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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환자에게 

동반된 고혈압이 재원기간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후방 요체추간 골유합술 환자에게 동반된 고혈압으로 인해 수술 후의 재

원기간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 중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후방 요추체

간 골유합술을 받은 환자 중 2002년에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을 받았거나, 이상치

와 결측치를 제외한 만 40세 이상의 성인 3,565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

료의 분석은 SAS 9.4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16.89(±7.43)일로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 동반되지 않

은 경우에 비해 0.71일 길었고, 동반된 질환 중 뇌졸중, 합병증 동반된 당뇨,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합병증 없는 당뇨, 말초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이상지질혈증 순

으로 재원일수가 줄었으며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에 따라 점수가 증가할수록 재원일

수는 증가하였다. 재원일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성별, 연령, 직장가입

자, 고소득자, 입원경로, 의료기관 소재지, 병상수, 고혈압, 뇌졸중, 합병증 동반된 당

뇨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대상자의 거주지역과 비만, 흡연, 총콜레스테

롤, 음주, 그리고 나머지 동반질환에 대한 결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전체 평균 진료비는 4,904,963(±1,976,780)원으로 70이상 ,60대, 50대, 40대 

순으로 점차 감소하였고, 고혈압 대상자는 대조군에 비해 367,639원 더 많았으며 뇌

졸중,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 허혈성 심질환, 만성신질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

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말초혈관질환의 순으로 감소했다.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성별, 40대, 거주지역, 입원경로 및 병상수, 고혈압의 경우 진료비에 

대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나머지 연령대와 의료보장유형, 소득, 기타 임상적 

특성 및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혈압이 동반된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대상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재원일

수(ß=0.56, SE=0.26, P<.05)와 진료비(ß=162,165, SE=68,860, P<.05)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항고혈압제 복용하는 고혈압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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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분석한 결과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가 증가할수록 재원일수와 진료비는 대체적

으로 증가했으며, 재원일수의 경우 3(ß=2.67, SE=1.28, P<.05)점, 4(ß=2.89, 

SE=1.36, P<.05)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한 진료비도 연령보정 동반

상병지수가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그리고 비고혈압인 대상자에 비해 고혈압인 경우 재원일수와 진료비가 증가하

는 경향이지만 비만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고, 음주습관에 따르면 

주 4회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재원일수 및 진료비가 증가했는데, 특

히 진료비에 대해 주1회 이하(ß=179,558, SE=81,239, P<.05)음주, 주 2-3회 

(ß=332.184, SE=156.306, P<.05) 음주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

다. 게다가 비고혈압 대상자에 비해 고혈압인 경우 재원일수와 진료비가 모두 증가했

는데, 그와 더불어서 비흡연자에 비해서 과거흡연자나 현재 흡연자가 재원일수와 진

료비가 증가했는데 특히 현재 흡연하는 경우(ß=440,650, SE=203,628, P<.05) 진

료비는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후방 요체추간 골유합술을 받는 환자에서의 고혈압 유무에 

따른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대한 영향을 보았을 때, 고혈압일 경우 고혈압이 아닌 경

우에 비해 재원기간과 진료비가 증가되었고, 재원기간과 진료비 모두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었다. 또한 비고혈압 대상자에 비해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고혈압 대상자는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가 증가할수록 재원일수 및 진료비가 증가하였고, 특히 재원기

간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비고혈압 대상자에 비해 고혈압 대상자

이면서 비만이나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동반될 경우 재원일수와 진료비는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고,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

한 결과를 보았을 때 고혈압환자의 혈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비만, 음

주, 흡연 등의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3차적 예방으로 관리한다면 의료비 지출 증가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더 나아가 의료의 성과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동반질환이 증가할수록 재원일수와 진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 고혈압 

질환을 가진 환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의 특성 

및 유형을 파악하고 역학적인 분석을 통해 수술 전후 개인 특성화된 복합만성질환 관

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핵심단어: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고혈압, 재원기간,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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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척추의 불안정증과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강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인한 

신경계의 압박은 만성 요통의 주원인으로서 척추를 안정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치

료방법으로 대중요법, 외부적인 고정, 내부 고정 또는 유합술이 시행되고 있다(김윤

모, 1986). 척추의 수술적 치료는 1944년 Briggs에 의해 후방 요체추간 골유합술이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초기에는 주로 Burns 등이 시도한 복막 후방을 통한 전방 경유

법이 시행되다가 1953년에 Cloward이 추체간 골유합술, 1959년 Watkins가 후외측

방 접근을 통한 골유합술을 보고하는 등 점차 여러 다양한 방법이 발전되고 개발되었

다(강석형, 2003). 2006년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입원환자 중 척추 질

환에 대한 진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인구의 고령

화 현상과 함께 최근 10~20년간 척추외과 분야는 급속도록 발전하여 새로운 기계와 

새로운 지식이 도입되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전명희, 2010). 

  과거에는 척추질환을 노화 현상으로 여겨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며 견뎌왔지만, 최

근에는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진단장비

의 발전으로 진단 및 통증관련 시술, 수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기

동성을 향상시키려는 경향이 증가하므로(윤석만 등, 2001; Mannion et al., 2007) 

전반적으로 척추 수술을 받는 연령의 범위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른 질환을 

동반한 수술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이동엽, 2007).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998년에는 30세 이상 인구집단의 고혈압 유병

률이 29.6%(남자 31.7%, 여자 26.7%)이었고, 2001년에는 31%(남자 35.5%, 여자 

27.8%), 2011년에는 유병률이 34%(보건복지부, 2011)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

구의 57%(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로 두 명 중 한사람이 고혈압 환자로 흔한 만

성 질환이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증가되어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척

추 질환을 가진 노년층의 척추 골융합 수술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었고, 이와 더불

어 고혈압을 동반한 인구집단의 척추 수술이 증가되고 있다. 고혈압은 뇌졸중, 심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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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울혈성 심부전, 신장질환 및 말초혈관질환과 같은 심뇌혈관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한 사망원인이며 많은 질병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 그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의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기도 하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우리나라 전체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퇴원손상심층조

사에 따르면 남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산재보험, 수술 유무에 따라 수술군의 경우

가 수술하지 않은 군에 비해 재원일수가 높았고 특히 부상병으로 고혈압성 질환과 당

뇨병을 동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았다(질병관리본부, 2009). 그리고 

고혈압을 주상병으로한 1일 외래 환자 수는 2008년 138,581명에서 2012년 

156,248명으로 5년간 12.7%증가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치료 중심의 급여체

계로 선진국에 비해 고혈압의 치료율 및 조절률이 저조한 편이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급여비가 2007년 106,549억원에서 2011년 164,059억원으로 5년간의 증가율이 

54%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점차적으로 만성질환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건강

보험공단, 2013).

  수술 후의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대한 연구는 의료의 질과 성과 등의 의료 제공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재원일수의 감소를 통해 환자는 고액 진

료비의 지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병상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병원의 수익

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김영훈 등, 2010; Eastugh, 1980). 그러나 현재 요추체간 

골유합술 환자의 재원기간 및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한 연구나 정

책적 대안을 논의한 연구는 국가단위 자료 대상으로 심층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다. 일본에서 후방 요추 골유합술 후 생활습관 질병인 고혈압, 죽상경화증, 당뇨, 만

성 신장질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과 만성 신장질환은 회복기에 영향을 미치

고 당뇨가 있는 경우 당뇨가 없는 경우에 비해 회복이 느리다(Hironobu et al., 

2016)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대상으로 후방 요추체간 골유

합술 환자에게서 고혈압 동반 유무가 재원기간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환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동반질환, 진료관련 특성,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

라 분석해 봄으로써 적정한 재원기간과 진료비 감소를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도

모하고,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환자의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재

원기간의 연장이나 의료재정의 낭비에 대한 예방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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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의료기관 관련 특성, 동반질환

에 따른 재원기간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고혈압이 동반된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환자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재원기간 및 진료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연령이 보정된 동반상병 질환에 따라 후방 요추체간 골유

합술 환자에게 동반된 고혈압이 재원기간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점차 

노령화되고 더 많은 동반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보건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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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 

  

2.1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1944년 Briggs와 Milligan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고 Cloward가 1953년 추체간  

유합술을 발표, 1959년 Watkins가 후외측방 골유합술을 보고한 이후 시행되기 시작

한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은 전-중-후주에서 수술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전방 지

지를 통해 추체간 간격을 유지하고 후방 접근법이 지닌 신경근 및 척추관에 대한 감

압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Suk et al., 1997), 수술 시야가 좁고 

추간판을 제거하고 이식골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견인을 하는 동안에 심한 출

혈, 신경손상이나 이식골의 후방 전위에 대한 신경압박에 대한 위험이 따른다(Chung 

et al., 1996). 

  후방 경유 척추 융합수술은 크게 척추경 나사못 고정수술(pedicle screw fixation 

; Posterior lumbar fusion, PSF; PLF)과 후방 경유 요추체간 융합수술(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PLIF)(Blume, 1985)등 두 가지 대표적 방법이 있다. 척

추경 나사못 고정수술은 약 30년 전부터 시작된 방법으로 척추경에 나사못을 삽입하

고 이에 금속판이나 금속막대를 연결하여 척추를 고정하는 방법(Goel, 1988)이고 후

방경유 요추체간 융합수술은 1945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체간에 원통형 골편이나 

금속 구조물을 추체간에 삽입하여 추체간 융합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PLIF)은 척추 분리증 및 전방 전위증, 디스크 치환술 이후 요추부 척추 불

안정에 대한 치료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접근 방법에 따라 전방 요추

체간 골유합술(ALIF;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과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PLIF), 측방 요추체간 골유합술(OLIF; oblique lumbar  interbody fusion), 직접 

요추체간 골유합술(DLIF; direct lumbar interbody fusion)등 다양한 접근 방법의 

개발과 여러 가지의 고정기기의 발달로 인해 최근 높은 유합 성공률을 얻고 있다. 척

추 안정화 술식은 전방(anterior), 후방(posterior), 후외방(posterolateral), 후방 추

체간(posterolateral interbody) 유합술 등이 있고, 후외방 유합술은 후방에서 신경

에 대해 직접 감압이 가능하고, 기구 고정이 용이하며 척추경 나사못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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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의 유합을 얻을 수 있다(Keneda et al., 1985). 

  후방 경유 요추체간 골유합술에는 자가 이식 골편(autologous iliac crest bone), 

동종 이식 골편(allograft bone)를 사용하거나 케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

체간 유합술 초기에는 자가 피질골을 이식했지만, 이식골의 문제점, 추체간 간격의 재

협소화, 신경손상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표준적인 추체간 간격의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Panta & Fraser, 1997). 최근에는 요추체간 골유합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 다양해졌고 대표적인 소재로는 장방형인 carbon cage(open box), TFC 

(threaded fusion cgae), 원기둥 모양(vertical ring)으로 생긴 다양한 모양의 기구

가 있고, 스테인리스 강철이나 탄소나 티타늄이 사용되고 있다(윤승환 등, 2000).

  TFC를 이용한 추체간 융합술은 척추 무게 중심의 80%를 차지하는 전주(anterior 

column)에 골융합이 일어나기 전까지 견고하게 고정해주고 추간을 유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Mizuno & Hiroshi, 1998).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고 방사선학적 검사

상 골유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며 graft의 접촉을 최대로 하기 위해선 큰 cage가 필

요한데 이로 인해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Weiner & Fraser, 1998).

  Carbon cage는 견고하고 인체조직적합성이 좋아서 골조직과 유사한 탄력성을 가

지고 있으며 방사선학적으로도 판단이 용이하지만 금속 재로에 비해서 내구성이 떨어

지는 단점이 있으며, 원기둥 모양(vertical ring)의 재료의 경우는 많은 골편을 이식

할 수 있고 titanium cage에 비해 골다공증을 동반한 노령 환자에서 수술 후 기구에 

의한 척추체의 침감, 퇴행성 변화 및 수술 부위 골밀도 감소가 적어 고령의 환자의 

고정술에 선호되어 왔다(이성, 2003).

  Brantigan 등(1993)은 후방 요추체 유합시 사용되는 케이지와 동종골의 비교에서 

케이지 삽입시 동종골보다 높은 요추체간 골유합율을 얻었다고 보고했지만(강석형, 

2003), 후방 감압술 시 얻어진 조각골, 후방 장골능의 골편, 그리고 금속 케이지 군

을 사용한 결과를 비교한 경우, 골유합율이나 추간반 간격의 변화 측면에서 모두 자

가 장골능을 사용한 결과가 케이지를 사용한 군보다 좋다는 결과도 있다(Oh et al., 

2002).

  척추 분리증(spondylolysis)는 척추 뼈의 앞과 뒤를 연결하는 협부 부위가 분리를 

일으킨 질환으로 척추 뼈 사이의 디스크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뼈 자체에 이

상이 발생하면서 척추의 모양이 불안정해지는 질환이다. 이는 단순 방사선 검사로 대

부분 확인되어지고, 간혹 불확실할 경우 CT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호발되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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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 요추의 5번째 척추 뼈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더 불안정해지게 되며 척

추전반 전위증(spondylolisthesis)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유발

한다(Richard, 2011).

  척추 전방 전위증(Spondylolisthesis)은 요통과 신경학적 증상, 그리고 간헐적 파

행을 나타내는 하부 요추부 질환으로 상위 척추체가 하위 분절의 추체에 대해 전방으

로 전위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제 4 - 5 요추 간 및 제 5 - 제 1 천추 간에 호발 

하는데, 치료 방법으로 감압술과 척추 안정화 술식을 시행한다(권두현, 2009). 최근

에는 경피적인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고 고식적인 간헐적 나

사못 고정수술에 비해 방사선학적 및 이상적인 결과에 있어서 더 우수하다고 보고하

였다(전효철, 2013).

  척추 디스크의 이상으로 인해 초래되는 요통이 지속되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나 척

추관의 협소로 인해 마미 신경총에 압박이 생겨 기능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퇴행성 변

화가 일어나게 되는데(Caillet, 1975), 추간반의 퇴행성 변화는 제거나 확장술로도 치

료가 가능하지만 퇴행성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으로 발전하는 경우 추체간 융합술이 

필요하다(김정수, 2001). 이 경우 후측방 골이식과 내부고정기구를 통해 골융합술이 

이루어지는데, 가골이 형성되거나 이식한 골이 흡수되기도 하며, 고정기구의 변형 등

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Davne, 1992).

  노화가 진행할수록 추간판 및 요추부 퇴행성 질환, 그리고 척추체의 불안정성은 증

가되지만 고령의 퇴행성 요추 질환의 치료로 수술적 치료가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보

고가 있으며(Kettler et al., 1994) 최근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추부 유합술 

및 기기 고정술이 예전보다 더 폭 넓게 이뤄지고 있다(최광민, 2014).

2.2 고혈압

  

  고혈압은 심근 경색과 뇌졸중, 심부전, 혈관 동맥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본태성 고

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으로 나누는데, 약 90-95%의 경우 명확한 근본적인 의학적인 

원인이 없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분류되고(Carretero & Oparil, 2000), 나머지가 신

장, 동맥, 심장 또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다른 건강 상태에 기인하는데, 신장질환

이 가장 흔한 고혈압의 2차 원인이다(O'Brie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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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에서 수축기와 확장기 혈압을 측정했을 때 2003년 JNC7에 따를 때 

수축기 압이 90-119mmHg, 확장기압이 60-79mmHg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수축기

와 확장기 압의 목표기준을 140-90mmHg이하로 두었는데, JNC8에서는 60세 이상

의 연령일 경우 이 기준을 완화하여 150-90이하를 유지하도록 목표를 조정하였다. 

고혈압 진료 지침들에는 측정된 혈압의 수준에 따라 grade 또는 stage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각각 적

절한 치료 시기와 치료방법을 권고하고 있다(백수희, 2012).

  고혈압의 관리 및 치료는 식사요법, 체중감량, 운동, 금연 등으로 예방 및 생활방식 

변경을 통해 관리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의 경우 하나의 약제를 사용하는 것과 비

슷한 잠재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Giuseppe, 2013).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약제가 필요한데 수축기 혈

압이 160mmHg를 초과하거나 이완기 혈압이 100mmHg를 초과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티아지드와 함께 ACEI, ARB 또는 CCB로 시작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Alan S. Go, 2013). 고혈압 환자 중 단일 약물로 혈압 조절이 가능한 환자

는 40-50%에 불과하며 60-70% 이상의 환자에서 혈압을 충분히 낮추기 위해 2가

지 이상 약물을 병용해서 사용하는데, 2개 이상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는 각각 별

개의 약물을 병용하거나(separate prescription), 고정 용량 복합제 형태로 투여하는

(fixed-dose combination, single-pill combination)방법이 있고, 특히‘renin-type

drug(ACE inhibitor, ARB, β-blocker)과‘volume-type drug(이뇨제, CCB)의 

병합이 가장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수희, 2012). 보통 고혈압 약은 한

번 투약을 시작하면 중단하지 않고 평생 복용하는 것이 혈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무

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러한 것이 약물복용 순응도이며 순응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압이 잘 조절될 확률이 높다(DiMatteo et al., 2002). 또한 고혈

압에 대한 인지의 경우 환자 스스로가 고혈압인 것을 알고 진단을 받는 것인데, 이는 

고혈압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이두진, 2013).

  고혈압은 뇌, 심장, 신장 등의 장기에 합병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고혈

압으로 인한 합병증에는 뇌졸중, 심부전, 신부전, 망막증, 대동맥 박리증, 관상동맥질

환과 말초혈관질환이 있고(대한심장학회, 2011), 조절되지 않는 전신적 고혈압은 수

술 전후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전신 합병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위험인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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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uddlestone et al., 2009).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08년 국

민건강통계에 의하면 65세 이후 고혈압의 유병률은 55.4%, 당뇨는 19.7%로 보고되

고 있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은 수술 전에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고혈압의 경우 혈압

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당뇨의 경우는 혈당을 적당한 수치로 유지하게 하며 만

성 신질환의 경우는 술 전에 시행한 혈액검사를 통해 투석이나 투약을 시행할 수 있

는데, 이처럼 적절한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이수원, 2013).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의 인구의 유병률이 34%(보건복지부, 2011)에 이르는 질

환으로 2010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한국인의 고혈압 유병률이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다(백수희, 2012). 점차적으로 발병되는 연령도 낮아지고 꾸준히 증

가되고 있는 고혈압은 혈압약이나 운동, 식습관 조절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예방하

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혈압을 잘 조절하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

일 수 있다(Kaplan et al., 1998). 따라서 혈압을 잘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하면 비용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3 재원기간

  재원일수(length of stay)란 환자가 입원을 하여 퇴원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재원일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임상적인 특성, 그리고 병

원의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선행된 연구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재원기간은 진료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으로 분석 Deyo et al(2010)의 요

추부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동반질환과 전년도 입원력이 재원기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했다. 

  Zheng et al(2002)은 요추부 재수술환자 대상으로 재원기간, 수술시간, 혈액손실

과 수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성, 나이, 결혼여부, 직업 유무, 주된 동

반질환, 동반 질환수, 이전 수술 종류, 척추 측만증 여부, 수술 전 빈혈, 수술 후 헤마

토크리트 수치, 합병증, 자택으로의 퇴원, 수혈을 사용한 변수 중에서 나이와 수술 

level 수가 재원기간의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Shamji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경추수술 환자의 level 수가 많아질수록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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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서 재원일수가 길어졌다. Collins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요추 척추후궁 절제술(lumbar laminectomy)에서 ASA class4, 60세 이상, 수혈, 수

술실의 재방문이 재원기간을 연장하는 요인이었다.  

  동반상병은 특히 재원기간 연장과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증가 및 단기 사망률 증가

에도 영향을 미치는데(Ko et al., 2002) 많은 연구에서 동반질환의 수와 심한 정도

를 점수로 환산하여 사망률과 이환율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질환이 심할수록 또 그 

수가 많을수록 합병증을 포함한 수술 후 이환율이 높았으며, 이 점수가 사망률의 예

측 인자가 된다고 하였다(Charlson et al., 1987; Charlson et al., 1994). 만성질환

이 없는 환자와 비교하여 동반상병을 가진 환자는 더 높은 사망위험과 합병증을 갖게 

되며, 기능적인 결손 및 장애의 위험이 높고 추가적으로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나 치

료가 필요한데 이 때문에 무작위 임상시험연구에서는 동반상병이 치료의 효과를 혼란

시키므로 제외시키기도 한다(서현주, 2009) 따라서 동반상병을 보정한 보다 객관적

인 건강결과를 측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반상병의 측정 범위와 영향력의 크기

를 체계화할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연구 사용하여야 한다(윤석준, 2008)고 연구

한 결과도 있다. 환자 개인의 특성은 연령, 성, 교육정도, 직업, 경제수준 등 인구사회

학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연령과 성은 질병의 종류 및 임상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다(Mausner, 1985). 

  재원기간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재원 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황지인, 2005), 병원경영 측면의 질환별 적정 재원일수 도출 및 영향요인에 관

한 연구(남경엽, 2008), 수술 전 후 재원일수에 관한 조사연구(김미영 등, 1997)가 

있다. 김영환 등(1982)은 환자의 임상적 특징으로 질병의 종류, 동방질환 수, 입원당

시 병의 중증도, 입원하게 된 경로, 합병증의 유무 및 수술 전 재원일수, 퇴원시의 상

태 등이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이은숙, 2013).

  2008년도 우리나라 퇴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15.8일로 OECD회원국들의 평균

인 7.2일보다 2배 이상 긴 것을 고려하면 재원일수 단축에 범국가적 관심이 필요하

며, 또한 재원일수의 합리적 관리는 의료소비자, 공급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재원일수의 감소는 병상 회전율의 향상으로 이어져서 병원의 수익을 올려주

며 환자에게는 치료비 경감을 통해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김영훈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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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진료비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재원기간과 환자의 개인특성, 질병특성, 의료기관의 특성과 의

료체계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Cairns & Munro, 1992). 특히 입원환자의 진료

비는 질병특성, 병원특성, 환자의 개인적 특성, 그리고 재원기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일 질병인 경우 특히 재원기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강성

홍, 2009). 또 재원 일수별 진료비는 진료 초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고 재원기간이 길

어질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병원과 국가에서는 재원일수(length of stay 

; LOS)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병원에서의 불필요한 재원은 국가적 수준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보험자 입장에선 건당 진료비를 상승시키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

며 병원의 경영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다(김윤 등, 1993).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

라 GDP에 비해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는 않지만 1995년 이후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여 의료보험 진료비의 급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고령인구의 증가, 

만성 질환자의 의료이용도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 건강욕구의 관심 증가, 의료인력 

및 의료 기관의 수적 증가, 대규모 의료기관의 이용증가를 포함한 의료의 양적, 질적 

확대 경향이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보험 진료비에 대한 정

책을 개발하기 위해 의료비 증가의 제측면을 구명하고, 향후 어떤 측면이 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강암구, 1998). 그리고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또한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2012년 말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하

고 있는데, 2003년 약 2조 2천억 원이었던 급여비는 2010년에 약 4조 9천억원을 

넘어서면서 7년간의 증가율이 12.77%에 달하고 있으나(신현웅 등, 2012) 급증하는 

의료비에 반해 매년 책정되는 의료급여 국가예산은 의료비 지출 증가율과 비례하여 

증가되지 않으므로 2010년부터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2012년에 들어서도 미

지급금이 약 6,138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보건복지부, 2013) 향후에도 의료

급여 재정 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신현웅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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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국내의 척추 수술환자의 증가와 평균 여명의 증가 및 고혈압과 같은 만

성질환의 수술 확률의 증가로 인해 후방 요후체간 골유합술 환자의 고혈압의 유무가 

재원기간의 증가와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연구이

다.

3.2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코

호트에 등록된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전수이며, 이 연구의 대상자는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수술을 받는 환자로 선

정하였다.

가. 대상자 선정기준 

  

ⅰ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N0469: 수술코드)을 처음으로 받은 만 40 이상 환자

나. 대상자 제외기준

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환자 중 2002년도에 같은 수술을 받은 동일한 환자

ⅱ 진료비 지불방법이 무료, 공상, 기타, 입원경로가 기타, 불명인 경우

ⅲ 동일 환자가 퇴원 후 30일 이후 동일 주 진단범주로 재입원한 경우는 재원기간에  

   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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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재원일수에 

미치는 요인은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상병‧진료(임상적)관련 특성변수, 의료기관

의 특성, 기타 관련 특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 변수와 관련된 특성은 환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과 임상적인 특성 그리고 기타 의료기관 특성으로 구분하였고, 관심변수

와 종속변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가. 환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의료보장유형, 소득수준 

그리고 거주지역을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연령은 40~49, 

50~59, 60~69, 70이상의 4개 연령대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의료보장유형은 지역보

험, 직장보험, 의료급여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0-2, 3-5, 6-8, 

9-10, 4그룹으로 구분하여 저소득 및 중간소득, 그리고 고소득 간의 차이를 분류하

였고 환자의 거주지역을 서울, 인천, 경기도를 도시지역과 그 외 지역 2개로 구분하

여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변수를 통제하였다. 그리고 건강검진 자료의 체질

량 지수(BMI: body mass index)와 허리둘레를 이용하여 비만, 과체중, 저체중, 정

상체중으로 분류하였고 음주습관을 주1회 이하, 주2-3회, 주4회 이상으로 분류, 흡

연유무에 대해 현재흡연, 과거흡연, 비흡연으로 분류된 변수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나. 환자의 상병‧ 진료(임상적)관련 특성 변수

  상병‧ 진료와 관련된 특성 변수로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건강검진 코호트에 등록된 500,000명에서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의 모집

단 중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N0469)의 수가(행위)코드로 입원한 환자로 동일한 

환자가 2002년에 같은 수술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동반상병에 대해서는 수술로 입원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진단을 받은 경우로 정의하였고,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인자인 질환으로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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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질환,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말초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이상지질혈

증 변수를 함께 분석에 사용하여 결과의 통제력을 높였다. 이러한 대상자의 동반상병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 이하 CCI)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1987년 Charl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로서 

처음에는 유방암 환자의 1년 사망률을 예측하기 위해 의무기록자료 조사를 기본으로 

개발되었다(Charlson et al., 1987). 이 도구는 총 19개 동반질환에 대해 1, 2, 3, 6 

점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점수의 차이는 동반상병을 가지지 않은 환

자들의 사망위험에 대비해서 관심 동반상병을 가진 환자들의 사망위험비율을 근거로 

부여된 점수이다(Charlson et al., 1987). 점수를 일반적으로 ‘0 ,1, 2, 3+’ 또는 

‘0 ,1, 2+’의 점수로 범주화시켜 평가하는데, 훈련된 조사원(의사, 간호사, 의무기

록사)에 의해 이뤄지는 조사는 15-20분 이내로 간단하고 편리한 측정도구이다

(Beddhu et al., 2000). 이 연구에서는 질병별 가중치를 합산하는 CCI와 함께 연력 

가중치를 합산하는 CCI-age 두 가지 점수 산출방법(황세민 외, 2009)을 사용하여 

측정하여 연령까지 보정된 동반상병점수를 사용하였다. 

다. 의료기관 특성 변수

  의료기관 특성 변수로는 의료기관 병상수, 병원 소재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의료기

관의 병상수는 500병상, 300병상 기준으로 3개 범주로 구분하고 병원 소재지는 수도

권(서울시, 인천, 경기도)과 그 외 지역으로 2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상자

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로를 구분하기 위해 응급실 경유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라. 관심변수 및 종속변수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검진자료에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

술(N0469:행위코드)을 처음으로 시행 받은 환자들이며, 수술의 방법에 따른 측방 요추

체간 골유합술 및 직접 요추체간 유합술은 현재 구분되어 처방되지 않으므로 후방 요

추체간 골유합술에 포함되었다. 또한 수술의 중증도에 대해서 수술의 범위 및 수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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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수술 중의 합병증이나 수술 후의 합병증에 대한 부분은 측정하지 못하고 행

위코드만을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고혈압은 수술로 입원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진단받은 경우로 제한하였고  

주 병상 및 부 병상에서 ICD-10의 I10(상병코드)를 진단받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 조

작적 정의하였다. 그리고 고혈압을 진단받은 환자 중 복용하는 항고혈압제의 종류와 

기간을 조사하여 수술하기 위해 입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복용하는지를 기준으

로 분류하고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지 않는 그룹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재원기간은 대상자가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을 받기위해 입원한 날부터 퇴원한 날

로 조작적 정의하였고 공단자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내원일수(VSCN: 수진자가 진

료를 받기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한 일수) 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진료비는 대상자가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퇴원하기 전까지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진료에 사용한 공단자료 중 건강보험 총요양 급여비용으로 측정

되었고, 수술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MRI(자기공명영상)나 CT(컴퓨터 단

충촬영)등 방사선 진단검사에 사용된 고가의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3.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이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를 이용

해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 그리고 의료기관 관련 특성에 따

른 단순회귀분석을 통해서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기타 특성과 재원일수 및 진료비의 관계

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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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자는 총 3,565명으로 대상자의 일반적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성

별, 연령대별, 의료보장유형, 소득분위, 거주지역 등 5개의 문항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1:1.47로 여성인 경우

가 더 많았고, 연령별로 구분하였을 때 70세 이상 고령의 대상자는 245명(6.9%)이

며 60세 이상의 고령의 대상자가 1,432명으로 전체 수술 환자의 40%정도를 차지하

고 있었다. 의료보장 형태의 경우 3,555명(99.7%)이 대부분 지역 및 직장 가입자였

고 의료급여의 경우 10명(0.3%)이 해당되었다. 소득 구간을 4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저소득인 0~2구간이 591(16.6%)명, 중간 소득인 3-5구간이 876(24.6%)명, 6-8

구간이 1,115(31.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득인 9-10구간이 983(27.6%)명

이었다. 대상자들의 거주지역을 분류했을 때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1247(44.06%)명, 그 외 지역은 1583(55.94%)명이었다.

  의료기관과 관련된 특성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병상수와 소재지 그리고 대상자가 병

원을 입원하게 된 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의료기관 소재지는 서울, 인천 및 경기

도가 1,940(54%)곳으로 절반 이상이고, 그 외 지역이 1,625(46%)곳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병상수가 500병상 이상인 경우가 1,391(39%)명에 해당하였고, 500미만 병

상에서 수술 받는 경우가 1,087(61%)명이었으며, 입원경로의 경우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348(9.76%)명이었고 외래 진료를 통해서 입원하게 된 경우가 

3,217(90.24%)명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과 관련되어 체질량 지수가 30kg/㎡이상이거나 허리둘레가 

남자의 경우 90㎝이상, 여자의 경우 85㎝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비만에 해당되는 그룹은 18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27%에 해당하였고, 체질량 지

수가 25kg/㎡이상이거나 30kg/㎡미만인 과체중의 경우 1,40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40%로 과체중 이상인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45%를 차치하였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경우 총콜레스테롤을 240mg/dl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과 미만으로 고지혈증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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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하였을 때, 고지혈증에 해당되는 경우가 486(13.63%)명이었다. 생활습관 중 

흡연은 과거와 현재로 흡연자를 구분하였고, 현재 흡연자는 453(12.7%)명, 과거흡연

자는 478(13.4%)명, 비흡연자가 2,634(73.9%)명에 해당되었다. 음주의 경우는 일

주일 동안 음주하는 횟수를 조사하여 1회 이하인 경우, 2~3회인 경우, 4회 이상인 

경우로 분류하였고 각각 4,634(73.9%)명, 704(19.8%)명, 453(12.7%)명이었다. 대

상자의 질병과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에게 동반된 고혈압이 1,674(47%)명으

로 이 중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1,422(85%)명으로 고혈압 약제와 관련된 

이상치와 결측치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했다. 그 외의 대상자의 동반질환

을 살펴보면 합병증 없는 당뇨의 경우가 473(13.3%)명,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는 

285(8%)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당뇨를 동반한 환자는 모두 563(15.8%)명이었고,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경우는 582(16.3%)명, 만성 폐질환 환자는 771(21.6%)

명이었다. 그 외에도 만성신장질환 13(0.4%)명, 말초혈관질환 299(8.4%)명, 뇌졸중 

274(7.7%)명, 허혈성 심질환 120(3.4%)명의 환자가 있었다. 복합 만성 질환 대상

자의 동반상병 중증도를 보정하기 위해서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를 이용

하였고, 연령대에 따라서 질병별로 분석한 CCI_age(CCI점수에 연령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화한 변수; 만40-49세: CCI+1, 만50-59세: CCI+2, 만60-69: CCI+3, 만70

세 이상: CCI+4; 이하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의 점수는 대상자 중에서 1점이 

396(11.11%)명으로 가장 적고, 4점이 1,534(43.0%)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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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명 %

성별 　 　 　

남자 1,442 40.45 

여자 2,123 59.55 

나이

40-49 772 21.65 

50-59 1,361 38.18 

60-69 1,187 33.30 

70이상 245 6.87 

의료보장형태

지역가입자 1,560 43.76 

직장가입자 1,995 55.96 

의료급여 10 0.28 

거주지역

서울,인천,경기도 1,235 34.64 

그 외 2,304 64.63 

소득분위

Q1(0-2) 591 16.58 

Q2(3-5) 876 24.57 

Q3(6-8) 1,115 31.28 

Q4(9,10) 983 27.57 

입원경로

응급실 경유 348 9.76 

그 외 3,217 90.24 

병원 소재지

서울,인천,경기도 1,940 54.42 

그 외 1,625 45.58 

병원 병상수

500- 1,391 39.02 

300-499 188 5.27 

-299 1,986 55.71 

비만

비만 188 5.27 

과체중 1,407 39.47 

정상 1,931 54.17 

저체중 39 1.09 

총콜레스테롤(mg/dl)

240- 486 13.63 

-239 3,079 86.37 

흡연

비흡연자 2,634 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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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흡연자 478 13.41 

현재흡연자 453 12.71 

음주

주 1회 이하 2,617 73.41 

주2-3회 이상 704 19.75 
주4회 이상 244 6.84 

고혈압

없음 1,674 46.96 

있음 1,891 53.04 

항고혈압제

없음 2,143 60.11 

있음 1,422 39.89 

합병증 없는 당뇨

없음 3,092 86.73 

있음 473 13.27 

합병증 동반된 당뇨

없음 3,280 92.01 
있음 285 7.99 

이상지질혈증

없음 2,983 83.67 

있음 582 16.33 

허혈성 심질환

없음 3,445 96.63 

있음 120 3.37 

만성폐쇄성폐질환

없음 2,794 78.37 

있음 771 21.63 

뇌졸중

없음 3,291 92.31 
있음 274 7.69 

말초혈관질환

없음 3,266 91.61 

있음 299 8.39 

만성신질환

없음 3,552 99.64 

있음 13 0.36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

1 1,534 43.03 

2 855 23.98 

3 780 21.88 

4 396 11.11 
계 　 3,56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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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상자의 특성이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단순회귀분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의료기관 및 임상관련 특성들에 대한 재원일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대상자 3,565명의 재원일수의 평균은 17.28(±7.97)일로 

남자가 16.39(±7.47)일로 여자보다 재원일수가 평균적으로 0.48일이 적었고, 40대

가 16.07(±7.37)일로 가장 적어서 가장 많은 재원일수로 측정된 70세 이상 대상자

의 재원일수인 18.3(±7.59)일보다 2.23일 짧았다.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서는 의료

급여 대상자가 19.30(±7.66)일로 가장 길었고, 지역가입자가 17.07(±7.58)일, 직

장가입자 16.33(±7.28)일 순이었다. 그리고 거주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인 경우 

15.55(±7.22)일이었고, 그 외 지역에 거주할 경우 평균 17.28(±7.48)일이었다. 소

득분위로는 상위소득 대상자가 15.97(±7.14)일로 가장 짧았고 하위 소득 대상자의 

재원일수가 17.61(±7.54)일로 가장 길었다. 

  대상자의 임상적인 특성 중 비만 대상자의 재원일수는 17.29(±7.32)일로 측정되

었고 가장 짧은 재원일수는 과체중 대상자들로서 16.46(±7.43)일이었고, 총콜레스

테롤의 측정 결과로 고지혈증인 대상자의 재원일수는 16.51(±6.91)일이었고 나머지 

대상자의 재원일수는 그보다 0.2일 긴 16.71(±7.52)일이었다. 흡연 유무에 따른 분

류 중 과거흡연자의 재원일수가 16.51(±7.5)일로 가장 짧았고, 가장 길게 측정된 대

상자는 비흡연자로 16.81(±7.42)일이었고, 음주의 경우 주 1회 이하의 음주를 하는 

대상자가 가장 재원일수가 길어서 16.8(±7.42)일이며 가장 짧은 재원일수는 주 4회 

이상 음주를 하는 대상자로 16.23(±7.63)일이었으나 흡연과 음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동반질환에 따른 재원일수는 고혈압 대상자는 17.11(±7.66)일로 고혈압이 없는 

경우에 비해 평균적으로 0.71일 길었고, 대상자 중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17.14(±7.66)일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평균 0.76일 길었다. 당뇨는 합병증

이 있는 당뇨의 경우 17.85(±8.06)일이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 17.04(±7.24)일이

로, 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평균적으로 재원일수가 1.27, 0.42일 길었다. 그

리고 허혈성 심질환은 있는 경우가 17.6(±7.9)일로 없는 경우보다 0.84일 더 길었

으며 뇌졸중이 있는 경우 재원일수는 18.87(±8.41)일로 없는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2.37일 더 길었다. 그러나 이상지질혈증은 질환이 없는 경우가 16.37(±7.22)로 없

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0.39일 길었고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도 없는 대상자



- 20 -

가 16.6(±7.49)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 비해서 0.1일 더 길었고, 만성신질환

의 경우도 있는 경우가 15.23(±5.42)일로 없는 경우보다 1.45일 더 길었다. 연령보

정 동반상병지수에 의해 1점은 15.56(±6.95)일로 가장 짧았는데 4점 이상인 경우

가 17.23(±7.55)일로 가장 길게 나타나서 1점인 경우에 비해 1.67일 차이가 났다. 

동반된 질환별로 보았을 때 뇌졸중, 합병증 동반한 당뇨,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합병

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 말초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이상지질혈증, 만성신질환

의 순으로 재원기간이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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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대상자의 특성이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 (단순회귀분석) 단위: 일

　 구분 평균 표준편차 P-value

성별 　 　 　

남자 16.39 7.47 0.0588

여자 16.87 7.41 

나이

40-49 16.07 7.37 0.0002

50-59 16.48 7.46 

60-69 16.97 7.37 

70이상 18.30 7.59 

의료보장형태

지역가입자 17.07 7.58 0.0047

직장가입자 16.33 7.28 

의료급여 19.30 7.66 

거주지역

서울,인천,경기도 15.55 7.22 <.0001

그 외 17.28 7.48 

소득분위

Q1(0-2) 17.61 7.54 <.0001

Q2(3-5) 17.28 7.69 

Q3(6-8) 16.34 7.35 

Q4(9,10) 15.97 7.14 

입원경로

응급실 경유 19.51 8.24 <.0001

그 외 16.37 7.28 

병원 소재지

서울,인천,경기도 15.18 7.07 <.0001

그 외 18.47 7.46 

병원 병상수

500- 17.09 7.29 <.0001

300-499 21.20 7.99 

-299 15.97 7.31 

비만

비만 17.29 7.32 0.3991

과체중 16.46 7.43 

정상 16.78 7.44 

저체중 17.05 7.97 

총콜레스테롤(mg/dl)
240- 16.51 6.91 0.5851

-239 16.71 7.52 

흡연

비흡연자 16.81 7.42 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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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흡연자 15.72 7.38 

현재흡연자 16.51 7.50 

음주

주1회 이하 16.80 7.42 0.2494

주 2~3회 16.38 7.42 

주4회 이상 16.23 7.63 

고혈압

없음 16.40 7.27 0.0002

있음 17.11 7.66 

항고혈압제

없음 16.38 7.26 0.0053

있음 17.14 7.66 

합병증 없는  당뇨

없음 16.62 7.44 0.2544

있음 17.04 7.24 

합병증 동반된  당뇨

없음 16.58 7.37 0.0055

있음 17.85 8.06 

이상지질혈증

없음 16.76 7.48 0.2454

있음 16.37 7.22 

허혈성 심질환

없음 16.65 7.43 0.1677

있음 17.60 7.49 

뇌졸중

없음 16.50 7.32 <.0001

있음 18.87 8.41 

말초혈관질환

없음 16.67 7.46 0.7277

있음 16.82 7.13 

만성폐쇄성폐질환

없음 16.70 7.42 0.7312

있음 16.60 7.49 

만성신질환

없음 16.68 7.44 0.4817

있음 15.23 5.42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

1 15.56 6.95 0.0002

2 16.39 7.51 

3 16.47 7.31 

4 17.23 7.55 

계 　 16.89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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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상자의 특성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단순회귀분석)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재원기간동안 전체 평

균 진료비는 4,904,963(±1,976,780)원으로 여성이 4,907,054(±1,938,357)원으

로 여성이 남자에 비해 85,963원 더 많이 지불하였다. 연령대로 보았을 경우 가장 

많은 진료비를 지불한 대상은 70세 이상으로 5,417,784(±2,363,764)원을 지불해서 

전체 평균 진료비보다 512,821원 더 많았고 60대, 50대, 40대 순으로 점차 감소하

여 40대가 4,408,150(±1,703,252)원을 지불했다. 의료보장형태에 따라서는 의료 

급여자가 가장 적게 지불하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순으로 많이 지불하였고,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의 거주자가 그 외 지역의 대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167,000원 

적게 지불했다. 소득에 따라서 보면 저소득 분위가 가장 많았고 고소득, 중간소득 순

으로 낮아지며 가장 낮은 진료비는 소득분위가 6,7,8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었다. 또

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게 된 대상자가 외래를 통해 입원하게 된 경우보다 602,395

원을 더 지불하고 있었고, 평균 진료비와 비교했을 때 510,912원 더 많게 지불했다. 

그리고 500병상 이상인 경우 가장 많은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300병상 미만이 

가장 적었다.

  비만인 경우 진료비를 가장 적게 지불하여 4,758,440(±1,701,473)원을 평균적으

로 지불하고 있었고, 저체중인 경우 가장 많이 지불하여 비만인 대상자에 비해 

307,264원 차이가 났다. 총콜레스테롤 수치로 분석한 고지혈증의 경우는 진료비가 

4,874,396(±2,004,106)원으로 고지혈증이 아닌 경우보다 15,496원 더 많았다. 또

한 흡연여부에 따라서 과거 흡연자의 경우가 가장 진료비가 많았고 현재 흡연자가 가

장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음주의 경우도 주 1회 이하 음주

하는 경우가 가장 진료비가 많았고 주2~3회, 주 4회 이상 음주하는 순으로 진료비가 

감소하였으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동반질환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고혈압이 평균 5,067,292(±2,131,912)

원으로 고혈압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367,639원을 더 지불하였고, 항고

혈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진료비가 294,675원 더 많았다.  

동반된 질환에 따라 분석했을 때 뇌졸중, 합병증이 있는 당뇨, 허혈성 심질환, 합병

증이 없는 당뇨, 만성신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말초혈관질환

순으로 진료비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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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대상자의 특성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단순회귀분석) 단위: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P-value

성별 　 　 　

남자 4,821,091 2,038,436 0.2032 

여자 4,907,054 1,938,357 

나이

40-49 4,408,150 1,703,252 <.0001

50-59 4,796,499 1,912,929 

60-69 5,148,447 2,064,029 

70이상 5,417,784 2,363,764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4,926,966 2,001,323 0.2570 

직장가입자 4,832,165 1,964,076 

의료급여 4,345,608 1,487,685 

거주지역

서울,인천,경기도 4,763,136 1,959,693 0.0165

그 외 4,930,136 1,988,082 
소득분위

Q1(0-2) 4,934,540 1,974,071 0.3109 

Q2(3-5) 4,901,473 1,947,087 

Q3(6-8) 4,780,622 1,972,637 

Q4(9,10) 4,912,811 2,018,619 
입원경로

응급실 경유 5,415,875 2,227,657 <.0001

그 외 4,813,480 1,942,178 

병원 소재지

서울,인천,경기도 4,887,371 2,065,308 0.6191 

그 외 4,854,271 1,872,654 

병원 병상수

500- 5,686,659 2,039,937 <.0001

300-499 4,964,518 1,783,733 

-299 4,293,161 1,738,210 

비만

비만 4,758,440 1,701,473 0.7906 

과체중 4,868,841 1,998,960 

정상 4,881,969 1,967,416 

저체중 5,065,704 2,959,143 

총콜레스테롤(mg/dl)
240- 4,858,900 1,818,661 0.8726

-239 4,874,396 2,004,106 

흡연

비흡연자 4,917,048 1,984,156 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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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흡연자 4,967,308 1,762,601 

현재흡연자 4,723,956 2,019,241 

음주

주1회 이하 4,904,059 1,987,992 0.1097 

주 2~3회 4,836,527 2,004,033 
주4회 이상 4,634,640 1,800,155 

고혈압

없음 4,699,653 1,817,461 <.0001

있음 5,067,292 2,131,912 

항고혈압제

없음 4,754,744 1,882,739 <.0001

있음 5,049,419 2,105,566 

합병증 없는 당뇨

없음 4,830,955 1,973,442 0.0014

있음 5,142,449 2,000,659 

합병증 동반된 당뇨

없음 4,837,655 1,946,696 0.0004

있음 5,270,820 2,291,660 

이상지질혈증

없음 4,869,884 1,952,093 0.2331 

있음 4,975,596 2,104,931 

허혈성 심질환

없음 4,859,424 1,981,622 0.0377

있음 5,241,463 1,891,915 

뇌졸중

없음 4,838,518 1,962,512 0.0004

있음 5,277,835 2,137,025 

말초혈관질환

없음 4,845,720 1,958,863 0.1634 

있음 4,968,547 2,051,479 

만성폐쇄성폐질환

없음 4,864,507 1,953,216 0.1272 

있음 4,969,317 2,065,298 

만성신질환

없음 4,871,272 1,981,182 0.6143 

있음 5,148,545 1,524,899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

1 4,415,270 1,584,576 <.0001

2 4,551,467 1,811,744 

3 4,798,406 1,903,181 

4 5,194,565 2,136,534 
계 　 4,904,963 1,97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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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상자의 특성이 재원기간 및 진료비에 대한 영향(다중회귀

분석)

  후방요체추간골유합술 대상자의 특성이 재원기간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4이며, 구체적인 결과 다음과 같다.

  재원기간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을 때,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P<.01), 연

령(P<.05)과 의료보장유형 중 직장가입자의 경우(P<.05), 병상수(P<.0001), 의료기

관 소재지(P<.0001), 입원경로(P<.0001), 6-8구간(P<0.05), 고소득(P<.0001) 구

간의 소득분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동반된 질병별로 분석했을 때 고혈

압(P<.05), 합병증 동반된 당뇨(P<.05), 뇌졸중(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에서 1점인 경우에 비교했을 경우 2점(P<.05), 4점(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의료보장형태와 거주지역, 나머지 소득구간과 

고혈압, 합병증 동반된 당뇨 및 뇌졸중을 제외한 질병에서는 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비만, 총콜레스테롤, 흡연, 음주에서도 재원일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상자의 특성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성별(P<.05), 40

대(P<.01), 거주지역(P<.0001), 입원경로(P<.001), 병상수(P<.0001)에 대해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질병별로 분석했을 때 고혈압(P<.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20대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와 의료보장유형, 소득, 그리고 

고혈압을 제외한 다른 질환과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에 대해 진료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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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특성이 재원기간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N=3,565

　 　 재원기간(일) 진료비(원)

　 구분 회귀계수(ß) SE P-value 회귀계수(ß) SE P-value

성별 　 　 　 　 　

남자 -1.02 0.34 0.0028** -202,096 88,533 0.0225*

여자 Ref. - - Ref. - -

나이

40-49 -1.26 0.68 0.0633* -493,251 176,327 0.0052**

50-59 -1.70 0.56 0.0023** -273,160 152,636 0.0603 

60-69 -1.20 0.51 0.0201* -51,063 139,477 0.4572 

70이상 Ref. - - Ref. - -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Ref. - - Ref. - -

직장가입자 -0.61 0.24 0.0115* -74,724 62,907 0.2435 

의료급여 0.02 2.26 0.9932 -793,268 176,327 0.1548 

거주지역

서울,인천,경기도 0.56 0.32 0.0855 -363,774 83,949 <.0001***

그 외 Ref. - - Ref. - -

소득분위

Q1(0-2) Ref. - - Ref. - -

Q2(3-5) -0.14 0.38 0.7126 -12,212 98,972 0.9018 

Q3(6-8) -0.93 0.36 0.0108* -162,967 94,752 0.0855 

Q4(9,10) -1.16 0.37 0.0019** -50,234 97,526 0.6065 

　 　

입원경로

응급실 경유 2.35 0.41 <.0001*** 351,972 106,046 0.0009**

그 외 Ref. - - Ref. - -

병원 소재지

서울,인천,경기도 -3.48 0.31 <.0001*** 142,788 80,402 0.0758 

그 외 Ref. - -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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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병상수

500- 1.12 0.25 <.0001*** 1,335,993 66,093 <.0001***

300-499 4.61 0.55 <.0001*** 689,234 142,046 <.0001***

-299 Ref. - - Ref. - -

비만

비만 0.45 0.55 0.4136 -62,101 143,501 0.6652 

과체중 -0.23 0.25 0.3581 16,473 65,449 0.8013 

저체중 -0.76 1.15 0.5077 -49,815 300,502 0.8683 

정상 Ref. - - Ref. - -

총콜레스테롤 

(mg/dl) 240- 0.27 0.33 0.2365 -20,173 91,321 0.8252 

-239 Ref. - - Ref. - -

흡연

현재흡연자 0.66 0.44 0.3125 91,721 113,532 0.4192 

과거흡연자 0.32 0.43 0.4606 -2,671 112,335 0.9810 

비흡연자 Ref. - - Ref. - -

음주

주4회 이상 0.66 0.44 0.7243 -84,382 134,050 0.5291 

주2~3회 0.10 0.33 0.4606 93,979 87,169 0.2810 

주1회 이하 Ref. - - Ref. - -

고혈압

없음 Ref. - - Ref. - -

있음 0.56 0.26 0.0336* 162,165 68,860 0.0186*

합병증 없는 당뇨

없음 Ref. - - Ref. - -

있음 -0.43 0.41 0.2945 -57,203 107,848 0.5959 

합병증 동반된 당뇨

없음 Ref. - - Ref. - -

있음 1.05 0.51 0.0407* 156,133 133,957 0.2439 

이상지질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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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Ref. - - Ref. - -

있음 -0.39 0.33 0.2365 20,173 91,321 0.8252 

뇌졸중

없음 Ref. - - Ref. - -

있음 1.66 0.46 0.0003** 114,625 118,611 0.3339 

허혈성 심질환

없음 Ref. - - Ref. - -

있음 0.24 0.67 0.7212 47,279 174,385 0.7863 

만성폐쇄성폐질환

없음 Ref. - - Ref. - -

있음 -0.58 0.32 0.0694 -27,889 83,289 0.7378 

말초혈관질환

없음 Ref. - - Ref. - -

있음 -0.38 0.44 0.3888 -5,831 115,618 0.9598 

만성신질환

없음 Ref. - - Ref. - -

있음 -1.66 1.97 0.3617 -255,002 513,298 0.6194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

1 Ref. - - Ref. - -

2 1.16 0.53 0.0300* -57,220 139,276 0.6812 

3 1.05 0.59 0.0744 25,215 152,299 0.8690 

4 1.52 0.65 0.0203* 247,662 16,959 0.1443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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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상자의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에 따른 재원기간 및 진료비

  고혈압을 동반한 대상자의 항고혈압제 복용에 따라 재원기간 및 진료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5와 같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원기간에 대한 영향은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에 따라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

았을 경우에 비교했을 때, 고혈압이 없는 대상자에서는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가 

1점에 비해 점수가 재원일수가 대체적으로 증가하나 2점(ß=1.25, SE=0.62, 

P<.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고혈압 및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고혈압 군의 

경우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으나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가 증가할수록 재원일수는 

증가했다. 그리고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가 

1점인 경우에 비해 점수가 증가할수록 재원일수가 증가하였고, 3점(ß=2.67, 

SE=1.28, P<.05), 4점(ß=2.89, SE=1.36, P<.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그러나 항고혈압제를 미복용하는 고혈압 대상자는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에 

따라 증가하지 않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진료비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항고혈압제를 미복용하는 고혈압 대상자

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는 대체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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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대상자의 연령보정 동병상병지수에 따른 재원기간 및 진료비

　 비고혈압 대상자 항고혈압제 복용 고혈압 대상자 항고혈압제 미복용 고혈압 대상자

　
　

회귀계수
(ß)

SE P-value 회귀계수
(ß)

SE P-valu
e

회귀계수 
(ß)

SE P-value

재원기간(일)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　

1 Ref. - - Ref. - - Ref. - -

2 1.25 0.62 0.0427* 1.59 1.24 0.2008 -2.00 3.19 0.5300 

3 0.89 0.71 0.2090 2.67 1.28 0.0368* -4.00 3.32 0.2298 

　 4 1.52 0.82 0.0652 2.89 1.36 0.0336* -2.71 3.39 0.4240 

진료비(원)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　

1 Ref. - - Ref. - - Ref. - -

2 41,080 152,420 0.7876 -88,009 336,149 0.7935 -1,013,014 950,977 0.3899

3 67,854 174,382 0.6972 160,690 345,082 0.6415 -831,281 992,304 0.4031

　 4 306,384 202,612 0.1307 459,366 366,693 0.2105 -870,615 1,010,491 0.3899

All covariates are adjusted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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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고혈압이 동반된 대상자 흡연, 음주, 비만에 따른 재원기간 

및 진료비

  

  고혈압이 아닌 대상자에 비해 고혈압을 동반한 대상자의 비만, 음주, 흡연에 따

른 변수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6과 같다. 과체중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는 재

원일수가 증가하였으나 정상체중인 경우만(ß=0.92, SE=0.38, P<.05)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 진료비의 경우 모든 대상자가 비고혈압 대상자에 비해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음주의 경우 비고혈압 대상자에 비해 재원일

수는 고혈압 대상자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고, 재원일수는 주 4회 이상인 경우 오히려 비고혈압 대상자가 감소했으나 통계적

인 유의성은 없었다. 그렇지만 주 1회 음주(ß=179,558, SE=81,239, P<.05)와 

주 2-3회 음주(ß=322,184, SE=156,306, P<.05)에서는 비고혈압 대상자에 

비해 진료비가 증가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흡연에 관련하여 재원

일수의 경우 현재와 과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고혈압 대상자가 고혈압이 아

닌 대상자에 비해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진료비의 경우 비고

혈압 대상자에 비해 고혈압 대상자는 모두 증가했고, 현재 흡연(ß=440,650, 

SE=203,628, P<.05)대상자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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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고혈압이 동반된 대상자의 비만, 음주, 흡연에 따른 재원일수 및 진료비        
              

　 　 비고혈압 대상자 고혈압 대상자

　 재원일수(일) 진료비(원)

구분 회귀계수(ß)
회귀계수 

(ß)
SE P-value

회귀계수 
(ß)

SE P-value
　

비
만

비만 Ref. 0.19 0.46 0.6814 238,013 124,613 0.0564 

과체중 Ref. -0.16 0.64 0.8029 171,267 157,958 0.2787 

정상체중 Ref. 0.92 0.38 0.0148* 95,765 99,094 0.3340 

음
주

주4회 이상 Ref. 0.77 1.13 0.4955 -180,786 257,347 0.4831 

주2-3회 Ref. 0.89 0.61 0.1420 322,184 156,306 0.0397* 

주1회 이하 Ref. 0.45 0.31 0.1448 179,558 81,239 0.0272*

흡
연

현재흡연 Ref. 0.85 0.82 0.2982 440,650 203,628 0.0310* 

과거흡연 Ref. 1.08 0.76 0.1550 79,093 204,068 0.6985 

비흡연자 Ref. 0.36 0.30 0.2440 128,798 79,127 0.1037 
All covariates are adjusted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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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5.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환자에게 동반된 고혈압으로 인해 수술 후의 재

원기간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자 하였으며,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의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을 받은 환자 중 2002년에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을 받았거나, 항고혈압제를 복용과 관련된 이상치와 결측치를 

제외한 만 40세 이상의 성인 3,565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여 일반적인 특성 및 

임상적인 특성, 그리고 의료기관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 방법의 제한점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의 퇴원환자통계는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산재

보험, 자동차보험 환자 등이 제외되고, 또한 ICD-10의 국제질병 분류기준과의 불일

치가 17% 정도라는 점 때문에 국가의 퇴원환자통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한지선, 2008)라고 언급하였는데, 퇴원손상환자통계의 경우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지기는 하지만 국제질병분류 전문가에 의해 조사되고 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언급된 3가지 퇴원환자에 대한 통계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재원일수에 대한 심층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강성홍, 2009)있는데, 

CCI대신에 환자조사통계나 퇴원손상환자통계를 사용하였을 경우 재원일수에 대해 더

욱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김영훈 등(2010)은 재원일수가 진료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수술유무, 협진유무, 보험유무, 선택진료 유

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조사하였는데, 이처럼 공단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임상적 특성과 생리적인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의료기관 관련 변수는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로 인한 오류는 통제할 수 없었다. 또한 수술을 받는 

대상자의 요추질환 중증도를 비롯한 수술의 합병증이 있는데, 이에 대해 병원에서 시

행하는 서비스 중 수술 및 처치가 재원기간 및 진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 연

구(Berki et al., 1984)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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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결과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셋째, 고혈압 이외의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대한 오류를 통제하기 위해서 환자의 

중증도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자료수집 방법과 어떤 측정 도구를 선택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고(임지혜 등, 2012), 동반상병을 보정하는 방법에는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CIRS), 

Index of Coexistent disease(ICED), Kaplan-Feinstein scale(KFS), Elixhauser 

comorbidity index(ECI)가 대표적이다(김세원 등, 2009). 이전의 선행연구에 따르

면 동반상병을 이용하여 중증도를 보정하는 방법에는 Elixhauser comorbidity index 

와 Charlson comorbidity index가 있다(김성수, 2011; 김유미 등, 2011; 박종호 

등, 2012). 그러나 CIRS, ICED, KFS 같은 경우엔 임상 정보, 신체적 손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자료에는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CCI를 

이용한 연령보정한 동반상병지수를 사용하였다. 선행된 연구들에서 보면 국내에서는 

단일만성 질환 외에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연구가 없는데(서영숙, 2015), 정태경

(2013)의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로 한국과 미국 의료기관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 비

교에서 한국 의료 기관 중증도 보정 사망모형은 Elixhauser comorbidity index 동반

상병 보정방법에 따른 의사결정나무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

하였으나, 미국 의료기관 중증도 보정 사망 모형은 CCI 동반상병 보정방법이 가장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중증도 보정의 방법을 선

택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대상자의 임상적인 특성 중 비만, 신체활동 및 

흡연, 건강에 해로운 식사 등의 위험요인을 변화시키면 심뇌혈관 질환들의 발생을 지

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다(Willi et al., 2007)고 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임상적 특성 및 위험요인을 통제하지 못했으므로 그로인한 오류도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진료비의 경우 보험공단의 자료에는 비급여가 제외되어있는데, 후방 척추 골 

유합술의 경우 수술 전 MRI, CT, X-ray 등의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고려

해 연구를 했다면 더욱 정확한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입원 진료비만을 

분석했으므로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전체 진료비를 분석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며 진료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분석이 제한되는 것으로 분석의 정확

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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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재원일수는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0.56일 길었는데. 강성홍 등(2009)의 퇴원손상환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고혈

압성 질환을 동반할 경우 동반하지 않는 경우보다 2.58일 재원일수가 길었다. 또한 

박혜옥 등(2002)의 요추 후외방 유합술 환자 연구 결과에서 재원기간이 11.80일에

서 12.76일로 나왔는데, 4-5일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재원기간이 

21일 이상 되는 경우가 22.5%로서 극단적인 왜도(skewness)현상이 있다고 간주되

며, 위의 연구방법에서 논의된 것처럼 대상자의 척추질환의 중증도 및 수술의 합병증, 

그 외 기타 변수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여 이 같은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 다

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의 개수가 많을수록 진료비와 재원일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했

고, 복합만성질환의 조합은 심혈관 질환과 그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

증을 위주로 하며 연령의 증가와 여성일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만성질환의 보

유 개수가 많아지고 양상도 복잡해져서 평균 재원일수가 길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보율, 2015)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뇌졸중, 합병증 동반한 당뇨, 허

혈성 심질환, 고혈압, 합병증 없는 당뇨, 말초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이상지질혈

증 그리고 만성신질환 순으로 재원일수가 줄었으며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에 따라 점

수가 증가할수록 재원일수는 증가하였다. 

  재원일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성별, 연령, 직장가입자, 고소득자, 입원

경로, 의료기관 소재지, 300병상 이상인 경우, 그리고 동반된 고혈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대상자의 거주지역과 고혈압을 제외한 나머지 동반질환에 대한 결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복합만성질환자의 입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예측

모형개발연구의 결과 서영숙(2015)은 연령, 진료비 지불방법, 입원경로, 수술유무, 만

성질환개수, 사망여부에 따라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으나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성별에 대해서 유의한 결과

가 나왔다. 그리고 대상자의 질환과 진료비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만성질환 개수가 많

을수록 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난 것에 대해 정영호(2012)는 60대 환자의 경우 평균 

3개, 70대 이상 만성질환자의 경우 평균 3.5개의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것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보유 개수가 많아지며 평균재원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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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결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의료비 증가에 영향은 준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동반질환의 평균 개수는 40대가 1.86개, 50대가 3.19개, 60대가 4.55개, 

그리고 70대 이상의 경우가 5.48개였으며,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반된 질환의 수가 증가했고 평균재원일수도 증가했다. 

  진료비는 4,904,963(±1,976,780)원으로 70이상 ,60대, 50대, 40대로 점차 감소

하였고, 고혈압 대상자는 대조군에 비해 367,639원 더 많았으며 뇌졸중, 합병증을 동

반한 당뇨, 허혈성 심질환, 만성신질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 고혈압, 이상지

질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말초혈관질환 순으로 감소했다. 분석한 결과 성별, 40대, 

입원경로 및 병상수, 거주지역은 진료비에 대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동반된 고

혈압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연령대와 의료보장유형, 소득, 병

원소재지와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중 비만, 총 콜레스테롤, 흡연, 음주와 고혈압을 제

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고혈압 동반 대상자의 재원일수(ß=0.56, SE=0.26, P<.05)와 

진료비(ß=162,165, SE=68,860,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또한 고혈압 대상자의 항고혈압제 복용유무가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비고혈압 대상자도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가 증가할수록 재원

일수가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비고혈압 대상자에 

비해 항고혈압제 복용하는 고혈압 대상자의 재원일수는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가 증

가할수록 증가했고, 특히 3(ß=2.67, SE=1.28, P<.05)점, 4(ß=2.89, SE=1.36, 

P<.05)점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료비에 대한 영향의 결과로 항고혈압제 

미복용하는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점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도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복합만성질환

의 양상을 보면 주로 심혈관 질환과 그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위

주로 하여 호흡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데 연령의 증가, 여성일수록,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질환의 양상이 증가하고 양상도 복잡해진다(최보율, 2015)고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의 분석결과 가장 흔한 조합이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고혈압과 당뇨, 고혈압과 관절염 순이었다. 동반상병지수에 따른 재원일수 변이에 대

한 선행 연구에서 Birim 등(2003)은 70세 이상 126명의 원발성 비세포성 폐암수술

환자에서 수술 후 합병증 및 5년 생존율에 대한 예측력에 대해 CCI가 증가할수록 평

균재원일수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윤석준 등(2010)은 4개의 암(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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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유방암, 대장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결과 CCI 점수가 증가할수록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비용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처

럼 동반상병지수에 따른 재원일수와 진료비가 상승한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CCI 

동반상병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대장암 수술환자의 건강결과를 예측한 연구에서는 조

민경(2009)은 CCI, CCI_age의 점수가 올라갈수록 재원일수와 의료 총비용이 유의하

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고했다. 선행된 연구의 결과처럼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지 않는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는 동반상병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원일수 및 진료비

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 흡연은 고혈압의 위험인자이며, 이 두 가지 위험인자가 모두 

있을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데(Kannel, 1977), 혈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이외에도 비만, 음주, 식이, 운동, 사회 경제적 수준과 같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더불어 음주, 흡연은 비만과도 관계가 있으며 비만과 과체중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의 위험요인(최스미, 2003)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는 2005년 허혈성 심질환과 뇌졸중에 과체중과 비만이 기여한 금액이 11.4%에 해

당된다고 했다. 이처럼 비만, 흡연, 음주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고혈압의 위험요인이 

되는데 고혈압은 향후 심뇌혈관질환에 주요원인이기도 하다(최스미, 2003). 연구의 

결과를 보면 비록 과체중의 경우 재원일수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고혈압대상자가 비고

혈압 대상자에 비해 재원일수 및 진료비 모두 증가하고 있었고, 음주습관에 따라서도 

거의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고 4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고혈압 대

상자의 진료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흡연의 경우도 물론 비고혈압 환자에 비

해서 대원일수와 진료비가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현재 흡연하는 경우 진료비의 증가

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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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환자에게 동반된 고혈압이 재원기간 및 진료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점차 노령화되고 많은 동

반질환을 가진 수술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예

방하고 효과적인 보건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검진 자료에

서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을 처음으로 받은 환자들 중 만 4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

민을 대상으로 혈압약과 관련된 이상치와 결측치를 제외한 3,565명을 대상으로 실시

했다. 모집된 대상자들의 고혈압이 재원기간과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 그리고 의료기

관 관련 특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SAS 9.4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3,565명 중 여성이 2,123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남자보다 1.47배 정도 많

았고, 연령별로 60세 이상의 고령의 대상자가 1,432명으로 40%이었으며, 50대 대상

자가 가장 많았다. 의료보장형태에 따라서보면 지역, 직장, 의료급여 순으로 지역과 

직장가입자 대상자가 99%이상이었으며, 소득분위로는 6-8구간이 1,115(31.3%)명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소득구간, 3-5구간, 저소득구간 순이었다. 또한 대상

자 중 서울, 인천, 경기도인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는 1,235(34.6%)명이었고, 

수술을 받은 의료기관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지역이 1,940(54.4%)건으로 절반 이

상이 서울 인근지역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병상수가 300이상 되는 곳에서 받은 

경우가 1,579(44.3%)명에 해당되었으며, 입원경로의 경우 응급실을 통해서 하는 경

우가 348(9.8%)명, 외래가 3,217(90.2%)명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자의 임상적 특징

으로 비만정도에 따라서는 정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과체중, 비만, 저체중 순으로 

과체중 이상인 경우가 1,595(44.7%)명으로 거의 절반정도에 해당되었고, 총콜레스테

롤이 고지혈증인 경우가 486(13.6%)명이었다. 흡연유무에 따라서 비흡연자, 과거흡

연자, 현재흡연자로 진료비가 감소했으며, 음주의 경우 주 1회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고 주 2-3회, 주4회 이상의 순으로 비용이 감소했다. 질병관련 특성 중 고혈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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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된 경우는 1,891(53%)명이었으며, 이 중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1,062

명, 이 중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1,422(85%)명이었다. 그 외의 대상자의 동

반질환을 살펴보면 만성폐질환 771(21.6%)명, 이상지질혈증 582(16.3%)명, 당뇨 

563(15.8%)명이었고, 만성신장질환 13(0.4%)명, 말초혈관질환 299(8.4%)명, 뇌졸

중 274(7.7%)명, 허혈성 심질환120(3.4%)명의 환자가 있었다. 동반상병 중증도에 

연령을 보정한 CCI_age는 1점인 대상자가 396(11.11%)명으로 가장 적고, 4점이 

1,534(43.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3,565명의 재원일수의 평균은 17.28(±7.97)일로 남자가 16.39(±7.47)

일로 여자보다 재원일수가 평균적으로 0.48일이 적었고, 40대가 16.07(±7.37)일로 

가장 짧았다.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서는 의료급여, 지역가입, 직장가입 순이었고 거주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인 경우 15.55(±7.22)일이었고, 그 외 지역보다 1.73일 

짧았다. 소득분위로는 상위소득 대상자가 15.97(±7.14)일로 가장 짧았고 하위소득

이 가장 길었다. 비만대상자의 재원일수는 17.29(±7.32)일로 측정되었고 과체중이 

가장 짧았다. 총콜레스테롤로 측정한 고지혈증 대상자가 나머지보다 0.2일 짧았다. 흡

연 유무에 따른 분류 중 과거흡연자의 재원일수가 가장 짧았고, 비흡연자가 가장 길

었고, 주 1회 이하의 음주, 2-3회, 4회 이상으로 점차 감소했다. 고혈압인 경우 재원

일수는 17.11(±7.66)일로 고혈압이 없는 경우에 비해 평균적으로 0.71일 길었고, 

대상자 중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17.14(±7.66)일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평균 0.76일 길었다. 동반된 질환별로 보았을 때 뇌졸중, 합병증 동반한 당뇨,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 말초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

환, 이상지질혈증, 만성신질환의 순으로 재원기간이 길었다.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에 

의해 1점은 15.56(±6.95)일로 가장 짧았는데 4점 이상인 경우가 17.23(±7.55)일

로 가장 길어서 1점인 경우에 비해 1.67일 차이가 났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4,904,963(±1,976,780)원으로 여성이 남자에 비해 

85,963원 더 많이 지불했다. 가장 많은 진료비를 지불한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5,417,784(±2,363,764)원을 지불해서 전체 평균 진료비보다 512,821원 더 많았고 

60대, 50대, 40대 순으로 점차 감소했다. 의료보장형태에 따라서 의료급여자, 직장가

입자, 지역가입자 순으로 많이 지불하였고,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의 거주자가 그 외 

지역의 대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167,000원 적게 지불했다. 소득에 따라서 보면 저

소득 분위가 가장 많았고 고소득, 중간소득 순으로 낮아지며 가장 낮은 진료비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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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분위가 6,7,8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었다. 또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게 된 대상자

가 외래보다 602,395원을 더 지불했고 평균 진료비보다 510,912원 더 많았다. 그리

고 500병상 이상인 경우 가장 많은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300병상 미만이 가장 

적었다. 비만인 경우에서 진료비가 가장 적었고, 저체중인 경우 가장 많이 지불하여 

비만인 대상자에 비해 307,264원 차이가 났다. 총콜레스테롤 수치로 분석한 고지혈

증의 경우 고지혈증이 아닌 경우보다 15,496원 더 많았다. 흡연여부에 따라서 과거 

흡연자의 경우가 가장 진료비가 많았고 현재 흡연자가 가장 적었으며 주 1회 이하 음

주하는 경우가 가장 진료비가 많았고 주2~3회, 주 4회 이상 음주하는 순으로 진료비

가 감소했다. 고혈압은 평균 5,067,292(±2,131,912)원으로 고혈압이 없는 대상자

에 비해 평균적으로 367,639원을 더 지불하였고, 항고혈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그렇

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진료비가 294,675원 더 많았다. 동반된 질환에 따라 분석했

을 때 뇌졸중, 합병증이 있는 당뇨, 허혈성 심질환, 합병증이 없는 당뇨, 만성신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말초혈관질환 순으로 진료비가 감소하였다.

  재원기간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을 때,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P<.01), 연

령(P<.05)과 의료보장유형 중 직장가입자의 경우(P<.05), 병원 병상수(P<.0001), 

의료기관 소재지(P<.0001), 입원경로(P<.0001), 그리고 6-8구간(P<0.05), 고소득

(P<.0001) 구간의 소득분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동반된 질병별로 분석

했을 때 고혈압(P<.05), 합병증 동반한 당뇨(P<.05), 뇌졸중(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에서 1점인 경우에 비교했을 경우 2점(P<.05), 4

점(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의료보장형태와 거주지역, 나머

지 소득구간과 고혈압, 합병증 동반한 당뇨 및 뇌졸중을 제외한 질병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비만, 총콜레스테롤, 흡연, 음주에서도 재원일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상자의 특성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성별(P<.05), 40

대(P<.01), 거주지역(P<.0001), 입원경로(P<.001), 병상수(P<.0001)에 대해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질병별로 분석했을 때 고혈압(P<.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그러나 20대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와 의료보장유형, 소득, 그리고 고

혈압을 제외한 다른 질환과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에 대해 진료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재원기간에 대한 영향은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에 따라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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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비교했을 때, 고혈압이 없는 대상자에서는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가 1점에 비

해 점수가 재원일수가 대체적으로 증가하나 2점(ß=1.25, SE=0.62, P<.05)만이 통

계적으로 유의했다. 고혈압 및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고혈압 군의 경우 유의한 상관

관계는 없으나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가 증가할수록 재원일수는 증가했다. 그리고 항

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경우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가 1점인 경우에 비해 점수가 증가

할수록 재원일수가 증가했는데 연령보정 동반상병지구가 3점(ß=2.67, SE=1.28,

P<.05), 4점(ß=2.89, SE=1.36, P<.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항고혈압제를 미복용하는 고혈압 대상자는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에 따라 증가하지 

않았고 통계학적 유의한 상관관계도 없었다. 진료비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항고혈압제를 미복용하는 고혈압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연령보정 동반상병

지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고혈압과 관련된 음주, 흡연, 비만에 대해 비고혈압 대상자와 비교한 결과, 비고혈

압 대상자에 비해서 고혈압 대상자는 비만일 경우 재원일수와 진료비 모두 증가했으

나 유의하지 않았다. 과체중 대상자의 진료비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정상 체중의 경우 재원일수(ß=0.92, SE=0.38,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 음주는 비고혈압 대상자에 비해 고혈압 대상자 모두 재원일수가 증가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진료비는 주1회 이하(ß=179,558, SE=81,239, P<.05), 

주 2-3회(ß=332,184, SE=156,306,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흡

연하는 고혈압 대상자는 모두 비고혈압 대상자에 비해서 선행된 연구의 결과처럼 모

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현재 흡연하는 대상자의 진

료비(ß=440,650, SE=203,628, P<.05)인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를 통해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환자에게 고혈압이 동반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재원기간 및 진료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변

수를 통제하였을 때 대상자 중 고혈압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재원기간과 진

료비 모두 증가했고, 재원기간(P<.05)과 진료비(P<.05)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

다. 또한 고혈압 환자의 항고혈압제의 사용은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에 따라서 지수

가 증가할수록 재원일수와 진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점 이상

인 경우 재원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재원일수 증

가폭은 OECD 회원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며, 국민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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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4.9일에서 2011년에는 1.5일 늘어난 16.4일로 6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OECD 회원국 중 평균 재원일수는 일본(3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길며, OECD 회원

국의 평균(8.6일) 보다 두 배 가까이 길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OECD Health Data, 2013). 또한 환자의 재원일수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나타내

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재원일수의 감소를 통하여 환자는 고액 진료비의 지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병상회전율을 높임으로써 환자수를 증가시켜 병원의 수익성

을 향상 시킬 수 있다(김영훈 등, 2010; Eastaugh, 1980).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는 보다 안정적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며(김상미 등, 2013) 꾸

준히 증가하는 국민의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박희옥, 2001; 김윤 등, 1993)고 

보고했다. 

  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령화로 인해 고혈압을 동반한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증가할 뿐더러 예전에는 고령의 환자들에게 수술보다는 고식적인 치료나 

대증요법을 사용했지만 점점 의학이 발전하고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어 노

인들의 수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OECD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이전에 

비해서도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만성질환으로 사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질병

구조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만성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영호 등, 2013)고 보고했다.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이 후방 요추

체간 골유합술 환자의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고 있다. 그리고 연령보정 동반상병지수가 3점 이상인 경우 고혈압인 대상자의 재

원일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며 진료비도 유의하진 않지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수술 전 항고혈압제의 사용이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을 받는 고혈압 대상자

의 재원일수나 진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혈압을 조절함으로서 혈압

의 상승과 관련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한다면 수술 후 요추체간 골유합술 환자의 의

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만과 음주, 흡연은 고혈압에 대한 위험

요인이며,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을 받는 고혈압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았을 때, 특히 현재 흡연하는 경우와 주 3회 이하로 음주하는 대상자의 경

우 진료비의 증가가 유의했는데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고혈압과 음주, 흡연이 복합

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재원일수가 증가했고, 주 1회 이하로 음주하는 대상자들

에 비해 더 빈번하게 음주하는 대상자의 재원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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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로 인해 고혈압 대상자는 고혈압의 위험인자인 비만, 음주, 흡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위험인자를 개선을 통해 수술 후 재원일수와 

진료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성질환의 경증 및 고위험 요인을 가진 보유자인 경우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

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복합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치료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기존의 연구에서는 합병증과 

같은 중증 만성질환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조기에 만성질환에 대한 발견과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대한의사협회, 2012)보고했다. 또한 

Clarke 등(2001)은 재원일수 감소의 목적에 대해서 개인화된 의료서비스의 개발과 

개인의 재원일수 감소의 노력, 개별적 자원 활용을 통한 보건지출의 감소라고 발표

했는데, 점점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고령의 복합 만성질환 대상자의 개인적인 

임상적 특성 및 질병 특성에 맞는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활용한다면 수술 후의 

재원일수 및 진료비의 감소에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고혈압환자의 혈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비만, 음주, 흡연 등

의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3차적 예방으로 관리한다면 의료비 지출 증가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더 나아가 의료의 성과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반

질환이 증가할수록 재원일수와 진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 고혈압 질환

을 가진 환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의 특성 및 

유형을 파악하고 역학적인 분석을 통해 수술 전후 개인 특성화된 복합만성질환 관리

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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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co-morbidity hypertension 

on length of stay and medical costs related to 

posterior interbody lumbar fusion patients 

Kim, Bo Sung

Department of Health Polic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due to assess the impact of co-morbidity 

hypertension on length of stay and medical costs associated with the 

patients after posterior interbody lumbar fusion surgery.

  In this Study, the 3,565 adults patients in more than 40's were selected to 

the final subject, who underwent posterior interbody lumbar fusion surgery 

from 2003 to 2013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medical 

examination data, in order to extract the person who underwent the first 

surgery, except for who received posterior interbody lumbar fusion(PLIF) 

surgery in 2002 and statistical outliers and missing valu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9.4 program.

  The average length of stay(LOS) was 16.89(±7.43)days in hypertension 

patients,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on average 0.71 days longer, 

stroke, diabetes with complications, ischemic heart disease, hypertension, 

diabetes without the complications, peripheral vascular diseas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dyslipidemia has been reduced in order, and 

LOS was increased with increased CCI_age score. Finally the resul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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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ariate analysis of the LOS, gender, age, employee-subscribers, 

high-income, hospitalization pathway, medical institution location, number of 

beds, hypertension, stroke,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diabet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ce, but obesity and residential areas, smoking, total 

cholesterol, drinking and the other disease,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results.

  The average medical cost 4,904,963(±1,976,780)won, subjects age is 

more than 70's, 60's, 50's, 40's gradually reduced to, hypertension patients 

were more than 367,639w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nd it gradually 

decreased in order of stroke, complications the accompanying diabetes, 

ischemic heart disease, chronic kidney disease, diabetes that does not 

involve complications, hypertension, dyslipidemia,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peripheral vascular disease. The results of multivariate 

analysis, gender, 40s, residential areas, hospital pathway and the number of 

bed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for medical cost in hypertension 

subjects, the other age group and type of health care, income, and other 

diseas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LOS(ß=0.56, SE=0.26, P 

<.05) of PLIF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Medical costs(ß=162,165, 

SE=68,860, P<.05)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ed for hypertension subjects who are 

taking anti-hypertensive drugs, LOS and medical costs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CCI_age, 3(ß=2.67, SE=1.28, P<.05)points, 4(ß=2.89, SE=1.36,  

P<.05)points were statistically increased. Also, with the CCI_age increasing  

medical costs had a tendency to increase,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

-cant. And hypertensive patient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ad a 

tendency that the LOS and medical costs generally increasing, obesity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looking at the habit of drinking,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 is more than or equal to 4 times a week, overall LOS and 

medical costs had increased, in less than once a week for drinking(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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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58, SE=81,239, P<.05), 2-3times in week for drinking(ß=332.184, 

SE=156.306, P<.05)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Also compared to the non-hypertensive persons, in the case study group 

has increased both LOS and medical costs, compared to non-smokers, in 

former smokers and current smokers medical costs were increased, 

particularly in the current smoking(ß=440,650, SE=203,628, P<.05) medical 

costs had increased significantly.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impact on the medical costs and LO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hypertension of PLIF patients, in  

hypertensive subjects, as compared with the case non hypertensive subjects, 

medical costs and LOS were increased, both of LOS and medical cos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when CCI_ag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results showed that as medical costs and LOS were increased as the 

index was to increase, also LOS and medical costs in hypertensive patients 

taking anti-hypertensive drugs has decreased. 

  Looking at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aggressive management of 

complex chronic disease, including blood pressure control of hypertensive 

patients, suggesting the need for follow-up studies for the spinal surgery of 

complex chronic disease's in the future. Comparing to non-hypertensive 

person, hypertensive subjects are taking anti-hypertensive drugs increased.

  LOS and medical costs with CCI_age was increased, especially LOS had a 

tendency to significantly increased. And compared to the non-hypertensive 

person, while being high blood pressure subjects, if the risk factors such as 

drinking, obesity, smoking is accompanied, show a tendency to increase in 

LOS and medical costs, for drinking and smoking showed significant results.

Keyword: PLIF, hypertension, LOS, medical co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