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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연구목 : 이 연구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경추간 제거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

을 상으로 이를 시행한 의료기 의 특성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효과를 악

하고자 하 다.

연구방법 : 2014년 0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 여

비용 청구데이터 자동차보험으로 경추간 제거술을 시행 받은 환자 850명

과 158개소 의료기 을 상으로 분석하 다. 재원일수와 련된 환자 특성과

의료기 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포아송 회귀분석(Poission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 다.

연구결과 : 자동차보험 경추간 제거술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25.75일

이다. 체 입원환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비율이 1% 증가할수록 의료

기 의 재원일수는 증가하 다(상 험도 1.027, 95% 신뢰구간 1.012-1.042).

한 이러한 련성은 규모가 작고 경추간 제거술 시행건수가 은 병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경추간 제거술 시행건수가 10건씩 증가할수록(상

험도 0.970 , 95% 신뢰구간 0.945-0.997), 병상회 율(상 험도 0.988,

95% 신뢰구간 0.979-0.997),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 수가 100병상

당 1명 증가할수록(상 험도 0.930 , 95% 신뢰구간 0.876-0.987) 재원일수가

짧았다.

결 론 : 이 연구에서는 체 입원환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비율이 높

은 의료기 에서 재원일수가 증가하 으며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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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심 어 : 자동차보험, 재원일수, 의료기 특성, 도덕 해이

제도권 내에서 별도의 리기 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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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교통여건 교통사고 발생 황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추계인구(명) 49,779,440 50,004,441 50,219,669 50,423,955 50,617,045

면허소지자수(명) 34,901,689 36,080,662 36,831,375 37,761,318 38,771,300

자동차

등록 수( )
18,437,373 18,870,533 19,400,864 20,117,955 20,989,885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221,711 223,656 215,354 223,552 232,035

사망자(명) 5,229 5,392 5,092 4,762 4,621

부상자(명) 341,391 344,565 328,711 337,497 350,400

자료: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우리나라 교통여건을 보면 추계인구의 반이상이 면허증 소지자이며 자동

차 등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으로 오늘날 필수품

이 되었으며 운 자들은 보험료를 미리 지불하고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거리에

한 가격과 효용을 비교하지 못해 필요이상으로 운 을 하게 된다(기승도

외, 2010). 여러 사람과 함께 탑승하는 버스, 택시 등 교통 수단을 포함하

면 모든 국민이 교통사고의 험성을 갖는다(표1).

우리나라는 차 으로 교통안 의식이 높아지고 자동차와 교통시설의 안

도가 향상되면서 사망사고와 같은 치명 인 사고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는 년 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4.6%, 6.5% 감소

하 다. 2004년 6,563명에서 2014년 4,762명으로 체 사망자수가 어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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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3 OECD 국가 교통사고 발생 황

순 국가
자동차1만 당

사망자수
순 국가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

1 칠 6.7 1 칠 12

2 터키 3.3 2 미국 10.3

3 한민국 2.2 3 한민국 10.1

4 헝가리 1.6 4 폴란드 8.7

5 멕시코 1.5 5 룩셈부르크 8.4

6 폴란드 1.3 6 그리스 7.9

7 슬로바키아 1.3 7 벨기에 6.5

8 미국 1.2 8 체코 6.2

9 포르투갈 1.1 9 포르투갈 6.1

10 에스토니아 1.1 10 에스토니아 6.1

자료: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이에 비례하여 사망사고율도 어들고 있다. 체 사망자수는 연평균 6.4%씩

감소하고 있으며, 자동차 1만 당 사망자수는 2004년 3.9명에서 2014년 2.0명으

로 해가 갈수록 사망사고율이 크게 어들고 있다(국토교통부, 2015)고 정 으

로 평가하 다. 그러나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율은

OECD 국가 높은 수 으로 자동차 1만 당 사망자수는 2.2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10.1명으로 OECD 국가 세 번째 순 에 해당한다(표2).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비례하여 자동차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커지

게 되었고, 한번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치료비 수리비가 과다

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어려움에 비하고자 자동차보험의 가입

률이 다른 손해보험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박범진, 2011). 국민들은 자

동차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아무 지 않은 경우라도 나 에 그 후유증이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때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

어서 보험사의 보험 지 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실이며(이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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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사보험과 사회보험 차이

구분 사보험 사회보험

가입방법 임의가입 강제가입

보험료
험의 정도

여수 에 따른 부과

소득수 에 따른

차등 부과

보험 여
보험료 부담수 에 따른

차등 여

보험재정 조달규모 감안한

필요에 따른 균등 여

보험료징수 사 계약에 의한 징수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07), 자동차보험 계약시 낮은 자기부담 을 선택한 계약자일수록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져 도덕 해이가 존재한다고 하 다(박범진, 2011).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유형은 사회보험방식을 취하면서 국민을 상

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 하는 국민건강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이다. 사회보험방식(SHI)은 국가가 기본 으로 의료보장에 한 책임을

지지만 의료비에 한 국민의 자기 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체계이다. 정부

기 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

으로 정부에 해 상 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 운 을 근간

으로 하며 의료공 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 보험 여를 행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방식(NHI)은 사회보험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연 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지만 다수 보험자를 통해 운 되는 통

인 사회보험방식과 달리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 체의 건강보험을 리·운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가입방법에서부터 차

이를 보인다.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한 보험료 강제징수에 의한 강제가입 방식

이나 사보험은 사 계약에 의한 보험료 징수로 임의가입 방식이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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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의 사 계약에 의해 보험료가 징수되는

사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

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하고 있어 건강보

험과 동일한 의무가입 방식으로 사회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자

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에 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과 다

르다. 따라서 동일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자연 인 질병 발생에 의해 의료기

을 찾는 건강보험 환자와 군가의 책임에 따른 피해에 하여 의료기 을 찾

는 자동차보험 환자 사이에는 의료이용에 한 다른 시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책임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배상이 이루어지

며 그에 따라 의료이용도 증가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입원기간, 입원율이 높고 이로 인해 입

원진료비가 높으며(이용재, 2011), 환자의 입장에서는 진료내용이 여의 범

안에 포함되면 본인부담 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이상의 입원이나 치료행 ,

과잉진단에 한 거부가 으며, 의료기 의 입장에서는 의료발생에 한 강력

한 제약이 없는 상태로 장기입원 외래 치료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상 으

로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권창익, 2007).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

상병에 한 선행 연구를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1인당 진료비는 266만 7천

원인데 반하여 자동차보험은 785만원으로 자동차보험의 진료비가 국민건강보

험에 비하여 2.9배 많았다. 국민건강보험의 입원기간은 19.7일, 자동차보험은

91.0일로 자동차보험의 입원기간이 국민건강보험에 비하여 4.6배 길게 나타났

으며 국민건강보험의 1인당 1일 입원진료비는 13만 5천원인데 반하여 자동차

보험은 8만6천원으로 낮았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기간이 히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보인다(조용운, 2010). 결국 자동차보험의 제

도 특성이 수요자와 공 자 측면에서 의료에 한 높은 수요창출의 동기부

여가 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건강상태 변화를 이용하여 경제 이득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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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심각한 도덕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의

료 공 자 특성 문의 비율, 고가장비 보유 수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

율은 체 의료기 의 환자당 입원·외래일수, 입원환자 비율 환자당 외래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로 악되었다(김재선, 2016). 이는 의료

공 자의 의료수요 창출에 한 동기부여가 있음을 설명한다.

이 연구는 환자의 본인부담 이 없는 자동차보험 용 상자에서 공 자

유인수요에 따라 의료기 의 특성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 자동

차보험의 의료이용에 한 정 진료를 유도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

이 연구는 자동차보험을 용받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의료기

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료이용은 재원일수를 사용하여 살펴보았으며,

입원환자의 치료 방법은 자동차 사로로 인한 손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

므로, 분석 상자의 치료 변이를 최소화하기 해 분석 상자를 경추간 제

거술을 받은 환자로 제한하 다. 이 연구의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와 의료기 특성에 따라 재원일수 분포를 악한다.

둘째, 재원일수와 련된 의료기 의 특성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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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고찰 선행연구

1. 자동차보험제도

1.1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 한 발 을

진함을 목 으로 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를 말한다)

에게 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을 지 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

행하여서는 아니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8조). 책임보험이란 자동

차보유자와「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하는자(이하‘보험

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하며 책임

공제 역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법에 따

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라고 정의하고 있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2조의5, 6).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자(이하‘교통사고

환자’라 한다)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 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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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보험회사의 보험 으로 해당 비용을 지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 으로 해당 비용을 지 하는 경우, 교통사고환자에 한 배

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 에

지 하는 경우에 용되는 액으로 정의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의7).

국토교통부장 은 교통사고환자에 한 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

의료기 교통사고 환자 간의 진료비에 한 분쟁을 방지하기 하여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제15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 을 정하여 고시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 ·청구 차 지 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한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의 인정범 를 살펴보면「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요양

여범 에서 정한 내역 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한 보험 여기 ’,「응 의료에 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응 의료수가기 을 용한다. 한 건강보험의 인정범 와 달리정하는

항목, 건강보험기 에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기 에 규정되지 아나한 항목은 건강보험기 의 비 여 부분에 해당한다.

한 건강보험기 과 자동차보험 별도기 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고

용노동부장 이 고시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여 산정기 」의 ‘산재보험

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 여 범 비용산정기 ’에 규정된 사항을 용

한다. 건강보험기 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 여 범 비용산정기 이 건강보험기 의 개정으로 새로이 요양 여

의 범 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건강보험기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약해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건강보험기 을 용하여 그 외 비

여에 한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고 이 외의 항목에 해서는 산재보험기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 여 범 비용산정 기 을 용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 를 건강보험 요양 여비용을 포함하여 산재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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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부 용하고 있어 건강보험보다 여범 가 넓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용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용의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며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용

이 건강보험 진료비용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의 청구 지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에 따

라 교통사고를 진료하는 의료기 은 국토교통부장 이 고시한 기 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다. 보험

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의료기 에 진료비를 지 한

다.

1.2 외국의 자동차보험제도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의료보장체계는 국민건강보험(NHI) 방식이지만 단일

보험자 체계로 운 되고 있다. 미국, 랑스, 일본 등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국

민건강보험 체계이며 국, 이탈리아 등은 국민보건서비스(NHS) 체계를 택하

고 있다. 외국의 자동차보험은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면 보험유형에 따라 요양

여 심사 수가 체계롤 별도로 유지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

찬가지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이원화되어 있으나 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 어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한 환자가 건강보험을 선택할 경우 건강보험조합에서,

자동차보험을 선택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진료비 심사를 담당한다.

환자가 건강보험을 선택할 경우 건강보험조합에서 진료비 심사시 기왕증에

한 부분을 제외하고 자동차보험에 구상권을 행사한다(조용운, 2010). 외국의

자동차보험제도를 요약해보면 아래의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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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외국의 자동차보험제도

국가

(의료보장체계)

요양 여

심사 수가
제도

국

(NHS)
일원화

자동차보험환자의 모든 진료비는 다른 환자들과 마찬

가지로 NHS에서 지 하므로 진료수가체계, 진료비심

사체계가 NHS를 심으로 용된다.

이탈리아

(NHS)
일원화

소비자가 자동차보험료를 자동차보험회사에 납부하면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NHS 에 납부하고

NHS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며

진료비 심사 지 도 NHS에 담당한다.

뉴질랜드

(NHS)
일원화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구분이 없으며 자

동차사고 피해자는 앙정부가 운 하는 사고보상법인

(ACC)으로부터 과실 여부에 상 없이 보상받는다.

미국 일원화

별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진료비

심사는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담당한다. 자동차 사고 피

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 을 청구한다.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일차 으

로 지 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의료서비스에 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며 자동차보험회사가 청구

된 진료비를 심사하여 지 하는 방식이다.

랑스

(NHI)
일원화

자동차사고 피해자도 사회보장제도인 질병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며 자동차보험사는 의무보험료의 15%를

사회보장재운으로 납입하고 질병보험기 에 의한 본

인부담 은 자동차보험사가 직 부담한다.

오스트리아

(NHI)
일원화

자동차 사고 시 NHI에서 모든 진료비를 의료기 에

지 하고 진료수가와 심사체계가 건강보험 조합을

심으로 일원화한다.

독일

(NHI)
일원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NHI에서 모든

진료비를 지 하고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NHI

의 본인부담액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한다.

일본

(NHI)

건강보험과

이원화

별도의 자동차수가체계를 유지하며 이원화 되어 있음. 그러

나 환자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제3자의 행 에 의한 상병신고」

차를 통하여 건강보험으로도 청구할수 있으며 건강보험자는

사후 으로 자동차보험사에 치료비를 구상할 수 있다.

※ 자료: 조용운(2010), 보험개발원(200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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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자 유인수요(Supplier Induced Demand, SID)

의사가 환자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지향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의료

서비스 수요에 향을 미치는 것을 ‘공 자유인수요(supplier induced

demand)’라고 한다. 환자가 의료시장에 들어 온 다음에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정보 비 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공 자인 의사의 지도에 따라 서

비스가 이용되는 특성이 있다. 이때 의사가 ‘완 한 리인(perfect agent)’ 역

할을 하게 되면 정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불완 한 리인(imperfect agent)’

이 되는 경우 필요 이상의 수요 창출이 생긴다(여지 , 2015).

Roemer(1961)는 인구 1000명당 단기 종합병원 병상의 공 량과 인구 1000명

당 입원일로 측정한 이용률 사이에 아주 한 상 계가 있다는 것을 밝

냈다. 한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고, 병원 병상만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이용

율이 속도로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사실은 “병상을 설치하기만 하

면 그 병상은 채워진다(bed built is a bed filled)”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러

한 찰을 Romer의 법칙 는 Romer의 효과라고 한다(최윤주, 2014).

의사 공 의 증가는 치료 총량의 증가를 래할 것이며 공 자 유인수요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총 수요는 증가된 경쟁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단순한 시

장의 공 과 수요모형도 이를 측할 수 있으며, 공 자 유인수요의 수요와

공 모형은 공 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Reinhardt 수가검

정에서 SID는 수요가 증가하여서 가격 는 수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존재한

다.

의사의 행태에 한 공 자 유인수요이론을 주장한 경제학자들은 ‘목표소득

가설(Evans, 1974)’을 제안하 다. 목표소득 가설이란 의사 공 의 증가가 의

료수가와 소득을 하시키지 않고 신 소득을 유지하기 해 수가를 인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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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는 가설이다. 소비자의 무지가 존재하고 수가가 통제된다면 의사는 량

권을 발휘하여 수요를 조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진료수가가 소득을

어느 목표 수 에 까지 인상시킬 수 있는 독 가격 결정력이 있다. 이는

의사들이 실제소득이 목표치보다 감소하 을 때 달성하거나 회복하려고 하는

소득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목포소득행동은 의사의 행동에서, 소득이

단순히 요한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

목표에 한 극단 인 집 과 목표소득을 넘어선 미래 소득에 한 무 심은

많은 보건경제학자들이 목표소득가설에 해 의문을 표시하게 하는 요소이다.

목표소득의 설정이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의사가 항시 이윤극 화

수 에서 가격이 설정되도록 철 한 독 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에 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vans(1974)는 의사를 효용극 화 공

자로 설정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 으며 의사를 효용극 화 공 자로 설정하

고, 이 공 자의 효용함수는 식1과 같이 표 하 다.

U=U(Y,W,D) … 식1

여기서 Y는 순소득, W는 노동시간, D는 수요를 증 시킬 수 있는 재량 인

향력을 나타낸다. 이 모형의 주요한 특징은 수요 증 로 인하여 한계 비효

용이 증가한다는 가정이다. 즉, Evans에 따르면 의사들이 유인수요를 선호하

지 않으며, 유인수요가 커지면 불유쾌도 커지고, 이러한 불유쾌는 유인 수요로

얻는 이득을 상쇄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경쟁이 소득을 감소시킨다면 의사는

이를 상쇄하기 해 유인수요를 늘릴 것이다(박윤형, 2010).

의사의 재량정도를 구체 으로 표 하기 하여 재량에 의한 수요 D를 ㅇ인

으로 창출된 서비스라고 한다면 유인 서비스 단 는 π라는 불변 이윤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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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이루어지고, 유인 서비스가 없을 경우의 최 이윤수 이 πＱ0 이라면

의사의 총이윤(소득)은 Y=πＱ0＋πD로 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선형방정식은

의사가 도달 가능한 Y와 D의 조합을 나타내며 따라서 이는 의사가 소득을 벌

어들일 가능성을 나타낸다. 의사는 가능하다면 가장 높은 무차별곡선에 도달

하려고 할 것이다. 경쟁이 증가하면 의사가 수요 유인의 정도가 높아지는 선

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다(DB＞DA)(박창제, 2001).

Steno(1987)는 의사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경쟁의 유입이 의사의 유

인을 증감하는 것은 생산과 고에 따른 비용구조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Steno는 만약 의사의 공 자 유인수요가 고 는 유인과 유사하다면,

경쟁이 심해지는 시장에서는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견해

는 경쟁에 한 의사의 반응이 사회 으로 양성이거나, 심지어 이로울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박윤형, 2010).

공 자 유인수요에 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유인수요 효과(induced demand

effect)’, ‘가격효과(price effect)’, ‘가용성효과(availability effect)’의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에 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가격효과(price effect)는 의사당 업

무량이 감소되면 환자 유인을 해 의료서비스 가격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수

요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용성효과(availability effect)는 의료공 의 증

가로 의료이용의 기시간, 이동시간 등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환자의 선

택권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여지 , 2015).

Rice(1983)는 의사가 가격을 선택할 권한이 없을 경우 공 자 유인수요에 따

른 수가변화를 연구한 결과 medicare 수가가 높으면 사례당 제공하는 서비스

의 양이 어지고, 즉 진료의 강도가 낮아진다. 반 로 수가가 낮아지면 진료

의 강도, 즉 서비스의 양이 많아졌다. 의사들은 소득 손실을 보충하기 해서 환

자에게 매하는 서비스의 평균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방법을

이용해서 Nguyen과 Derrick(1997)은 medicare 수가가 하락하면 그로 인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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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 의사들의 서비스 양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Yip(1998) 한 medicare

수가 하락이 서비스 양의 증가로 이어짐을 발견하 다. Dranove(1988)와

Rochaix(1989)는 의사가 수요를 유인하지만 환자의 정보로 인하여 제약이 따를 것

이라고 하 다.

일부 학자들은 공 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증가하는

수요가 과연 공 자의 목표소득 때문인지, 아니면 수요자인 환자에 의한 자발 인

수요증가 때문인지에 하여는 의견을 달리한다. 의사의 인력 공 이 늘면서 수요

가 늘어나게 된 것은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

이며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의사수의 증가는 환자가

의사 방문에 따른 시간비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한다. 의사수의 증가는

의료서비스의 문화를 진시키고 더욱 문화된 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역을

확장시키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고 질 좋고 문화된 서비스에 한

환자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논리이다(박창제, 2001).

그러나 많은 선행논문에서 공 자 유인수요에 한 실질 인 증거는 확인하지

못하 다. Davis(2000)은 행 당 수가체계에서 의료행 를 하는 의사는 경쟁 이

고 소득극 화 행동의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 지만 결과값을

얻지 못하 다. Davis의 가설은 행 별수가제를 지불제도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일치하므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의료기 에서 포 수가제

도입 이 행 별수가제도에 의해서 지불보상이 이루어지던 시기의 자료를 활용

한 연구에서는 경쟁이 높은 지역에 소재한 병원의 의료비가 경쟁이 낮은 지역 병

원의 의료비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여 다고 하 다(권의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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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 해이(Moral Hazard)

도덕 해이는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약 을 악용하거나 혹은 사고

방지에 무의식 으로 태만히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을 발견하고

이들의 비도덕 행 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 으나, 보험가입자

의 사고방지 활동을 보험회사가 직 찰하지 못하는 것을 본인- 리인 계

로 확장하면서 그 의미가 경제학 기타 분야로 확 되어 사용하게 되었다

(최율, 2004).

정보 비 칭 상황에서 일방의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제 주체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익을 이거나 편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추어진 특성

으로 발생하는 역선택과 함께 감추어진 행동에 따른 도덕 해이 한 정보비

칭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요 경제문제의 하나이다(임 순, 2016). 경제학

의미는 소비자로서 피보험자의 경제행 가 보험의 보상으로 보조 을 받게 되

므로 한계이득(marginal gain)이 한계비용(margina cost)보다 낮을 때까지 계

속하여 서비스 혜택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비용을 과 지출하게 된다. 이

런 경우 보험자는 여기서 발생한 과손해액을 알 수는 있지만 입증할 수는

없다. 실 으로 이러한 사례는 의료 여, 산재보험의 경우에 많이 있다. 이

러한 의미의 도덕 해이가 경제학 의미에서 제거될 수 있으려면 피보험자

의 도덕 해이로 인한 행 가 경제 보수에 완 비탄력 (inelastic)이어야

한다(신태식, 2006).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계약당사자들이 자신의 경

제 효용을 높이고자 하는 기회주의 속성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기회주의

속성이란 주인과 리인 양측이 갖는 정보가 같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정보

를 가지고 있는 리인으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해

보려는 유혹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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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일수(Length Of Stay)

재원일수(LOS)란 입원환자의 입원부터 퇴원 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이

은숙, 2013), 의료서비스 이용의 결과와 의료서비스 질 변이를 간 으로 진

단하는 유용한 도구이자 입원진료비에 향을 주는 가장 요한 요인이다(김

유미, 2011).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질병특성, 병원특성, 환자특성 재원기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동일 질병에서 진료비의 차이는 재원일

수에 가장 향을 많이 받는다(강성홍, 2009).

재원일수의 단축은 병상회 율을 높여서 의료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함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입원진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환자들을 받음으로서 수익의 증가와 간 비 성격 비용의 분산이라는 측

면에서 병원경 에서는 수익성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남경

엽, 2008). 일반 으로 의료수익은 의료수가와 진료량 재원기간에 의하여

향을 받으나 이 의료수가와 진료량은 정보와 보험자의 규제가 있기 때문

에 병원 리자가 자의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결국 재원기간에

한 리방안의 모색으로 병원 수익 증 를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입원

환자의 진료비가 입원 기에 많이 발생하고 재원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일당

평균 진료비가 감소하므로 재원일수를 단축함과 동시에 병상회 율을 높이면

의료수익을 증 시킬 수 있다(조우 , 1987). 한 평균 재원일수 단축이 연간

입원수익의 증 에 기여한다(이해종, 1997).

이처럼 재원일수의 정한 리는 의료소비자와 의료제공자에 정 인 효

과를 나타낸다. 재원일수의 합리 리는 의료소비자, 공 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즉 재원일수의 감소는 병상회 율 향상으로 이어져 새로운 환자

의 진료가 원활해지며, 병원 수익률은 개선된다. 한 환자 입장에서도 수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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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2014년 우리나라 보건의료 이용 황

(단 : 개소, 병상, 명, 일)

　 한국 OECD(평균) 증감율(%)

병원수(인구 100만명당) 68.7 39.6 2.3

병상수(인구1,000명당) 11.0 4.8 2.3

임상의수(인구1,000명당) 2.17 3.22 0.70

문의수(인구1,000명당) 1.58 1.98 0.80

환자당 외래방문횟수 14.3 6.9 2.1

입원환자 재원일수 16.1 8.3 1.9

자료: 주요 OECD 보건통계해설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성 치료가 끝나 건강상태가 호 되면 빨리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진료비를 약할 수 있다(김 훈, 2010). 의료기 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의료

기 의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병상회 율 향상을 통해 신

규 입원환자를 증가시키고, 병원 수익을 향상시키는 등 병원 경 수지 개선에

향을 미친다(김상미, 2013).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수 있게 한다(김원 , 2013). 그러나

재원일수 리는 의료기 경 수지 개선이라는 경 략 측면 보다는 의료

의 질 향상을 통한 재원일수 단축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 그리고 환자의 의료

비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김 훈, 2010).

이처럼 재원일수 정 리가 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평균 재원일수

는 16.1일로 OECD평균 8.9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 이다(표5). 효율 재원

일수 리를 해서는 재원일수의 변이요인 규명 뿐 아니라 재 의료기 의

재원일수에 한 비교, 평가 정보를 산출을 하여 의료기 의 정재원일수

리를 자발 으로 유도하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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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환자에서의 재원일수에 한 선행연구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입원비율이 높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재원기간이 길었으며 자동차보험 환자

는 의료이용의 근성이 높은 병원과 의원의 이용률이 높으면서 재원기간이

짧으며, 자발 퇴원 환자의 비율이 높고 재원기간이 짧은 것으로 단할 때

경증 환자의 경우 필요이상의 입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진재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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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2009년 교통사고 상해부 별 피해자수

부 합계 두안부 경부 배요부 흉부 복부 상지 하지 신 기타

인원수

(명)
1,208,286 100,065 537,809 163,466 3,056 593 19,944 36,861 166,389 180,103

비율

(%)
100 8.28 44.51 13.53 0.25 0.05 1.65 3.05 13.77 14.91

자료 : 김재선, 2016.

5. 경추질환

척추가 골 되거나 탈구되면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이 흔히 동반되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다.

원인은 교통사고, 추락 는 낙상, 운동 경기 등에 의하여 약 80%가 발생하며

최근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로 활동 연령층인 20 부터 40 에 많으며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4배 호발한다. 동반 손상으로는 사지 골반의 골 ,

머리 손상등이며, 그 외에 흉곽, 복부 비뇨기계의 손상이 진단과 치료에

향을 미친다. 퇴행성 척추증(degenerative spondylosis)이 있거나 척추 착

증(spinal stenosis)이 동반된 은 연령에서도 골격의 손상 없이 경미한 경추

의 과신 (hyperextension)만으로도 척수 손상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요한다. 교통사고 발생 상해 부 별 피해자수를 보면 경부가 44.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표6).

1) 경추손상

경추는 골과 인 의 복합체로서 내부에 척수와 신경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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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 탈구가 일어날 때 척수가 손상되어 그 이하부의 기능이 상실되는 사지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척수는 추신경계로서 완 손상이 되면 회복은 기

하기 어렵고 합병증에 한 치료와 간호를 하여 많은 인력, 시간 비용

이 평생 동안 소요되므로 사회 경제 으로 문제가 크다. 특히 경추 척수 손상

은 자활 능력이 거의 없는 사지마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요하다. 따라

서 경추의 불안정성에 의한 추가 신경 손상을 방하기 하여 최선의 노력

이 필요하다.

경추의 손상은 크게 두 부 로 나 수 있다. 후두부(occiput)와 환추(atlas),

축추(axis)가 이루는 상부 경추와 제3경추 이하의 하부 경추의 손상으로 나

수 있다. 상부 경추는 세 구조물이 강한 인 와 낭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

으며, 하부 경추와는 이한 독특한 해부학 인 구조와 운동 양상에 의해 손

상의 형태도 다양하고 특이하다. 하부 경추는 상부 경추에 비해 치명 인 손

상은 은 반면 손상의 빈도가 휠씬 많고 상부 경추에 비해 척추/척추 비

(cord/canal ratio)가 크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부 경추

는 생명과 계된 요한 척수 부 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추락이나 교통사

고 후 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흔한 척추 손상이지만 생존해서 응 실에

내원한 경우에는 연부조직이나 골 손상이 심하더라도 척추 이 넓기 때문에

신경증상의 빈도는 으며 방사선 검사상 진단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이

같이 진단 치료가 지연된 경우에는 이차 인 경미한 손상으로도 신경 증상

이 유발될 수 있고 경부 통증 운동제한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다발성 손

상을 동반한 심한 외상의 경우에는 항상 경추 방사선 검사를 포함시켜 확인하

여 한 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부 경추 손상 시 세 한 신체 신

경학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바탕으로 골 의 분류, 신경학 상태에 한

정확한 분석과 치료 방향을 결정함이 우선 으로 요하다. 골 의 생역학

기 에 의한 분류는 골 시 손상의 정도와 향후 치료 방향 후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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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한다.

경추부 손상은 사회에 있어서 주요한 장애의 원인이다. 불안정한 경추

손상 환자에서 치료의 목표는 생명의 보존, 동반 손상의 치료 합병증의

방, 손상 받지 않은 신경 기능의 보존, 신경 회복의 도모, 척추 안정성의 회복

기형의 방, 최 한의 기능 회복 등이다.

2) 경추의 손상기

경추는 상체와 비교 무게가 무거운 머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연성이 큰 조

직이어서 흉요추부의 골 과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경추부에서는 탈구의 양

상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고정되어 잇는 상체에서 무거운 물체의 편타성

(whiplash)운동이 일어날 경우 굴곡-신 형태의 손상이 일어나기 쉬우며 흉

요추부 보다 휠씬 운동범 가 넓고 한 후 (facet joint)의 형태가 앞으로

탈구되기 쉬운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추의 손상은 부분 간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며, 외력이 가해지는 방

향과 자세에 따라 차 진행되어 일정한 형태의 손상에 이르는 과정으로 보여

다. 척추를 생 역학 으로 주, 간주, 그리고 후주로 분류하는 삼주설

(three column theory)에 의하면 외상 시 척추에 작용하는 기본 인 힘의 방

향은 굴국, 신 회 으로 이들은 삼주에 해 각각 압박(compression)

는 신연력(distraction)으로 작용한다.

손상의 형태를 구별하는 은 압박력이 가해질 경우는 척추 구성물이 단

축되고, 신연력에 의해서는 신장이 일어난다. 반면 각 부분의 골 추간 은

압박력에 의해서는 의 손상이 일어나며 신연력에 의해서는 인 나 낭과

같은 연부조직의 손상보다 조기에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배경으로

한 어떠한 분류도 모든 손상을 이런 정해진 형태에 맞출 수는 없으며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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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손상인 경우는 분류가 불가능 할 수 도 있다는 단 이 있다.

(1) 상부 경추 손상 기

두개 기 부와 제1경추인 환추, 제2경추인 축추는 나머지 5개의 경추와는 해

부학 모양과 운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손상 기 이 다르고 치료 방법도

차이가 있다. 환추와 축추는 굴국, 신 회 운동을 할 수 있게 독특하게

되어 있으며, 환추의 골 분 에서 축추 추체의 상부 돌기 부분인 치돌기가 발

생한다. 환추는 환상으로 상부에 함몰이 있는 척추 돌기의 뒷 부분인 후

궁이 궁보다 얇다.

환추의 골 은 개 이 얇은 부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 축추의 추체는

경추의 추체 가장 크며 환추와 을 이루는 상부 면에서 회 이 일

어나며 제3경추 추체와 을 이루는 하부 면 부분에서 굴곡, 회

경사 운동이 일어난다. 축추는 상부 부하가 경추 추체의 심부로 달이 이

루어지는 이 추체(transitional vertebra)이며 개 골 은 상부와 하부

돌기 사이인 부(isthmus)에서 일어난다. 환주-후두 은 환추의 상부

면과 후두개 과(condyle)가 연결괴는 로서 긴 후방 축을 가지기 때문

에 이 에서 20~30도 까지 머리의 끄덕거림(nodding)이 가능하다. 환추와

축추 사이에는 환추의 궁과 축추의 치돌기 사이에 이 있어서 경추가 회

하는 동안 환추와 축추가 되는 것을 막으며 경추 에서 두개골이 회

되는 것을 막는다.

상 경추부는 복잡하고 요한 인 를 가지고 있으며 환추-축추간 에

서 일차 으로 이 을 안정화시키는 구조는 횡환추 인 (transverse

atlantal ligament)이다. 상부 경추, 즉 후두-환추-축추 복합체에 한 손상은

외상성으로 치명 인 척추 손상이다. 이들 손상의 부분은 교통사고, 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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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타 여러가지 외상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부 에서의 넓은 척추

척추 면 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척수의 비율에 의해 이 부 에 한

손상을 겪고도 생존한 부분의 환자들은 심한 연부조직 골 괴에서 불구

하고 신경학 손상은 없거나 미약하다. 심각한 외상을 받은 모든 환자에서

이 부 에 한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해야한다. 두개 는 안면부

타박상, 의식소실, 흉부손상 는 경추부 후두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그

지 않다고 명될 때까지는 경추부 손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하부 경추 손상 기

척추의 손상을 진단하는데 있어서는 단순 방사선상에서 찰되는 골 은 그

자체로서 보다는 해당 운동 분 의 인 손상을 나타내주는 표식으로서의 의

미가 크다. 즉, 같은 정도의 압박골 , 방출성 골 는 물방울 골 이라

할지라도 지지 인 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침과 후가 상이하다.

경추의 손상은 부분 간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며 외상이 가해지는 방

향과 자세에 따라 차 진행되어 일정한 양상의 손상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다. 척추의 생 역학에서 척추를 주(anterior column), 주(middle column)

후주(posterior column)로 분류한다. 경추부에서 주는 종인 와 추체

추간 의 방 2/3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는 후종인 와 추체 추간

의 후방 1/3로 구성되어 있고 후주는 척추 후궁과 후방인 군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주는 손상이 있는 경우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삼주설(three column theory)에 의하면 외상 시 척추에 작용하는 기본 힘

의 방향은 굴곡, 신 회 으로 서 주, 주 후주에 해서 각각 압박

는 신연력으로 작용한다. 이때 각 부분에서 골 추간 은 압박력에 항

하고, 섬유륜과 인 는 신연력에 항한다. 이러한 삼주론 입장에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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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탈구가 발생하는 손상 기 은 압박 굴곡, 수직 압박, 신연 굴곡, 압박

신 , 신연 신 측굴곡의 여섯 가지 양상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축추 운동

분 의 손상의 크기와 신경 손상의 정도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인 진단이 완료될 때까지는 외고정에 의한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다(

한정형외과학회, 2013).

3) 치료

치료방법은 보존 치료 침상 안정으로 디스크의 압력을 여 다. 걷기, 체

조, 수 등 근육 강화 운동을 꾸 히 한다. 의자에 앉을때는 등을 구부리지

않도록 하고 양쪽 어깨를 펴고 바르게 앉는다. 걸을 때는 목을 앞으로 숙이지

않고 어깨를 펴고 바르게 걷는다. 국소 으로 마취제나 스테로이드를 압통이

있는 부 에 주사한다.

수술 처치로 가장 일반 인 방법은 목의 앞쪽에서 디스크을 완 히 제거

하고 골이식을 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 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수술의

안정성이나 임상 결과 측면에서 수십년간의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하여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목 뒤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인

후방 신경공 확장술이 있다. 최근 미세 침습수술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연

성 추간 탈출증의 경우에 특히 효과 인 방법으로 각 받고 있다. 세번째

방법으로는 방 신경공 확장술이 있으며, 경험이 필요한 술기이기는 하지만,

경부 통증이 심하지 않고 방사통이 주된 증상인 경우에는 의 움직임을 유

지할 수 있으며 기구 고정 골유합술에 따른 합병증의 가능성을 일 수 있

는 장 이 있다. 네번째 방법은 경추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다. 인공 디스크란

기존의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를 인공물로 치하는 방법이다. 수술 방

법은 일반 인 방 고정술과 비슷하나 수술 후에도 그 부 의 운동을 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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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어 유합술로 인해 래될 수 있는 인 마디 변성을 막을 수 있다는

큰 장 이 있으나 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한척추신경외과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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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자동차보험 환자에서 의료기 의 특성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요인

을 악하고자 한다(그림1).

입원환자의 재원일수에 향을 주는 요인은 환자 특성과 의료기 특성으로

구분하 으며, 환자 특성은 성별, 연령, 입원시주진단, 동반질환, 동일부

는 다른 부 의 동반수술, 진료비 심사기간으로 구성하 고, 의료기 의 특성

은 의료기 종별, 병상회 율,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수, 병상수, 소

재지 등으로 선정하여 분석하 다.

그림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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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자료

가. 연구자료

이 연구는 의료기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요양 여비용을 청구한 청

구 데이터(EDI)를 활용하 으며 보험유형을 자동차보험으로 국한하여 추출하

다. 자동차보험은 2013년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청구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의료기 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식

(EDI, 서면)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다.

환자 련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심사결정분으로 하 으며 의료기 련 황자료는 청구데이터와 동일한 기

간의 자료는 수집할 수 없어 2016년 9월 의료기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

고한 황을 용하 다. 추출한 청구 자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해 자료수

집과정에서 개인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체키를 무작 할당하 다.

나. 연구 상자

연구 상은 본인부담 이 없고 의료수요에 한 환자의 거부감이 으며 의

료기 이 의료 서비스제공에 제한이 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으로 하 으

며, 의료기 의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를 악하고자 환자의 의료에

한 선택권을 최소화하기 하여 ‘수술’이라는 건강상태를 용하 다. 경추는

교통사고 발생 시 험에 노출되기 쉬운 부 로 상해 발생부 피해자 비율도

경부가 44.5%로 가장 많다(김재선, 2016). 따라서 자동차보험 경추부 수술

시행건수가 가장 많은 경추추간 제거술 환자를 상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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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5년까지 경추간 제거술(청구코드 N1491)을 시행받은 입원환자

는 850명이며 경추간 제거술 시행한 의료기 은 158개소이다(그림2).

그림 2. 연구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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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정의

가. 종속변수

의료기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를 분석하기 한 종속변수는 경추간 제거

술(N1491)을 시행 받은 환자의 재원일수이다. 수술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

공함에 있어 의료기 의 특성이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재원일수를 통하여 악하고자 한다.

나. 독립변수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 의 특성으로 구분하 다

(표7). 범주형 변수 환자의 특성은 연구 상자의 성별, 입원시 주진단,

경추간 제거술과 함께 시행된 경추 수술, Charlson 동반질환지표, 입원 기

간 동안 다른 수술 처치, 심사년도이고 의료기 특성은 입원 병원의 종별

구분, 소재지이다. 연속형 변수 환자 특성은 연구 상자의 연령이며, 의료

기 특성은 입원 병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분율, 경추간 제거

술의 건수, 병상회 율, 100병상 당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 수, 병상

수로 선정하 다.

환자의 특성에서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경추간 제거술 시행 환

자의 입원시 주진단은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로 구분하 다. 의료기 특

성에서 의료기 종별은 병원 , 종합병원 이상으로 구분하 으며, 문의

수는 해당 수술의 진료과인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 수로 하 다. 의

료기 소재지는 도시와 비도시로 구분하 으며 서울과 인 한 경기도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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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연구 변수의 정의

변 수 정 의

독립

변수

<환자 특성>

성별 남자, 여자

연령 모든 연령

입원 시 주진단 상 4개 상병, 기타

경추간 제거술과 함께

시행된 경추수술
동시시술 여부

Charlson 동반질환지표 0, 1, 2, 3이상

입원기간동안 다른 부 의

수술 처치
유·무

심사년도
2014년도 상반기 하반기

2015년도 상반기 하반기

<의료기 특성>

체 입원환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분율(%)

해당 의료기 의 체 입원환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비율

경추간 제거술 건수
해당 의료기 의 체 경추간 제거술

시행 건수

병상회 율 해당 의료기 의 병상수 비 체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 수(100병상당)

100병상당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 수

종별 구분 병원 , 종합병원 이상

소재지
도시 : 특별시, 역시, 경기도

비도시 : 그 외 지역

종속

변수
입원 재원일수

에 포함하여 도시는 특별시· 역시·경기도로 하고 그 외 지역을 비도시로 구

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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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연구 상자의 분포와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기술 분석을 시행하

다. 분석에서 사용된 독립변수 범주형 변수인 연구 상자의 성별, 입원 시

주진단, 경추간 제거술과 함께 시행된 경추 수술, Charlson 동반질환

지표, 입원 기간 동안 다른 수술 처치, 심사년도와 입원 병원의 종별구분,

지역에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다.

다음으로, 각 독립변수의 범주별 재원일수의 분포를 악하기 해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독립변수 연속형 변수인 연구 상자의 연령, 입원 병

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분율, 경추간 제거술의 건수, 병상회

율, 100병상 당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 수, 병상수에 하여 앙값으

로 범주를 나 어 재원일수의 평균과 표 편차를 제시하 다. 그리고 각 독립

변수의 범주별 재원일수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정하 다. 검증 방법은 해

당 변수에서의 재원일수 분포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기각함에 따라 비모수

통계방법인 Mann Whitney U test를 이용하 다.

그 후, 재원일수와 련된 환자 특성과 의료기 특성을 살펴보기 해 해

당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종속변수인 재원일수의

분포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양의 왜도를 보이므로 포아송 분포

(Poission distribution)을 가정하 으며, 이에 해 포아송 회귀분석(Poission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 다.

마지막으로, 각 하 집단별로 재원일수와 자동차보험환자 분율과의 련성

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해 병원의 병상회 율, 병상수, 100병상 당 신

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 수에 따라 층화분석을 시행하 다(표5). 하 집

단은 수를 기 으로 수 이하, 수 과의 두 범주로 나 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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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이 연구는 추가 으로 입원기간 동안 발생했던 총 입원비와 총 입원비를 재

원일수로 나 일당 입원비에 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먼 , 각 독립변수별

입원비의 평균 표 편차를 구하여 재원일수 분석과 마찬가지로 Mann

Whitney U test를 이용한 평균 입원비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 고, 그 후

감마분포(gamma distribution)에 로그함수를 링크함수로 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부록 표 1,2,3,4). 모든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9.4 version을 이용하 으며, 유의수 5%에서 통계 유의성을 검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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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분포와 일반 특성은 기술분석을 하 으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 고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 편차로 산출하 다.

연구 상자는 경추간 제거술을 시행한 850명의 환자이며 일반 특

성은 표8과 같다.

환자 련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남성은 664명(78.1%)이고, 여성은

186명(21.9%)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51.14세(±13.41)이다.

경추간 제거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입원시 주진단(ICD-10)은 목 부

의 인 의 탈구, 염좌 긴장(S13)이 228건(26.8%)로 가장 많은

유율을 차지하 다. 그 다음으로는 목의 골 (S12)이 210건(24.7%), 기타 주

진단은 157건(18.5%), 목 부 의 신경 척수의 손상(S14)는 152건(17.9%),

경추간 장애(M50)가 103건(12.1%)이다. 동반수술에서는 경추간 제거

술만 시행한 경우는 30건(3.5%)에 해당하며, 경추간 제거술과 경추

고정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는 781건(91.9%)를 차지하 고 부분의 환자가 경

추간 제거술과 함께 경추고정술을 시행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

추간 제거술과, 경추체제거술 는 경추체제거술과 경추고정술을 동시에 시

행한 경우는 39건(4.6%)이다.

Charlson 동반질환지표는 CCI 0은 306건(36.0%)해당하고 CCI 1은 239건

(28.1%), CCI 2는 138건(16.2%), CCI 3이상인 경우는 167건(19.7%)이다. 입원

기간동안 다른 부 수술을 받은 경우는 366건(43.1%)에 해당하고 다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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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변 수 빈도/평균
(백분율)

±표 편차

환자 련 변수

성별

남성 664 (78.1)

여성 186 (21.9)

연령 51.14 ±13.41

입원시주진단(ICD-10)

경추간 장애(M50) 103 (12.1)

목의골 (S12) 210 (24.7)

목부 의 인 의탈구,염좌 긴장(S13) 228 (26.8)

목부 의신경 척수의손상(S14) 152 (17.9)

수술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484건(56.9%)에 해당한다.

심사기간으로는 2014년 상반기에는 251건(29.5%)를 차지하 으며 2014년 하

반기에는 221건(26.0%), 2015년 상반기에는 210건(24.7%)이고, 2015년 하반기

에는 168건(19.8%)를 차지하 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시행건수가 감소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의료기 련 변수를 살펴보면, 체 입원 환자 에서 자동차보험 입원 환

자의 비율은 3.67%(±3.36)이다. 경추간 제거술 체 시행 건수는 평균

24.42건(±25.26)이고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 수는 100병상당 평균

2.56명(±1.22)이다. 종별 구분에서는 병원 은 40개소이며 53건(6.2%)이며, 종

합병원 이상은 118개소로 수술 시행건수는 797건(93.8%)이다. 부분의 환

자들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수술을 받았다. 병상수는 평균 879.09병상

(±476.82)이며 병상회 율은 평균 32.07%(±7.26)이다. 도시 지역의 의료기 수

는 107개소이며 수술 시행 건수는 613건(72.1%)에 해당하 고 비 도시지역 의

료기 수는 51개소이며 수술 시행 건수는 237건(2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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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57 (18.5)

경추간 제거술과함께시행된경추수술

없음 30 (3.5)

경추고정술 781 (91.9)

경추체제거술, 경추체제거술+경추고정술 39 (4.6)

Charlson동반질환지표

0 306 (36.0)

1 239 (28.1)

2 138 (16.2)

≥3 167 (19.7)

입원기간동안다른부 의수술 처치

무 484 (56.9)

유 366 (43.1)

심사기간

2014.01-06 251 (29.5)

2014.07-12 221 (26.0)

2015.01-06 210 (24.7)

2015.07-12 168 (19.8)

의료기 련 변수

체입원환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비율(%)
3.67 ±3.36

경추간 제거술건수 24.42 ±25.26

병상회 율 32.07 ±7.26

신경외과 는정형외과 문의수(100병상당) 2.56 ±1.22

병상수 879.09 ±476.82

종별구분

병원 (N=40) 53 (6.2)

종합병원 이상(N=118) 797 (93.8)

지역

도시(N=107) 613 (72.1)

비도시(N=51) 237 (27.9)

총 계 8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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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주별 재원일수 분포

독립 변수 범주형 변수는 범주별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고 범주별 재원

일수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Mann whitney U test로 하 다. 연속형 변수는

앙수로 범주를 구분하여 범주형 변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원일수의 분포를

악하 다(표9).

범주형 변수 환자 련 변수를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 재원일수는 26.28일

(±22.39)이고 여성의 평균 재원일수는 23.83(±18.96)일로 남성이 여성보다 재원

일수가 길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value 0.2594).

입원시 주진단에서는 목부 의신경 척수의손상(S14)은 평균 재원일수

32.51일(±23.20)로 가장 길었으며, 목의골 (S12)의 평균 재원일수는 25.03일

(±20.21)이다. 목부 의 인 의탈구,염좌 긴장(S13)에서는 평균 재원일수

22.66일(±19.80), 기타 주진단에서는 평균 재원일수 31.32일(±25.78), 경추간

장애(M50)는 평균 재원일수 15.54일(±12.28)이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value <.0001).

동일부 동시수술에서는 경추간 제거술만 시행한 환자의 재원일수

는 17.27일(±13.87)이며 경추간 제거술과 경추고정술을 함께 시행한

환자의 재원일수는 25.65일(±21.72), 경추간 제거술과 경추체제거술

는 경추간 제거술과 경추체제거술, 경추고정술을 함께 시행한 환자

의 재원일수는 34.26일(±23.55)이며 수술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재원일수가 길

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value 0.0049).

Charlson 동반질환지표 수에서는 CCI 0은 평균재원일수 21.22일(±18.73),

CCI 1은 평균재원일수 24.87일(±22.50), CCI 2는 평균재원일수 28.36일

(±20.22), CCI 3이상은 평균재원일수 33.14일(±24.50)이다. 환자의 증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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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value <.0001).

입원기간동안 다른 부 의 수술 처치 유무에 따라서는 다른 부 의 수술

처치가 이루어진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32.09일(±23.62)이며 다른 부 의

수술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20.95일(±18.76)로 통

계 으로 유의하 다(p-value <.0001).

심사기간으로는 2014년 상반기 심사기간동안의 평균 재원일수는 28.67일

(±23.62), 2014년 하반기에는 25.15일(±22.62)이며, 2015년 상반기에는 평균재원

일수 24.14일(±19.30), 2015년 하반기에는 24.16일(±19.97)이며 심사기간이 지날

수록 재원일수가 차 감소하 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value

0.0795).

범주형 변수 의료기 련 변수에서는 병원 (의원포함)은 평균 재원일

수 20.06일(±15.52)이고 종합병원 이상에서의 평균 재원일수는 26.12일

(±22.00)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value 0.0646). 의료기 의 소재지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의 평균 재원일수는 24.74일(±21.97)이며 비도시 지역은 평

균 재원일수는 28.34일(±20.80)이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value 0.0007).

연속형 변수 환자 련 변수를 보면 연령의 앙값 52세 이하의 평균 재

원일수는 23.50일(±20.66)이며, 앙값 52세 과의 평균 재원일수는 28.37일

(±22.58)이다. 연령이 높은군에서 재원일수는 길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value 0.0011).

연속형 변수 의료기 련 변수에서는 체 입원환자 자동차보험 입

원환자의 비율의 앙값 2.8% 이하의 평균 재원일수는 23.09일(±19.90)이며,

앙값 2.8% 과의 평균 재원일수는 28.09일(±23.14)이다. 자동차보험 입원환

자의 비율이 높은군에서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value

0.0016).

헐 경추간 제거술 시행 건수의 앙값 20건 이하의 평균 재원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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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일(±21.34)이며, 앙값 20건 과의 평균 재원일수는 23.71일(±21.83)이

다. 헐 경추간 제거술 시행건수가 은군에서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value 0.0096).

병상회 율의 앙값 31.08% 이하의 평균 재원일수는 28.59일(±23.59)이며,

앙값 31.08% 과의 평균 재원일수는 22.80일(±19.12)이다. 병상회 율이 낮

은군에서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value <.0001).

100병상당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 수의 앙값 2.2명 이하의 평균

재원일수는 28.24일(±24.18)이며, 앙값 2.2명 과의 평균 재원일수는 23.63

일(±19.11)이다. 문의수가 은군에서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

하 다(p-value 0.0025).

병상수의 앙값 833병상 이하의 평균 재원일수는 28.26일(±21.15)이며,

앙값 833병상 과의 평균 재원일수는 23.21일(±21.97)이다. 병상수가 은군

에서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p-value 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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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범주별 재원일수의 분포

변수
재원일수

p-value
평균 표 편차

환자 련 변수 　 　 　

성별

남성 26.28 ±22.39 0.2594

여성 23.83 ±18.96

연령

앙값 이하 (≤ 52) 23.50 ±20.66 0.0011

앙값 과 ( 〉52) 28.37 ±22.58

입원시주진단(ICD-10)

경추간 장애(M50) 15.54 ±12.28 <.0001

목의골 (S12) 25.03 ±20.21

목부 의 인 의탈구,염좌 긴장(S13) 22.66 ±19.80

목부 의신경 척수의손상(S14) 32.51 ±23.20

기타 31.32 ±25.78

경추간 제거술과함께시행된경추수술

없음 17.27 ±13.87 0.0049

경추고정술 25.65 ±21.72 　

경추체제거술, 경추체제거술+경추고정술 34.26 ±23.55 　

Charlson동반질환지표

0 21.22 ±18.73 <.0001

1 24.87 ±22.50

2 28.36 ±20.22

≥3 33.14 ±24.50

입원기간동안다른부 의수술 처치

무 20.95 ±18.76 <.0001

유 32.09 ±23.62

심사년도

2014.01-06 28.67 ±23.62 0.0795

2014.07-12 25.15 ±22.62 　

2015.01-06 24.14 ±19.30 　

2015.07-12 24.1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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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련 변수 　 　 　

체 입원환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비율(%)

앙값 이하(≤ 2.8) 23.09 ±19.90 0.0016

앙값 과( 〉2.8) 28.09 ±23.14

경추간 제거술 시행 건수

앙값 이하(≤ 20) 27.57 ±21.43 0.0096

앙값 과( 〉20) 23.71 ±21.83

병상회 율

앙값 이하(≤ 31.08) 28.59 ±23.59 <.0001

앙값 과( 〉31.08) 22.80 ±19.12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 수(100병상 당)

앙값 이하(≤ 2.2) 28.24 ±24.18 0.0025

앙값 과( 〉2.2) 23.63 ±19.11

병상수

앙값 이하(≤ 833) 28.26 ±21.15 0.0007

앙값 과( 〉833) 23.21 ±21.97

종별구분

병원 20.06 ±15.52 0.0646

종합병원 이상 26.12 ±22.00

지역

도시 24.74 ±21.97 0.0007

비도시 28.34 ±20.80

총 계 25.75 ±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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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일수와 련된 요인

포아송 회귀분석을 통하여 재원일수와 련된 환자 특성과 의료기 의 특성

을 살펴보았다(표10). 분석 결과, 환자 련 변수에서는 입원시 주진단, 경추추

간 제거술과 동시 시행한 경추수술, CCI 지표, 다른부 수술 처치 유무,

진료비 심사기간에서 재원일수와 연 성이 있었다. 의료기 련 변수에서는

체 입원환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비율, 경추간 제거술 시행

건수, 병상회 율,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 수, 병상수에서 재원일수와

연 성이 있었다.

환자 련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성은 상 험도 0.974, 95% 신뢰구

간 0.870-1.190, p-value 0.6480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재원일수가 짧았으나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 시 주 진단에서는 목부 의신경 척수의손상

(S14)은 상 험도 1.509, 95% 신뢰구간 1.242-1.835, p<.0001이며, 목부 의

인 의탈구,염좌 긴장(S13)은 상 험도 1.254, 95% 신뢰구간

1.031-1.4518, p-value 0.0207, 목의골 (S12)는 상 험도 1.261, 95% 신뢰구

간 1.040-1.528, p-value 0.0182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동일부 동시수술에서는 경추추간 제거술과 경추고정술을 동시수술한 경

우 상 험도 1.250, 95% 신뢰구간 0.931-1.691, p-value 0.1367이며 통계 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추간 제거술과 경추체제거술 는 경추간 제거술과

경추체제거술, 경추고정술을 동시수술한 경우에서는 상 험도 1.674, 95%

신뢰구간 1.180-2.374, p-value 0.0039이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Charlson 동반질환지표에서는 CCI 1에서는 평균재원일수가 상 험도

1.227, 95% 신뢰구간 1.072-1.404, p-value 0.0030이며, CCI 2에서는 상 험

도 1.331, 95% 신뢰구간 1.139-1.557, p-value 0.0003이다. CCI 3이상에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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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도 1.543, 95% 신뢰구간 1.285-1.853, p<.0001이다. 동반질환지표에서는

환자의 증도가 높을수록 재원일수가 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입원기간 동안 다른 부 의 수술 처치 시행 받은 환자의 경우 상 험도

1.413, 95% 신뢰구간 1.287-1.553, p<.0001이다. 달다른부 의 수술 처치를

시행받은 환자가 다른 부 수술 처치를 시행받지 않은 환자보다 평균 재원

일수가 41% 더 길었다.

진료비 심사기간에서는 2014년 07-12월에서는 상 험도 0.912, 95% 신뢰

구간 0.811-1.027, p-value 0.1278이며, 2015년 01-06월에서는 상 험도

0.790, 95% 신뢰구간 0.697-0.896, p-value 0.0002이다. 2015년 07-12월에서는

상 험도 0.768, 95% 신뢰구간 0.671-0.879, p-value 0.0001이다. 심사기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재원일수는 감소하 으나 2015년도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의료기 련 변수에서는 체 입원환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비율은

상 험도 1.027, 95% 신뢰구간 1.012-1.042, p-value 0.0005이다.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비율이 1% 증가할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1.027배 증가하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경추간 제거술 시행 건수(10건당)에서는 상 험도

0.970, 95% 신뢰구간 0.945-0.997, p-value 0.0224이며 경추간 제거술 시

행 건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병상회 율은 상 험도 0.988, 95% 신뢰구간 0.979-0.997, p-value 0.0076

이며 병상회 율이 증가할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유

의하 다.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 수(100병상당)는 상 험도 0.930,

95% 신뢰구간 0.876-0.987, p-value 0.0161이며, 문의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병상수는 상 험도 0.977,

95% 신뢰구간 0.964-0.990, p-value 0.0007이며, 병상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재

원일수는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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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변수

재원일수

상

험도
95%신뢰구간 P-value

환자 련 변수

성별

남성 1.000 -

여성 0.974 0.871 - 1.090 0.6480

연령 0.997 0.993 - 1.002 0.2906

입원시주진단(ICD-10)

경추간 장애(M50) 1.000 -

목의골 (S12) 1.261 1.040 - 1.528 0.0182

목부 의 인 의탈구,염좌 긴장(S13) 1.254 1.035 - 1.518 0.0207

목부 의신경 척수의손상(S14) 1.509 1.242 - 1.835 <.0001

기타 1.642 1.352 - 1.995 <.0001

경추간 제거술과 함께

시행된 경추수술

없음 1.000

경추고정술 1.254 0.931 - 1.691 0.1367

경추체제거술, 경추체제거술+경추고정술 1.674 1.180 - 2.374 0.0039

Charlson동반질환지표

0 1.000 -

종별 구분에서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상 험도 1.205, 95% 신뢰구간

0.930-1.562, p-value 0.1585이며 병원 보다 종합병원이상에서 평균 재원일수

가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료기 소재지 구분에서는 비

도시의 상 험도 0.997, 95% 신뢰구간 0.895-1.110, p-value 0.9520이며 도시

지역보다 비도시지역에서 재원일수가 감소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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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7 1.072 - 1.404 0.0030

2 1.331 1.139 - 1.557 0.0003

≥3 1.543 1.285 - 1.853 <.0001

입원기간동안다른부 의수술 처치

무 1.000 -

유 1.413 1.287 - 1.552 <.0001

심사기간

2014.01-06 1.000 -

2014.07-12 0.912 0.811 - 1.027 0.1278

2015.01-06 0.790 0.697 - 0.896 0.0002

2015.07-12 0.768 0.671 - 0.879 0.0001

의료기 련 변수

체입원환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비율(%)
1.027 1.012 - 1.042 0.0005

경추간 제거술건수(10건당) 0.970 0.945 - 0.997 0.0224

병상회 율 0.988 0.979 - 0.997 0.0076

신경외과 는정형외과 문의수

(100병상당)
0.930 0.876 - 0.987 0.0161

병상수 0.977 0.964 - 0.990 0.0007

종별구분

병원 1.000 -

종합병원 이상 1.205 0.930 - 1.562 0.1585

지역

도시 1.000 -

비도시 0.997 0.895 - 1.110 0.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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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일수와 자동차보험 환자 분율과의 연 성

각 하 집단별로 재원일수와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분율과의 련성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해 심사기간, 병상회 율, 병상수,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 수(100병상 당)에 따라 층화분석을 시행하 다(그림 3). 하 집단은 심사기간

을 제외하고 수를 기 으로 수 이하, 수 과의 범주로 나 어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청구 명세서 심사기간에서는 2014년 01-06월에서는 상 험도

1.073, 95% 신뢰구간 1.031-1.117, p-value 0.0006이며, 2014년 07-12월에서는 상

험도 0.998, 95% 신뢰구간 0.957-1.039, p-value 0.9065이다. 2015년 01-06월에서

는 상 험도 1.038, 95% 신뢰구간 1.008-1.069, p-value 0.0120이며, 2015년

07-12월에서는 상 험도 1.024, 95% 신뢰구간 1.014-1.035, p<.0001이다. 심사

기간이 거듭될수록 평균 재원일수의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 히 평균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2015년도만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병상회 율은 수 31.8% 이하에서는 상 험도 1.022, 95%신뢰구간

1.003-1.041, p-value 0.0216이며, 수 31.8% 과에서는 상 험도 1.044, 95%

신뢰구간 0.970-1.039, p-value 0.8334이다. 병상회 율은 수 이하의 집단에서

재원일수가 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병상수는 수 833병상 이하에서 상 험도 1.031, 95% 신뢰구간

1.014-1.0498, p-value 0.0003이며, 병상수 앙값 833병상 과에서는 상 험도

1.021, 95% 신뢰구간 0.942-1.087, p-value 0.7496이다. 병상수에서는 833병상 이

하의 집단에서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수(100병상당)에서는 수 2.2명 이하에서는

상 험도 1.037, 95% 신뢰구간 1.015-1.060, p-value 0.0010이며, 수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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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는 상 험도 1.020, 955 신뢰구간 0.997-1.044, p-value 0.0864이다. 신경

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수(100병상당)는 문의수가 을수록 재원일수가 증가

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그림3. 하 집단별 재원일수와 자동차보험 환자 분율의 계

*p<0.05.

†환자 특성, 병원 특성을 모두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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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1. 연구방법에 한 고찰

이 연구의 목 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 특성이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에 향을 주는 요인을 재원일수로 악하고자 하 다. 종속변수는 경추간

제거술 환자의 재원일수로 정하 다. 재원일수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결과와

의료서비스 질 변이를 간 으로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이자 입원진료비에

향을 주는 가장 요한 요인(김유미, 2013)이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는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 의 특성으로 구분하 으며, 자동차 보험

환자의 특성 상 질병 발생 기 이 외상으로 다발성 부 손상이 많았으며 경

추와 동일 부 는 다른 부 의 수술 처치 유·무, 부상병으로 확인한 동

반질환지표를 이용하여 환자의 증도를 보정하 다.

이 연구의 강 은 201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보험 입

원환자의 재원일수를 분석한 첫 번째 연구이다. 따라서 경추간 제거술을 시

행 받은 모든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에 한 분석이 가능하 다. 한 환자

련 변수와 의료기 련 변수를 모두 고려한 분석 모형을 용하 다.

이 연구의 제한 은 오직 경추간 제거술을 받은 환자를 상으로 연구하여

자동차보험을 용받는 다른 의학 상태의 환자들은 분석하지 못하 다. 따

라서 다른 환자에게는 일반화하기가 어려우며 추후 연구 상자를 확 한 연구

가 필요하다. 자료수집 방법에서 환자 련 자료는 2014년, 2015년도 이지만

의료기 련 자료는 2016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자료이다. 그

러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비율, 경추간 제거술 시행건수, 병상회 율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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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수집 기간과 동일한 자료를 용하 다. 한 재원일수에 향을 주지만

보정을 하지 못한 혼란변수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제도는 외국과 다르게 진료수가 심사가 건강보험과 이

원화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만 용되는 사항일 수 있다.

2. 연구결과에 한 고찰

자동차보험은 본인부담 이 발생하지 않아 환자나 의료기 의 도덕 해이

가 발생하며 의료기 의 경쟁이 의사의 진료 행태에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

다. 우리나라는 행 별수가제를 진료비지불제도로 용하고 있으며 민간의료

가 공공의료보다 으로 많은 상황에서 의료기 의 경쟁은 이미 심화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은 환자 의료기 의 도덕 해이에

한 통제 기 이 없는 상황으로 의료발생은 다른 보험유형에 비해 월등히 많다

고 지 하 다. 의료기 의 도덕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환자의 본인부담

이 없고 종별가산, 입원체감제 등 건강보험과 다른 별도의 수가체계 등이다.

범주별 재원일수 분포를 살펴보면 환자 련 변수에서 경추간 제거술과 동

일부 동시수술 는 다른 부 에 수술 처치가 추가 으로 이루어진 경우

재원일수가 증가하 다. 경추간 제거술만 시행한 경우보다 경추 고정술과 동

시 시행한 경우에서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경추체제거술과 동시시행 는 경

추체제거술 경추고정술까지 시행한 경우가 재원일수가 가장 길었다. 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술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재원일수는 증가하

다. 입원기간 동안 다른 부 수술 처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경우보다 재원일수가 길었다. Charlson 동반질환지표에서는 CCI가



- 48 -

높을수록 재원일수가 증가하 다. 종합해보면, 환자의 증도가 높을수록 재원

일수는 증가하 다. 심사기간에서는 2014년보다 2015년에 재원일수가 감소하

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연 성 퇴원 후의 연속 진료에

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료기 련 변수에서는 체 입원환자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의 비율

이 증가할수록 재원일수가 증가하 다. 이는 자동차 보험 진료비 비율이 체

입원 외래 진료에 향을 미치는 선행연구(김재선, 2016)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경추간 제거술 시행건수(10건당), 병상회 율, 신경외과 는 정

형외과 문의 수(100병상당), 병상수가 증가할수록 재원일수는 감소하 다.

종합해보면, 문의수가 많고 경추간 제거술 시행건수가 증가하고 병

상회 율이 높고 병상 규모가 큰 의료기 은 자동차보험 입원환자가 증가할수

록 재원일수는 감소하 다. 이는 의료기 이 병상회 율 향상을 통하여 병원

수익을 개선한다는 선행연구(김 훈,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 집단에서 재원일수와 자동차보험 비율과의 계에서는 심사기간이 거

듭될수록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가 증가할수록 평균 재원일수 증가폭은 감소하

다. 병상회 율은 수 31.8% 이하 집단에서 재원일수가 증가하 다. 병

상수는 수 833병상 이하 집단에서 재원일수가 증가하 다. 신경외과 는

정형외과 문의 수(100병상 당)는 수 2.2명 이하 집단에서 재원일수가 증

가하 다. 종합해보면, 하 집단에서는 병상회 율이 낮고 병상 규모가 고

문의 수가 은 의료기 에서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가 증가할수록 재원일수

는 증가하 다. 이는 의료 공 자가 소득이 불충분할 때 발생하는 공 자 유

인수요 이론과 일치한다. 다만, 의료기 의사가 환자의 본인부담 에 하

여 정확히 인지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료 유인수요와의

직 인 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는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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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심사하기 시작하면서 재원일수

가 감소하긴 하 으나 하 그룹 분석으로 보면 여 히 도덕 해이가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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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 연구는 의료기 특성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의료기 의 특성 에서 의료를 직 으로 제공하는 의료 인력, 환자 구성,

병상회 율이 재원일수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되었다. 의료 인력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의로 의료의 질과 련성이 있으며, 환자의 구성은 환

자가 갖고 있는 보험 유형에 해당하며 병상회 율은 의료기 의 병상 리를

의미한다.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으로 연구한 결과 체 입원환자 자동차보험 환

자의 입원비율이 높을수록, 규모가 작은 의료기 일수록 재원일수가 증가하

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제도권 내에서 재원일수에 한 별도의 리기 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를 상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발생시키는 결과는 얻지

못하 으나 입원 후의 연속 진료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 으므로 연

구 상을 확 하여 추가 인 연구가 지속 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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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범주별 총 입원비의 분포

(단 : 100만원)

변수

총 입원비

p-value
평균

표 편

차

환자 련 변수

성별

남성 14.20 ±11.04 0.0476

여성 12.66 ±9.51

연령

앙값이하(≤52) 12.98 ±10.75 0.0091

앙값 과(>52) 14.90 ±10.64

입원시주진단(ICD-10)

경추간 장애(M50) 9.07 ±4.63 <.0001

목의골 (S12) 13.88 ±10.22

목부 의 인 의탈구,염좌 긴장

(S13)
11.18 ±8.78

목부 의신경 척수의손상(S14) 16.64 ±10.47

기타 18.20 ±14.26

경추간 제거술과함께시행된

경추수술

없음 6.64 ±4.90 <.0001

경추고정술 13.65 ±9.97

경추체제거술, 경추체제거술+경추고정술 23.82 ±19.34

Charlson동반질환지표

0 11.44 ±8.55 <.0001

1 13.42 ±10.96

2 14.79 ±12.10

≥3 18.19 ±11.48

입원기간동안다른부 의수술 처치

무 10.54 ±6.5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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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18.27 ±13.30

심사기간

2014.01-06 14.59 ±11.30 0.6732

2014.07-12 13.57 ±10.03

2015.01-06 13.96 ±12.21

2015.07-12 13.06 ±8.63

의료기 련 변수

체 입원환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의 비율 (%)

앙값이하(≤2.8) 13.53 ±10.44 0.3767

앙값 과(>2.8) 14.19 ±11.02

경추간 제거술건수

앙값 이하(≤20.0) 13.42 ±9.55 0.1955

앙값 과(>20.0) 14.37 ±11.92

병상회 율

앙값이하(≤31.8) 13.64 ±10.40 0.5361

앙값 과(>31.8) 14.10 ±11.09

신경외과 는정형외과 문의수

(100병상당)

앙값이하(≤2.2) 15.03 ±11.58 0.0041

앙값 과(>2.2) 12.88 ±9.87

병상수

앙값 이하(≤833) 12.76 ±9.54 0.0025

앙값 과(>833) 14.98 ±11.73

종별구분

병원 5.17 ±2.18 0.0004

종합병원 이상 14.44 ±10.83

지역

도시 13.94 ±11.10 0.5503

비도시 13.67 ±9.76

총 계 13.87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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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범주별 일당 입원비의 분포 (단 : 100만원)

변수
일당 입원비

p-value
평균 표 편차

환자 련 변수

성별

남성 0.79 ±0.89 0.1915

여성 0.70 ±0.43

연령

앙값이하(≤52)

앙값 과(>52)

입원시주진단(ICD-10)

경추간 장애(M50) 0.84 ±0.88 0.4381

목의골 (S12) 0.82 ±0.98

목부 의 인 의탈구,염좌 긴장

(S13)
0.73 ±0.91

목부 의신경 척수의손상(S14) 0.69 ±0.53

기타 0.77 ±0.56

경추간 제거술과함께시행된경추

수술

없음 0.59 ±0.59 0.0664

경추고정술 0.76 ±0.77

경추체제거술, 경추체제거술+경추고정술 1.02 ±1.53

Charlson동반질환지표

0 0.81 ±1.01 0.3677

1 0.80 ±0.86

2 0.69 ±0.48

≥3 0.71 ±0.48

입원기간동안다른부 의수술 처치

무 0.72 ±0.53 0.0483

유 0.83 ±1.07

심사기간

2014.01-06 0.70 ±0.57 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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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2 0.84 ±1.13

2015.01-06 0.75 ±0.56

2015.07-12 0.79 ±0.88

의료기 련 변수

체 입원환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분율 (%)

앙값이하(≤2.8) 0.79 ±0.69 0.3423

앙값 과(>2.8) 0.74 ±0.92

경추간 제거술건수

앙값 이하(≤20.0) 0.69 ±0.65 0.0021

앙값 과(>20.0) 0.86 ±0.96

병상회 율

앙값이하(≤31.8) 6.97 ±0.80 0.0115

앙값 과(>31.8) 0.84 ±0.82

신경외과 는정형외과 문의수

(100병상당)

앙값이하(≤2.2) 0.76 ±0.63 0.7356

앙값 과(>2.2) 0.78 ±0.94

병상수

앙값 이하(≤833) 0.64 ±0.72 <.0001

앙값 과(>833) 0.90 ±0.88

종별구분

병원 0.36 ±0.23 0.0006

종합병원 이상 0.79 ±0.83

지역

도시 0.79 ±0.79 0.5669

비도시 0.71 ±0.86

총 계 0.77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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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총 입원비에 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총 입원비

상

험도
95%신뢰구간 P-value

환자 련 변수

성별

남성 1.000 -

여성 0.958 0.879 - 1.045 0.3348

연령 0.996 0.991 - 1.001 0.1195

입원시주진단(ICD-10)

경추간 장애(M50) 1.000 -

목의골 (S12) 1.157 1.019 - 1.313 0.0248

목부 의 인 의탈구,염좌

긴장(S13)
1.083 0.970 - 1.209 0.1545

목부 의신경 척수의손상(S14) 1.317 1.149 - 1.510 <.0001

기타 1.395 1.213 - 1.603 <.0001

경추간 제거술과함께시행된

경추수술

없음 1.000 -

경추고정술 1.463 1.225 - 1.746 <.0001

경추체제거술,

경추체제거술+경추고정술
2.329 1.774 - 3.058 <.0001

Charlson동반질환지표

0 1.000 -

1 1.202 1.073 - 1.347 0.0015

2 1.231 1.061 - 1.429 0.0062

≥3 1.593 1.342 - 1.891 <.0001

입원기간동안다른부 의수술 처치

무 1.000 -

유 1.486 1.371 - 1.610 <.0001

심사기간

2014.01-0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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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2 0.959 0.865 - 1.064 0.4292

2015.01-06 0.999 0.900 - 1.108 0.9824

2015.07-12 0.978 0.882 - 1.085 0.6760

의료기 련 변수

체 입원환자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의 비율(%)
0.997 0.984 - 1.010 0.6316

경추간 제거술건수(10건당) 0.991 0.977 - 1.006 0.2453

병상회 율 1.002 0.996 - 1.008 0.4439

신경외과 는정형외과 문의수(100

병상당)
0.941 0.909 - 0.975 0.0008

병상수 1.004 0.993 - 1.016 0.4635

종별구분

병원 1.000 -

종합병원 이상 1.553 1.345 - 1.792 <.0001

지역

도시 1.000 -

비도시 1.012 0.927 - 1.105 0.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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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일당입원비에 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일당 입원비

상

험도
95%신뢰구간 P-value

환자 련 변수

성별

남성 1.000 -

여성 0.899 0.799 - 1.012 0.0781

연령 0.995 0.986 - 1.003 0.2328

입원시주진단(ICD-10)

경추간 장애(M50) 1.000 -

목의골 (S12) 0.988 0.788 - 1.238 0.9172

목부 의 인 의탈구,염좌 긴

장(S13)
0.973 0.786 - 1.204 0.8002

목부 의신경 척수의손상(S14) 0.894 0.708 - 1.130 0.3783

기타 0.854 0.681 - 1.071 0.1729

경추간 제거술과함께시행된

경추수술

없음 1.000 -

경추고정술 1.048 0.750 - 1.465 0.7822

경추체제거술,

경추체제거술+경추고정술
1.364 0.705 - 2.641 0.3563

Charlson동반질환지표

0 1.000 -

1 1.053 0.868 - 1.276 0.6024

2 0.900 0.724 - 1.118 0.3415

≥3 1.016 0.757 - 1.364 0.9136

입원기간동안다른부 의수술 처치

무 1.000 -

유 1.098 0.944 - 1.278 0.2270

심사기간

2014.01-0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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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2 1.196 0.998 - 1.434 0.0525

2015.01-06 1.202 1.057 - 1.367 0.0051

2015.07-12 1.293 1.086 - 1.540 0.0040

의료기 련 변수

체입원환자 자동차보험입원환자

의 비율(%)
0.966 0.950 - 0.982 <.0001

경추간 제거술건수(10건당) 1.024 1.003 - 1.046 0.0277

병상회 율 1.008 0.996 - 1.019 0.1992

신경외과 는정형외과 문의수(100

병상당)
1.007 0.951 - 1.066 0.8084

병상수 1.030 1.017 - 1.043 <.0001

종별구분

병원 1.000 -

종합병원 이상 1.550 1.184 - 2.030 0.0014

지역

도시 1.000 -

비도시 1.043 0.883 - 1.232 0.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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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related to hospital length of stay among 

inpatients due to road traffic accidents under automobile 

insurance

Kyoung-Won Shi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HEALTH POLICY &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Eun-Cheol Park, MD, PhD)

Background In South Korea, people injured in road traffic accidents receive 

compensation for medical costs through their automobile insurance. 

However, th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appears to manage health care 

inefficientl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ospital length of stay (LOS), which was used as an indicator of healthcare 

utilization by inpatients covered by automobile insurance and undergoing 

invasive cervical discectomy.

Methods Insurance claim data from 158 hospitals were used.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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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850 inpatients who were involved in automobile accidents in 2014 

and 2015 and who underwent invasive cervical discectomy.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LOS 

and hospital-level variables.

Results The average LOS for inpatients covered by automobile insurance 

was 25.75 days. A higher proportion of inpatients with automobile 

insurance were associated with longer LOS (relative risk [RR]: 1.027 per 

1% increase, 95% confidence interval [CI]: 1.012–1.042). A higher hospital 

volume of invasive cervical discectomy (RR: 0.970 per 10 case increase, 

95% CI: 0.945–0.997), bed turnover rate (RR: 0.988 per 1 increase, 95% 

CI: 0.979–0.997), and number of neurosurgeons or orthopedic specialists 

(RR: 0.930 per 1/100 beds increase, 95% CI: 0.876–0.987) were associated 

with a shorter LOS. 

Conclusions Our findings suggest that inpatients covered by automobile 

insurance were associated with longer LOS in higher numbers when treated 

at small-sized, low provider, and low-volume hospitals.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maker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ought to consider 

improved strategie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automobile insurance for 

inpatients in small-sized hospitals.

Keywords Automobile insurance; Length of stay; Hospital characteristics; 

Moral haz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