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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말말말씀씀씀

어렵사리 시작한 만큼 기대도 많았던 학업인데 벌써 부끄러운 글을 내게
되었습니다.만만치 않은 직장생활과 늦은 시간까지의 수업,때때로 주어지는
과제물에 대한 부담과 시험의 긴장감 그리고 종강 후의 해방감....그리 길지
않은 대학원 생활의 추억이 제 삶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논문은 3학기 연구방법론 수강 중에 과제물 제출과 발표를 하면서 강
혜영교수님의 촌철의 지적과 지도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그저 열심히 하
면 될 것 같았던 연구가 예상치 못한 결과와 여러 차례의 고비에 좌절을 느
끼기도 했는데 그 때 마다 따뜻한 격려와 해결 방안을 주신 강혜영교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주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데이터의 특성과 해석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세라 박사님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독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논문의 전개와 효과적인 기술방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경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통계 분석에 자상한 설명까지 많
은 도움을 주신 김윤남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밖에 김영옥,노도경,박영자와 힘들 때 같이 염려해주고 용기를 준 우리

EBH팀원들,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며 즐거움을 같이 하고 시험 때마다 끈끈
한 동료애를 과시했던 우리 동기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 글을 마치면서 저에게 이렇게 학업을 무사히 마치게 된 기쁨을
갖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아내의 만학을 자랑스럽게 생
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안토니오와 엄마의 늦은 귀가에 불편
함을 잘 참아준 사랑하는 우리 아들 교빈 교준이와 이 감사와 기쁨을 나누
고 싶습니다.

2009.1월 박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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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이 연구는 2006년 시행된 만 6세미만 소아 환자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면
제정책과 소아 백혈병 환자의 의료이용량 및 치료결과 개선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06년도에 소아 백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를 본인부담

면제대상군과 비면제대상군으로 구분하여,2006년의 각 군간 의료이용량의
차이와 2007년의 각 군간 치료결과의 차이로 본인부담면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case-controlstudy로 설계하였다.또한 연구대상 환자를 백혈병 환자
의 표준위험군의 연령으로 제한하였으며,본인부담 면제 여부 외에 의료이
용량과 치료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서 환자의 성별과 연령(2세~10세),
백혈병의 병형,그리고 신규환자를 구분하기 위한 2005년 진료 유무와 본인
부담면제정책이 적용된 2006년의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이식여부 그리고 환
자의 기저질병상태(2005년의 고위험합병증보유 상태)를 고려하였다.
의료이용은 본인부담 면제 적용이 시작된 2006년 1년 동안의 본인부담 면

제군과 비면제군의 입원 및 외래이용량과 진료비를 각각 분석하였으며,치
료결과는 각 환자군의 2007년 질병상태의 차이로 평가하되,질병상태는 합
병증 발생상태를 질병상태에 대한 지표로 정하였다.합병증은 백혈병치료의
지연과 사망요인으로 진전될 수 있는 고위험합병증(20종)을 분류하고 이중에
서 예방적 조치와 악화방지 노력으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특정합병증(5종)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의료이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회귀분

석에서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면제는 소아 백혈병 환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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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수와 재원기간 및 입원진료비와 외래 방문일수와 진료비등 모든 의료이
용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반면 치료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
른 요인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 본인부담면제환자는 비면제 환자보다 매 입
원당 평균 고위험합병증이 0.79개,특정합병증은 0.27개 발생회수가 적어 건
강보험 입원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면제가 치료 결과를 개선시키는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 다른 요인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입원

진료비가 급성림프구성백혈병보다 평균 16,339,300원이 높았으며,조혈모세
포이식을 받은 환자가 받지 않은 환자 보다 평균 11,680,800원이 더 높았으
나 입원회수나 재원일수에는 차이가 없었다.또한 신규환자 일수록 입원회
수,재원기간과 진료비가 높았다.치료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은 환자의 연령
과 환자의 기저 질병상태이었으며 연령증가 매 단위 마다 고위험합병증이
0.22개 특정합병증이 0.07개가 적게 발생하여 연령이 적을수록 치료결과가
불량하였으며,고위험합병증 보유 ‘상’으로 기저질병상태가 중증도가 가장
높은 환자는 고위험합병증 보유 ‘없음’환자에 비하여 고위험합병증이 0.78
개 특정합병증이 0.23개가 많이 발생되어 치료 예후가 가장 불량하였으나
중증도가 낮거나 중등인 환자는 치료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만 6세미만 소아환자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면제가 치료

결과에 개선을 주는 긍정적 정책효과가 있다는 것은 본인부담 면제에서 제
외된 환자들이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건강보험의 수평적 형평성에
문제가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부담 면제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이용량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 연

구의 대상인 소아백혈병이 질병 특성 및 소아라는 환자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비용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을 것이라는 점과 의료인의 공급자 유인
수요에 환자의 선택권이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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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것이다.또한,건강보험 급여범위 내에서는 진료비 부담 때문에 가격탄
력성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건강보험에서의 급여 보장수준이 백혈병의 필
수 진료는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그러나,이 연구에 사용된 의
료이용량은 건강보험 진료비에 국한 된 것으로서 비급여 진료비와 환자의
입원 진료 시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그 해석을 달리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즉,환자가 건강보험진료비 부담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짐에 따라
그 비용을 병실료 차액,선택진료료와 같은 법정비급여 진료비나 임의비급
여진료비에 대한 선택과 같은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하고자 할 것이다.이
런 점에서 예방적 조치와 악화방지 노력으로 발병을 줄일 수 있는 특정합병
증의 발생이 적었던 것은 건강보험 외적인 의료의 투입에 대한 가능성을 시
사하였다.
한편,치료 결과의 개선을 합병증발병상태로 정의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는

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간접 지표이므로 직접적인 치료 효과로 판단하
기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치료 결과의 측정 시점이 본인부담면제 정책
이 적용된 2006년 이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인 시점에서 측정한 것이므로
백혈병의 장기생존률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빠른 시점이기도 하다.그러나
질병치료 과정에서 고위험합병증의 발생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이에 대한
치료가 백혈병 치료의 중요한 목표이므로 이 연구의 결과에 의미가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만 6세 미만의 소아백혈병환자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의 본인부담면제가 질병 및 환자 특성 상의 이유로 환자의 건강보험 의료이
용량의 증가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나 소아백혈병환자의 치료 결과를 개선시
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다만,건강보험 진료비 외에 환자가 부
담하는 비용과 소아의 특성 및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하고 직접지표를 적용
한 치료결과를 평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본인부담면제,소아백혈병,의료이용량,진료비,치료결과,합병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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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우리나라는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국민 총생산의 6.0%에 해당되며
이는 일본 8.0%,영국 8.3%,독일 10.7% 등 OECD 국가 평균인 9%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또한 의료비의 재원 구성에 있어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41%로서 일본 18%,독일 22%,영국 13% 등 OECD국가 평균인 25%에 비하여
매우 높다.이중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outofpocketmoney)은 전체 의료
비의 38%로 일본 18%,독일 22% 등 OECD평균인 20%보다 훨씬 높아 의료비
에 대한 공공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OECD,2007보고).
그동안 건강보험에서의 낮은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

한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건강보험제도의 정착을 우선으로 한 정책적 목적
으로 가입자들을 늘여 오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 방식으로 질병 발생으로 인해 개인이 겪을 경제적 위험

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로 인해 개인은 자원의 경제적 사용의 동기를
잃게 되어 도덕적 해이가 초래되고 의료 제공자의 유인수요로 인해 의료 이
용량이 늘어나게 된다.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에서는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가능한 한 억제시킴으로써 정책적으로 의료비 상승 요인의 중요한 원인인
의료 수요의 증가를 최소화 시키고 의료비를 절감 하기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제를 도입하고 있다(전기홍 등,1992).그러나,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다
는 것은 의료이용도에 있어 저소득층이 경제적 접근성이 불리하여 의료 이
용의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저소득층과 중증질환에 대한 실질본인
부담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이 있어야 한다.또한 의료비 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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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제지표의 비교에서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가 예측되고 의료비에 대한
공공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으므로,정부의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 재원 확보와 건강보장에 대한 급여의 확대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CT,MRI와 같은 의료적 비급여의 보험급여 적용과 암 질

환 등 중증질환자의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율을 10%로 인하하는 등의 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단계별로 실행하고 있다.그리고 노령인구의 증
가와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는 육아에 따르는 국민의 부담
을 줄이고 소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6세 미만의 소
아환자에게는 입원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율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연이어,2006.6.1부터는 찬반 논란의 대상이었던 입원환자의 식대
에 대한 보험급여가 개시되면서 6세 미만의 소아환자는 식대를 포함한 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출 없이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
다.이러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정책은 입원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등을
고려하면 진료비의 면제보다 입원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효과1)라 말
할 수 있으며,본인부담면제 시에 32.9%,본인부담면제+식대급여 이후는
46.2%의 본인부담 경감효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이에 따
라 6세 미만의 소아 환자는 경미한 질환에도 입원을 선호하게 되고 중증질
환의 경우 고가 약제와 검사 등 고액 진료의 접근의 용이하게 되는 등 미충
족 의료 수요의 해소와 공급자 유인 수요가 발생 되었다.이로 인해 2006년
의 6세 미만 소아 환자의 입원 총진료비는 최다빈도 5대 상병인 J18(상세불
명의 병원체 폐렴),A09(감염 기원성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J15(달
리 분류되지 않는 세균성 폐렴),J45(천식),J21(급성 세기관지염)이 전년도에

1) 경감효과 =[법정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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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각각32.4%부터 56.2%까지 증가하였으며,암 상병(C00~C99)의 진료비
는 45.7%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005년 보다 23.9%의 진료비가 증가하였
다(최원희,2008).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재정의 악화를 들어
2008.1.1부터는 소아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율을 10%로 수정하고 식대는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50%를 부담케 하였다.이에 따라 6세 미만의 소아 입원환자
는 질병에 관계없이 중증질환자와 동일하게 10%의 본인부담율을 적용받게
되었다.이는 정부의 정책문제에 대한 정확한 미래 예측 없이 확대된 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재정의 부담 뿐 아니라 국민과 의료시장
에 혼란을 주고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되었다.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정책은 한정된 자원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원
칙이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중앙암등록본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2002년 우리나라에서 새로 발

생한 소아암 환자 수는 전체 새로 발생한 암 환자의 약 1.2% 수준(총 1,188
건)이며,이중에서도 백혈병은 373건으로 소아 악성종양의 31.4%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소아암은 성인 암과 달리 인종과 국가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 즉 10만 명당 10~15명 정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성인 암이 담배,
식습관이나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소아암은 유전자에 이상
으로 발생하게 된다.결국 소아암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
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사회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소아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정책이

소아암 중에서 특히 백혈병 환자의 의료이용량과 치료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여 중증질환에서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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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월부터 2008년 현재 까지 소아백혈병 입원환자의 본인부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소아 백혈병 환자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변화

구분 2005.1~8월 2005.9~12월 222000000666...111~~~    222000000777...111222월월월 2008.1월 이후

0세~5세 본인부담 20%,본인부담 10%, 본본본인인인부부부담담담 면면면제제제 본인부담10%

6세이상 본인부담 20%,본인부담 10% 본본본인인인부부부담담담 111000%%% 본인부담10%

2005.9.1부터 암질환자,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 10%부담
2006.6.1부터 식대 급여 포함

§

자료:HealthataGlance2007:OECD Indicators
그림1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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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ealthataGlance2007:OECDIndicators
그림2 총의료비 지출 대비 민간부담 및 본인부담율,2005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이 연구에서는 중증 질환에서의 본인부담 면제가 환자의 의료이용을 증가
시키고 치료 결과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는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하여 2006년 시행된 만 6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이후 소아 백혈병 환자의 의료이용량과 치료결
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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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이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첫째,연구대상 소아백혈병 환자의 본인부담면제군과 비면제군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본인부담 면제정책이 시작된 2006년의 본인부담면제군과 비면제군의 환
자 특성 별 의료이용량을 분석한다.

셋째,본인부담면제정책 적용이후 2007년의 본인부담면제군과 비면제군의 환
자 특성별 치료결과를 분석한다.

넷째,다른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본인부담면제 정책과 의료이용량의
변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다섯째,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본인부담면제 정책과 치료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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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111...소소소아아아 백백백혈혈혈병병병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가가가...소소소아아아 백백백혈혈혈병병병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특특특징징징

백혈병은 조혈세포가 악성 변형되어 골수와 림프 조직에서 증식한 후 말초
혈액 내에 출현하고 여러 조직으로 침윤하는 질환이며 소아 백혈병은 소아
기 악성 종양에서 가장 흔한 질환으로 15세 이하의 새로이 진단되는 악성
종양의 1/3을 차지한다.또한 백혈병은 그 세포의 형태와 경과에 따라 급성
과 만성으로 나누고 있는데 성인에게는 만성이 많으나 소아의 경우 95%이
상이 급성에 해당된다.
소아의 백혈병은 거의 모든 환자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으나 최근

의 치료성적은 소아 림프구성백혈병의 경우 완치율이 약 80%에 달하고 있다.

나나나...소소소아아아 백백백혈혈혈병병병의의의 분분분류류류 및및및 발발발생생생 빈빈빈도도도

백혈병은 세포의 발생 및 형태학적으로 급성 림프구성백혈병,급성 골수성백
혈병,급성 단구성백혈병,만성 골수성백혈병 등으로 분류되며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4세 전후에 가장 높은 발병율을 보이고 급성 골수성백혈병은 출생
시부터 10세까지는 비슷한 발병 빈도를 보이나 10대 동안에 약간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며(홍창의,2005)성인에게는 만성이 많으나 소아의 경우 95% 이상
이 급성이다.백혈병은 여자보다 남자에 더 많으며 병형별로는 급성림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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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이 60~70%이고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약 20~30%를 차지하며(서종진
등,2003)한국중앙암등록본부의 조사에서는 림프구성백혈병이 65.4%,급성
비림프구성백혈병이 25.5%,만성골수성백혈병이 4.3%로 나타나고 있다(국가
암정보센터,2008)

표2.소아백혈병의 분류 및 발병빈도
(서종진 등,2003)

병 형 비율(%)
급성림프구성백혈병 C91.0 60
급성골수성백혈병 C92.0 30
급성단구성백혈병 5

만성골수성백혈병 C92.1 3
기타 백혈병 2

표3.2002년 발생한 소아백혈병환자 수
(국가암정보센터,2008)

병 형 비율(%)
계 373명(100%)

급성림프구성백혈병 C91.0 244명(65%)
급성골수성백혈병 C92.0 95명 (25%)
만성골수성백혈병 C92.1 16명(4%)

기타 백혈병 18명(5%)

다다다...백백백혈혈혈병병병의의의 예예예후후후인인인자자자 및및및 위위위험험험군군군의의의 분분분류류류

백혈병의 예후 인자는 백혈병치료의 강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다기관 임상연구를 하면서 얻은 성과 중의 하나는 예후 인자에 따
라 위험군을 표준위험군,고위험군,최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치료의 강도와
방향을 결정하여 좋은 치료 성적을 내게 한 것이다.소아급성림프구성 백혈
병의 경우 여러 예후 인자들 중 진단 시 백혈구수,연령,치료에 대한 초기
반응 및 백혈병세포의 염색체 이상 등을 가장 중요하게 들고 있으며 표준위
험군은 진단시 연령이 1~9세 사이와 진단시 백혈구 수치가 5,000/mm3미만
인 경우이며 그 이외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그림3참조).이러한
표준 위험군의 경우 4년 무병생존율이 80%이며,고위험군은 65%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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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주요 예후 인자

Factors Favorable Unfavorable
Ageatdiagnosis 2-9 <1or≥ 10years
WBCcountatdiagnosis low(<5000/mm3) High(>5000/mm3)
Responsetotherapy rapidearlyresponse slow earlyresponse

Cytogeneticsofleukemicblast t(12;21)
hyperdiploidy

t(9;22),(4;11)
hypodiploidy

자료 :서종진 등,2003

자료:한국어린이백혈병재단,2006
그림3.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의 위험 군

라라라...소소소아아아백백백혈혈혈병병병의의의 치치치료료료

111)))급급급성성성림림림프프프구구구성성성백백백혈혈혈병병병(((홍홍홍창창창희희희,,,국국국가가가암암암정정정보보보센센센터터터)))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ALL,AcuteLymphoblasticLeukemia)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관해유도와 공고요법,관해유지요법의 단계를 거치며 중추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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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예방적 치료가 포함되며 완치율은 강화된 항암화학요법의 개발과
지지요법의 향상으로 약 80%에 달하고 있다.
관관관해해해유유유도도도요요요법법법은은은 체내의 백혈병 세포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 (그림4의 A지점

에서 시작)으로 완전관해상태2)를(그림4의 B지점)만드는 것이 목표이다.4~6
주간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빈크리스틴(Vincristine)과 엘-아스파라기나제
(L-Asparaginase)를 사용하며,위험군에 따라 다우노마이신(Daunomycin)이나
아드리아마이신(Adriamycin)을 추가하기도 한다.관해 유도로 약 97%의 환자
가 완전관해에 이르게 된다.
공공공고고고요요요법법법은 관해도입치료에 이어 체내에 남아 있는 백혈병 세포를 더 줄

이고 중추신경계의 예방 치료를 하는 시기이다.공고요법 시 표준위험군에서
는 척수강 내로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경구용 6-멀캅토퓨린을 사용하고 고위
험군에서는 추가로 cyclo-phosphamide와 cytarabine를 사용한다.
유유유지지지요요요법법법은 남아있는 암세포를 장기간(약 2~3년)에 걸쳐 없애는 과정으로 저
용량의 항암제를 수년간 투여 하는 것을 말하며 6-메르캅토퓨린(6-Mercaptopurine)
을 매일 복용하게 되고,1주일에 한번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하며 골수 및 고
환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해 4주에 한 번씩 프레드니솔론과 빈크리스틴을 투
여한다(그림의 E지점)
중중중추추추신신신경경경계계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예예예방방방적적적 치치치료료료는 척수강 내에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등의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고 위험군은 추가로 1,200~1,800cGy의 방사선치
료를 두개에 조사하기도 한다.만약 치료가 불충분하거나,백혈병 세포가 항
암제에 내성이 생겨 백혈병 세포 수가 다시 증가(그림4의 D지점)하게 되면
재발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이 경우는 다시 관해유도를 한 후 조혈모세
포 이식 등의 방법으로 치료하게 된다.

2) 골수검사상 세포충실도가 정상이면서 백혈병 세포가 5% 미만이고정상말초혈액소견을 보이며 백혈

병의 임상증상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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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가암정보센터
그림4.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치료과정

222)))급급급성성성골골골수수수구구구성성성백백백혈혈혈병병병의의의 치치치료료료(((서서서종종종진진진 등등등,,,222000000333)))
급성골수성백혈병 역시 병기를 나누지는 않고 치료 예후의 변수가 되는

염색체의 위치와 소실 등의 변화에 따라 고위험군,표준위험군,저위험군 등
으로 구분하고 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 비하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최근 강화된 화학요법의 개발과 지지요법으로 완전관해율은 50%에서 80%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나 관해 후 치료받은 환자의 50%에서 5년이상 무병 생
존율을 유지하고 있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2006).치료의 원칙은 임상적
으로 완전 관해를 유도한 후 재발을 막기 위한 공고요법을 시행하며 미세잔
존백혈병을 극소화 시킨 후 동종 골수이식 또는 자가골수 이식을 시행하거
나 기존의 항암치료를 계속한다.급성골수성백혈병은 진단 시에 출혈,감염,
종양융해증후군(tumorlysissyndrome),leukostasis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므로 이러한 위험한 합병증의 예방과 조
기 치료에 주의하여야한다.환자가 안정되면 관관관해해해유유유도도도치치치료료료를를를 시작하며 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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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빈(Cytarabin,Ara-C)과 다우노마이신 혹은 이다루비신(Idarubicin)요법이
치료의 근간을 이루며 에토포사이드 (Etoposide)가 추가되기도 한다.관해는
치료 시작 후 3~4주 내에 올 수 있으나 8~12주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
다.최근 관해유도치료법은 70~80%의 환자에서 완전관해상태를 보이며 관관관해해해
유유유도도도 후후후 치치치료료료로는 지속적 항암치료와 자가 조혈모세포이식,그리고 동종 조
혈모세포이식이 있다.
지지지속속속적적적 항항항암암암화화화학학학요요요법법법은 관해유도 치료 후 강화요법과 유지요법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강화요법 시에는 고용량 시타라빈을 투여하게 되는데 최근 이러한
고용량 시타라빈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항암화학요법의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그러나 여전히 항암제에 대한 백혈병세포의 저항성과 재발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자자자가가가조조조혈혈혈모모모세세세포포포 이이이식식식의 경우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형제나 타인이 없

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치료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에 비해서는 생착이
빠르고 이식편대숙주질환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자가조혈모세포를 주입
할 때는 백혈병 세포가 같이 주입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동동동종종종골골골수수수이이이식식식은 형제간 골수이식과 타인 골수이식이 있는데,조직 적합항

원이 일치하는 형제가 있다면 관해유도 및 강화요법 후 동종 골수이식을 하
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며,장기 생존율은 약 50~60%
정도로 알려져 있다.동종골수이식의 경우 본인의 것이 아닌 골수 세포를
어린이 환자에게 주입하기 때문에 이식편대숙주질환 등의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으며,자가 조혈모세포이식에 비해 이식 자체에 의한 부작용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방방사사사선선선치치치료료료는 백혈병세포가 국소침윤하거나 또는 중추신경계에 침범했을

때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시행한다.급성골수성백혈병의 진단 시 중추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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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백혈병이 침범하는 경우는 약 5~7%가량이다.종양을 형성하는 경우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으며 조혈모세포이식의 과정에서 병적인 골
수를 박멸하기 위해 방사선치료를 실시하기도 한다.

333)))만만만성성성골골골수수수구구구성성성백백백혈혈혈병병병의의의 치치치료료료(((홍홍홍창창창의의의,,,222000000555,,,안안안효효효섭섭섭 등등등,,,222000000333)))
만성골수구성백혈병은 필라델피아 염색체의 존재여부에 따라 성인형과 연

소성으로 나누어진다.만성골수구성백혈병의 고전적 치료에는 하이드록시유
리아나 부설판과 같은 단일 항암제 또는 interperone-알파를 사용하여 일시
적으로 증상을 호전 시키거나 만성기에서 과속기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으
나 완치는 불가능하다.최근 이메티닙메실산(글리벡)이 중요한 치료제로 등
장하여 CML의 발병 기전을 직접 차단하여 백혈병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고
사시킴으로서 큰 부작용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혈액학적 완전 관해를 유도
할 수 있다.완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동종골수이식으로 진단 후 조기(1
년이내)에 이식을 받으면 장기 생존율이 50~70%에 이른다.

444)))소소소아아아백백백혈혈혈병병병 치치치료료료 중중중의의의 합합합병병병증증증
백혈병의 치료 중에는 질병 자체로 인한 증상과 항암화학요법이나 골수이

식 등의 치료과정에서 정상 세포들이 손상되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하
며 경우에 따라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교과서와 여러 문헌에서의
기술한 내용들을 분석하면 백혈병 치료 중의 합병증은 감염,출혈,항암제
투여에 따른 독성,그리고 재발의 문제로 크게 4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백혈병 환자의 감염은 백혈병 자체나 항암요법 치료과정
중에서 무과립세포증 상태가 되면 면역이 지극히 저하된 상태이므로 미미한
노출에도 쉽게 감염이 되고 치명적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된다.주요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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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세균성과 진균 및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고 있다.세균성 감염은 Pseudomonas,
E.coli,Klebsiella,Staphylococcus,Pneu-mocyscarinii등에 의한 기회 감
염이 나타나며,광범위항생제 치료에 1주 이상 반응 하지 않으면 진균감염
의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또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역시 중요한 예후
변수로서 특히 수두에 걸리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MV
또한 흔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들 수 있다.출혈이 심한 경우는 파종성혈관
내응고술(DIC)로 발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며
혈소판 수치가 20,000/ul로 떨어지면 신선한 혈수판농축액을 수혈 하여야
한다.출혈은 어느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작은 상처에도 쉽게 피가 나
거나 가벼운 충격에도 멍이 드는 가벼운 경우와 혈뇨와 배변 후 항문 출혈,
심한 경우 뇌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다.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입안의 점막이
헐고,오심,구토,설사와 변비,탈모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며 성기능장애,피부
의 색변화,부종,피로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또한 백혈병세포가 급
속히 박멸되면서 심장마비에까지 이를 수 있는 종양융해증후군(요산과다,
칼륨증가,인 증가,칼슘감소)을 주의하여야한다.항암제중 L-아스파라기나
제를 투여한 후에는 당뇨병이 오는지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다.
백혈병의 재발은 골수 재발이 가장 흔하므로 정기적인 골수검사가 필요하며
골수 이 외에는 항암제 통과가 잘 되지 않는 장기인 중추신경계와 고환에
재발이 흔하다.그 외 중요한 것은 항암제나 방사선 같은 치료수단이 암을
유발하여 이차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것이다.국제 소아암연구회의 연구결과
에 의하면 치료를 마친 소아암 환자를 20년 동안 관찰하였을 때 3%~12%에
서 이차 악성종양이 발생하였다고 한다.이차 악성종양 중 이차성 백혈병은
대부분 비림프구성 백혈병이며,이차 고형종양은 대부분 방사선치료가 원인
이며 골육종 및 연부조직 육종이 가장 흔하다.골수이식의 부작용으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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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의 골수 내 면역 세포가 환자의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여 이식편대숙
주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면역억제제를
투여해야 한다.백혈병을 비롯한 소아암의 치료성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장기 생존하는 소아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항암화학요법,방사
선치료,수술 등에 따른 만기 합병증도 늘고 있다.

555)))소소소아아아백백백혈혈혈병병병의의의 치치치료료료현현현황황황
최근 치료방법이 발전되면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경우 1960년대에 9%에

불과하던 무병 생존율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81%로 향상되었으며,급성
골수구성백혈병의 경우에도 이전에 비해 최근의 치료가 좀 더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50% 이하의 생존율을 보여 동종골수이식
혹은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등 좀 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를 시도하
고 있다.

자료:국가암정보센터
그림5.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생존율의 변화 그림6.급성골수성백혈병의 생존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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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본본본인인인부부부담담담관관관련련련 실실실증증증연연연구구구

최원희(2008)는 본인부담 변동이 있는 0~5세 소아환자 진료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부담의 변동이 없는 6~10세의 소아 환자를 대조군으로
하여 2005년과 2006년의 소아 입원진료비를 비교 한 연구에서 중증상병 보
다 경증상병의 이용량이 증가 폭이 커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증질환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박
동아(2006)는 암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율 경감제도의 도입이 의료이용 및 진
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본인부담경감제도 시행 전후의 대장암환
자의 진료행태 및 비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연구 결과,대장암에 대한 외
래진료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도입 이후 외래이용 및 진료비,그리고 입원
이용 및 진료비에 유의한 증가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장암이라는 상병 특성 상 제도 도입 이전에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
도 미충족 의료수요문제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며,대장암의 진료
protocol이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어 가격감소(즉,본인부담금저하)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이용 중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암 및 희귀난
치성 질환 환자의 외래 및 처방약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의 인하가 의료
공급자의 처방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박지연,2005)에서는 본인부담률 인
하에 따라 방문일당 약제비는 10.9%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공급자들
이 환자들이 직면하는 본인부담률 인하에 반응하여 처방강도를 강화하였으
며,방문일당 약제비를 방문일당 투약일수와 투약일당 약제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라 방문일당 투약일수는 9.2% 증가한 반
면 방문일당 약제비는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처방강도는 방문일당 투
약일수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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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건건건강강강보보보험험험 확확확대대대 우우우선선선순순순위위위

김주경(2004)은 건강보험 기본급여 패키지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급여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원칙으로 안정성,효과성,보험원리에의 부합을 들고 있
으며 이 기준들은 질병 특성,환자 특성,형평과 효율에 대한 사회적 가치
등이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그리고 연구에서의 의
견조사 결과에서 급여여부 결정기준은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응급성,치
료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질병의 중증도,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심각성,치료의 효율성 즉,비용 대비 효과 등이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조정숙(2005)은 우선순위 선정을 위
한 중요도 가중치에서는 질병의 중증도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위
급성,후유장애 심각성,안전성 치료효과성,환자비용부담액의 크기,비용효
과성,질병환자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체가능성이 제일 낮다 하였다.

444...건건건강강강보보보험험험에에에서서서의의의 보보보장장장성성성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논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
성 지표는 총진료비 중 급여비 비율을 말하는데 급여비는 통계로 집계되므
로 문제가 없으나 분모인 총진료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보
장성이 결정된다.건강보험법에서의 급여의 일반원칙은 ‘진료의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
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요양급여의 기준 및
적용 방법)고 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료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서는 명확한 정의나 사회적 합의가 없으므로 보장성 지표 역시 쉽게 정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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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 것이다.건강보험 정책논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율은 건강보험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를 포함한 비용
에서 건강보험급여비의 비율을 말하고 있으며 측정상의 안정성과 국제비교
가 가능하며 정책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건강

보험의 보장률은 2004년 61.3%였으며 2005년도는 61.3%,2006년에 64.3%,
2007년도는 64.6%였다.

표5.연도별 건강보험환자 비용부담률
(단위:%)

자료 건강보험공단

정부는 2005년 암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고
식대의 건강보험적용,항암제 등 급여기준 완화 등 중증환자 중심으로 보장
성 강화정책을 시행하여 암환자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05년은 66.1%,
2006년은 71.0% 2007년에는 71.5%로 증가하였다(그림5).또한,진료비 규모
별로 살펴본 건강보험의 보장율은 2004년에는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
원~1,000만원인 환자는 49.9%,1,000만원~2,000만원인 환자는 49.1%,2,000만
원 이상인 환자는 46.8%였으나,2005년에는 56.6%,59.3%,66.0% 그리고,2006
년에는 62.6%,65.0%,69.5%로 2007년에는 64.5%,67.4%,73.7%로 증가하여 진
료비가 높아질수록 점차 진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2006년 2007년
공단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공단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공단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61.3 23.1 15.6 64.3 22.4 13.3 64.6 21.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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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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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정희,2007건강보험공단
그림8.고액진료비 환자의 진료비 구간별 보장률 추이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 중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대상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서비스가 있으며 비급여는 크게 법정
비급여와 임의비급여3)로 나눌 수 있다.따라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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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보장율 외에 환자가 진료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그 외에도 가족의
입원과 중증질환의 치료에 수반되는 소득의 감소와 지출해야할 전체 가계비
용은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

3)급여대상이 되는 서비스이기는 하나 급여기준이 엄격하여 초과되는 부분을 환자에게 비급여
로 부담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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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설설설계계계

이 연구는 2006년 시행된 만 6세미만 소아 환자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면제
정책과 소아 백혈병 환자의 의료이용량 및 치료결과 개선과의 관련성을 규
명하기 위한 연구이다.이를 위해 2006년도에 소아 백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를 본인부담면제 대상군과 비면제대상군을 구분하여 각 군의 의료
이용량의 차이를 분석하고,본인부담면제 적용 이후 2007년의 각 군의 치료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case-controlstudy로 설계하였다.연구의 개념적
틀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9.연구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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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가가가설설설의의의 설설설정정정

이 연구에서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인부담면제 제도로 인해 면제대상군과 비면제대상군의 의료이용

량에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본인부담면제 제도로 인해 면제대상군과 비면제대상군의 치료결과

에 차이가 존재한다.

333...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자자자료료료의의의 추추추출출출

연구 대상 환자는 2006년에 건강보험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만 2~10세의
소아 백혈병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료이용 및 치료결과의 분석 자료는
심사평가원에 전산 청구된 대상 환자의 건강보험 입원 및 외래진료비명세서
에서 추출하였다.
우선,주상병 C91~C95로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에 건강보험 입원진

료비 명세서에서 생년월일이 1996년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2006년 기
준 만2세~10세)에 해당되는 환자를 추출하여,2006년과 2007년에 사망한 환
자와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전환된 환자를 제외한 238명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대상 환자의 2005년과 2006년,2007년의 진료비 명세서를 각각 추
출하였다.연구대상 환자로 확정된 2006년 238명의 환자 중 2005년과 2007
년에 진료 받은 환자는 각각 124명과 229명이었으며 진료비 명세서로는
2005년의 입원 524건,외래 1,809건,2006년의 입원 1,459건,외래 2,992건과
2007년의 입원 735건,외래3,389건이었다.
2005년의 자료에서는 대상 환자의 진료가 있는 124명의 합병증 보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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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여 환자의 기저 질병상태를 구분하였으며,진료가 없는 114명은
2006년 신규 발생 환자로 구분 하였다.
2006년의 자료에서는 대상환자의 의료이용량을 추출하고,2007년의 자료

에서는 대상환자의 치료 결과를 추출하였다.

그림10.연구 자료의 추출

444...변변변수수수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의료이용량 및 치료결과에 미치는 변수로는 환자특성(환자유형,질병상태
등)과 의료제공자 특성(의료기관 구조적요인,의료진의 진료수준 등)을 고려
하였다.환자 특성의 경우 본인부담면제 여부와,백혈병의 병형,성별 및 연
령 등에 따라 구분하였으며,의료기관 특성은 백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
도로 구분하지 않았다.이는 백혈병은 질병의 특성 상 진단 시 중요한 예후
인자를 확인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소아 백혈병의 경우 시설,장비,인력 구성 등 의료
기관의 구조적 특성이 유사한 전문기관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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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한편,의료진의 진료수준은 혼란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이나 이
를 객관화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없으
므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이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는 표6와 같다.

표6.변수의 정의

구구구 분분분 변변변 수수수 명명명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종
속
변
수

의료
이용량

입원회수 2006년의 평균 입원회수
재원일수 2006년의 평균 재원일수

외래방문회수 2006년의 평균 내원일수
입원진료비 2006년의 평균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2006년의 평균 외래진료비

치료결과 고위험합병증 2007년 입원 건당 평균발생개수
특정합병증 2007년 입원 건당 평균발생개수

독
립
변
수

환자특성

본인부담 면제 유/무
연령구분 2006년 기준 만2세 이상 10세까지
성별 남아/여아

백혈병형 급성림프구성백혈병,급성골수성백혈병,기타
혼
란
변
수

환자특성

2005년 진료 있음/없음
2006년 진료 6개월 이하/7개월이상
조혈모세포이식 유/무
질병기저상태 2005년의 입원 1회당 고위험합병증 보유 상태

가가가...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111)))의의의료료료 이이이용용용량량량
질병의 중증도와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그 탄력성에 차이가 있으나 본인
부담 면제로 인해 의료 이용량은 늘어날 수 있다.따라서 본인부담 면제군과
비면제군 간의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2006년의 1인당 평균 입원회
수와 재원일수,외래 방문회수 및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와 평균 외래진료비
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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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합합합병병병증증증 발발발생생생
합병증은 질병의 상태나 의학적 치료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악화되는

것을 말하며 질병의 중증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가 병리적소
견과 함께 다른 장기에 까지 영향을 주기도 한다(Wikipedia,2008).백혈병
은 최근 치료방법의 발전으로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백혈병의 치료 중
에는 여전히 질병 자체로 인한 증상과 항암화학요법이나 골수이식 등의 치
료과정에서 정상 세포들이 손상되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하며 경우에
따라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본인부담 면제가 의료이용량을 증가시켜 치료결과 개선하였
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므로 환자의 질병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합병증
발생 정도를 치료결과의 지표로 삼고 본인부담 면제군과 비면제군의 합병증
의 발생의 차이를 구하고자 하였다.

합합합병병병증증증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분분분류류류
이 연구의 대상 환자는 백혈병을 주진단으로 진료 받은 환자이므로 합병증
은 진료비 명세서에서 주진단명인 백혈병 외에 기재된 증상과 징후를 포함한
모든 상병으로 정의하였다.그리고,백혈병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2006년,2007년 진료비 명세서에서 주진단명
인 백혈병 외에 기재된 상병을 모두 추출하였다.전체적으로 추출된 합병증
은 한국질병사인분류 3자리 기준으로 709개의 질병 또는 증상,징후로 총
75,435회가 발생하였으나 Z코드는 질병의 상태에 대한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683개의 총 69,421회로 정리하였다.다음으로 683개의 합병증은 발병
원인과 발생부위 및 증상 등을 유형별로 통합하여 80종으로 분류하였으며 80
종의 합병증은 특성별로 6개군으로 재분류하였다.이는 문헌검색과 전문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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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결과 백혈병에서의 합병증은 크게 감염,출혈,재발 및 속발,항암제부작
용과 이식부전 등 4가지로 구분(안효섭 등 2003)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
었으나 실제 발생된 합병증을 고려하여 질병 특성악화와 기타를 추가한 것
이다.
다음으로 분류된 6개군 80종의 합병증에서 백혈병치료의 지연과 사망요인
으로 진전될 수 있는 고위험합병증 20종을 선별하였다.이 고위험합병증은
교과서와 각 문헌에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합병증으로 지적된 상병들이다.
고위험합병증은 백혈병의 질병특성과 항암제 투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
생되는 증상과 징후가 있으며 이러한 증상과 징후가 환자의 면역 상태나 건
강상태 질병의 진행기전에 따라 악화되어 질병의 상태로 진전되기도 한다.따
라서,합병증 발생과 의료이용량과의 관련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합병증은
고위험합병증과 고위험합병증 중에서 예방적 조치와 악화방지 노력으로 발
생을 줄일 수 있는 상병을 선정하여 특정합병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정합병증으로 분류한 상병은 진전된 감염성질환인 폐렴과 패혈증,뇌수막
염,수두와 출혈 후 치명적 중증상태로 진전될 수 있는 DIC(파종성혈관내응고
증)를 선정하여 총 5종이었다(그림11).합병증 분류 내용은 표7과 같다.

전체 합병증
683가지 ⇨

1차 분류
6개군 80종 ⇨

분석대상 추출
고위험합병증 20종 ⇨

2차 추출
특정합병증 5종

그림11.합병증 분류과정

백혈병 환자는 면역이 지극히 저하된 상태이므로 기회감염이 쉽게 나타나
며 감염 시에는 일단 광범위항생제로 즉시 치료를 시작하여야하고 균배양검
사 결과가 나오면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조절하여야 한다.지속적인 발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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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진균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면
역이 떨어진 환자는 과립구-대식세포자극인자(GM-CSF)를 투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염 관리로 폐렴과 패혈증,뇌수막염과 같은 치명적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바이러스질환 중 수두는 특히 중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철저한 관리
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수두에 접촉이 된 환자는 대상포진환자의 면역글
로부린주사를 주사하고,만약 발병된 경우 정주용 Acyclovir로 치료한다.수두
에 면역이 없는 환자는 예방주사를 투여하는데 생백신이므로 면역학적검사를
통해 면역검사를 실시하면서 투여하여야 한다.또한 출혈이 심할 때는 파종성
혈관내응고증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이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며 혈소판이
20,000/ul이하이면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농축혈소판을 투여하면서 악화를
방지하여야 한다(홍창의 등).

표7.합병증 분류 (서종진 등,홍창의,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분 류 특성별 유형별(80종) 고위험합병증(20종)

1 감염성
질환

세균성, 진균성, 바이러스성,
원충 및 기생충 감염 모두 포함
폐렴,패혈증 등 감염 관련질환
모두 포함

① 폐렴*
② 패혈증*
③ 수두*
④ 뇌수막염*
⑤ 발열

2
속발,재발
및

관련증상
재발 부위별,재발 증상을 모
두 포함

① 모든 부위 발생 암
② 중추신경계 재발 증상

3 출혈관련 실제 출혈과 출혈이 우려되는
상태포함

① 출혈 증상
② DIC*
③ 응고결함
④ 빈혈
⑤ 혈소판감소

4
항암제
부작용
및

이식거부

항암제 투여 시 나타나는 종
양 융해증후군 및 신체 증상
과 이식거부 반응

① 구역구토
② 당뇨병
③ 뇨산,칼륨,인,칼슘 대사장애
④ 이식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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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합병증:폐렴,패혈증,수두,뇌수막염 DIC(밑줄 상병)

나나나...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환환환자자자 특특특성성성)))

111)))본본본인인인부부부담담담면면면제제제 여여여부부부
이 연구는 6세미만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가 환자의 의료이용과

치료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의 객관성 보
장을 위해 연구대상 환자를 본인부담면제를 중재로 한 6세 미만의 면제군과
6세 이상의 비면제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의 의료이용량과 치료 결과의 차이
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222)))연연연령령령구구구분분분
연령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2006년 현재 만2세~10세(1996.1.1~2004.12.31

일 생)까지의 환아로 국한하여 연령별로 구분하였다.이는 급성림프구성백혈
병은 진단 당시 연령이 1세미만 10세이하이면서 백혈구 수치가 5,000/mm3
미만인 경우를 재발에 대한 표준위험군(홍창의,2005,국가암정보센터,2008)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골수성백혈병은 만 2세 미만을 예후불량인자로 분류
하고 있기 때문에(안효섭 등,2003)진단 시 연령이 표준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2006년도에 지속적으로 진료 중인 환자로 연구대상을 국한하여 치

5
질병
특성
악화

백혈병과 관련된 고유 증상의
악화

① 무과립세포증,
② 혈구 이상
③골수이형성증후군
④ 면역이상

6
기타
신체
기능장애
및증상

그 외 분류되지 않은 모든 신
체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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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예측되는 위험군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자 한 것
이다.그리고 연구대상 환자 중 2006년 중 만6세에 도달하여 본인부담면제
군에서 비면제군으로 전환되는 생년월일이 2000.1.1~2000.12.31에 해당하는 환
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따라서,본인부담 면제 유무와 연령구분 조건
을 고려하여 만2세~10세까지의 환아 중 만 6세 환아를 제외하고 면제군은
2세~5세,비면제군은 7~10세로 구분하였다.

333)))성성성별별별특특특성성성
백혈병의 발생빈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으며 고환에는 항암제가 잘

통과 되지 않아 재발(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2006)이 높기 때문에 성별에 따
라 치료기간의 차이를 두고 있어(남아 3년,여아는 2년)성별 구분을 변수로
두었다.

444)))백백백혈혈혈병병병형형형
백혈병은 그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며 현재의 의료 수준에서 적합

한 치료에도 기대되는 치료의 예후에 차이가 있으므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C91 ALL,Acute LymphoblasticLeukemia),급성골수성백혈병(C92,AML,
Acutemyelogenousleukemia)과 기타 백혈병으로 분류하였다.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의해 백혈병은 급성림프구성백혈병과 급성골수성백혈병 외에도
만성골수성백혈병(C92.1,CML,Chronicmyelogenousleukemia),단핵구성백
혈병(C93.0 Monocyticleukemia),명시된 세포형의 기타백혈병(C94,Other
leukemiasofspecifiedcelltype),상세불명 세포형 백혈병(C95Leukaemia
ofunspecifiedcelltype)과 그 세부 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급성림프구성
백혈병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제외한 백혈병은 본 연구 대상에서 발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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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미미하여 분석에 포함하기 곤란하므로 기타백혈병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백혈병의 병형은 부록에 세부적으로 기재하였다

다다다...혼혼혼란란란 변변변수수수

111)))222000000555년년년 진진진료료료 유유유무무무
백혈병은 치료과정에 따라 관해유도,유지 및 공고 기간 등의 단계를 거치
며 진료 개시 후 경과 기간에 따라 항암제 투여량과 치료 내용에 차이가 있
으므로 진료 개시 이후 경과 기간이 2006년의 의료이용량과 2007년의 치료
결과에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따라서 2006년 신규 발생환자를 구분하
기 위해 2005년의 진료 유무로 여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222)))222000000666년년년 진진진료료료기기기간간간
2006년 이전부터 진료가 시작된 환자와 2006년 도중 진료가 시작된 환자
간에는 진료에 노출 기간이 상이하여 2006년의 의료이용량과 2007년의 치료
결과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혼란변수로 판단하여 2006년의
진료기간을 6개월 이하와 7개월 이상 1년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333)))조조조혈혈혈모모모세세세포포포 이이이식식식 여여여부부부
조혈모세포이식은 백혈병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

고 있으며 환자의 병적골수를 완전히 파괴하여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
는 것으로 항암제의 대량 투여와 전신방사선 조사,무균실 격리수용 등 특
별한 사전 사후 처치가 필요하여 진료이용량과 치료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조혈모세포이식의 유무를 혼란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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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고고고위위위험험험 합합합병병병증증증 보보보유유유 상상상태태태
환자의 기저상태 즉 진료 초기의 중증도는 의료이용량과 치료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혼란변수이므로 진료비 명세서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인 고위험합병증의 보유상태를 근거로 중증도를 구분하여 2006년 시점
에서의 환자의 기저상태를 분류하기로 하였다.
연구대상 환자 중 2005년 진료 실적이 있는 환자 124명의 입원 1회 당 평균
고위험합병증 보유회수는 최소 0개에서 최대 4.12개가 발생하였다.이를 0개
초과~0.28개,0.28개 초과~1.25개,1.25개 초과~4.12개의 3분위로 나누어 중증
도를 상,중,하로 구분하고 ‘없음’를 추가한 4개군으로 나누어 상대적 중증도
를 구분하고 대상 환자의 기저질병상태로 정의하였다.2005년의 진료 실적이
없는 환자는 고위험합병증 발생회수 ‘없음’에 포함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이 연구는 만 6세 미만 소아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면제정책이 소아백혈병환자의 의료이용과 치료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분석대상 환자를 면제대상과 비면제대상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
석한 case-controlstudy이다.
우선 연구 대상 환아의 성별,연령과 백혈병의 종류 등 일반적 특성 별로

분석하고 관찰된 요인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hi-square검증을 하였으며,
본인부담 면제정책을 중재(intervention)로 한 2006년 1년간의 평균 의료이
용량을 환자 특성별로 분석하고,중재 기간 경과 후인 2007년의 치료결과를
역시 환자 특성별로 분석하였다.변수별 특성의 차이는 t-test또는 anova
분석으로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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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환자 및 질병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본인부
담 면제정책과 2006년의 백혈병 환자의 의료이용량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2007년의 치료결과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통계분석은 SAS9.0을 이용하였으며,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5%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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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건강보험환자로서 2006년에 소아 백혈병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만 2세
(2004년생)부터 10세(1996년생)까지의 환자는 238명이었으며 본인부담면제군
120명과 비면제군 118명으로 구분되었다.또한,남아가 146명(61.3%),여아가
92명(38.7%)으로 남아가 58.4%가 더 많았다.백혈병 종류로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 196명으로 82.4%이고,급성골수성백혈병은 13명으로 5.5%이었으
며,단구성백혈병과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기타백혈병은 29명으로 12.2%에
해당되었다.본인부담면제 정책 시작 이전인 2005년의 진료가 있었던 환자
는 124명(52.1%)이고 없었던(2006년 신규)환자는 114명(47.9%)이었다.
2006년 동안의 진료기간이 6개월 이하인 환자는 77명,7개월 이상 환자는

161명 이었으며,본인부담 면제 대상 환자 120명 중 2006년의 진료기간이 6
개월 이하인 환자는 39명으로 32.5%이고 7개월 이상인 환자는 81명으로
67.5%에 해당되었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 수는 모두 8명으

로 면제군이 1명,비면제군이 7명이었다.
연구대상 환자의 질병의 중증도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입원 1회당 합병
증 보유상태는 ‘없음’환자는 135명(56.7%)이었으며,‘하’(1/3분위:0개 초과
~0.28개)에 해당되는 환자가 36명(15.1%),‘중’(2/3분위:0.28개 초과 ~1.25개)에
해당되는 환자가 34명(14.3%),하(3/3분위:1.25개 초과~4.12개)에 해당되는 환
아는 33명(13.9%)이었다.고위험발생상태 ‘없음’군에는 2005년의 청구 실적이
없었던 환아 114명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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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연구대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계 2-5세(면제군) 7-10세(비면제군) x2

p value명 (%) 명 (%) 명 (%)
계 238 100.0 120 (100.0) 118 (100.0)

성별 남 0.4844

0.486

146 (61.3) 71 (59.2) 75 (63.6)
여 92 (38.7) 49 (40.8) 43 (36.4)

연령

소 계 120 (50.4) 120 (100.0) 0 0
2세 17 (7.1) 17 (14.2) 0 (0.0)
3세 31 (13.0) 31 (25.8) 0 (0.0)
4세 33 (13.9) 33 (27.5) 0 (0.0)
5세 39 (16.4) 39 (32.5) 0 (0.0)
소 계 118 (49.5) 0 0 118 (100.0)
7세 31 (13.0) 0 (0.0) 31 (26.3)
8세 36 (15.1) 0 (0.0) 36 (30.5)
9세 31 (13.0) 0 (0.0) 31 (26.3)
10세 20 (8.4) 0 (0.0) 20 (16.9)

백혈병
종류

급성림프구성 196 (82.4) 104 (86.7) 92 (78.0)
4.79788

0.091
급성골수성 13 (5.5) 3 (2.5) 10 (8.5)

29 (12.2) 13 (10.8) 16 (13.6)기타
2005년
진료

있음 124 (52.1) 44 (36.7) 80 (67.6) 23.4991

<.0001114 (47.8) 76 (63.3) 38 (32.2)없음
2006년
진료기간

7~12월 161 (67.6) 81 (67.5) 80 67.8 0.0024

0.9677 (32.4) 39 (32.5) 38 (32.2)1-6월
조혈모
세포이식

없음 230 (96.6) 119 (99.2) 111 (94.1) 4.7618

0.0298 (3.4) 1 (0.8) 7 (5.9)있음
고위험
합병증
보유
상태

없음 135 (56.7) 78 (65.0) 57 (48.3)
10.5364

0.015
36 (15.1) 13 (10.8) 23 (19.5)하
34 (14.3) 11 (9.2) 23 (19.5)중

상 33 (13.9) 18 (15.0) 15 (12.7)

※ 고위험합병증보유 상태
▪없음 :발생개수 0과 2005년 청구내역이 없는 114명을 포함
▪상 :3/3분위(1.25초과~4.12개),중 :2/3분위(0.28초과~1.25개),하 :1/3분위(0회초과
~0.28개)

※ 연령은 2006년의 연령 기준
※ 만6세(2000년생)은 2006년 중 본인부담 면제에서 비면제로 변경되므로 분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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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 환자의 연령별 환자수

2세, 17

3세, 31

4세, 33

5세, 397세, 31

8세, 36

9세, 31

10세, 20

2세 3세 4세 5세 7세 8세 9세 10세

그림12.연구대상의 연령별 환자수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의의의료료료 이이이용용용 비비비교교교

의료이용은 본인부담 면제 적용이 시작된 2006년 1년 동안의 본인부담면
제군과 비면제군의 입원 및 외래이용량과 진료비를 각각 분석하였다.

가가가...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량량량의의의 비비비교교교

111)))111인인인당당당 평평평균균균입입입원원원회회회수수수 및및및 평평평균균균재재재원원원일일일수수수
만 6세 미만 소아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면제정책이 시행된 2006년에 연구

대상 전체환자 238명의 평균 입원회수와 재원일수는 평균 6.13회와 63.11일이
었다.평균 입원회수는 본인부담면제군이 6.98회,비면제군이 5.26회였으며,
평균 재원일수는 면제군이 77.5일,비면제군은 48.47일로 면제군이 입원회수
와 재원일수가 각각 32.7%와 59.9%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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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연령별 평균입원회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재원일수는 2세
94.71일,3세 94.03일,4세 73.91일,7세 64.68일,5세 59.9일,9세 56.94일,8세
36.33일,10세 32.05일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연령별 1인당 평균 입원회수 및 평균 재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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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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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2006년 연령별 1인당 평균 입원횟수 및 평균 재원일수

2005년진료 ‘없음’환자는 평균입원회수와 재원일수가 각각 7.29회와 99.92
일이고,2005년진료 ‘있음’환자는 5.06회와 34.46일으로 2005년진료 ‘없음’
환자,즉,2006년 신규 환자가 평균입원회수는 44.1%,재원일수는 190%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2006년 진료 기간 7개월 이상 (2006년
6월30일 이전 진료개시)인 환자는 평균 7.48회에 걸쳐 66.73일 간 입원하였
으며,6개월 이하(2006년7월1일 이후 진료개시)인 환자의 3.3회,44.62일에
비하여 평균입원회수와 재원일수가 51.%와 33.1%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 하였다.합병증보유상태에 따른 평균입원회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2005년 고위험합병증 보유 ‘없음’군의 평균재원일수는 86.93일이었으며,
‘중’인 환자 43.74일,‘상’인 환자 27.33일,‘하’인 환자 24.86일 순이었다.그
외 성별,백혈병 종류별조혈모세포이식 유무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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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2006년 1인당 평균 입원회수 및 평균재원일수
(단위:명,회,일)

구 분 N
평균입원회수 평균재원일수

Mean Std t or f
(p-value) 평균 Std t or f

(p-value)

전 체 238 6.13 4.97 63.11 60.92

성별 남 146 5.97 4.87 0.62

0.539

56.15 55.16 2.13

0.343여 92 6.38 5.14 74.14 67.95
면제
여부

면제군 120 6.98 5.1 2.71

0.007

77.5 58.42 3.78

0.0002비면제군 118 5.26 4.7 48.47 60.16

연령

2세 17 6.06 4.34

1.85

0.079

94.71 65.69

4.08

0.0003

3세 31 8.03 5.23 94.03 47.05
4세 33 7.48 5.96 73.91 59.67
5세 39 6.13 4.44 59.9 58.64
7세 31 6.16 4.62 64.68 62.25
8세 36 4.78 4.65 36.33 50.04
9세 31 5.48 5.57 56.94 70.67
10세 20 4.4 3.25 32.05 50.57

백혈병
형

급성림프구성 196 6.32 5.23
1

0.369

63.17 61.77
2.52

0.083
급성골수성 13 5.92 3.75 94.08 75
기타 29 4.93 3.33 48.76 42.12

2005년
진료

있음 124 5.06 4.27 3.5

0.001

29.26 34.46 10.71

0.0001없음 114 7.29 5.41 99.92 62.19
2006년
진료기간

7월이상 161 7.48 5.31 8.4

<.0001

71.94 66.73 10.91

0.00116월이하 77 3.3 2.37 44.62 41.07
조혈모
세포이식

없음 230 6.06 5.02 1.23

0.220

62.28 60.48 1.12

0.265있음 8 8.25 2.82 86.75 73.06
고위험
합병증
보유
상태

없음 135 6.55 5.3
1.64

0.181

　

86.93 65.64
20.67

<.0001

하 36 5.53 4.41 24.86 27.2
중 34 6.59 5.71 43.74 45.1
상 33 4.61 2.6 27.33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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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인인인당당당 외외외래래래 방방방문문문회회회수수수
만 6세 미만 소아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면제정책이 시행된 2006년에 연구

대상 전체 환자 238명의 평균 외래방문일수는 12.57회였으며,본인부담 면제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10세 환자의 외래방문일수가 15.7회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4세(2002년생)14.42회,8세 13.89회,5세 13.44회,7세 13.26회,9세 11.94회,3세
9.58회,2세 5.88회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2005년의 진료
‘있음’환자의 평균 외래 방문회수는 17.41회,‘없음’환자는 7.31회로 2006년 신
규 환자의 외래 방문 회수가 적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2006년
진료 기간이 7개월 이상 (2006년6월30일 이전 진료개시)인 환자는 평균
15.22회의 외래진료를 받아 6개월 이하(2006년7월1일 이후 진료개시)인 환자
7.04회에 비하여 외래 방문회수가 많았다.고위험합병증 보유 ‘없음’환자의
평균 외래방문일수는 8.37회이었으며,보유회수 ‘하’인 환자는 15.5회,‘중’인 환
자는 17.94회,‘상’인 환자는 21.03회로 합병증 보유상태가 많을수록 자주 외래
진료를 받았다.그 외에 성별,상병별,조혈모이식여부에 따른 평균 외래일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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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2006년 1인당 외래 방문 회수
(단위 명,회)

구 분 N 평균 Std t or f

전 체 238 12.57 9.73

성별 남 146 12.88 10.19 0.61

(0.543)여 92 12.09 8.99
면제여부 면제군 120 11.64 8.81 1.49

0.138비 면제군 118 13.52 10.55

연령

2세 17 5.88 4.7

2.3

0.028

3세 31 9.58 9.92
4세 33 14.42 8.78
5세 39 13.44 7.92
7세 31 13.26 7.77
8세 36 13.89 11.57
9세 31 11.94 9.43
10세 20 15.7 13.89

백혈병형
급성림프구성 196 12.84 9.56 0.62

0.541
급성골수성 13 12.69 8.34
기타 29 10.69 11.46

2005년 진료 있음 124 17.41 9.89 9.52

없음 114 7.31 6.21 <.0001

2006진료기간 7개월 이상 161 15.22 9.67 7.27

<.00016개월 이하 77 7.04 7.26
조혈모세포이식 없음 230 12.58 9.88 0.15

0.887있음 8 12.38 3.5

고위험합병증
보유상태

없음 135 8.37 6.83
28.66

<.0001

하 36 15.5 9.68
중 34 17.94 9.68
상 33 21.03 10.88

나나나...진진진료료료비비비의의의 비비비교교교
만 6세 미만 소아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면제정책이 시행된 2006년에 연구

대상 전체환자 238명의 평균 입원진료비와 평균 외래 진료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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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인인인당당당 평평평균균균 입입입원원원진진진료료료비비비 및및및 외외외래래래진진진료료료비비비
만6세 미만 소아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면제정책이 시행된 2006년에 연구대

상 전체 환아 238명의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는 15,305,213원과
1,720,550원이었다.본인부담면제군의 평균 입원진료비는 18,077,598원으로 비
면제군 환자 12,485,839원보다 44.8%가 더 높았으며,평균 외래진료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구분에서는 여아의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가 18,498,932원으로 남아의
13,292,732원 보다 28.1%가 더 높았으며,평균 외래진료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 평균입원진료비는 3세 환자가 23,153,885원으로 가장 많았으며,이

어서 2세 20,870,451원,4세 17,239,663원 7세 17,055,296원,9세 16,591,121원,5
세 13,534,225원과 8세 7,827,353원,10세 7,425,266원 순이었다.평균 외래진
료비는 10세 환자가 3,058,44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5세 2,045,800원,7세
1,874,023원,3세 1,816,655원,4세 1,602,534원,9세 1,292,765원,8세 1,161,716
원,2세 1,137,874원 순 이었다.
백혈병형별 평균입원진료비는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35,159,235원으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4,357,640원에 비하여 144.9%가 더 높았으며,평균
외래진료비는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2,280,135원으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의 1,547,326원 보다 47.3%가 더 높았다.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의 1인당 평균입원진료비는 31,147,046원이며
받지 않은 환아 14,754,193원 보다 111.1%가 더 많았으며 평균외래진료비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가 3,684,125원으로 이식을 받지 않은 환자
1,652,252원 보다 110.9%가 더 높았다.
2005년진료 ‘없음’환자의 평균입원진료비는 25,730,759원이었으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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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5,720,437원 으로 2005년진료 ‘없음’즉,2006년 신규 환자의 입원진
료비가 349.6%가 더 높았으며 평균외래 진료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2006년 동안의 진료 기간이 7개월 이상인 (2006년 6월30일 이전 진료개시)

에 속하는 환자의 평균 입원진료비는 17,112,526원이며 6개월 이하(2006년 7월1
일이후 진료개시)인 환자의 11,526,286원에 비하여 높았으며,평균외래진료비
역시 7개월 이상인 환자가 2,057,658원으로 6개월 이하 환자의 1,015,690원
비하여 높았다
2005년의 고위험합병증보유 ‘없음’ 환자의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는
22,542,871원이었으며,고위험합병증보유 ‘중’인 환자 7,820,809원,‘상’인 환자
5,833,449원,‘하’인 환자3,915,050원의 순이었다.또한 평균 외래진료비는 고위
험합병증‘없음’환자가 1,574,147원,‘상’위 환자 2,649,997원,‘중’위 환자
1,779,460원,‘하’위 환자 1,361,932원 순이었다.이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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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연령별 1인당 평균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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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1인당 평균 입원 및 외래진료비
(단위:명,원)

구분 N
평균입원진료비 평균외래진료비

Mean Std t or f
(pvalue) Mean Std t or f

(p value)

전 체 238 15,305,213 18,411,422 1,720,550 2,087,532

성별
남 146 13,292,732 15,304,932 1.97

0.050

1,692,007 2,196,161 0.27

(0.791)여 92 18,498,932 22,198,835 1,765,847 1,913,328
면제
여부

면제군 120 18,077,598 15,719,787 2.36

0.019

1,736,083 1,632,166 0.12

(0.909)비 면제군 118 12,485,839 20,479,669 1,704,754 2,473,320

연령

2세 17 20,870,451 15,587,124

2.69

0.011

1,137,874 1,111,222

2.17

(0.037)

3세 31 23,153,885 12,897,954 1,816,655 2,100,380

4세 33 17,239,663 16,446,191 1,602,534 1,402,925

5세 39 13,534,225 16,313,800 2,045,800 1,550,129
7세 31 17,055,296 19,320,266 1,874,023 1,793,637
8세 36 7,827,353 13,142,551 1,161,716 1,482,400
9세 31 16,591,121 29,338,301 1,292,765 2,059,425
10세 20 7,425,266 13,655,361 3,058,440 4,362,800

백혈병형
급성림프구성 196 14,357,640 17,678,413

8.6

0.000

1,547,326 1,559,886
4.06

(0.019)
급성골수성 13 35,159,235 28,722,822 2,280,135 1,941,808
기타 29 12,809,422 11,974,282 2,640,462 4,134,233

2005년
진료

있음 124 5,720,437 9,276,975 9.69

<.0001

1,750,015 1,748,591 0.22

0.823없음 114 25,730,759 20,169,678 1,688,501 2,410,321
2006
진료기간

7개월이상 161 17,112,526 20,795,270 2.69

0.0077

2057658 2199236 4.1

<.00016개월이하 77 11,526,286 11,193,264 1015690 1631844
조혈모
세포이식

없음 230 14,754,193 17,867,669 2.5

0.013

1,652,252 2,057,290 2.74

(0.007)있음 8 31,147,046 27,128,671 3,684,125 2,126,326

고위험
합병증
보유상태

없음 135 22,542,871 20,750,436
20.33

<.0001

1,574,147 2,258,947
2.83

(0.039)

하 36 3,915,050 4,264,343 1,361,932 1,109,972
중 34 7,820,809 10,696,120 1,779,460 1,607,752
상 33 5,833,449 7,117,884 2,649,997 2,4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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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치치치료료료 결결결과과과 비비비교교교

2006년에 시작된 본인부담 면제정책이 환자의 치료결과에 미친 영향은 연
구대상 각 환자군의 2007년 질병상태의 차이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며,질병
상태는 합병증 발생상태를 질병상태에 대한 지표로 정하였다.종속변수에서
조작적 정의한 바 있는 20개의 질병 또는 증상인 고위험합병증은 질병 특성
상 즉시성 있는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하여 입원상태에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병증발생 상태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또한 집
중 관리로 악화를 감소하고 예방적 치료로 발생 감소가 가능하여 의료이용
량과 치료결과의 상관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특정합병증의 발생상태를 분
석에 포함하기로 하였다.그리고 합병증의 발생상태는 입원1회당 발생된 합
병증의 개수로 하였다.
2006년의 연구대상 환자 238명 중 2007년에 입원 및 외래 진료비가 청구

된 환자는 229명이었으며 실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150명이었다.입원환
자 150명의 2007년 입원 1회당 고위험합병증의 발생은 평균 0.85개,특정합
병증은 평균 0.16개 였으며,본인부담 면제 여부에 따른 고위험합병증과 특
정합병증의 평균발생개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 고위험합병증의 발생은 7세 환아가 1.26개로 가장 많았으며,3세 1.1
개,2세 0.98개,4세 0.97개,8세 0.67개,5세 0.65개,9세 0.53개 10세 0.11개
순이었으며,특정합병증의 연령간의 평균발생개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2006년 진료기간 6개월 이하인 환자의 고위험합병증은 1.16개가 발생되
어 7개월 이상인 환자의 0.7개로 보다 많이 발생되었으며 특정합병증의 평
균발생개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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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합병증 보유상태별 분석에서 ‘없음’환자는 고위험합병증은 평균 0.92
개가 발생하였으며 ‘상’의 환자는 1.66개,‘중’의 환자는 0.36개,‘하’에 해당하는
환자는 0.39개 순으로 발생하였다.특정합병증은 고위험합병증보유 ‘상’의 환아
가 0.31개 ‘중’의 환자는 0.16개,‘없음’환자가 0.15개,‘하’에 해당하는 환자는
0.07개가 발생하였다.
그 외 각 변수별 특성에 따른 평균합병증발생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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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연령별 입원 1회당 평균 합병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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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2007년 입원 1회당 평균 합병증 발생 개수
(단위:개)

구 분 N
고위험 합병증 특정합병증

Mean Std torf
(p-value) Mean Std torf

(p-value)
전 체 150 0.85 0.98 0.18 0.33

성별 남 89 0.86 0.91 0.24

(0.808)

0.20 0.34 1.06

0.2914여 61 0.82 1.07 0.15 0.32

면제여부 면제군 90 0.92 0.93 1.11

(0.270)

0.19 0.32 0.73

0.4667비면제군 60 0.74 1.04 0.17 0.35

연령

2세 16 0.98 0.93

2.24

(0.034)

0.27 0.46

2.71

0.0102

3세 26 1.1 1.06 0.15 0.25
4세 22 0.97 1.01 0.24 0.39
5세 26 0.65 0.70 0.132 0.232
7세 20 1.26 1.47 0.36 0.49
8세 15 0.67 0.75 0.10 0.27
9세 15 0.53 0.58 0.07 0.15
10세 10 0.11 0.20 0.03 0.08

백혈병
형

급성림프구성 126 0.82 0.94
0.51

(0.604)

0.18 0.37
0.37

0.6887
급성골수성 6 1.23 1.36 0.10 0.17
기타 18 0.89 1.11 0.17 0.33

2005년
진료

있음 67 0.77 1.07 0.87

(0.386)

0.19 0.37 0.66

0.5096없음 83 0.91 0.90 0.17 0.30
2006

진료기간
7개월이상 102 0.7 0.97 2.74

(0.007)

0.17 0.33 0.38

0.70236개월 이하 48 1.16 0.94 0.19 0.34
조혈모
세포이식

없음 144 0.86 0.99 0.83

(0.406)

0.18 0.37 0.5

0.6148있음 6 0.52 0.59 0.16 0.24

고위험
합병증
보유상태

없음 88 0.92 0.87
8.96

(<.0001)

0.16 0.297
2.27

0.0814

하 22 0.39 0.43 0.08 0.14
중 22 0.36 0.43 0.16 0.30
상 18 1.66 1.66 0.40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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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주주주는는는 요요요인인인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

2006년 만6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입원본인부담금 면제정책과
소아 백혈병환자의 의료이용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위해 연구대상의 각
특성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가가...입입입원원원회회회수수수 및및및 재재재원원원일일일수수수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주주주는는는 요요요인인인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본인부담면제 여부에 따른 입원회수와 재원일수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006년에 소아백혈병 환자의 입원회수와 재원일수
에 영향을 준 것은 2005년의 진료여부와 2006년 동안의 진료기간이 유의하
였다.
2005년 진료 ‘없음’환자가 ‘있음’환자에 비해 평균입원회수가 3.9회가 많

고,재원일수는 77.39일이 더 길어 2006년 신규 환자의 입원 의료이용이 더
많았다.또한,2006년 진료기간 7개월 이상 환자가 6개월 이하 환자 보다 평균
입원회수는 4.62회가 많고,평균재원일수는 40.81일이 더 길었다.고위험합병증
보유 ‘중’위에 해당하는 환자가 ‘없음’환자 보다 평균 2.51회 더 많이 입원
하였으며 고위험합병증 보유상태는 재원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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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입원회수 및 재원일수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구분
입원 회수 재원 일수

회귀계수 t-값 p-값 회귀계수 t-값 p-값

면제대상
비면제군*

-0.23 0.17 0.865 -2.22 0.16 0.877면제군
연령 -0.24 0.85 0.398 -1.97 0.68 0.499 

성별
남성*
여성 0.05 0.08 0.937 10.57 1.77 0.078 

백혈병형
급성림프구성*
급성골수성 -1.36 1.07 0.287 17.60 1.33 0.185 

기타 -1.31 1.48 0.140 -27.20 2.97 0.003 

2005진료
없음  

있음 -3.90 3.55 0.001 -77.39 6.80 <.0001

2006년기간
7개월 이상*
6개월이하 -4.62 7.36 <.0001 -40.81 6.27 <.0001

조혈모세포
이식

없음*
있음 2.02 1.27 0.204 17.22 1.05 0.295 

고위험
합병증보유

없음*
하 1.10 0.91 0.365 -6.59 0.53 0.598 

중 2.51 2.07 0.040 14.20 1.13 0.260 

상 0.29 0.23 0.818 -3.76 0.29 0.773 

*:referenecegroup
입원회수:R-Square=0.2934,AdjR-Sq=0.2591,f=8.53,p<.0001)
재원일수:R-Square=0.4961,AdjR-Sq=0.4716,f=20.23,(p<.0001)

나나나...외외외래래래 방방방문문문 일일일수수수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주주주는는는 요요요인인인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본인부담면제 여부에 의한 외래방문일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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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다른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2006년에 소아백혈병
환자의 외래 방문일수에 영향을 준 것은 2005년의 진료 유무와 2006년 동안
의 진료기간이었다.2005년진료 ‘있음’환자가 ‘없음’환자에 비해 평균 외래
방문일수가 8.04일이 많아 발병시점이 오래된 환자의 외래방문 회수가 더
많았다.2006년의 진료기간 7개월 이상인 환자가 6개월 이하인 환아 보다
외래방문일수가 6.17일이 많았다.그 외 다른 변수는 외래방문일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표14.외래방문일수에 대한 회귀 분석

변수 구분 회귀계수 t-value p-value

면제대상 비면제군*
면제군 -0.97 0.39 0.700

연령 -0.34 0.65 0.513
성별 남아*

여아 0.12 0.12 0.907

백혈병종류
급성림프구성 *
급성골수성 -0.71 0.31 0.760
기타 0.66 0.41 0.682

2005년진료 없음*
있음 8.04 4.01 <.0001

2006년 기간 7개월이상
6개월이하 -6.17 5.38 <.0001

조혈모세포이식 없음*
있음 -0.96 0.33 0.741

고위험합병증
보유상태

없음 *
하 -1.00 0.45 0.650
중 1.76 0.79 0.429
상 4.40 1.92 0.057

* :referenecegroup R-Square=0.3861 AdjR-Sq=0.3562 f=12.92,(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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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평평평균균균 진진진료료료비비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주주주는는는 요요요인인인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본인부담면제 여부에 의해 평균입원진료비
와 외래 진료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이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

비하여 평균 입원진료비가 16,339,300원이 높았으나,외래 진료비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2005년진료 ‘없음'환자(2006년 신규 환자)평균입원진료비는 진료‘있음’
환자에 비해 19,869,600원이 더 높았으나,외래 진료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2006년 진료기간이 7개월 이상인 환자가 6개월이하의 환자보다 평균입원

진료비가 8,918,000원이 많았으며 외래진료비도 628,600원이 더 많았다.조혈
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는 받지 않은 환자의 평균입원진료비보다 11,680,800원
이 높았으며 외래 진료비도 1,658,300원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위험군합병증 보유상태는 평균입원진료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
나, 고위험합병증보유 ‘상’의 환자의 외래진료비가 ‘없음’ 환자에 비해
1,163,200원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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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평균진료비에 대한 회귀분석
(단위:만원)

변수 구분
평균입원진료비 평균외래진료비

회귀계수 t-값 p-값 회귀계수 t-값 p-값

면제대상 비면제군*
면제군 119.82 0.26 0.792 108.06 1.70 0.090

연령 16.86 0.18 0.855 23.67 1.83 0.069 

성별 남아*  

여아 364.70 1.93 0.055 11.42 0.43 0.667 

백혈병형
급성림프구성*  

급성골수성 1633.93 3.90 0.000 24.52 0.42 0.677

기타 -585.12 2.01 0.045 111.35 2.74 0.007 

2005년
진료

없음*
있음 -1986.96 5.50 <.0001 -61.41 1.21 0.226 

2006년
기간

7개월이상  

6개월이하 -891.80 4.32 <.0001 -96.82 3.35 0.001

조혈모세
포이식

없음*  

있음 1168.08 2.25 0.026 165.83 2.28 0.024 

고위험
합병증
보유상태

없음 *  

하 -356.77 0.90 0.369 11.52 0.21 0.836 

중 -7.38 0.02 0.985 49.93 0.90 0.372 

상 -269.78 0.65 0.515 116.32 2.01 0.046 

* :referenecegroup
평균입원진료비 :R-Square=0.4451,AdjR-Sq=0.4181,f=16.48,(p<.0001)
평균외래진료비 :R-Square=0.1541,AdjR-Sq=0.1129,f=3.74,(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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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치치치료료료 결결결과과과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

2006년 만6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입원본인부담금 면제가 진
료결과에 미친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2007년에 나타난 연구대상 환자의 고위
험합병증과 특정합병증의 발병상태로 평가하기로 하고 연구대상의 각 특성
을 통제하여 입원 1회당 평균 합병증 발생개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면제군의 고위험합병증과 특정합병증 평균

발생개수는 비면제군에 비하여 입원 1회당 0.79개와 0.27개가 적게 발생되었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연령 증가 단위에 따라 고위험합병증과
특정합병증 평균발생이 0.22개와 0.07개씩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본인부담 면
제군이 2-5세의 저연령층에 해당되므로 연령과 본인부담면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우려되었으나 VIF=6으로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2006년의 진료 기간 6개월 이하인 환아가 7개월 이상인 환아 보다 고위험합
병증 발생이 0.3개가 더 많았으며 특정합병증의 발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고위험합병증 보유 ‘상’인 기저 질병상태가 상대적으로 중증인 환자가 ‘없

음’환자에 비해 고위험합병증 발생이 평균 0.78개가 더 많았으며,특정합병
증은 평균 0.23개가 더 많이 발생되었다.
그 외 성별,백혈병종류별,조혈모세포이식여부,2005년 진료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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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입원 1회당 합병증발생에 대한 회귀 분석
(단위:개)

변수 구분
고위험합병증 특정합병증

회귀계수 t-값 p-값 회귀계수 t-값 p-값

면제대상
비면제군*
면제군 -0.79 2.95 0.004 -0.27 3.05 0.003

연령 -0.22 4.04 <.0001 -0.07 3.74 0.000

성별
남성*
여성 -0.03 0.31 0.757 -0.04 1.02 0.310

백혈병형
급성림프구성*
급성골수성 0.05 0.18 0.858 -0.11 1.28 0.201
기타 -0.08 0.44 0.660 -0.03 0.56 0.574

2005년
진료

없음*
있음 -0.27 1.23 0.218 -0.07 0.93 0.352

2006년
기간

7개월 이상*
6개월 이하 0.30 2.45 0.015 0.02 0.25 0.633

조혈모
세포이식

없음*
있음 -0.01 0.04 0.968 0.05 0.48 0.628

고위험
합병증
보유상태

없음*
하 0.06 0.24 0.808 0.02 0.29 0.774
중 0.07 0.30 0.763 0.10 1.23 0.221
상 0.78 3.14 0.002 0.23 2.73 0.007

* :referenecegroup
고위험합병증:R-Square=0.1809,AdjR-Sq=0.1393,f=4.36,(p<.0001)
특정합병증:R-Square=0.1103 AdjR-Sq=0.0652 f=2.45 (p=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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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찰찰찰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연구대상 환자는 2006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명세서에서 추출하되 연구 결
과의 비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도 보정을 하고자 하였다.즉,대상 환
자의 연령을 질병특성을 고려하여 표준위험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제한하
였으며,대상 기간 동안 본인부담형태가 변경되는 연령의 환자와 연구대상
기간 중 사망하거나 의료보장 상태가 변경된 환자는 제외하였다.또한,연구
의 설계는 연구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인부담면제를 중재로 한 면제
군과 비면제군으로 구분하여 두 군간의 의료이용량과 진료결과의 차이로 중
재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case-controlstudy로 설계하였다.
연구대상 환자의 의료이용량과 치료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인부담 면제

유무 외에 의료이용량과 치료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개의 독립변수를
고려하였다.즉 성별,연령별(2세~10세)과 백혈병형,2005년 진료 유무로 신
규 발생 여부를 구분하였으며,2006년의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이식여부 및
2005년의 고위험합병증보유 상태로 환자의 기저 질병상태를 구분하였다
의료이용량은 본인부담 면제 정책이 시작된 2006년의 입원회수,재원일수,

외래방문일수와 1회당 평균입원진료비와 평균외래진료비를 면제군과 비면제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치료결과는 면제정책 실시 이후 2007년의 합병
증 발병 상태를 면제군과 비면제군으로 구분하여 고위험합병증과 특정합병
증의 발생개수를 각각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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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은 진료비 명세서에 백혈병인 주 상병 외에 기재된 모든 질병과 증
상,징후로 정의하고 백혈병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발생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 환자들의 건강보험진료비 명세서에 기재된 683개의 모든 질
병들을 점검하여 전체 합병증을 6개군 80종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중 질병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20종의 질병 또는 증상을 고위험합병증으로
선정하였다.고위험합병증 중에서 집중적 관리로 악화 감소와 예방적 치료
로 발생감소가 가능한 특정합병증 5종을 선정하였다.고위험합병증과 특정
합병증 분류에는 교과서와 관찰연구 등의 문헌과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였
다.(홍창의,2005,서종진 등,2003)
연구의 분석은 각 변수별 특성별로 분석하여 chi-squire검증을 하고 2006

년의 의료이용량과 2007년의 합병증발병상태는 각 변수 특성별로 분석하여
t-검정 및 anova분석하였다.또한 입원본인부담금 면제정책과 소아 백혈병
환자의 의료이용량 및 치료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위해 연구대상의
각 특성을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가가가...분분분석석석 대대대상상상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2006년 만 2세부터 10세까지의 소아백혈병으로 건강보험 입원한 환자는
남아가 146명(61.3%),여아가 92명(38.7%)으로 남아가 58.4% 더 많았다.이는
백혈병 환자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발병 빈도가 높으며 평균 치료기간이 남
자는 3년 여자는 2년이라는 이론적 배경과 관계가 있었다.연구 대상 환자
중 2-5세의 본인부담면제군은 120명(50.4%)이며 7-10세의 비면제군은 1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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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로 균등하게 선정되었다.
백혈병형의 발생빈도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이 82.4%,급성골수성백혈병이

5.5%,단구성백혈병과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기타백혈병은 12.2%에 해당되
어,한국중앙암등록본부에서 집계된 백혈병 유형별 발생빈도인 급성림프구
성백혈병 65%와 급성골수성백혈병 25%(2002년 통계)보다 비교적 치료예후
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가 많이 선정되었다.
전체 환자 238명중 2005년 진료 있음 환자는 124명(52.1%)이고,없음(2006

년 신규)환자는 114명(47.9%)으로 병력이 균등하게 분배되었으나,면제군에
는 36.7%,63.3%로 상대적으로 병력이 짧은 환자가 1.7배가 더 많이 선정되
었으며,비면제군에는 67.6%,32.2%로 상대적으로 병력이 긴 환자가 많이 선
정되었다.2006년 진료기간 6개월 이하인 환자(32.4%)보다 7개월 이상인 환
자(67.6%)가 많아 상대적으로 중재적용 기간이 짧은 환자보다 긴 환자가 많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 수는 모
두 8명으로 면제군이 1명,비면제군이 7명이었으며 전체 환자의 3%에 해당
되었다.
연구대상 환자의 질병의 중증도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고위험합병증

보유상태는 발생회수 3분위 별 배정환자는 균등(13.9%~15.1%)하였으나 ‘없
음’에 배정된 환아 135명에는 2005년의 청구 실적이 없었던 환아 114명이 포
함되어 해석에 유의를 요하였다.

나나나...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량량량과과과 그그그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만 6세미만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정책으로 인해 본인부담은
32.9%,식대의 보험급여 이후에는 46.2%의 본인부담 경감효과가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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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가 있었다.의료이용 시 가격부담이 낮아지
면 소비자는 가격과 의료공급자의 서비스제공의 견제 기능에 둔감해지며 미
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하고자 할 것이며 환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의료공급자
에게도 유인수요가 발생되어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본 연구의
대상자는 소아백혈병 환자로서 백혈병이라는 질병 특성과 자녀의 중증질환
의 치료는 모든 가계 지출에 우선적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이용량
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연구 대상 환자 중 면제군은 비면제군보다 입원회수가 32.7%(6.98회 vs

5.26회),재원기간은 59.9%(77.5일 vs48.47일)가 더 높고 평균 입원진료비도
44.8%(18,077,598원 vs12,485,839원)가 더 높았으며,외래 이용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러나,의료이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통제
한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 면제 여부는 연구대상 환자의 입원회수와 재원일
수,외래방문회수 및 평균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등 모든 의료이용량에 유
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이 결과는 소아 백혈병 환자는 건강보험에서의 본
인부담액으로 인해 백혈병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러나 이는 건강보험진료비에 국한된 내용이며 백
혈병 진료에 있어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에서의 법정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및 임의비급여4)진료비나 기타 경제 비용 등 가계부담비용을 고려하여 해석
에 주의를 하여야할 것이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입원회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재원일수

는 만2세 환자가 94.71일로 가장 길었으며 가장 짧은 만10세 환자 32.05일에
비하여 195.5%가 더 높았다(2.96배).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재원일수가 긴 경
향성을 보였다.입원진료비는 만3세 환자가 가장 높아 가장 낮은 10세 환자 보

4)급여대상이 되는 서비스이나 급여기준이 엄격하거나 비현실적이어서 초과되는 부
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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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1.8%(3세:23,153,885원,10세:7,425266원)가 더 높았으며(3.1배)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외래 이용은 입원과 반대로 연령이 적을수록 방문
회수가 낮아 만2세가 5.88회,만10세가 15.7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평균 외래진료비는 만10세 환자가 3,058,44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 2세 환자가 1,137,874원으로 가장 낮았다.이 결과에서 저 연령일수록 입
원기간이 길고 입원진료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이것은 영유아에 대
한 보호자와 의료진의 태도와 본인부담면제 정책효과 및 본인부담 면제군인
즉 저연령층에는 병력이 짧은 초기 진료의 환자가 면제군보다 더 많이 배정
된 것을 고려하여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결과이다.
이 내용은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본인부담 면제 유무 및 연령과 의료이용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따라서,백혈병 환자의 입원과 외래의
의료이용은 본인부담 면제나 연령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
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구성백혈병 간에는 입원회수,재원기간 및 외
래이용량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입원진료비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이
144.9%가 더 높았으며(35,159,235원 vs14,357,640원)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급
성골수성백혈병이 상대적으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질환임을 알 수
있었다.이 결과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골수성
백혈병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보다 16,339,300원이 더 많아 입원진료비에 유의
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설명이 가능했다.
2005년 진료 ‘없음’환자(2006년 신규환자)는 2005년 진료 ‘있음’환자 보다
입원회수는 44.1%(7.29회 vs5.06회)가 더 많으며,재원일수는 241.5%(99.92
일 vs29.26일)나 더 길었다.입원진료비 역시 2005년 진료 ‘없음’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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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25,730,759원 vs5,720,437원)가 월등하게 더 높았다.반면 외래 이용
은 2005년 진료 ‘있음’환자가 ‘없음’환자 보다 외래 방문회수가 138%(17.41회
vs7.31회)더 많았으며 외래진료비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 결과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도 2005년 진료 ‘없음’환자가 ‘있음’환자
보다 입원회수와 재원일수는 3.9회와 77.39일이 더 많고 입원진료비도 평균
19,869,600원이 더 높았으며,외래방문 일수는 8.04일이 많고 진료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 결과로 백혈병은 신규환자 일수록
입원진료로 진료비가 집중 되고 있으며 치료 기간이 경과되면 입원에서 외
래로 전환되면서 입원진료비는 급격히 감소하고 외래에서는 일정량의 진료
량이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6년 진료기간이 7개월 이상인 환자는 6개월 이하인 환자 보다 입원회

수와 재원일수가 각각 126.7%(7.48회 vs3.3회),61.2.%(71.94일 vs44.62일)가
더 많으며,입원진료비는 48.5%(17,112,526원 vs11,526,286원)가 더 많았다.
외래의 경우도 방문일수는 7개월 이상인 환자가 6개월 이하인 환자보다
116.2%(15.22회 vs7.04회)가 더 많았으며,진료비는 102.6%(2,057,658원 vs
1,015,690원)가 더 높았다.2006년의 진료기간은 다른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시 통제 요인으로 유용하며 진료기간의 차이에 따른 의료이용량을 단순 비
교는 곤란하였다.
조혈모세포이식 시술 여부에 따라 입원회수나 재원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평균 입원진료비는 이식이 없는 환자보다 111.1%
(31,147,046원 vs14,754,193원)가 더 많았다.이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관관
계분석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었다.외래 역시 방문회수
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방문 당 진료비는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환자
(3,684,125원 vs1,652,252원)가 더 높았다.이는 조혈모세포이식술 시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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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항암제의 투여와 전신방사선 조사,무균실 격리수용 면역요법 등 특별
한 사전 사후 처치가 필요하여 진료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입원회수나 입원기간,외래 방문회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설명되
었다.조혈모세포이식은 환자의 병적골수를 완전히 파괴하여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것으로 사전처치로 항암제의 대량 투여와 전신방사선 조
사,무균실 격리수용과 무균적 시술 그리고 시술 후 이식편대숙주반응의 예
방 및 관리 등 고도의 의료적 수준이 요구되는 시술이다.따라서 조혈모세
포이식은 장비 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국한
하여 시술할 수 있으며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도 심사기관에 사전 승인절차
를 거쳐 시술되고 있다.조혈모세포이식 여부에 따라 환자의 입원회수나 재
원기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이 결과는 조혈모세포이식술이 고도의 의료수준
이 요구되는 과정임에도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 백혈병 치료의 수준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대상 환자수가 매우 적
어 결론을 내리기엔 무리가 있었다.
고위험합병증 보유상태에 따른 평균입원회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재
원일수는 고위험합병증 보유 ‘없음’환자가 86.93일로 가장 길고,평균입원진료
비도 ‘없음’환자가 22,542,871원으로 가장 높았다.이는 고위험합병증 보유 ‘없
음’환자에는 2005년 진료가 없는 환자 114명(신규환자)이 포함되어 입원이
용량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이를 제외하면 고위험합병증 보유 ‘중’인 환자
의 입원일수가 평균 43.74일,평균입원진료비는 7,820,809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관관계분석에서 고위험합병증 보유 ‘중’인 환자의 입
원회수가 유의하게 많았음에도 재원일수와 입원진료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그 외 고위험합병증 보유 ‘하’와 ‘상’인 환자는 입원회수와 재원일수 및 진
료비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 고위험합병증 보유상태가 입원



- 60 -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기에 곤란하였다.외래이용량은
합병증 보유상태가 많을수록 방문일수와 진료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관련성은 신뢰성이 떨어졌다.이 결과는 고위험합
병증 보유 상태는 다른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시 통제 요인으로 유용하며 동일
변수내의 군 간의 비교는 곤란하였다.

다다다...치치치료료료결결결과과과와와와 그그그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치료결과는 2007년의 환자의 질병상태로 하여 합병증의 보유상태를 질병
상태에 대한 지표로 정하여 분석하였으며,합병증은 고위험합병증과 특정합
병증으로 구분하였다.분석단위는 환자 당으로 분석한 의료이용량과는 달리
입원 1회당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환자 당 분석 시에는 연구대상 기간에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이전 입원기간에서의 상병이 이월되어 포함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입원 당 발생한 환자의 질병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
고자 함이다.
본인부담면제와 비면제 각 군에서 합병증 발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여 본인부담면제여
부와 합병증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면제군이 비면제군에 비하여
고위험합병증은 입원 1회당 0.79개가,특정합병증은 0.2개가 적게 발생되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이는 6세미만 소아 백혈병 환자의 입원본인부담면제가 환자의 치료 결과

를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특히 예방적 조치와 악화방지 노력으로
발병을 줄일 수 있는 특정합병증이 적게 발생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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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고위험합병증은 7세 환자(평균 1.26개)와 3세 환아(평균 1.1개)를
제외하면 저연령 소아 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었으며 특정합병증은 연
령 간에 평균발생개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매 연령 증가 단위마다 고
위험합병증과 특정합병증 발생은 평균 0.22개와 0.07개씩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이 결과에서 이 연구의 대상을 백혈병의 표준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로
제한하였으나 연령이 적을수록 백혈병치료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따르고 중
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05년의 진료여부는 고위험합병증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2006년 진료기간이 6개월 이하인 환자가 7개월 이상의 환자 보다 평균 고위
험발생개수가 65.7% (1.16개 vs0.7개)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였으나 특정합병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의 2006년 진료기간과 합병증발생과의 상관관계
의 분석에서도 2006년 진료기간 6개월 이하의 환자가 고위험합병증 발생이
많았으나 특정합병증 발생회수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 결과에서 백
혈병은 진료 개시 후 6개월 이내에는 고위험합병증에 대한 예방이나 악화
방지가 어려울 정도로 중증도가 높다고 설명할 수 있었다.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조혈모이식술 여부에 따른 고
위험합병증과 특정합병증 발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다른 요인을 통제
한 상태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는,상대적으로 진료에 위험이 따르
는 백혈병환자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 설명할 수 있었으
며 의미있는 결과였다.
환자의 기저상태로 정의한 바 있는 2005년의 고위험합병증 보유상태는 고

위험합병증보유 ‘중’인 환자가 0.36개로 ‘하’인 환아 0.39개 보다 근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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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었으나,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회귀분석에
서는 고위험합병증 및 특정합병증의 평균발생 개수는 모두 고위험합병증보유
가 ‘상’인 환자가 고위험합병증이 없는 환자보다 고위험합병증과 특정합병증
이 0.78개와 0.23개가 더 발생하였다.즉 환자의 기저상태인 중증도 ‘하,중’인
환자는 치료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중증도가 ‘상’인 환자는 계속 상대
적으로 치료 예후가 가장 불량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이 연구는 2006년 시행된 만 6세미만 소아 환자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면
제정책과 소아 백혈병(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C91~C95)환자의 의료이용량
및 치료결과의 개선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이를 위해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의료이용과 치료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들 수 있다.
첫째,연구대상의 질병 특성에 대한 위험도 보정을 위해 백혈병의 표준위

험군인 진단 시 연령 1세이상 9세까지를 포함하고자 2006년의 기준 연령을
2세~10세 까지로 제한하였다.그러나 표준위험군은 연령 외에도 진단 시의
백혈구 수치,초기반응 등을 들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임상 data의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둘째,환아 보호자의 소득 및 교육 수준,거주지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또한 의료이용과 치료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나 이 또한
변수에 포함할 수 없었다.
셋째,치료 결과를 환자의 질병상태를 치료 결과에 영향을 주는 합병증의
발생회수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나 이는 백혈구검사나 골수검사의 수치,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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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치료 결과에 대한 직접지표라 할 수 없으며 결과를 추측할 수 있는 간접
지표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의료기관 특성은 시설,장비,인적구성과 같은 구조적 요인 외에 의

료진의 의료수준과 특화된 전문성은 치료결과에 중요한 요인이나 이를 변수
에 객관화하여 포함할 수가 없어 이 연구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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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중증질환 보장정책으로 10%의 본인부담액을 지불하고 있던 소아백혈병
환자는 2006년 만6세미만의 건강보험 소아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정
책이 추가되면서 동일한 질병으로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환자가 면
제와 비면제군으로 나뉘게 되었다.이 연구는 동일한 여건에서 중증질환자
의 의료비 부담의 차이가 의료이용과 치료결과의 개선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하여 건강보험에서 보장성강화와 환자 진료권의 수평적 형평성에 균형
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만 6세미만 소아환자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면제로 인한

소아 백혈병 환자의 의료이용량과 치료결과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건강보험 입원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면제는 소아 백혈병 환자의 입
원회수와 재원기간 및 입원진료비와 외래 방문일수와 진료비 등 모든 의료
이용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소아 백혈병 환자의 의료이용량에 영
향을 준 요인은 백혈병의 병형과 조혈모세포이식여부가 입원진료비에,백혈
병의 유병기간이 입원회수와 재원기간,입원진료비 및 외래 방문회수에 영
향을 주었다.
둘째,건강보험 입원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면제는 소아 백혈병 환자의 고
위험합병증과 예방과 악화방지 노력으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특정합병증의
발생회수를 줄이는데 영향을 주어 치료 결과를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었
다.또한 백혈병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은 환자의 연령과 환자
의 기저 질병상태가 관계되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기저질병 상태가 증증
일수록 치료결과가 더 불량하였다.



- 65 -

이와 같은 결과는 만 6세미만 소아환자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에 대한 본
인부담면제는 환자의 의료이용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치료결과에 개
선을 주는 긍정적 정책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부담 면제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이용량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우선,이 연구의 대상인 소아백혈병은
질병 특성 및 소아라는 환자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비용의 가격탄력성이 매
우 작을 것이라는 점과 의료인의 공급자 유인 수요에 환자의 선택권이 지극
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이용량에 변화가 없는 것은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건강보험 급여범위 내에서는 진료비 부담 때
문에 가격탄력성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며 건강보험에서의 급여 보장 수준이
백혈병의 필수 진료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그러나,이 연구에
사용된 의료이용량은 건강보험 진료비에 국한 된 것으로서 비급여 진료비와
환자의 입원 진료 시 소요되는 outofpocketmoney를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환자가 건강보험진료비 부담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짐에 따라 그 비용을

병실료차액,선택진료료와 같은 법정비급여 진료비나 임의비급여진료비에
대한 선택과 같은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하고자 할 것이다.특히 예방적
조치와 악화방지 노력으로 발병을 줄일 수 있는 특정합병증의 발생이 본인
부담면제군 환자가 비면제군 환자에 비해 적었던 것은 건강보험 진료외의
예방적․악화방지에 관한 비용의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였다.이외에도 환자
의 섭생과 그 외의 환자의 간호에 사용할 수 있었고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
으로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개선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면 본인부담
면제에서 제외된 환자들의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건강보험의 수평
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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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치료 결과의 개선을 합병증발병상태로 정의하여 분석하였으나 연구
의 제한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는 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간접 지
표이므로 직접적인 치료 효과로 판단하기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치료
결과의 측정 시점이 본인부담면제 정책이 적용된 2006년 이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인 시점에서 측정한 것이므로 백혈병의 장기생존률을 고려할 때 시
기적으로 빠른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고위험합병증의 발생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

며 이에 대한 치료가 백혈병 치료의 중요한 목표이므로 이 연구의 결과에
의미가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백혈병환자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면제가 질병 및 환자 특성 상의 이유로 환자의 건강보험 의료이용
량의 증가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나 소아백혈병환자의 치료 결과를 개선시키
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다만,건강보험 진료비 외에 환자가 부담
하는 비용과 소아의 특성 및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하고 직접지표를 적용한
치료결과를 평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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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백혈병의 분류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표)
C91림프 백혈병(Lymphoidleukaemia)
C91.0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cutelymphoblasticleukaemia)
C91.1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hroniclymphocyticleukaemia)
C91.2 아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Subacutelymphocyticleukaemia)
C91.3 전림프구성 백혈병 (Prolymphocyticleukaemia)
C91.4 유모세포 백혈병 (Hairy-cellleukaemia)
C91.5 성인 T-세포 백혈병 (AdultT-cellleukaemia)
C91.7 기타 림프 백혈병 (Otherlymphoidleukaemia)
C91.9 상세불명의 림프 백혈병(Lymphoidleukaemia,unspecified)
C92골수성 백혈병(Myeloidleukaemia)
C92.0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myeloidleukaemia)
C92.1 만성 골수성 백혈병(Chronicmyeloidleukaemia)
C92.2 아급성 골수성 백혈병(Subacutemyeloidleukaemia)
C92.3 골수성 육종(Myeloidsarcoma)
C92.4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Acutepromyelocyticleukaemia)
C92.5 급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Acutemyelomonocyticleukaemia
C92.7 기타 골수성 백혈병(Othermyeloidleukaemia)
C92.9 상세불명의 골수성 백혈병(Myeloidleukaemia,unspecified)
C93단핵구성 백혈병(Monocyticleukaemia)
C93.0 급성 단핵구성 백혈병(Acutemonocyticleukaemia)
C93.1 만성 단핵구성 백혈병(Chronicmonocyticleukaemia)
C93.2 아급성 단핵구성 백혈병(Subacutemonocyticleukaemia)
C93.7 기타 단핵구성 백혈병(Othermonocyticleukaemia)
C93.9 상세불명의 단핵구성 백혈병(Monocyticleukaemia,unspecified)
C94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Otherleukaemiasofspecifiedcelltype)
C94.0 급성 적혈병 및 적백혈병(Acuteerythraemiaanderythroleukaemia)
C94.1 만성 적혈병(Chronicerythraemia)
C94.2 급성 거핵모구성 백혈병(Acutemegakaryoblasticleukaemia)
C94.3 비만 세포 백혈병(Mastcellleukaemia)
C94.4 급성 범골수증(Acutepanmyelosis)
C94.5 급성 골수섬유증(Acutemyelofibrosis)
C94.7 기타 명시된 백혈병(Otherspecifiedleukaemias)
C95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Leukaemiaofunspecifiedcelltype
C95.1 상세불명 세포형의 만성 백혈병(Chronicleukaemiaofunspecifiedcelltype)
C95.2 상세불명 세포형의 아급성 백혈병(Subacuteleukaemiaofunspecifiedcelltype)
C95.7 상세불명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Otherleukaemiaofunspecifiedcelltype)
C95.9 상세불명 백혈병(Leukaemia,un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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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소아백혈병 환자에게 발생된 합병증의 분류

6개군분류 1차분류 합병증 한국질병사인분류 번호

1.감염

감염성위장계질환 A02*~09*
결핵 A15*~18,19
패혈증 A40~41,483,377
세균성 감염 A35-49(A40*~41*,A483제외)B95*,B96*
헤르페스감염질환 B00
수두 B01
대상포진 B02
기타바이러스(피부병소) B05*~09*
바이러스성 간염 B15*~19*
CMV감염 B25*(B250제외 )
기타 바이러스감염 B26*~B34*
캔디다감염증 B37*(375,377제외)
기타 진균 증 B35*~49(B37제외 캔디다제외)
원충감염 B58*~64,65*~83*
수막염 G00*,01*,05*,03*,04*,05*,06,*A80*~89*B375
상기도 질환 J00~06,J10,11,J39
하기도감염 J20,J40*~44
부비동 J32*~38*
폐염 J12~J18,B250,B371,B440,441,J69
복막염 K65,66
피부염증 'L01~04,08
림프절 감염 L04,I88,I89
골수염 M86*
방광 요로감염 N30*~39*43*,45*48*,51,R30
발열 R56.R50

2.재발,속발
및 재발증상

고환,생식기암 C62,63
뇌악성 신생물 C71
척수 및 뇌신경악성신생물 C72
림프절 속발암 C77
악성림프종 C83,84,85
기타 암 C*
갑상선이상 E01*~07*

중추신경 재발가능 증상 G40*,G41*,G13,25,26,31,32,36,37,43,44,45,47,51*54,
57,61~63,72,80~83,91~93,R56,R25,R26

내분비장애 E20*~E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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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군분류 1차분류 합병증 한국질병사인분류 번호

3.출혈

출혈관련 빈혈 D50*,52*,60*,61*,62*,63*,64*
DIC D65
응고결함 D68,66,67
혈소판 저하 D69
출혈증상(위,뇌,혈뇨 등) R04,R31,K920,K921,K922

4.항암제 부
작용 및 이식
부전

당뇨질환 E10*~E16*R81,R35
고뇨산혈증,통풍 E790,M10* 
구역구토 R11
인/칼슘/칼륨 대사장애 E833,E835,E875
이식부전 T857,T860,T868,T887,

5.질병특성악
화

골수이형성증후군 D46*
면역이상 D80*~89*
무과립세포증 D70
기타혈구장애 D71*,D72*,D75*,D76*
동통 R07,R10,R51,R52

6.기타
신체 증상

양성신생물 D10~43,D48
대사장애 E70~E89(E790,833,835,875제외)
영양장애 E40*~ E66*,E90,R64
정신장애 F*
안질환 합병 H00*~H59*
귀질환합병 H60*~H95*
고혈압 I10,I15
심장순환기 I20,21,26,27,30~35,37,41,42,44~51,R00*,I12,I95
뇌혈관,기타혈관이상 I63~67,I70~87
비 질환 J30,J31
천식 J45,J46
호흡기 증상 및 악화 J80~86,J90~99.J63,67,47R05R09R06
치과합병 K00~K14
위기능 K20~K29,30,31
장관질환 K35~37,K40,K42,K51,K52,56~59,K90
기타 소화기 장애 K92,K93
직장항문 합병 K60*~63
간 이상 K71~77,R16.17,R18R945
췌 담관 K80*~K86*
피부합병 L10~99,S853,R21,R22,R23
근 골격계 합병 M00*~80*,81*~84*,87*,90*,99*
신장합병 N00*~29*R34,80,82,32,35
여성생식기장애 N62,N72,N76
선천기형 Q10~Q99
손상,처치조작의 합병 T66,T68,T78,T79,T80,T81,T82,T84,T85,T88
기타



- 72 -

부록 3. 소아백혈병환자의 연도별 1인당 평균 입원회수 및 재원일수
(단위:명,회,일)

구 분
2005 2007

N 회수 (SD) 재원일수(SD) N 회수(SD) 재원일수(SD)
전 체 124 4.23(3.67) 38.65(41.41) 229 3.21(4.17) 22.28(35.86)

성별
남 82 4.16(3.64) 36.77(41.46) 139 2.94(3.7) 17.55(27.39)
여 42 4.36(3.76) 42.33(41.57) 90 3.62(4.8) 29.57(45.19)

면제여부 면제군 44 5.23(3.51) 48.36(40.63) 118 4.13(4.83) 25.71(36.33)
비면제군 80 3.68(3.66) 33.31(41.11) 111 2.23(3.05) 18.62(35.15)

연령

2세 0 .. .. 16 6.69(6.09) 45.69(42.09)
3세 3 3.33(3.21) 36.67(34.99) 31 5.45(5.37) 34.06(44.41)
4세 18 5.61(3.48) 54.94(44.18) 32 3.63(4.67) 16.81(25.33)
5세 23 5.17(3.63) 44.74(39.23) 39 2.44(3.08) 18.18(30.55)
7세 18 3.56(3.13) 31.06(31.23) 31 2.81(3.45) 26 (40.52)
8세 25 3.92(4.84) 34.08(46.57) 33 2.15(3.43) 19.94(38.52)
9세 21 2.71(2.67) 26.33(38.22) 29 1.97(2.77) 14.79(31.58)
10세 16 4.69(3.16) 43.81(46.75) 18 1.83(1.92) 9.67(21.15)

백혈병형
급성림프구성 109 4.28(3.8) 39.09(41.41) 192 3.28(4.25) 21.34(32.95)
급성골수성 6 3.83(2.86) 47.17(61.85) 12 2.5 (3.97) 43.67(74.99)
기타 9 3.89(2.62) 27.67(25.16) 25 3 (3.71) 19.16(27.41)

2005년
진료

없음 124 4.23(3.67) 38.65(41.41) 121 1.98(3.03) 11.81(24.76)
있음 0 . . 108 4.58(4.81) 34(42.3)

2006년
기간

7개월이상 95 4.99(3.75) 47.45(42.82) 156 2.78(3.43) 17.49(30.64)
6개월이하 29 1.72(1.89) 9.83 (15.95) 73 4.12(5.33) 32.51(43.52)

조혈모
세포이식

없음 120 4.21(3.69) 38.2 (41.48) 221 3.2 (4.22) 21.56(34.69)
있음 4 4.75(3.2) 52.25(42.35) 8 3.38(2.56) 42.13(59.87)

고위험
합병증
발생상태

없음 21 0(0) 0 0 128 3.95(4.69) 30.07(42.24)
하 36 5.72(4.28) 37.67(38.72) 35 2.06(2.67) 10.11(19.18)
중 34 5 (2.95) 48.5(41.06) 34 2.91(4) 14.91(24.06)
상 33 4.48(2.79) 54.18(43.36) 32 1.81(2.63) 12.22(23.36)

※ 연령은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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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소아백혈병환자의 연도별 평균 외래 방문 회수
(단위:명,회)

구 분 2005 2007
N Mean Std N Mean Std

전 체 124 14.59 9.98 229 14.8 8.06

성별 남 82 15.95 10.66 139 14.22 7.29
여 42 11.93 7.96 90 15.69 9.08

면제여부 면제군 44 13.66 9.53 118 15.92 6.84
비면제군 80 15.1 10.24 111 13.61 9.05

연령

2세 0 . . 16 15.19 5.89
3세 3 1.67 2.89 31 17.32 8.1
4세 18 16.56 10.9 32 14.69 5.99
5세 23 12.96 7.6 39 16.1 6.8
7세 18 12 7.09 31 15.16 10.19
8세 25 17.96 9.36 33 13.52 8.56
9세 21 12.38 10.17 29 11.72 8.28
10세 16 17.69 13.23 18 14.17 9.25

백혈병형
급성림프구성 109 14.08 9.61 192 14.69 7.95
급성골수성 6 18.17 8.7 12 13.25 8.39
기타 9 18.33 14.47 25 16.4 8.79

2005진료 있음 124 14.59 9.98 121 12.71 7.81
없음 0 . . 108 17.14 7.71

2006년
기간

7개월이상 95 14.71 10.61 156 15.42 7.86
6개월이하 29 14.21 7.69 73 13.48 8.37

조혈모
세포이식

없음 120 14.6 10.06 221 14.87 8.16
있음 4 14.25 8.34 8 12.88 3.94

고위험
합병증
보유상태

없음 21 14.57 6.95 128 15.93 7.96
하 36 15.53 10.75 35 10.6 6.21
중 34 12.09 8.84 34 14 8.41
상 33 16.15 11.64 32 15.72 8.55

※ 연령은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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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2006년 소아백혈병환자의 입원 당 및 방문 당 평균진료비
(단위:명,원)

구 분 N
입입입원원원 111회회회당당당 평평평균균균진진진료료료비비비 외외외래래래 방방방문문문당당당 평평평균균균진진진료료료비비비
MMMeeeaaannn SSStttddd MMMeeeaaannn SSStttddd

전전전 체체체 238 2,672,960 2,992,554 1,720,550 2,087,532

성별 남 146 2,361,030 2,902,765 1,692,007 2,196,161
여 92 3,167,980 3,081,134 1,765,847 1,913,328

면제여부 면제군 120 3,061,858 2,751,298 1,736,083 1,632,166
비면제군 118 2,277,471 3,182,527 1,704,754 2,473,320

연령

2세 17 4,609,506 3,632,000 1,137,874 1,111,222
3세 31 3,766,964 2,357,568 1,816655 2,100,380
4세 33 2,516,134 2,283,425 1,602,534 1,402,925
5세 39 2,288,539 2,649,975 2,045,800 1,550,129
7세 31 2,626,511 2,448,448 1,874,023 1,793,637
8세 36 1,678,296 2,910,236 1,161,716 1,482,400
9세 31 2,993,877 4,383,030 1,292,765 2,059,425
10세 20 1,704,543 2,215,361 3,058,440 4,362,800

백혈병형
급성림프구성 196 2,461,075 2,566,553 1,547,326 1,559,886
급성골수성 13 6,016,781 6,682,409 2,280,135 1,941,808
기타 29 2,606,052 2,297,379 2,640,462 4,134,233

2006
기간

7개월이상 161 2,254,670 2,768,571 2,057,658 2,199,236
6개월이하 77 3,547,567 3,262,542 1,015,690 1,631,844

조혈모
세포이식

없음 230 2,653,054 3,009,282 1,652,252 2,057,290
있음 8 3,245,258 2,561,816 3,684,125 2,126,326

고위험
합병증
보유상태

없음 135 3,935,319 3,375,764 1,574,147 2,258,947
하 36 712,474 443,327 1,361,932 1,109,972
중 34 1,187,292 1,003,504 1,779,460 1,607,752
상 33 1,178,162 1,286,992 2,649,997 2,400,809

※ 연령은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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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소아백혈병환자의 연도별 1인당 평균입원진료비
(단위;명,원)

구 분 2005년 2007년
N Mean Std N Mean Std

전 체 124 6,970,383 9,336,170 229 5,729,151 13,146,209

성별 남 82 6,888,147 10,366,200 139 4,491,188 11,221,805
여 42 7,130,939 7,011,203 90 7,641,115 15,536,614

면제여부 면제군 44 7,671,590 6,783,501 118 5,750,662 11,173,090
비제군 80 6,584,720 10,499,526 111 5,706,283 15,014,373

연령

2세 0 . . 16 7,981,641 9,005,275
3세 3 7,835,050 5,676,819 31 7,990,762 16,078,514
4세 18 8,227,202 6,890,614 32 3,679,504 6,397,371
5세 23 7,215,442 7,060,255 39 4,754,208 10,200,810
7세 18 6,092,702 9,606,549 31 8,706,541 17,947,956
8세 25 5,636,375 8,221,208 33 5,182,213 12,462,074
9세 21 4,528,478 6,978,606 29 5,294,809 18,151,402
10세 16 11,318,845 16,471,682 18 2,162,897 4,968,121

백혈병형
급성림프구성 109 6,628,009 8,207,319 192 5,271,362 11,636,506
급성골수성 6 16,077,378 22,723,526 12 17,251,369 31,659,754
기타 9 5,045,588 6,331,985 25 3,714,305 5,700,936

2005년진
료

있음 124 6,970,383 9,336,170 121 2,832,900 8,297,245
없음 0 . . 108 8,974,024 16,460,135

2006년
기간

7개월이상 95 8,645,979 10,015,211 156 4,442,298 11,499,672
6개월이하 29 1,481,362 2,330,587 73 8,479,136 15,853,335

조혈모
세포이식

없음 120 6,532,658 8,408,819 221 5,357,316 12,631,740
있음 4 20,102,125 23,051,662 8 16,001,091 22,121,611

고위험
합병증
발생상태

없음 21 0 0 128 7,988,406 15,871,814
하 36 6,231,386 6,905,215 35 2,819,637 8,616,130
중 34 7,867,304 7,616,787 34 2,493,254 4,241,920
상 33 11,288,160 13,056,669 32 3312,551 9,503,932

※ 연령은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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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연도별 1인당 평균외래진료비
(단위:명,원)

구 분 2005년 2007년
N Mean Std N Mean Std

전체 124 1,307,272 1,354,525 229 1,990,251 2,756,106

성별
남 82 1,474,754 1,575,391 139 2,003,466 3,338,858
여 42 980,283 659,848 90 1,969,840 1,474,246

면제여
부

면제군 44 1,300,119 1,144,962 118 2,177,237 1,516,102
비면제군 80 1,311,207 1,463,907 111 1,791,472 3,636,270

연령

2 0 . . 16 2,205,022 1,265,752
3 3 162,483 281,429 31 2,694,446 1,531,011
4 18 1,626,311 1,572,839 32 2,041,278 1,815,940
5 23 1,193,225 606,638 39 1,866,281 1,253,271
7 18 1,393,656 1,468,818 31 1,771,640 1,789,729
8 25 1,278,929 831,591 33 1,332,524 1,606,523
9 21 848,994 776,349 29 1,359,291 1,685,621
10 16 1,875,539 2,506,537 18 3,363,323 8,186,711

백혈병
형

급성림프구성 109 1,191,188 1,238,829 192 1,747,516 1,500,243
급성골수성 6 3,537,760 2,165,235 12 2,925,874 2,343,531
기타 9 1,226,189 798,890 25 3,405,355 6,981,320

2005년
진료

있음 124 1,307,272 1,354,525 121 1,036,809 947,483
없음 0 . . 108 3,058,458 3,605,497

2006년
기간

7개월이상 95 1,309,815 1,430,683 156 2,001,594 3,066,760
6개월이하 29 1,298,943 1,089,984 73 1,966,010 1,951,046

조혈모
세포이식

없음 120 1,229,125 1,113,464 221 1,941,897 2,747,168
있음 4 3,651,685 4,297,995 8 3,326,008 2,848,526

고위험
합병증
발생상
태

없음 21 1,132,773 701,061 128 2,683,650 3,437,929
하 36 1,032,098 758,887 35 979,167 877,349
중 34 1,092,594 868,181 34 1,057,376 824,830
상 33 1,939,691 2,184,333 32 1,313,704 1145,483

※ 연령은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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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소아백혈병환자의 입원1회당 전체 합병증 평균 발생
(단위:명,개)

구 분 2005 2006 2007
N Mean Std N Mean Std N Mean Std

전 체 103 3.28 3 238 3.21 3.04 150 2.31 2.6
성별 남 69 3.26 3.06 146 3.04 2.79 89 2.19 2.05

여 34 3.33 2.94 92 3.47 3.4 61 2.49 3.25
면제여부 면제군 42 3.79 3.09 120 3.59 3.24 90 2.34 2.12

비면제군 61 2.93 2.91 118 2.81 2.78 60 2.26 3.21

연령

2세 0 . . 17 4.2 2.93 16 2.59 1.56
3 3 5 3.46 31 4.52 3.52 26 2.62 2.76
4 18 4.57 3.91 33 3.74 3.35 22 2.37 2.25
5 21 2.94 1.98 39 2.46 2.79 26 1.9 1.52
7 16 3.41 4.02 31 3.35 3.22 20 3.76 4.73
8 15 1.97 1.57 36 2.34 2.57 15 1.77 1.67
9 16 2.72 1.51 31 3.23 3.03 15 1.99 2
10 14 3.67 3.65 20 2.21 1.69 10 0.41 0.68

백혈병형
급성림프구성 90 2.98 2.7 196 2.98 2.93 126 2.12 2.46
급성골수성 5 5.38 4.98 13 4.82 3.5 6 4.46 3.93
기타 8 5.4 3.87 29 3.99 3.32 18 2.89 2.85

2005년
진료

있음 103 3.28 3 124 2.46 2.77 67 2.19 3.17
없음 0 . . 114 4.02 3.11 83 2.41 2.04

2006년
기간

7개월이상 85 3.45 3.18 161 2.96 2.88 102 2.09 2.77
6개월이하 18 2.46 1.85 77 3.71 3.3 48 2.78 2.15

조혈모
세포이식

없음 100 3.22 2.87 230 3.22 3.04 144 2.32 2.6
있음 3 5.38 6.73 8 2.88 3 6 2.2 2.97

고위험
합병증
보유상태

없음 0 . . 135 3.75 3.09 88 2.47 2.08
하 36 1.14 0.7 36 0.92 1.12 22 0.81 0.96
중 34 2.38 1.13 34 2.46 2.62 22 1.31 1.19
상 33 6.54 3.16 33 4.25 3.32 18 4.58 4.95

※ 연령은 2006년 연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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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연도별 소아백혈병환자의 입원1회당 고위험 합병증 발생
(단위:명,개)

구 분
2005 2006

N Mean Std N Mean Std
전 체 103 1.05 1.23 238 1.17 1.3

성별
남 69 1 1.2 146 1.17 1.23
여 34 1.16 1.32 92 1.17 1.4

면제여부
면제군 42 1.28 1.31 120 1.37 1.35
비면제군 61 0.9 1.17 118 0.96 1.21

연령

2세 0 . . 17 1.68 1.39
3세 3 1.83 1.61 31 1.69 1.34
4세 18 1.68 1.64 33 1.41 1.4
5세 21 0.85 0.77 39 0.96 1.24
7세 16 0.91 1.44 31 1.08 1.17
8세 15 0.49 0.54 36 0.76 1.24
9세 16 0.91 0.96 31 1.21 1.37
10세 14 1.32 1.46 20 0.72 0.85

백혈병형
급성림프구성 90 0.93 1.14 196 1.09 1.27
급성골수성 5 2.25 1.77 13 2 1.57
기타 8 1.7 1.46 29 1.3 1.27

2005년진료
있음 103 1.05 1.23 124 0.91 1.21
없음 0 . . 114 1.45 1.33

2006년
기간

7개월이상 85 1.1 1.29 161 1.01 1.22
6개월이하 18 0.84 0.95 77 1.49 1.39

조혈모세
포이식

없음 100 1.03 1.2 230 1.17 1.3
있음 3 1.69 2.5 8 1.14 1.23

고위험
합병증
보유상태

없음 0 . . 135 1.39 1.31
하 36 0.07 0.1 36 0.19 0.35
중 34 0.64 0.27 34 0.81 1.16
상 33 2.55 1.09 33 1.71 1.41

※ 연령은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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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연도별 소아백혈병환자의 입원1회당 특정합병증 발생
(단위:명,개)

구 분
2005 2006

N Mean Std N Mean Std
전 체 103 0.23 0.33 238 0.25 0.35

성별 남 69 0.21 0.31 146 0.26 0.37
여 34 0.27 0.36 92 0.23 0.32

면제여부 면제군 42 0.28 0.34 120 0.30 0.37
비면제군 61 0.19 0.32 118 0.20 0.33

연령

2세 0 . . 17 0.41 0.43
3세 3 0.50 0.50 31 0.29 0.33
4세 18 0.39 0.37 33 0.37 0.42
5세 21 0.16 0.25 39 0.19 0.31
7세 16 0.11 0.23 31 0.19 0.30
8세 15 0.11 0.26 36 0.17 0.33
9세 16 0.26 0.38 31 0.25 0.38
10세 14 0.30 0.35 20 0.20 0.34

백혈병형
급성림프구성 90 0.20 0.31 196 0.24 0.35
급성골수성 5 0.36 0.36 13 0.24 0.32
기타 8 0.43 0.42 29 0.31 0.38

2005년
진료

있음 103 0.23 0.33 124 0.22 0.37
없음 0 . . 114 0.28 0.34

2006년
기간

7개월이상 85 0.25 0.33 161 0.20 0.30
6개월이하 18 0.16 0.31 77 0.35

조혈모세
포이식

없음 100 0.23 0.33 230 0.25 0.36
있음 3 0.29 0.37 8 0.11 0.14

고위험
합병증
보유상태

없음 0 . . 135 0.29 0.36
하 36 0.02 0.05 36 0.05 0.18
중 34 0.13 0.19 34 0.19 0.34
상 33 0.56 0.36 33 0.34 0.41

※ 연령은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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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s of younger 

children (less than 6years old) in-patients' copayment waiver policy 

- which began to be implemented since 2006 - on the medical 

services and outcomes for leukemia children.

  To this end, the researcher divided into the two groups the 

leukemia children who had been hospitalized to be treated in 2006: 

one is beneficiary group and the other is non-beneficiary group. And 

thereupon, the researcher designed a case-control study to assess 

the impacts of the in-patients' copayment wavier policy on uses of 

the medical services in 2006 and outcomes of the medical treatment 

in 2007,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addition, the researcher limited the leukemia children to the standard 

risk age and thereby, set such other variables affecting us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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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ervices and outcomes of the medical treatment as patients' 

gender and age (2~10), types of leukemia, whether they had been 

treated in 2005 (for division between new and old patients), period 

of treatment in 2006 (when the in-patients' copayment waiver policy 

began to be implemented), transplantation of hematopoietic stem cell 

and patients' fundus diseases (high-risk complications in 2005).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er analyzed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groups' cases of hospitalizations, uses of outpatients' 

medical services and medical costs in 2006 when the in-patients' 

copayment waiver police began to be implemented, while comparing 

the outcomes of the medical treatment in 2007 between the two 

groups. And the conditions of complications were set as indices of 

disease conditions. The complications were classified into 20 types 

of the high-risk complications which could impede treatment of 

leukemia or lead to death, and among them, 5 types of complications 

were regarded as specific complications which could be relieved 

through  preventive measures and treatment.

  As s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other factors 

affecting uses of the medical services, the in-patients' copayment 

waver policy was found not to affect leukemia children's frequency 

and period of hospitalization, in-patients' medical costs, days of the 

visitations as outpatients, overall medical costs, etc.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other factors affecting 

the outcomes of the medical treatment, it was foun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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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atients' copayment waver policy had affected the outcomes of 

the medical treatment; the test group's average number of high-risk 

complications was 0.79 less and their average number of specific 

complications was 0.27 less than the control group's.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other factors, it was found that AML (Acute Myeloid  

Leukemia) children's medical cost was 16,339,300won higher on 

average than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children's one, 

while the patients who had hematopoietic cells transplantation paid 

11,680,800 won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re were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frequency or period of 

hospitalization between the groups. Furthermore, the newer the 

patients were, their frequency and period of hospitalization and 

medical cost were higher. The factors affecting outcomes of the 

medical treatment were patients' age and their fundus diseases. The 

high-risk complications and the specific complications decreased by 

0.22 and 0.07,  per each increasing age unit. Namely, the younger 

the patients were, the outcomes of the medical treatment were 

poorer. And the group classified as highest risk of complications 

(those with their fundus diseases most serious) were subject more to 

high-risk complications (0.78) and specific complications (0.23), 

which meant that their prognosis would be poorest. However, there 

were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outcomes of the medical 

treatment between low-risk and middle-risk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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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patients' copayment waver policy for the children less than 

6 years old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outcomes of their medical 

treatment. Anyway, such findings may well also suggest a problem of 

the horizontal equity between the beneficiary group and 

non-beneficiary group under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hich 

should ensure people's rights for the medical services.

  The finding that the in-patients' copayment waver policy did not 

affect uses of the medical services may well be attributable to the 

assumption that the price elasticity of the medical services may be 

negligible in consideration of leukemia children's characteristics of 

diseases and their age, and that patients' right to decide on the 

medical services may be extremely limited in consideration of 

unelasticity of the physician-induced demands.  In addition, due to 

the light financial burden for the medical cost under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system, the price elasticity may not have been 

effective, which means that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system may 

well insure the essential treatment of the leukemia. However, since 

this study was based on the payments from the health insurance, the 

results might be different when the uncovered medical costs and 

other costs for hospitalization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Namely, 

as the patients are not burdened with the medical costs covered by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their guardians may have paid more 

for the special sickbeds, selective treatment costs and other legal or 

arbitrary medical costs. On the other hand, the finding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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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cations which could be relieved through preventive measures 

and medical interventions were less frequent may well suggest that 

it had been possible to provide for the medical services outside the 

health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defined improved outcomes of the 

medical treatment as conditions of the complications, but since the 

complications are only the indirect indices predicting the outcomes of 

the medical treatment, they might not be suitable as direct effects of 

the medical treatment. Moreover, since the timing of measuring the 

outcomes of the medical treatment was set at 1~2 years after 2006 

when the in-patients' copayment waver policy began to be 

implemented, it might be earlier considering the long-term survival 

rate of leukemia. Anyway, as the high-risk complications are very 

important indices in the process of treatment and their treatment 

may be an important goal of treating the leukemia,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significant.

  All in all, this study found that the in-patients' copayment waver 

policy had no significant impacts on uses of leukemia children's uses 

of the medical servic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 and 

patients but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outcomes of their medical 

treatment. Mere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which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other medical costs 

than paid by the patients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younger 

pati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to assess the outcom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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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treatment using some direct indices.

Key words: in-patients' copayment waver policy, uses of the medical 

services, medical costs, leukemia children, medical 

outcome,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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