는 이번 입원이 최초입원인 경우가

3,441명(49.0%)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반 수를 차지하였고, 이번 입원이 이전 퇴

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가 1,079명(15.4%), 1년 이내인 경우가 2,502명

(35.6%) 이었다. 중증도의 경우 중증도 0 인 경우는 3,361명(47.9%)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중증도 1은 3,155명(44.9%), 중증도 2는 421명(6.0%), 중증도 3이

상인 경우는 85명(1.2%)의 순 이었다.

선택진료의 경우 선택진료 미시행은 4,813명(68.5%), 선택진료 시행은 2,209명

(31.5%) 이었으며, 협의진료는 미시행 3,150명(44.9%), 시행 3,872명(55.1%)이었

다. 수술의 경우 수술 미시행은 6,129명(87.3%), 수술 시행 893명(12.7%), 합병증

은 발생하지 않음이 6,896명(98.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발생함이 126명

(1.8%)이었다. 전과의 경우 전과하지 않음이 6,502명(92.6%), 전과함이 520명

(7.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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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명(N) 백분율(%)

성별 남자 3,889 55.4

여자 3,133 44.6

연령 0-44세 689 9.8

45-64세 2,423 34.5

65-74세 2,137 30.4

75세 이상 1,773 25.2

국적 내국인 6,982 99.4

외국인 40 0.6

거주지 서울 5,685 81.0

이 외 지역 1,337 19.0

주상병

(6대 다빈도질환군)
당뇨병 1,353 19.3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1,292 18.4

뇌경색증 1,414 20.1

폐렴 1,309 18.6

만성 폐쇄성 폐질환1) 635 9.0

기타 배병증 1,019 14.5

과거입원경험여부 최초입원 3,441 49.0

1년 이후 재입원 1,079 15.4

1년 이내 재입원 2,502 35.6

중증도 0 3,361 47.9

1 3,155 44.9

2 421 6.0

3+ 85 1.2

선택진료 시행여부 무 4,813 68.5

유 2,209 31.5

표 18.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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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진료 시행여부 무 3,150 44.9

유 3,872 55.1

수술 시행여부 무 6,129 87.3

유 893 12.7

합병증 발생여부 무 6,896 98.2

유 126 1.8

전과 발생여부 무 6,502 92.6

유 520 7.4

계 7,022 100.0

주1) ‘기관지염·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으로 간략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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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 차이 분석 : 단변수분석

가.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별 재원일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해당하는 성, 연령, 국적, 거주지,

주상병(6대 다빈도 질환군), 과거 입원경험, 중증도의 각 유형별로 재원일수에

차이가 있는지 t 검정 및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9). 분산분석 후 설정된

유의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Duncan 검정에

의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 연령, 주상병(6대 다빈도 질환군), 과거 입원경험, 중증도 변수에서 그룹

간의 재원일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재원일수

가 길었다(p<.001). 연령에서는 44세 이하 환자군이 나머지 환자군에 비하여

재원일수가 짧았으며(p<.001),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유의수준 p<0.05 하에

서 44세 이하 환자군과 45∼64세, 65∼74세, 75세 이상 환자군간의 재원일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적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간 재원일수의 차이는 없

었고, 거주지 역시 서울, 서울 이외 지역 간에 재원일수의 차이는 없었다. 주

상병에서는 6대 다빈도 질환군별로 재원일수의 차이가 있었다.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기타 배병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뇌경색증 순으로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길었고(p<.001),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기타 배병증, 당뇨병, 뇌경색증이 주상병인 환자군간의 재원일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폐렴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군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과거 입원경험의 경우 최초입원 또는 1년 이후 재입원한 경우가 1

년 이내 재입원한 경우보다 재원일수가 길었고(p<.01), 사후검정결과 최초입원

과 1년 이후 재입원은 재원일수의 차이가 없었다. 중증도의 경우, 중증도 0 ∼

중증도 3+ 간에 재원일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증도 0에서 중증도 2

로 갈수록 재원일수는 길어졌으나, 중증도 3+ 인 경우는 오히려 재원일수가

감소하였다(p<.001).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중증도 0과 중증도 1 ∼ 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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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평균±표준편차 t/F 값

의료

서비

스

이용

결정

요인

성
남 3,889 2.25±0.95 17.941***

여 3,133 2.15±1.03

연령

44세 이하 689 1.97±0.88 16.043***

45-64세 2,423 2.19±0.98

65-74세 2,137 2.25±0.98

75세 이상 1,773 2.25±1.04

국적
내국인 6,982 2.20±0.99 .199

외국인 40 2.27±0.75

거주지
서울 5,685 2.21±1.00 1.628

이 외 지역 1,337 2.17±0.97

주상병

(6대 다빈도

질환군)

당뇨병 1,353 2.42±0.83 122.149***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1,292 1.77±0.91

뇌경색증 1,414 2.57±0.83

폐렴 1,309 2.19±0.88

만성 폐쇄성 폐질환 635 2.19±0.68

기타 배병증 1,019 1.97±1.43

과거입원

경험

최초입원 3,441 2.23±0.96 4.950**

1년이후 재입원 1,079 2.23±0.96

1년이내 재입원 2,502 2.15±1.04

중증도

0 3,361 1.98±0.98 115.573***

1 3,155 2.41±0.97

2 421 2.44±0.88

3+ 85 2.31±0.88

집단 사이에서 재원일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9. 의료서비스이용 결정요인별 재원일수 차이

N=7,02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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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별 재원일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에 해당하는 선택진료 시행여부, 협

의진료 시행여부, 수술 시행여부, 합병증 발생여부, 전과발생 여부의 각 유형

별로 재원일수에 차이가 있는지 t 검정을 시행하였다(표 20).

그 결과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으로 정의된 모든 변수 내 그룹간에 재원

일수의 차이가 있었다. 선택진료를 시행한 환자군보다 일반진료 환자군의 재

원일수가 더 길었다(p<.001). 협의진료의 경우 협의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

군에 비해 협의진료를 시행한 환자군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p<.001), 수술

시행의 경우도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수술을 시행한 환자군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고(p<.001), 합병증은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군에서, 전과는

전과를 시행한 환자군에서 재원일수가 더 길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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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평균±표준편차 t/F 값

의

료

서

비

스

이

용

과

정

요

인

선택진료 시행여부 일반진료 4,813 2.26±1.05 46.431***

선택진료 2,209 2.08±0.83

협의진료 시행여부 무 3,150 1.71±0.87 1731.909***

유 3,872 2.60±0.90

수술 시행여부 무 6,129 2.06±0.91 1067.690***

유 893 3.15±1.00

합병증 발생여부 무 6,896 2.18±0.98 153.667***

유 126 3.27±1.12

전과 발생여부 무 6,502 2.13±0.97 513.229***

유 520 3.11±0.80

표 20. 의료서비스이용 과정요인별 재원일수 차이

N=7,02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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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평균±표준편차 t 값

의료보장유형

건강보험 4,678(66.6) 2.13 ± 0.99

-8.958***

의료급여 2,344(33.4) 2.35 ± 0.99

3. 의료보장유형에 따른 재원일수 차이 분석 : 단변수분석

가. 의료보장유형별 재원일수 차이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 간 재원일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 검

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1과 같다. 건강보험환자의 재원일수는

2.13±0.99,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는 2.35±0.99로 의료급여환자의 평균재원일

수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1).

표 21. 의료보장유형별 재원일수 차이

N=7,022 (단위 : 명,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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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보장유형별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재원일수 차이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 간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의 재원일수 차

이를 t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표 22). 성별의 경우 남자, 여자 모두에게서

건강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환자에게서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1). 연령대는 44세 이하, 45∼64세, 65∼74세의 연령대에서 건강

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p<.001), 75세 이상 고

령 노인층 에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 간 재원일수에 차이가 없었다. 국

적은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서 건강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

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거주지의 경우 서울, 서울 이

외 지역 모두에게서 건강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6대 다빈도 질환군별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를 비교하였

다. 당뇨병,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타

배병증의 6개 질환 모두에게서 건강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과거 입원경험의 경우 최초입원, 1년 이후 재입원, 1년 이내 재입원 모두에

게서 건강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중증도의 경우 중증도 0, 중증도 1 은 건강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

원일수가 더 길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p<.001), 중증도 2, 증증도 3+

에서는 두 의료보장유형간 재원일수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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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t 값

의

료

서

비

스

이

용

결

정

요

인

성별 남 2.17±0.95 2.39±0.94 -6.954***

여 2.07±1.02 2.29±1.05 -5.587***

연령 44세 이하 1.84±0.79 2.20±0.98 -4.899***

45-64세 2.05±0.98 2.42±0.94 -9.163***

65-74세 2.21±0.97 2.34±0.99 -2.887**

75세 이상 2.22±1.04 2.31±1.06 -1.637

국적 내국인 2.13±0.99 2.35±0.99 -8.790***

외국인 1.80±0.82 2.53±0.58 -3.272**

거주지 서울 2.14±0.99 2.35±0.99 -7.580***

이 외 지역 2.09±0.96 2.37±0.96 -4.866***

주상병

(6대 다빈도

질환군)

당뇨병 2.35±0.82 2.54±0.84 -4.000***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1.67±0.87 2.00±0.96 -5.872***

뇌경색증 2.51±0.83 2.73±0.82 -4.415***

폐렴 2.14±0.88 2.31±0.86 -3.099**

만성 폐쇄성 폐질환 2.11±0.64 2.26±0.71 -2.891**

기타 배병증 1.80±1.45 2.21±1.36 -4.608***

과거입원경험 최초입원 2.16±0.94 2.44±0.99 -7.510***

1년이후 재입원 2.16±0.97 2.36±0.96 -3.120**

1년이내 재입원 2.05±1.07 2.28±0.99 -5.485***

중증도 0 1.88±0.97 2.17±0.96 -8.020***

1 2.35±0.96 2.51±0.99 -4.496***

2 2.39±0.83 2.53±0.95 -1.545

3+ 2.37±0.94 2.25±0.82 0.626

표 22. 의료보장유형별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재원일수 차이

N=7,02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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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보장유형별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재원일수 차이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 간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의 재원일수 차

이를 비교하였다(표 23). 선택진료의 경우 일반진료, 선택진료 모두에게서 건

강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1)

협의진료의 경우 협의진료 미시행, 협의진료 시행 모두 건강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수술, 합병증, 전과의 경우 수술 미시행, 합병증 미발생, 전과 미발생 집단에

서 건강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나(p<.001), 수술 시행, 합병증 발생, 전과 발생 집단에서는 두 의료보

장유형간 재원일수의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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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t 값

(p-value)

의

료

서

비

스

이

용

과

정

요

인

선택진료 시행여부 일반진료 2.17±1.08 2.37±1.01 -6.321***

선택진료 2.06±0.83 2.24±0.82 -3.580***

협의진료 시행여부 무 1.65±0.84 1.85±0.91 -5.994***

유 2.54±0.91 2.70±0.89 -5.244***

수술 시행여부 무 2.01±0.91 2.19±0.90 -7.226***

유 3.09±1.00 3.22±1.00 -1.829

합병증 발생여부 무 2.11±0.97 2.33±0.98 -8.965***

유 3.20±1.22 3.43±0.92 -1.209

전과 발생여부 무 2.06±0.96 2.27±0.97 -8.595***

유 3.07±0.79 3.20±0.81 -1.789

표 23. 의료보장유형별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재원일수 차이

N=7,02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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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 관련성 분석 : 다변수분석

이 연구에서는 의료보장유형이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통제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24

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델1 에는 독립변수인 의료보장유형만 투입하여 분석하

였고, 모델2 에는 Andersen 모형을 적용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으로

정의한 변수들을 추가 투입하였으며, 모델3 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으로 정의했던 변수들을 최종 투입하였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모델별로 회귀분석 후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을 확인하였고 1.000에서 3.309의 범위 내에

있어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모형 설명력은

모델1에서 모델3으로 갈수록 증가하여 모델3 의 경우 설명력은 40.7%로 나타

났으며, 모형 적합도의 경우 모델1, 모델2, 모델3의 F값이 모두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결과 모델1 에서 독립변수인 의료보장유형만 투입하였고 그 결과 건강

보험환자에 비해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1). 이는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의료보장유형간 재원일수 차이 결과

와 동일한 결과이다.

모델2 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으로 소인성요인, 가능성요인, 필요

요인으로 정의된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6대 다빈도 질환군, 과거 입원경험,

중증도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통제하였고, 통제 이후에도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하여 의료급여대상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의료보장유형 이외에 성, 연령, 주상병(6대 다빈도 질환군), 과거 입

원경험, 중증도 변수가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며, 국적과 거주지는 재원일수

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3 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으로 선택진료 시행여부, 협의진료

시행여부, 수술 시행여부, 합병증 발생여부, 전과 발생여부 변수를 최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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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제하였고, 통제 이후에도 여전히 건강보험환자에 비하여 의료급여환자

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1).

모델2 에서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성, 연령, 주상병(6대

다빈도 질환군), 중증도는 모델3 에서도 여전히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나, 모델2에서 유의했던 과거 입원경험은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델3에서는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적,

거주지의 경우에는 모델2와 동일하게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

3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인 협의진료 시행여부, 수술 시행여부, 합병증

발생여부, 전과 발생여부는 재원일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선택진료

시행여부는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재원일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

펴보면,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에 해당하는 변수인 수술시행여부(β=0.359)

가 재원일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협의진료

시행여부(β=0.300)가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중 필요 요인에 해당하는 주상병 질환으로 뇌경색증(β=-0.291),

폐렴(β=-0.202), 당뇨병(β=0.177), 만성 폐쇄성 폐질환((β=0.155)의 순으로 영

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 순으로 전과 발생여부(β=0.099), 의료보장유형(β

=0.090),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중 필요 요인에 해당하는 중증도(β=0.083),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중 소인성·가능성 요인에 해당하는 성, 연령 등이

차례로 다음 순을 이루었다. 국적, 거주지와 같은 환자의 소인성 요인 및 가능

성요인은 이미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진입한 경우에는 재원일수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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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 관련성 분석 : 6대 다빈도 질환군 전체

N=7,022

변수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변수투입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추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추가

β SE t β SE t β SE t

상수 .014 147.522*** .048 29.134
*** .042 37.858

***

독립

변수

의료보장

유형
의료급여 .106 .025 8.958*** .122 .024 10.645*** .090 .021 9.111***

통제

변수

성 여성 -.032 .023 -2.779** .021 .019 -2.189**

연령

45∼64 .08 .042 4.011*** .037 .035 2.220**

65∼74 .112 .043 5.573*** .057 .036 3.425**

75∼ .087 .044 4.544*** .054 .036 3.394**

국적 외국인 .009 .148 .778 .002 .122 .216

거주지 서울 외 .003 .028 .310 -.001 .023 -.141

주상병

당뇨병 -.257 .036 17.725*** .177 .031 -14.244***

뇌경색증 .301 .036 20.624*** .291 .031 23.118***

폐렴 .177 .037 11.926*** .202 .032 16.080***

폐질환 .126 .046 9.564*** .155 .038 14.053***

배병증 .094 .040 6.670*** -.052 .036 -4.098***

과거입원

경험

1년이후 -.027 .033 -2.302* -.012 .027 -1.245

1년이내 -.063 .025 -5.119*** -.019 .021 -1.900

중증도

1 .180 .024 14.774*** .083 .020 8.106***

2 .087 .049 7.431*** .042 .041 4.289***

3+ .031 .102 2.727** .001 .085 .057

선택진료 시행함 .016 .022 1.563

협의진료 시행함 .300 .020 29.631***

수술 시행함 .359 .032 33.739***

합병증 발생함 .075 .070 8.068***

전과 발생함 .099 .038 9.876***

R Square .011 .135 .408

Adjusted R Square .011 .132 .407

F 80.251*** 64.049*** 219.658***

*p<.05, ** p<.01, *** p<.001

주) [준거범주] 1) 의료보장유형: 건강보험=0 2)성:남성=0 3)연령:0∼44세=0 4)국적:내국인=0

5)거주지:서울=0 6)주상병:기타 허혈성 심장질환=0 7)과거입원경험:최초입원=0 8)중증도:0=0

9)선택진료:미시행=0 10)협의진료:미시행=0 11)수술:미시행=0 12)합병증:미발생=0 13)전과:

미발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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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1. 연구대상 및 방법에 대한 고찰

최근 의료급여 재정의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고 매년 병·의원에 의료

급여 미지급금이 누적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이런 가운데 의료급여 재정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도

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의료급여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달리 노인 연령층이 많고, 중증도가 높아 의료이용량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서울 소재 공공병원

으로서 일개 3차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환자 중 6

대 다빈도 질환군을 주상병으로 가진 환자를 선별하여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

수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건강보험환자

4,678명, 의료급여환자 2,344명으로 총 7,0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6대

다빈도 질환군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11년도 의료급여통계자

료 중 10대 다빈도 질환군 통계와 본 연구대상병원의 의료급여 입원환자 통계

중 10대 다빈도 질환군 통계를 상호 비교하여 두 통계자료에 공통적으로 기재

되어 있는 질환군 6개를 선정하였다.

입원이력이 있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을 비교할 때 선행

연구(김세라, 2000; 신영석 등, 2005; 주정미, 2010; 이용재, 2011;)에서는 주로

총진료비, 재원일수, 입원 일당진료비 또는 건당진료비 등의 변수를 종속변수

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중 재원일수는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병원의 의무기록을 통한 자료구

득이 용이하며, 재원일수 관리를 통해 병원의 경영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

는 지표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원일수를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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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선택하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료는 연구대상병원의 퇴원요약정보(Discharge summary information)

에서 추출하였다. 퇴원요약정보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은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중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

정보로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주상병 및 동반상병을 코드화한다.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의 종류와 중증도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

으로 볼 때(김세라, 2000 재인용) 이 연구는 퇴원요약정보를 이용하여 진행하

였으므로 비교적 정확한 중증도를 반영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가지고 분석(최원정 등, 2005; 주정미, 2010; 김영옥,

2008; 한아름, 2010; 이용재, 2011)하였기 때문에 진단명의 부정확성과 동반질

환을 파악할 수 없다는 연구(하범만 등, 2000; 박종구 등, 2000)들이 있었음을

볼 때 청구자료를 가지고는 중증도를 정확히 반영함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대상자 7,022명에 대한 동반상병 24,477건에 대하여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를 산출한 후, 연구자료에 반영함으로써 비교적 정확

도가 높은 중증도를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제변수의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공급자특성으로 의료기관특성, 의사 특

성, 진료환경 특성 등을 반영(김세라, 2000; 주정미, 2010; 이용재, 2011)하였으

나 실제 환자가 입원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을 거치면서 발생한 변수로 재원일

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란변수를 추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 특이점은 6대 다빈도 질환군을 주상병으로 입원하여 의

료서비스 이용을 하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특히 의료보장

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분석함에 있어 환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

진입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주요 변수를 추출하여 통제변수로 적용하였

다는 점이다. 즉, 의료서비스 이용 진입 전 연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Andersen 모형에 따라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으로 정의한 변수와, 의료서비스 이용 진입 후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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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에서 발생한 수술 시행여부, 합병증 발생여부, 전과 발생여부 등 재원

일수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출하여 두 가지 요인으로 범주화 한

후, 각 요인을 통제하면서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류연규(1999)의 연구를 보면 Andersen 모형을 이용하여 연령, 가구원 수, 직

업, 지역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의료보험환자에 비하여 의료보호환자의 의료

기관 방문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병이환일수, 활동제한일수, 의료

기관 방문 소요시간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추가 분석하였더니 의료보호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보장유형간 의료이용 연구에

있어서 주요요인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입원 에피소드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의료보장유형

이 변경된 환자는 최초 연구자료 구축단계 시 제외함으로써 연구 기간동안 동

일한 의료보장유형이 지속된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재원일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의료보장유형별로 재원일수에 차이가 있

는지를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의료보장유형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다른 통제변수와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

행하였다.

이와 같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주상병으로 6개의 다빈도 질환군만을 가지고 의료보장

유형간 재원일수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만을 가지고 건강보험과 의

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에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문제가 따른다.

둘째, 개별 입원 에피소드를 분석단위로 설계하였으므로 동일한 환자가 반

복하여 입원하는 경우, 환자의 질병이나 중증도가 서로 연관되어 발생하는 상

관성(correlation)을 완전하게 배제하지 못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환자별 재원기간이 아닌 에피소드별로 분석하여, 의료보장

유형별 환자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보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건강보험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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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의 실 환자수 1명당 평균 입원 에피소드 건수는 각각 1.22건,

1.39건으로 실 환자수 대비 입원 에피소드 건수가 유사하므로 결과해석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의료보장유형의 영향을 좀 더 심층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원일수 외에 총진료비와 일당 진료비 등의 비용

지출에 관한 변수가 추가되어야 하나, 자료구득의 한계로 인하여 진료비에 관

한 변수가 배제됨에 따라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 등 의료이용 경향을 상

세히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전 국민자료로 수집되는 자료로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인구통계학

적인 자료로서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며, 의료급여 환자는 가족의 지지정도,

결혼여부, 돌봄가족유무, 민간보험가입여부, 사회적인 요소 등 여러 요소가 의

료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의료기관 분석자료의 특성 상 기관 소유 및 설립형태 등 의료기관의

특성 및 지역적 변이와 더불어 의사 개인의 성, 연령, 진료행태 등 의사 개인

의 특성 또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 연구(김세라, 2000; 이익

섭 등, 2004; 이용재, 2007, 주정미, 2010)에서 밝히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들 의료 공급자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

반화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의료급여환자의 사회적 특성 및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을 포함한 전국단위 자료를 가지고 후속 연구의 진

행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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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은 2007년∼2011년 사이에 서울 소재 공공병원에

서 퇴원한 환자 중 6대 다빈도 질환군을 주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 총

7,022명 이었고, 이중 건강보험가입자 4,678명, 의료급여대상자는 2,344명 이었

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하

였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해당하는 성, 연령, 주상병(6대 다

빈도 질환군), 과거 입원경험, 중증도 변수에서 재원일수의 차이가 있었다

(p<.01). 국적과 거주지 변수에서는 재원일수의 차이가 없었다. 의료서비스 이

용 과정요인에 해당하는 선택진료 시행여부, 협의진료 시행여부, 수술 시행여

부, 합병증 발생여부, 전과 발생여부의 모든 변수에서 재원일수의 차이가 있었

다(p<.001).

다음으로 이 연구대상자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로 구분하여 모든 변수

별로 의료보장유형에 따른 재원일수의 차이를 t 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하위 소인성 요인인 성별의 경우 남자

와 여자 모두 건강보험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며(p<.001),

국적 변수 또한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

었다(p<.001). 연령의 경우, 0∼44세, 45∼64세, 65∼74세 이하 연령군은 의료

보장유형간 재원일수의 차이가 있었으나(p<.05), 75세 이상 고령 노인인 경우

에는 의료보장유형간 재원일수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김종건(2010)의 연구에

서 의료보장유형간 입원일수비교 결과 65세 이상 의료급여대상자가 건강보험

에 비해 길었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로 노인환자 중에서도 연령

대에 따라 재원일수가 의료보장유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가능성 요인인 거주지 변수에서도 서울 및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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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건강보험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다(p<.001).

필요 요인인 주상병(6대 다빈도 질환군 : 당뇨병, 기타 허헐성 심질환, 뇌경

색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타 배병증) 모두에게서 건강보험보다 의료

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다(p<.01). 중증도의 경우, 중증도 0과 중증도

1은 건강보험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으나(p<.001), 중증도 2

이상으로 높아지면 두 유형간 재원일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장유형에 따라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Rabin(197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

료보장유형간 의료이용량 연구를 진행한 한경훈(2008)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보장유형이 의료이용량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의 의료이용의 욕구가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높

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비용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의료보장유형에 관계없

이 의료이용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과

거 입원경험에서 과거 1년 이전 또는 이후 재입원 경험이 있던 혹은 이번 입

원이 최초입원이던 간에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보다 긴 것

으로 분석되었다(p<.01)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별 재원일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선택진료와 협의진료의 경우에는 시행 또는 미시행 모두에게서 건강보험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다(p<.001). 특히 선택진료는 변수속성이

비급여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의료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발생시키는 변수

이기 때문에 재원일수를 단축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선택진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보다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술 시행여

부, 합병증 발생여부, 전과 발생여부와 같이 의료서비스의 투입강도, 혹은 투

입량과 관련이 있는 속성 변수에서는 투입강도(량)이 증가할수록, 즉 수술을

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전과가 발생한 경우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

간에 재원일수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사람이 건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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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 즉 의료이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

이용을 시도할 것이라는 Monteiro(1973)연구결과를 적용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

변수인 의료보장유형만 투입한 경우와,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변수를 추

가 투입한 경우,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변수를 최종 투입한

세 가지 모델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세 모델 모두에게서 의료보장유형과 재원

일수에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김세라(2000)의 연구에서 건강보

험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1종 환자의 10개 질환군에서 모두 길었다는 연구결과

와 동일하며, 신영석 등(2005)이 건강보험 통계연보와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이

용하여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의료급여 1종 및

2종 대상자의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의 재원일수보다 길었다는 연구결과와

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외에 추가적으로 재원일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통제 변수

들을 살펴보고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먼저 의료서비스 이

용 결정요인 내에서는 소인성, 가능성 요인보다 주상병, 중증도 변수와 같은

필요요인이 재원일수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동일한

Andersen 모형을 적용한 한경훈(2008), 박은주(2013)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

다.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 즉 선택진료 시행여부, 협

의진료 시행여부, 수술 시행여부, 합병증 발생여부, 전과 발생여부에서는 수술

시행여부와 협의진료 시행여부가 재원일수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재원일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으로 수술 시행여부, 협의진료 시행여부 이었으며, 다음

으로는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중 필요요인인 주상병, 그 다음으로 전과

발생여부, 의료보장유형 순 이었다. 이를 통해 이미 의료서비스 이용에 진입한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인 소인성 요인 및 가능성요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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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술 시행, 협의진료 시행과 같은 과정요인이 재원일수에 더 큰 영향을 준

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 이 연구의 결과로서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의

료보장유형은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실제 이 연구는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 비해 수익 창출의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공급자에 의한 유인수요가 없거나 또는 민간에 비해 적게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여전히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의료급여환자는 입원 시에 본인부담금이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장기입원이 유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이

용재(2011)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낮은 경제 능력으로 인해 적시에 치

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중증도일 지라도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질병이 악화되어 입원하게 되면서 장기입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6대 다빈도 질환

군에서 건강보험환자의 동반상병개수 평균은 3.30개 이었으나, 의료급여환자의

동반상병개수 평균은 3.73개로 의료급여환자의 보다 의료급여환자의 동반상병

개수가 더 많았으며, 중증도의 경우 중증도 1 ∼ 중증도 3+ 이 차지하는 비율

이 건강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환자가 더 높아, 의료급여환자가 상대적으로 중

증환자가 많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의 건강을 사전에 체

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서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일차의

료 강화 및 주치의제도(gate-keeping) 또는 관리의료(managed care)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환자는 퇴원 이후 간병할 가족이 부재하거나 시스템의 부

재로 ‘사회적 입원’ 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적 입원은 국민의료비의

직접적인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재원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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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의료전문가 간, 그리고 건강보험․

의료급여-장기요양보험의 의료보장제도 간 서비스 연계(continuum of care)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신영석, 2010; 남궁은하, 2010에서 재인용). 이 외에 의

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이 연구에서 논의되지 못한 다

른 변수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민간병원보다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공공병원에서의

재원일수 관리는 공공병원의 누적적 적자를 감소시키고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

기 위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를 비교, 분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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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이 연구는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재원일수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소재 공공병원 중 3

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퇴원한 이력이 있는 환자 중 주상병이 6대 다빈도 질환

군인 환자를 선별하여 총 7,022명(건강보험 4,678명, 의료급여 2,34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분산분석, t 검정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으며 그 결과 독립변수인 의료보장유형만 투입한 모델1 과, 의료보

장유형 및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추가 투입한 모델2, 마지막으로 의료

보장유형,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을 최종 투

입한 모델3 의 모두에게서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원일수에 영향력이 큰 변수를 파악하였는데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

인으로 선정된 변수들인 수술 시행여부, 협의진료 시행여부 변수가 재원일수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중 필요요인에

해당하는 주상병 및 의료보장유형,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중

소인성·가능성요인인 성, 연령이 가장 낮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환자가 일단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 진입하여 치료를 개시한 후에

는 환자 본인이 입원 전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도중 발

생하는 변수들이 재원일수에 더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별 재원일수를 비교한 결과 0∼44세, 45∼64

세, 65∼74세 연령군에서는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더 길었으나,

75세 이상 고령 노인층 에서는 의료보장유형간 재원일수의 차이가 없었으며,

수술 시행여부, 합병증 발생여부, 전과 발생여부와 같이 의료서비스의 투입강

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투입량이 많아지는 특성을 보이는 변수들에서는 의료보

장유형간 재원일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택진료와 같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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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으로 의료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유발하는 변수의 경우에도 건

강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민간병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공공병원의

퇴원요약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의무기록과의 부합성

이 상당히 높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할 수 있었

다는 점,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개 병원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론을

일반화 하기에 어려운 제한점이 있어 추후 전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료

의 구득과 함께 공급자의 특성 및 환자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폭넓은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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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 관련성 분석 : 기타 배병증(M40-M49,

M53-M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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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상병 ICD-10 Code 가중치

심근경색 I21.x, I22.x, I25.2 1

울혈성 심부전
I09.9, I11.0, I13.0, I13.2, I25.5, I42.0, I42.5-I42.9, I43.x,

I50.x, P29.0
1

말초혈관질환
I70.x, I71.x, 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Z59.8, Z95.9
1

뇌혈관질환 G45.x, G46.x, H34.0, I60.x-I69.x 1

치매 F00.x-F03.x, F05.1, G30.x, G31.1 1

만성폐질환 I27.8, I27.9, J40.x-J47.x, J60.x-J67.x, J68.4, J70.1, J70.3 1

결합조직질환
M05.x, M06.x, M31.5, M32.x-M34.x, M35.1, M35.3,

M36.0
1

소화궤양 K25.x-K28.x 1

경도의 간질환
B18.x, K70.0-K70.3, K70.9, K71.3-K71.5, K71.7, K73.x,

K74.x, K76.0, K76.2-K76.4, K76.8, K76.9, Z94.4
1

합병증이 없는 당뇨

E10.0, E10.1, E10.6, E10.8, E10.9, E11.0, E11.1, E11.6,

E11.8, E11.9,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1, E13.6, E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

1

망막증, 신경증, 신장

질환이 동반된 당뇨

E10.2-E10.5, E10.7, E11.2-E11.5, E11.7, E12.2-E12.5,

E12.7, E13.2-E13.5, E13.7, E14.2-E14.5, E14.7
2

반신마비
G04.1, G11.4, G80.1, G80.2, G81.x, G82.x, G83.0-G83.4,

G83.9
2

중증도 이상 신장질

환

I12.0, I13.1, N03.2-N03.7, N05.2-N05.7, N18.x, N19.x,

N25.0, Z49.0-Z49.2, Z94.0, Z99.2
2

비전이성 고형암, 백

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C00.x-C26.x, C30.x-C34.x, C37.x-C41.x, C43.x,

C45.x-C58.x, C60.x-C76.x, C81.x-C85.x, C88.x,

C90.x-C97.x

2

중증도 이상 간질환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 K76.6, K76.7
3

전이성 고형암 C77.x-C80.x 6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B20.x-B22.x, B24.x 6

부록 1. Charlson Comorbidity Index에 해당되는 ICD-10 코딩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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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 관련성 분석 : 당뇨병(E10-E14)

N=1,353

변수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변수투입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추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추가

β SE t β SE t β SE t

상수 .028 84.133*** .073 31.134
*** .071 27.459

***

독립

변수

의료보장

유형
의료급여 .108 .047 4.000*** .077 .047 2.829** .001 .043 .021

통제

변수

성 여성 -.065 .047 -2.325* .029 .039 -1.231

연령

45∼64 -.047 .072 -1.099 -.074 .060 -2.095*

65∼74 -.021 .077 -.511 -.008 .064 -.228

75∼ -.069 .084 -1.784 -.027 .070 -.829

국적 외국인 .004 .401 .167 -.042 .335 1.909

거주지 서울 외 -.016 .061 -.611 -.035 .051 -1.593

과거입원

경험

1년이후 .005 .059 .185 .023 .049 .979

1년이내 -.017 .050 -.571 .015 .041 .645

중증도

1 .286 .048 10.039*** .113 .042 4.570***

2 .084 .066 3.000** .043 .055 1.869

3+ .002 .270 .078 .004 .223 .203

선택진료 시행함 -.122 .042 -4.919***

협의진료 시행함 .286 .042 12.972***

수술 시행함 .335 .061 13.801***

합병증 발생함 .101 .139 4.601***

전과 발생함 .122 .068 5.261***

R Square .012 .090 .380

Adjusted R Square .011 .081 .372

F 15.997*** 10.992*** 48.071***

* p<.05, ** p<.01, *** p<.001

주) [준거범주] 1) 의료보장유형: 건강보험=0 2)성:남성=0 3)연령:0∼44세=0 4)국적:내국인=0

5)거주지:서울=0 6)과거입원경험:최초입원=0 7)중증도:0=0 8)선택진료:미시행=0 9)협의진료:

미시행=0 10)수술:미시행=0 11)합병증:미발생=0 12)전과:미발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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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 관련성 분석 :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I20,

I23-I25)

N=1,292

변수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변수투입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추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추가

β SE t β SE t β SE t

상수 .030 55.757*** .113 10.729
*** .086 11.727

***

독립

변수

의료보장

유형
의료급여 .168 .054 6.117*** .182 .053 6.817*** .094 .041 4.522***

통제

변수

성 여성 .073 .051 2.645** .071 .037 3.505***

연령

45∼64 .117 .115 1.873 .082 .084 1.800

65∼74 .165 .118 2.685** .063 .086 1.390

75∼ .131 .125 2.462* .066 .091 1.704

국적 외국인 -.032 .390 -1.200 .005 .286 .251

거주지 서울 외 .057 .057 2.157* .047 .041 2.404*

과거입원

경험

1년이후 -.074 .069 -2.614** -.042 .050 -1.999*

1년이내 -.095 .055 -3.290** -.020 .040 -.950

중증도

1 .206 .050 7.510*** .066 .037 3.217**

2 .129 .113 4.708*** .021 .083 1.053

3+ -.016 .392 -.594 -.027 .286 -1.384

선택진료 시행함 .055 .038 2.624**

협의진료 시행함 .309 .042 13.650***

수술 시행함 .343 .074 13.812***

합병증 발생함 .035 .103 1.776

전과 발생함 .191 .066 7.307***

R Square .028 .104 .524

Adjusted R Square .027 .095 .518

F 37.419*** 12.329*** 82.589***

* p<.05, ** p<.01, *** p<.001

주) [준거범주] 1) 의료보장유형: 건강보험=0 2)성:남성=0 3)연령:0∼44세=0 4)국적:내국인=0

5)거주지:서울=0 6)과거입원경험:최초입원=0 7)중증도:0=0 8)선택진료:미시행=0 9)협의진료:

미시행=0 10)수술:미시행=0 11)합병증:미발생=0 12)전과:미발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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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 관련성 분석 :뇌경색증(I63)

N=1,414

변수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변수투입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추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추가

β SE t β SE t β SE t

상수 .026 97.784
*** .124 17.614*** .111 16.311***

독립

변수

의료보장

유형
의료급여 .117 .049 4.415*** .117 .050 4.344*** .100 .045 4.187***

통제

변수

성 여성 .017 .046 .611 .014 .040 .598

연령

45∼64 .100 .126 1.419 .090 .110 1.462

65∼74 .156 .125 2.168* .124 .110 1.971*

75∼ .217 .126 3.067** .170 .111 2.732**

국적 외국인 .012 .263 .441 .020 .230 .849

거주지 서울 외 -.033 .057 -1.254 -.019 .050 -.809

과거입원

경험

1년이후 -.048 .064 -1.751 -.058 .056 -2.422*

1년이내 -.014 .057 -.500 -.023 .050 -.929

중증도

1 .070 .048 2.479* .025 .042 1.023

2 .048 .111 1.754 .006 .097 .236

3+ .041 .314 1.545 -.007 .279 -.303

선택진료 시행함 .021 .043 .881

협의진료 시행함 .347 .042 14.645***

수술 시행함 .225 .100 9.161***

합병증 발생함 .053 .194 2.282*

전과 발생함 .107 .085 4.305***

R Square .014 .036 .268

Adjusted R Square .013 .027 .259

F 19.490*** 4.325*** 30.079***

* p<.05, ** p<.01, *** p<.001

주) [준거범주] 1) 의료보장유형: 건강보험=0 2)성:남성=0 3)연령:0∼44세=0 4)국적:내국인=0

5)거주지:서울=0 6)과거입원경험:최초입원=0 7)중증도:0=0 8)선택진료:미시행=0 9)협의진료:

미시행=0 10)수술:미시행=0 11)합병증:미발생=0 12)전과:미발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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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 관련성 분석 : 폐렴(J12-J18)

N=1,309

변수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변수투입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추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추가

β SE t β SE t β SE t

상수 .028 76.426
*** .055 30.570*** .053 28.207***

독립

변수

의료보장

유형
의료급여 .085 .055 3.099** .059 .053 2.239* .052 .048 2.189*

통제

변수

성 여성 -.080 .047 -3.043** -.062 .041 -2.695**

연령

45∼64 .177 .072 5.319*** .122 .064 4.087***

65∼74 .143 .076 4.123*** .085 .068 2.756**

75∼ .205 .068 5.573*** .106 .062 3.178**

국적 외국인 .020 .230 .779 .005 .202 .210

거주지 서울 외 -.050 .061 -1.935 -.042 .054 -1.844

과거입원

경험

1년이후 .044 .069 1.616 .015 .061 .612

1년이내 .148 .052 5.227*** .113 .046 4.494***

중증도

1 .164 .056 5.122*** .119 .049 4.220***

2 .083 .121 3.034** .054 .106 2.253*

3+ .024 .135 .878 -.012 .120 -.506

선택진료 시행함 .035 .046 1.501

협의진료 시행함 .381 .043 15.799***

수술 시행함 .162 .089 6.974***

합병증 발생함 .084 .172 3.680***

전과 발생함 .054 .099 2.299*

R Square .007 .148 .346

Adjusted R Square .007 .140 .338

F 9.606** 18.791*** 40.200***

* p<.05, ** p<.01, *** p<.001

주) [준거범주] 1) 의료보장유형: 건강보험=0 2)성:남성=0 3)연령:0∼44세=0 4)국적:내국인=0

5)거주지:서울=0 6)과거입원경험:최초입원=0 7)중증도:0=0 8)선택진료:미시행=0 9)협의진료:

미시행=0 10)수술:미시행=0 11)합병증:미발생=0 12)전과:미발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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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 관련성 분석 : 기관지염, 폐기종 및 기타 만

성 폐쇄성 폐질환(J40-J44)

N=635

변수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변수투입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추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추가

β SE t β SE t β SE t

상수 .038 55.181*** .147 15.655*** .141 15.553***

독립

변수

의료보장

유형
의료급여 .114 .054 2.891** .103 .057 2.453** .069 .058 1.594

통제

변수

성 여성 -.060 .059 -1.473 -.051 .056 -1.323

연령

45∼64 -.189 .140 -1.898 -.237 .132 -2.543*

65∼74 -.136 .143 -1.371 -.195 .135 -2.086*

75∼ -.159 .146 -1.676 -.199 .137 -2.239*

국적 외국인

거주지 서울 외 -.033 .067 -.808 -.043 .064 -1.123

과거입원

경험

1년이후 -.029 .090 -.669 .012 .086 .280

1년이내 .020 .062 .443 .078 .059 1.804

중증도

1 .115 .059 2.820** .067 .056 1.727

2 .126 .149 3.141** .095 .142 2.484*

3+ .055 .302 1.389 .048 .284 1.306

선택진료 시행함 -.014 .061 -.339

협의진료 시행함 .241 .053 6.347***

수술 시행함 .132 .125 3.443**

합병증 발생함 .076 .326 2.001*

전과 발생함 .139 .156 3.558***

R Square .013 .051 .173

Adjusted R Square .011 .034 .152

F 8.361** 3.040** 8.082***

* p<.05, ** p<.01, *** p<.001

주) [준거범주] 1) 의료보장유형: 건강보험=0 2)성:남성=0 3)연령:0∼44세=0 4) 국적 : 외국인

에 해당하는 관측치(observed value) 없음 5)거주지:서울=0 6)과거입원경험:최초입원=0 7)중증

도:0=0 8)선택진료:미시행=0 9)협의진료:미시행=0 10)수술:미시행=0 11)합병증:미발생=0

12)전과:미발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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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의료보장유형과 재원일수 관련성 분석 : 기타 배병증(M40-M49,

M53-M54)

N=1,019

변수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독립변수투입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추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요인 추가

β SE t β SE t β SE t

상수 .058 30.954*** .192 10.148*** .157 6.374***

독립

변수

의료보장

유형
의료급여 .143 .090 4.608*** .150 .087 5.010*** .159 .069 6.662***

통제

변수

성 여성 -.064 .091 -2.142* -.052 .072 -2.196*

연령

45∼64 .037 .187 .594 -.023 .148 -.463

65∼74 .063 .189 .990 -.014 .149 -.277

75∼ -.060 .198 -1.015 -.026 .156 -.564

국적 외국인 .011 .477 .363 -.004 .376 -.184

거주지 서울 외 .045 .102 1.531 .034 .080 1.488

과거입원

경험

1년이후 -.037 .141 -1.201 -.009 .112 -.344

1년이내 -.256 .091 -8.134*** -.146 .074 -5.738***

중증도

1 .196 .094 6.529*** .090 .079 3.587***

2 .107 .326 3.653*** .071 .258 3.054**

3+ .045 .322 1.498 .004 .256 .174

선택진료 시행함 .081 .143 3.348**

협의진료 시행함 .215 .072 8.660***

수술 시행함 .475 .074 18.661***

합병증 발생함 .111 .217 4.723***

전과 발생함 .090 .182 3.835***

R Square .020 .151 .475

Adjusted R Square .019 .141 .467

F 21.230*** 14.889*** 53.369***

* p<.05, ** p<.01, *** p<.001

주) [준거범주] 1) 의료보장유형: 건강보험=0 2)성:남성=0 3)연령:0∼44세=0 4)국적:내국인=0

5)거주지:서울=0 6)과거입원경험:최초입원=0 7)중증도:0=0 8)선택진료:미시행=0 9)협의진료:

미시행=0 10)수술:미시행=0 11)합병증:미발생=0 12)전과:미발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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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Types of Public

Health Insurance Scheme and Length of Stay

: Based on Data of Medical Records a Public Hospital

Kim, You-rim

Dep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Jin Chung Ph.D.)

As the medical aid patients and medical expenditure increases due to the

population aging, the continuity of medical aid budget is constantly

questioned. Whereas the deteriorated finance of medical aid is believed to

result from the moral hazard of medical aid patients on one hand, others

argue that these patients are social minority who is supposed to have

higher medical expense tha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atients. This

thesis, hence, aims to understand the discrepancy in medical service

utilization among different types of public health insurance schemes by

analyz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ype of public health insurance

schemes and the length of stay(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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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ertiary medical aid hospital is selected among public hospitals

located in Seoul to perform the study on 7,022 inpatients-episodes of

patients whose main sickness comes from the six frequent diseases

including diabetes mellitus, other ischaemic heart diseases, cerebral

infarction, pneumonia, bronchitis, emphysema and other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s and other dorsopathies. One-way ANOVA is performed

to detect a significant discrepance for the features of study subjects while

t-test is performed on the study subjects categorized by different types of

public health insurance schemes in order to fi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OS. Lastly,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s performed using health

insurance scheme, decision factor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and process

factor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successively.

The primar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difference in the LOS for the features of subjects

shows that the difference is found in the decision factors including sex,

age, six frequent diseases, past hospitalization history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factor (p<.01). All variables show the difference in the

LOS among the process factor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p<.001).

Second, difference in the LOS for decision and process factor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between the two groups of subjects, national health

insurance patients(NHIP) and medical aid patients(MAP). In the analysis of

decision factors including sex and nationality, the MAP have a longer

period of stay than the NHIP (p<.001). In terms of age, the MAP have a

longer period of stay in 0-44, 45-64, 65-74 age groups (p<.05), however,

no discrepancy in the LOS is found in the 75 and more age group. For the

residents living both in Seoul and other regions, MAP have a longer stay

(p<.001) while in terms of six frequent diseases, MAP also have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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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p<.01). In the Charlson Comorbidity Index, the MAP have a longer

stay in 0 and 1 (p<.001) while no discrepancy is found in 3 and more. In

terms of past hospitalization history, the MAP have a longer stay

regardless (p<.01). Then the process factor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are analyzed. In terms of selected medical service and consent medical

service, the MAP have a longer stay regardless (p<.001). However, no

difference in the LOS is found in the cases of having surgery, complication

and medical history.

Third, the analysis of association between the type of public health

insurance scheme and the LOS shows a positive result in the three

models: one applying only one independent variable, the type of public

health insurance scheme, one adding decision factor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and one applying the process factors.

In conclusion, the MAP have a longer stay than the NHIP even though

the induced demand of supplier is lower than private hospitals due to the

nature of public hospitals and the variables that may affect the LOS are

controled.

Further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yp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and LOS in relation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supplier’s features as well as the one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ype of scheme and medical service utilization should follow. The findings

of this thesi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issues in the

medical aid patients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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