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패혈증 환자에서 중환자실 전담의 제도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정 유 진



패혈증 환자에서 중환자실 전담의 제도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지도 박 은 철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정 유 진



정유진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7년 6월 일



감사의 말씀

  제가 몸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

으로 공공의료의 중심이자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

양한 정부 차원의 정책사업 및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서비

스 및 적정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넘어 건강보험수가 및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

는 정책 자료의 산출을 통해 보건의료 수준 및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각종 보건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저의 업

무 특성상 건강보험수가 및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기에 

저에게는 보건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고, 2년 반 동안의 대학원 생활은 

저의 역량을 키우는데 그치지 않고 생각지 못한 멋진 경험들과 소중한 사람들

을 만나게 되어 행복감으로 마음이 충만합니다. 

  졸업을 앞둔 저에게는 누구보다 존경하는 박은철 교수님과 정우진 교수님, 

이 길을 함께 해준 연세대학교 2015년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전공 14명의 

동기들이 있어 언제나 든든하였고 큰 행운이었습니다. 

  보건정책학도로서의 저의 열정을 응원해 주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

심사팀 김선희 팀장님, 최종남 파트장님, 윤난희 파트장님과 정신없이 바쁜 와

중에도 수업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많은 도움을 준 우리 팀

원들에게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바쁜 사회생활과 쉽지 않은 학업 병행으로 힘들어하는 제가 쓰러지지 않도

록 포기하지 않도록 항상 저를 지지해주는 평생의 친구들, 미랑이, 아름이, 숙

란이 마음 깊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2년 반의 대학원 생활을 온전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쁜 저를 항상 이해

해주고 마음을 다해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저의 소중한 가족들이 있어서였습

니다. 저의 앞날을 누구보다 격려해주고 꿈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시는 엄마, 나를 대신해 언제나 가족들을 챙기고 이해와 응원을 보내주



는 평생의 친구 같은 나의 여동생 지은이, 그리고 조용히 엄마와 두 누나들을 

보살피는 우리 막둥이 원식이 고맙다는 말이 부족할 만큼 감사하고 사랑합니

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 저의 정신적 지주이자 버팀목 사랑하

는 우리 아빠, 항상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

록 용기를 주신 박은철 교수님, 영원한 스승과 평생의 제자의 인연으로 만나

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조언으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신 박소희 교수님, 장성인 교수님과 본인 논문처럼 신경써주고 도움

주신 김승주 조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 소중한 인연들을 마음에 담아 언젠가 더욱 가

치 있는 곳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보건 향상에 이바

지 할 수 있는 보건정책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2017년 6월   

                                                             정유진 올림  



- i -

차 례

국문요약

1.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3

2. 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 ·············································································· 4

   2.1 중환자실 전담의 제도 ······················································································· 4

   2.2 패혈증  ············································································································ 10

3. 연구 방법 ·············································································································· 14

   3.1 연구 설계 ·········································································································· 14

   3.2 연구 대상 ·········································································································· 14

   3.3 변수 선정 및 정의 ··························································································· 17

   3.4 분석방법 ············································································································ 18

4. 연구결과　 ············································································································ 19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망률 ·················································· 19

   4.2 중환자실 전담의의 유·무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사망위험 ····················· 22

5. 고찰 ·························································································································· 31

   5.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 31



- ii -

   5.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 32

6. 결론 및 제언 ······································································································· 35

참고문헌 ······················································································································· 37

ABSTRACT ················································································································ 41



- iii -

표 차례

표1. 요양기관별 중환자실 Unit 수 ············································································· 8

표2. 요양기관별 중환자실 병상 수 ·············································································· 9

표3. 요양기관별 전담전문의 운영 현황 ······································································ 9

표4. 요양기관별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 10

표5. ICD-10 패혈증 분류 ··························································································· 15

표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망률 ···················································· 20

표7. 중환자실 전담의와 사망률과의 연관성 분석 ················································ 24

표8. 요양기관 종별·연령, 질환·원인균별 사망률의 하위그룹 분석 ····················· 27

표9. 중환자실 전담의와 사망 기간 및 사망 원인과의 연관성 분석 ··················· 28



- iv -

그림 차례

그림1. 연구대상자 선정 흐름도. ················································································ 16

그림2. 중환자실 전담의 유·무에 따른 패혈증 환자의 생존률 비교. ·················· 23

그림3. 중환자실 전담의와 사망 기간 및 사망 원인과의 연관성 분석. ·············· 30



- v -

국 문 요 약

  의료수준이 향상되면서 인간의 기대여명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

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기저 질환을 동반한 환자도 많아 졌다. 이와 더

불어 중증의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 뿐 아니라 중환

자실 내에서 사망하는 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환자실 

전담의에 의한 치료가 환자의 예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전담의와 중환

자실 사망률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전담의의 유·무에 따라 패혈증 환자에서의 사망률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제 시작 시점인 2008년 7월부터 2013년 

사이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노인코호트 DB 자료를 활용하여 패혈증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을 이용하여 입원 진료를 받은 258개

의 요양기관 및 3,590명의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중환자실 전담

의 유·무가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콕스 비례

위험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연구기간 동안 54.54%의 패혈증 환자가 사망하였다. 이 중 중환

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패혈증 환자들의 사망률은 50.29%로 중환

자실 전담의가 없는 요양기관의 사망률인 59.47%에 비해 더 낮은 사망률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또한, 중환자실 전담의와 사망률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환자실 전담의가 없는 요양기관의 위험비를 기

준으로 했을 때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의 위험비가 95% 신뢰구간

에서 0.781로 더 낮은 사망 위험을 보였다(HR : 0.781, 95% CI : 

0.686-0.889). 

  이 연구를 통해 패혈증 환자에서 중환자실 전담의의 유·무에 따른 사망률

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른 질환이 동반된 패혈증 환자에서의 

사망률 또한 높았다. 따라서 다양한 질환이 동반된 중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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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 전담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

환자실 전담의의 배치 여부는 환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보건의

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환자실 전담의의 배치 의무화와 더불어 효율

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핵심단어: 중환자실 전담의, 패혈증, 사망률



- 1 -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중증의 상황은 발생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

며,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golden hours”내에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박성훈 등, 2013). 중환자실은 중증

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중환

자실의 구조 및 운영 시스템은 환자의 치료 결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환자실은 적절한 인력과 의료 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Gajic and Afessa, 2009).

  우리나라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사망률은 11.9%로 선진국의 9.8%에 비해 

높으며 중환자실 간 사망률의 격차는 3.2배이며, 병원감염 발생률은 매년 감

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7.65%로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건강보험심

사평가원, 2016). 

  중환자는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환과 관련된 증상 및 징후, 동

반된 합병증에 대하여 스스로 지각하고 이를 대처하는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고 유효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 및 중환자실을 전담하는 전문

의료 인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환자실의 질 높은 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중환자실을 전담하는  

전담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의료수준이 향상되면서 인간의 기

대여명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기저 

질환을 동반한 환자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증의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 뿐 아니라 중환자실 내에서 사망하는 

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환자실 전담의에 의한 

치료가 환자의 예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전담의와 중환자실 사망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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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에 대한 몇 몇 연구에서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것이 환자의 사

망률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중환자실 전담의 제도 도입 및 배치 의

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배치하는 경우 가산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요양기관의 인력 및 시설, 여타의 다른 이유로 전담의를 

둔 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2015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상급종합

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1명 이상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배치가 의무화되었

지만, 종합병원의 대다수는 여전히 전담의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환자실 

전담의의 배치가 의료법 상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보건의료 관련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중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준 및 제도 부재의 문제

가 여실히 드러났고, 이에 따라 중환자실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면서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뿐 만 아니라 전담의료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

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패혈증으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4년 

22,430명에서 2008년 34,371명으로 증가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또한 중증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률도 30%에 이르고 있다(정태녕 등, 2007). 

Augus 등(2001)은 패혈증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다

고 하였다. 중환자실은 패혈증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인 동시

에 인공호흡기 치료나 외과적 수술, 침습적 처치 등으로 인해 패혈증으로의 

이행 위험성 또한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중환자실내에서 높은 유병률 및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패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환자실 전담의의 배치 여부에 따라 사망률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중환자실 전담의의 운영과 제도 확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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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코호트 DB 자료를 활용하여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제 시작 시점인 2008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2013년 12월 31일

까지 패혈증(ICD-10: A40 ~ A41)으로 치료받은 중환자실 환자에서 중환자

실 전담의의 유·무에 따른 사망률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환자실 전담

의의 유·무 및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요양기관의 특성이 중환자실에 입실

한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혈증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중환자실 사망률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다.

  둘째, 요양기관의 특성이 중환자실의 패혈증 환자에서의 사망률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중환자실 전담의 유·무에 따른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의 비교를 통하

여 중환자실 전담의 제도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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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 

  

2.1 중환자실 전담의 제도

2.1.1 중환자실의 정의

  중환자는 인공적인 생명보조치료가 요구되거나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가 요

구되는 불안정한 상태의 심각한 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Critical 

Care Medicine, 1999), 또는 급성으로 상태가 악화된 환자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말한다(장연수, 2000). 따라서 중환자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

환을 가진 환자들을 여러 감시 장치와 충분한 간호 및 의료 인력을 갖추고 환

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시행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이춘화, 2006).   

  중환자실은 잘 훈련된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환자를 집

중 관찰하며 상주 전담의사에 의하여 조기 진단과 집중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61년 국립의료원에서 처음 중환자실이란 특수

병동이 개설되어 운영된 이래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요양병원을 포

함한 전체 요양기관 3,205개 중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340개

(10.6%)로 파악된다(대한중환자의학회, 2015). 1997년 대한마취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집중치료실(ICU) 인정 기준으로 상주의사가 있어야 하며, 간

호사 1인당 4인 이하의 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맥박 산소계측기, 가온기기 등과 같은 

필수 장비 9종을 포함한 10종 이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

고, 이에 중환자실 인력과 시설에 관한 내용과 진료수가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2002년 12월 19일 의료법에 중환자실 기준에 대하여 의료

장비 및 시설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하였다. 

  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근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보건복지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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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호, 일부개정 2016. 02. 05)‘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의 별표 4

의 제2항에 규정된 중환자실에 대한 명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

정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 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

환자실(이하 “신생아 중환자실” 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

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

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 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

간 [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

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

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

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

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

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

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 환자수는 1.2명(신

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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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중환자실 전담의의 정의

  중환자실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그 구조와 운영 시스템이 환자의 치료 결과

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시스템에는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주가 되는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

이다. 그 동안 발표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중환자실 전담의의 여부와 간호

사수의 비율 등에 따라 중환자실 환자의 사망률 및 다양한 중환자실 지표들에

서 차이를 보였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상급종

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일부개정 2015. 

1. 5)에서 별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제3호 다목에 명시되어 있으

며 그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

상 둘 것(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에 관한 부분 [시행 2015. 1. 1])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2015년 이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모두 중환

자실 전담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나, 그 외 다수의 종합병원은 중환자

실 전담전문의의 배치 사항이 의료법 상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배치 수준이 여

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2014년에 시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의 세부기준

에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정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첫째,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

간 5일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하며, 동일 전문의의 근무기간은 3개월 이

상이어야 한다. 둘째,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 기

간 동안 교대근무는 불가하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는 수행 가능하다. 셋째, 전담전문의가 평일이 포함된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

간(야간 및 주말, 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에는 전담전문의의 지도하에 중환자

실에 근무하는 전담레지던트를 배치 가능하다. 넷째, 중환자실 전체 환자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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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중환자실 입·퇴원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건강보험심사

평가원, 2016).

2.1.3 중환자실 전담의 제도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전담의에 대한 제도는, 2008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

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

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되면서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항목이 신설되

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40호).

  이 고시를 보면,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항목에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136.03점을 별도 산정한다(EDI 보험코

드: AJ001)고 하였다. 그리고 전담의에 대한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명시하였다.

  가. 전담의란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

를 말하며,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다.  

  나. 중환자실에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 시 소정 점수를 별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중환자실을 여러 unit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1

개 단위(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 시 가산이 가능하다.

  다. 전담의는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하다.

  이후 2015년 9월 1일 일부 개정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5호)에

서 중환자실 전담의에 대한 항목은, 첫째,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

의를 두는 경우에는 272.06점을 별도 산정한다고 변경하고, 둘째,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421.71점을 별

도 산정한다(EDI 보험코드: AJ003)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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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중환자실 및 전담의 현황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간 중환자실의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 수준의 편차가 

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간 중

환자실의 질적 수준 차이의 감소 및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10월 

~ 12월(3개월) 동안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총 266개 기관,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 종합병원 223개 기관)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였고, 2016년 5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 중환자실 현황

을 살펴보면 1개의 Unit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169개 기관(63.5%)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1개의 Unit에서 최대 11개의 Unit으로 분

포가 다양한 반면 종합병원은 74.4%의 기관에서 1개의 Unit만을 운영하고 

있다(표1).

표1. 요양기관별 중환자실 Unit 수(단위: 기관수, %)

구분 계
Unit수

1 2 3 4 5~6 7~11

계
266

(100.0)

169

(63.5)

49

(18.4)

21

(7.9)

10

(3.8)

17

(6.4)

6

(2.3)

상급종합병원
43

(100.0)

3

(7.0)

11

(25.6)

8

(18.6)

5

(11.6)

10

(23.3)

6

(14.0)

종합병원
223

(100.0)

166

(74.4)

38

(17.0)

13

(5.8)

5

(2.2)

1

(0.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또한 중환자실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6병상에서 최대 154병상, 

종합병원은 최소 4병상에서 최대 65병상으로 요양기관 간 변이가 컸다. <표

2>는 요양기관별 중환자실 병상 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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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요양기관별 중환자실 병상 수(단위: 기관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전담전문의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265개 기관 중 전담전문의가 있는 기

관은 87개 기관(32.8%)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43개의 모든 기관에 전담

전문의가 있는 반면, 종합병원은 222개의 기관 중 44개의 기관(19.8%)에만 

전담전문의가 있었다(표3).

표3. 요양기관별 전담전문의 운영 현황(단위: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전체 평균 44.7병상으로, 요양기관 

종별 평균은 상급종합병원이 40.4병상, 종합병원은 48.9병상이었다. 이는 전

구분 총계
병상수

15미만 15~30 30~45 45~60 60~75 75이상

계
266

(100.0)

86

(32.3)

96

(36.1)

40

(15.0)

25

(9.4)

10

(3.8)

9

(3.4)

상급종합병원
43

(100.0)
-

7

(9.3)

10

(23.3)

13

(30.2)

7

(16.3)

9

(20.9)

종합병원
223

(100.0)

86

(38.6)

92

(41.3)

30

(13.5)

12

(5.4)

3

(1.3)
-

구분 기관수

전담전문의 전담전문의 세부기준별 분포

없음 있음
전일 

전담의
반일 

전담 1명

반일 
전담 2명 

이상 

전체
265

(100.0)
178

(67.2)
87

( 32.8)
45

(51.7)
21

(24.1)
21

(24.1)

상급
종합병원

43
(100.0)

  0
(0.0)

43
(100.0)

36
(83.7)

 2
(4.7)

 5
(11.6)

종합병원
222

(100.0)
178

(80.2)
44

(19.8)
 9

(20.4)
19

(43.2)
16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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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전문의 1인당 최소 10.3병상에서 최대 162.5병상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4).

표4. 요양기관별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2.2 패혈증  

  패혈증은 중환자실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여러 질환에 동반된 심각한 합

병증으로, 중환자실 내 사망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많은 환자들이 패혈

증으로 치료를 받고, 또 그로 인해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오랜 시간 유병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았다. 패혈증은 감염에 따른 전신적 염증반응으로 조직에 저관류와 저산

소증이 지속될 경우 다장기 부전을 동반한 중증 패혈증, 패혈성 쇼크로 진행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홍석경 등, 2009). 

  국내에서도 증증 패혈증과 패혈성 쇼크는 중환자실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

환으로 그 사망률이 각각 20 ~ 50%와 30 ~ 87%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고 보고되고 있다(이창률, 2010). 내과계 중환자실 내 증증 패혈증의 유병률

과 예후인자에 대한 홍석경 등(2009) 연구에 의하면 중환자실내 패혈증의 유

구분 기관수
병상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전체 265 44.7 34.7 34.0 162.5 10.3

상급종합병원 43 40.4 35.1 29.5 160.0 10.3

종합병원 222 48.9 34.3 36.9 162.5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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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률은 7.3%, 사망률은 64.6%로, 사망률은 동일한 기간 동안 내과계 중환자

실에서 사망한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나선경, 2012). 

  이처럼 패혈증은 중환자실내 주요 사망원인이며, 많은 의료자원이 패혈증의 

치료에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1 패혈증(Sepsis)의 정의

  패혈증은 감염에 대한 숙주의 통제 불능 반응으로 인한 생명을 위협하는 장

기 기능 장애이며 패혈성 쇼크는 순환, 대사에 심각한 이상으로 사망의 위험

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이다(Singer et al., 2016).

  1992년 The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 and the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ACCP/SCCM) consensus conference에서는 

SIRS(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전신 염증성 반응 증후

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후 패혈증 환자들의 표준화를 위해서 2001년 

International Sepsis Definitions Conference를 통해 2차 패혈증이 정의되

었다(Bone et al., 1992; Levy et al., 2003). 하지만 패혈증 정의의 2차 개

정 사항은 염증반응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최근 밝혀진 염증 이외의 기전을 미

반영하며 패혈증을 장기손상이 없더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진단하도

록 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SIRS(전신 염증성 반응 증후군)를 사용함으로써 

특이도와 민감도가 낮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2016년 European Society of Intensive Care Medicine and the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ESICM/SCCM) Consensus Conference를 통

해 패혈증 정의의 3차 개정이 발표되었다(Singer et al., 2016).

  패혈증의 장기 기능 장애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는 1996년 ESICM에서 

처음 소개된 SOFA score가 사용되었다. SOFA score 항목으로는 호흡 기

능, 응고 기능, 간 기능, 심혈관 기능, 중추 신경계 기능, 신장 기능의 6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2점 이상이면 

장기 기능 장애가 있다고 정의한다. 또한 2016년에는 ESICM/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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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sus conference에서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에서도 패혈증을 간단

히 진단할 수 있는 qSOFA(quickSOFA) criteria를 제시하였다. 패혈증은 

qSOFA 항목인 분당 호흡수 22회 이상, 수축기압이 100mmHg 이하, 의식상

태의 변화의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진단할 수 있다(Singer 

et al., 2016).

  패혈성 쇼크의 진단기준은 충분한 수액 투여에도 불구하고 평균 동맥압

65mmHg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혈압상승제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혈중 

젖산 농도가 2mmol/L 이상인 경우이다(Singer et al., 2016).

2.2.2 패혈증의 치료와 전담 의료진의 역할

  패혈증의 치료는, Rivers 등(2001)은 중증 패혈증 시 동반되는 혈류장애

(혈관내 용적 감소 , 말초혈관 확장, 심근 기능 저하, 대사 증가 등)가 다장기 

기능 부전 및 사망의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중증 패혈증 전단계나 초기에 적

극적으로 혈역학적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패혈

증에 해당하며 수액주입에도 불구하고 평균 동맥압이 65mmHg 이상으로 상

승하지 않거나 혈중 젖산 농도가 2mmol/L 이상인 환자는 EGDT(조기목표지

향치료)를 시행한다(Rivers et al., 2001). EGDT를 시행한 경우 일반적 치

료를 시행한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16% 감소되었으며(Rivers et al., 2001), 

초기 소생술 6시간 이내에 부적절한 조직관류로 인한 저혈량이 의심되는 환

자에게 급속 수액정주를 통해 혈역학적 불균형을 개선함으로써 패혈증 환자의 

생존을 개선할 수 있다(Dellinger et al., 2008; Funk, Sebet, Kumar, 

2009).

  또한 패혈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속하고 적절한 항

생제가 투여되어야한다. 초기 적절한 항생제 투여의 지연과 병원내 사망률과

는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혈압이 발생된 첫 1시간 이내에 

효과적인 항생제 투여가 패혈성 쇼크 환자의 생존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

과도 있다(Kumar et al., 2006). 따라서, 패혈증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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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패혈증에 대한 지식과 대응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는 전담 의료인이 반드

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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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에서 발행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노인코호트 DB 자료를 활용하

였다. 해당 자료는 2002년 12월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

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대상자 약 550만명의 약 10%인 558,147명을 무작

위 표본 추출하여 구성되었다. 본 자료에는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제 시작 시

점인 2008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노인 대상자의 자격정보(사회경제

적 정보 및 사망 정보), 의료이용정보(진료 정보) 및 요양기관 현황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제 시작 시점인 2008년 7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에 패혈증(ICD-10: A40 ~ A41)으로 진료받은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중환자실 전담의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다. 중환자실 전담의 유·무를 주

요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사망률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3.2 연구 대상

  패혈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에서 중환자실 전담의의 유·무와 사망률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2008년 7월 이후 패혈증(ICD-10: A40 ~ A41)으로 

중환자실 진료를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표5).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

서는 2008년 7월부터 2013년 사이에 패혈증으로 청구된 명세서 중 중환자

실 입원료(EDI 보험코드: AJ100 ~ AJ190[상급종합병원], AJ200 ~ 

AJ290[종합병원])가 포합된 3,590명의 환자들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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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ICD-10 패혈증 분류

ICD-10 코드 질병

A40 연쇄구균패혈증

A40.0 연쇄구균A군에 의한 패혈증

A40.1 연쇄구균B군에 의한 패혈증

A40.2 연쇄구균D군에 의한 패혈증

A40.3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패혈증

A40.8 기타 연쇄구균패혈증

A40.9 상세불명의 연쇄구균패혈증

A41 기타 패혈증

A41.0 황색포도구균에 의한 패혈증

A41.1 기타 명시된 포도구균에 의한 패혈증

A41.2 상세불명의 포도구균에 의한 패혈증

A4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패혈증

A41.4 무산소균에 의한 패혈증

A41.5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A41.8 기타 명시된 패혈증

A41.9 상세불명의 패혈증

  

 

  NHIS 노인코호트 DB 자료 중 2008년 7월부터 2013년까지 패혈증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2,450명이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이

나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 및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5,407명이 제

외되었다. 또한, 입원이 아닌 외래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563명과 입원 중 

중환자실을 이용하지 않은 2,329명이 추가로 제외되었다. 그리고, 다른 요양

기관으로 전원을 간 224명의 환자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가산제 시작 시점

인 2008년에 중환자실 전담의를 도입하지 않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337명의 

환자를 제외한 총 3,59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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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대상자 선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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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 선정 및 정의

3.3.1 종속변수

  결과변수는 패혈증(ICD-10: A40 ~ A41)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사망률이

다. 사망률은 전체 재원기간 동안의 사망으로 보았다. 그리고 전체 재원기간에

서 30일 이내 사망률과 30일 이후 사망률로 각각 나누어 확인하였다.

3.3.2 관심변수

  이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는 중환자실 전담의의 유·무이다. 중환자실 전담

의의 유·무는 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청구된 명세서 중 중환자실 전담의 

(EDI 보험코드: AJ001) 청구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3.3.3 독립변수

  중환자실 전담의 유·무와 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사망

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요양 기관의 특성을 

통제변수로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환자의 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연

령, 동반질환 여부, 대상자의 건강보장 유형, 사회경제적 수준이며, 요양기관 

변수로는 요양기관의 종별 및 설립구분, 요양기관 지역구분, 병상 수, 의사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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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방법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제 실시 시작 시점인 2008년 7월 이후 중환자실 전

담의 유·무에 따른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하였다. 

  첫째,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제 시작 시점 이후 중환자실 전담의 유·무로 

구분하여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동반질환 여부, 대상자의 건강보

장 유형, 사회경제적 수준)과 요양기관 특성(요양기관의 종별 및 설립구분, 요

양기관 지역구분, 병상 수, 의사 수)에 대해 chi-square test 통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둘째, 중환자실 전담의 유·무에 따른 패혈증 환자의 생존율 비교를 위해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선(Kaplan Meier survival curves)과 로그-순위 검

정(Log-rank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환자실 패혈증 환자에서의 사망률에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제도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요양기관 특성을 통제

한 후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환자실 전담의의 유·무와 패혈증 환자들의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요양기관 종별, 연령, 동반된 이전 질환 

및 원인균에 따라 하위 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환자실 전담의

의 유·무에 따른 사망 기간 및 사망 원인별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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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망률

  이 연구에서는 NHIS 노인코호트 DB 자료 중 2008년 7월부터 2013년까

지 패혈증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

은 환자 3,5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요양기관은 총 258개 기관을 분

석하였다. <표6>은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사

망률을 보여준다. 

  연구기간 동안 전체 258개의 요양기관 중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기관은 

74개로,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진료받은 전체 3,590명의 환자 중 중환자

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총 1,927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 이중 

969명(50.29%)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그리고 중환자실 전담의가 없는 184

개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총 1,663명의 환자 중 989명(59.47%)이 사망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환자실 전담의가 없는 요양기관에서 패혈증 환자

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P<.0001).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살펴보면 종합병원 총 214개 기관의 2,355명의 패

혈증 환자 중 1,316명이 사망하였고, 총 44개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235

명의 패혈증 환자에서 642명이 사망하였다. 사망률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

원이 각각 55.88%와 51.98%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사망률이 다소 낮았다. 

  요양기관의 설립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26개의 국·공립병원에서의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58.37%이었고, 사립병원은 사망률은 54.29%이었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113개 요양기관의 사망률은 54.16%이었으며, 145개의 비

수도권 요양기관의 사망률은 54.86%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병상수에 따라 본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0-499병상의 요양기관에서 

58.52%로 가장 높았고, 500-999병상의 요양기관에서는 53.30%, 1000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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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요양기관에서는 51.00%으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연구기간 동안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을 이용한 환자는 전체 3,590명이었고,  

사망률은 남성 환자 총 1,754명 중 57.98%인 1,017명이 사망하였고, 여성 

환자는 1,836명 중 51.25%인 941명이 사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성 

환자의 사망률이 높았다(P<.0001). 연령별 사망률은 66-74세에서 50.80%, 

75-84세에서 55.92%, 85세 이상 환자에서 56.6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높았다. 재원기간 동안 패혈증에 동반된 이전 질환을 살펴보면, 암이 

동반된 경우 66.42%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폐렴을 제외한 

호흡기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65.44%, 폐렴이 동반된 경우가 60.98%로 사

망률이 높았다(P<.0001). 원인 균주에 따라 살펴보면, 특이 균주가 확인된 

경우에 사망률이 51.16%, 상세불명인 경우가 55.05%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도 의료급여 환자들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와 지역가입자 간의 사망률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소득 수

준에 따른 환자들의 사망률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망률 

Died Survived Total
p-value

　 　 N % N % N %

Hospital characteristics(n=258)

Intensivist Physician Staffing in ICU

Yes(n=74)        969 (50.29)        958 (49.71)     1,927 (53.68) <.0001

No(n=184)        989 (59.47)        674 (40.53)     1,663 (46.32)

Type of hospital

General hospital(n=214)     1,316 (55.88)     1,039 (44.12)     2,355 (65.60) 0.0283

Tertiary hospital(n=44)        642 (51.98)        593 (48.02)     1,235 (34.40)

Ownership status
Public(n=26)        129 (58.37)          92 (41.63)        221 (6.16) 0.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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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n=232)     1,829 (54.29)     1,540 (45.71)     3,369 (93.84)

Location

Metropolitan(n=113)        879 (54.16)        744 (45.84)     1,623 (45.21) 0.7015

Non-metropolitan(n=145)     1,079 (54.86)        888 (45.14)     1,967 (54.79)

Bed

0-499(n=149)        704 (58.52)        499 (41.48)     1,203 (33.51) 0.0018

500-999(n=83)        847 (53.30)        742 (46.70)     1,589 (44.26)

≥1,000(n=26)        407 (51.00)        391 (49.00)        798 (22.23)

Number of doctors  207.96 ± 253.19  261.69 ± 328.48 <.0001

Patients characteristics(n=3,590)

Sex

Male     1,017 (57.98)        737 (42.02)     1,754 (48.86) <.0001

Female        941 (51.25)        895 (48.75)     1,836 (51.14)

Age

66-74        542 (50.80)        525 (49.20)     1,067 (29.72) 0.013

75-84     1,015 (55.92)        800 (44.08)     1,815 (50.56)

≥85        401 (56.64)        307 (43.36)        708 (19.72)

Prior disease

Pneumonia        486 (60.98)        311 (39.02)        797 (22.20) <.0001

Other infectious disease          48 (40.00)          72 (60.00)        120 (3.34)

Cancer        273 (66.42)        138 (33.58)        411 (11.45)

Respiratory disease        303 (65.44)        160 (34.56)        463 (12.90)

Circulatory disease        210 (53.85)        180 (46.15)        390 (10.86)

Other        638 (45.28)        771 (54.72)     1,409 (39.25)

Pathogen infection

Specified        242 (51.16)        231 (48.84)        473 (13.18) 0.1251

Unspecified     1,716 (55.05)     1,401 (44.95)     3,117 (86.82)

CCI    1.67 ± 1.88    1.59 ± 1.82 0.1674

Insurance

Medical-aid        285 (52.49)        258 (47.51)        543 (15.13) 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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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환자실 전담의의 유·무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사망위험

  <그림2>는 중환자실을 이용한 패혈증 환자에서 중환자실 전담의의 유·무

에 따른 생존률을 비교한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선(Kaplan Meier survival 

curves)이다. 생존곡선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첫날을 시

작으로 환자의 사망 또는 퇴원일을 종료로 보았다.

Self-Employed        547 (56.05)        429 (43.95)        976 (27.19)

Employees     1,126 (54.37)        945 (45.63)     2,071 (57.69)

Income

Low        555 (54.52)        463 (45.48)     1,018 (28.36) 0.6903

Moderate        738 (55.36)        595 (44.64)     1,333 (37.13)

High        665 (53.67)        574 (46.33)     1,239 (34.51)

Year

2008        206 (55.83)        163 (44.17)        369 (10.28) 0.5355

2009        343 (53.26)        301 (46.74)        644 (17.94)

2010        372 (56.45)        287 (43.55)        659 (18.36)

2011        337 (55.70)        268 (44.30)        605 (16.85)

2012        366 (54.87)        301 (45.13)        667 (18.58)

　 2013        334 (51.70)        312 (48.30)        646 (17.99) 　

Total 　     1,958 (54.54)     1,632 (45.46)     3,59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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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중환자실 전담의 유·무에 따른 패혈증 환자의 생존률 비교.

  패혈증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서의 시간에 따른 생존률이 중환자실 전담의가 없는 요양기관에서의 패혈증 

환자의 생존률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로그-순위 검정(Log-rank test)에

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따라서, 중환자실 전담의가 없는 요

양기관의 중환자실에서 진료받은 패혈증 환자들이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

양기관의 패혈증 환자들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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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7>은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중환자실 전담의와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더불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망률과의 연관성 분석도 함께 시

행하였다.

표7. 중환자실 전담의와 사망률과의 연관성 분석 

Mortality

　 　 HR 95%CI P-value

Intensivist Physician Staffing in ICU

Yes 0.781 0.686 0.889 0.0002

No 1.000 - -

Type of hospital

General hospital 0.804 0.698 0.926 0.0025

Tertiary hospital 1.000 - -

Ownership status

Public 1.002 0.830 1.208 0.9869

Private 1.000 - -

Location

Metropolitan 1.090 0.989 1.200 0.0813

Non-metropolitan 1.000 - -

Bed

0-499 0.859 0.717 1.029 0.0995

500-999 0.913 0.795 1.049 0.1977

≥1,000 1.000 - -

Number of doctors 0.999 0.999 1.000 <.0001

Sex

Male 1.156 1.054 1.268 0.0021

Female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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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66-74 1.000 - -

75-84 1.130 1.016 1.257 0.0247

≥85 1.207 1.056 1.379 0.0058

Prior disease

Pneumonia 1.438 1.275 1.622 <.0001

Other infectious disease 0.852 0.635 1.143 0.2846

Cancer 1.744 1.509 2.016 <.0001

Respiratory disease 1.458 1.266 1.679 <.0001

Circulatory disease 1.291 1.102 1.511 0.0015

Other 1.000 - -

Pathogen infection

Specified 0.877 0.765 1.006 0.0614

Unspecified 1.000 - -

CCI 0.995 0.971 1.020 0.7068

Insurance

Medical-aid 0.877 0.732 1.051 0.1544

Self-Employed 1.053 0.945 1.172 0.3507

Employees 1.000 - -

Income

Low 1.100 0.947 1.278 0.2114

Moderate 1.084 0.975 1.206 0.1376

　 High 1.000 - - 　

-HR: Hazard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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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 전담의와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환자실 

전담의가 없는 요양기관의 위험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

는 요양기관의 위험비가 95% 신뢰구간에서 0.781로 더 낮은 사망 위험을 보

였다(HR [hazard ratio]: 0.781, 95% CI [confidence interval]: 

0.686-0.889).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병원의 위험비는 0.804로 더 낮은 사망

위험을 보였다.

  요양기관 설립 구분이나 지역 구분에 따른 분류에서는 중환자실 전담의에 

따른 패혈증 환자의 사망 위험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병상수에 따라 살펴보면, 1000병상 이상의 요양기관을 기준으로 0-499병

상의 요양기관이 0.859의 사망 위험을 보였고, 500-999병상의 요양기관은 

0.913으로 병상수가 낮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았다. 

  여성 환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 환자의 위험비가 1.156으로 남성 환

자들이 여성 환자에 비해 더 높은 사망 위험을 보였으며, 연령에 따른 분류에

서는, 66-74세를 기준 환자군으로 한 경우, 75-84세 환자군은 1.130배, 85

세 이상의 환자들은 1.207배 높은 사망률을 보여 나이가 많은 환자일수록 더 

높은 사망 위험비를 보였다.

  패혈증에 동반된 이전 질환과 사망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암이 동반된 

환자군이 1.744배로 가장 높은 사망 위험을 보였고, 다음으로 폐렴을 제외한 

호흡기 질환 환자군이 1.458배, 폐렴 환자군이 1.438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사망 위험을 나타냈다(P<0.0001).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의료보장 형태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분류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중환자실 전담의가 패혈증 환자의 사망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는 않았다. 



- 27 -

표8. 요양기관 종별·연령, 질환·원인균별 사망률의 하위그룹 분석

  요양기관 종별, 연구 대상자의 연령, 동반된 이전 질환 및 원인균에 따른 중

환자실 전담의와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하위 그

룹 분석을 수행하였다(표8). 

　 　 Mortality

　 　 HR 95%CI p-value

Type of hospital 　 　 　 　

General hospital 0.732 0.623 0.860 0.0001

Tertiary hospital 0.898 0.656 1.229 0.5002

Age 　 　 　 　

66-74 0.733 0.580 0.927 0.0096

75-84 0.777 0.648 0.931 0.0063

≥85 0.882 0.647 1.204 0.4303

Prior disease 　 　 　 　

Pneumonia 0.929 0.723 1.194 0.5651

Other infectious disease 1.055 0.427 2.601 0.9083

Cancer 0.618 0.423 0.901 0.0125

Respiratory disease 0.761 0.524 1.105 0.1511

Circulatory disease 0.904 0.575 1.421 0.6614

Other 0.720 0.577 0.897 0.0035

Pathogen infection 　 　 　 　

Specified 0.514 0.321 0.823 0.0056

　 Unspecified 0.807 0.705 0.924 0.0019

-HR: Hazard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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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분석 결과 중환자실 전담의가 없는 요양기관에 비해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의 패혈증 환자들의 사망위험이 종합병

원의 경우 0.732배 낮았고,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0.898배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66-74세 환자군에서의 사망 위험은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

는 경우 0.733배 낮았고, 75-84세 환자군에서는 0.777배, 85세 이상 환자

군에서도 0.882배 낮았다.

  패혈증에 동반된 이전 질환에 따라 살펴보면,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

기관의 환자에서 폐렴, 암, 폐렴을 제외한 호흡기 질환 환자군에서 각각 

0.929, 0.618, 0.761로 사망 위험이 감소되어,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경우 

패혈증에 동반된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도 사망 위험이 더 낮았

다. 

  따라서, 패혈증 환자에서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경우 요양기관 종별, 연구

대상자의 연령, 동반된 이전 질환에 따른 사망률에서 더 낮은 사망 위험을 보

였다.

표9. 중환자실 전담의와 사망 기간 및 사망 원인과의 연관성 분석

　 　 HR 95%CI P-value

Time to death

1-30days 0.781 0.683 0.893 0.0003

31≥days 1.063 0.728 1.553 0.7511

Cause of death

Certain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0.754 0.496 1.144 0.1839

Disease of the respiratory system 0.819 0.628 1.068 0.1396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1.019 0.752 1.379 0.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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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9>는 중환자실 전담의와 패혈증 환자의 사망 기간 및 사망 원인과의 관

련성을 분석하였다. 사망 기간은 30일 이내 사망과 30일 이후 사망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30일 이내 사망은 중환자실 전담

의 없는 요양기관에 비해 0.7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은 사망 위험을 

보였다(P=0.0003). 그리나 30일 이후 사망 위험은 1.0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사망 원인에 따라 살펴보면, 신생물, 감염성 질환, 호흡기 질환 환자군에서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경우의 사망 위험은 각각 0.727, 0.754, 0.819로 낮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림3>은 중환자실 전담의와 패혈증 환자의 사망 기간 및 사망 원인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Neoplasm 0.727 0.517 1.023 0.0677

　 Other 0.837 0.678 1.032 0.0962

-HR: Hazard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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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중환자실 전담의와 사망 기간 및 사망 원인과의 연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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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5.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선행된 연구와 비교하여 몇 가지 장단점을 가진다. 우선 긍정적

인 면을 살펴보자면 첫째, 패혈증 환자에서 중환자실 전담의 제도와 사망률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NHIS의 전국 표본 집단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

는 중환자실내에서 높은 유병률 및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패혈증 환자

를 대상으로 하여 중환자실 전담의의 배치 여부에 따라 사망률의 차이를 비

교·분석하여 중환자실 전담의의 운영과 제도 확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중환자실의 실태 뿐 아니라 중환자실 전담의에 대한 선행 

연구도 매우 드물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루어진 전국의 24개 대학병원

이 참여한 다기관 연구에서 환자의 중증도와 전담전문의의 상주여부와 90일 

사망률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와 2009년 아시아의 패혈증 치료에 대한 다

국적 다기관 연구에 전국 25개 대학병원이 참여하여 전담전문의 제도와 패혈

증 치료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국 자료를 활용하여 중환자실 전담의 제도에 따른 패혈증 환자

의 사망률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다. 

  셋째, 전국 표본 집단 자료라는 특성에 따라 연구 대상자의 자격정보(사회

경제적 정보 및 사망 정보), 의료이용정보(진료 정보) 및 요양기관 현황 정보

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와 요양기관의 특성을 조정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가 가진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NHIS의 노인코호트 

DB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만 60세 이상의 노인 

대상자로 한정되어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지는 못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

라 중환자실 전담의 제도가 시작된 2008년 7월 이전 중환자실 전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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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는 알 수 없어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제 시작 시

점인 2008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연구 대상자 및 요양기관의 정보

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중환자실 전담의 제도 전·후의 사망률에 대한 비교

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유로 이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중환자실 전담

의 유·무에 따라서만 사망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연구에 사

용된 NHIS의 노인코호트 DB 자료에는 2008년 7월 이후 중환자실 전담의의 

유·무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하나 각 요양기관의 중환자실의 병상 수, 중환

자실 전담의의 수 및 중환자실 전담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등에 대하여

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한계로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주

는 의료기관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이 중환자실 전담의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비해 중환자실 전담의가 없는 요양기관의 패혈증 환자에서 사망 

위험이 더 높았다. 향후 더욱 자세한 자료를 활용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하겠지만, 중환자실 전담의의 배치 여부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건

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 의무화에 대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사망률은 

11.9%로 선진국의 9.8%에 비해 높으며, 중환자실 간 사망률이 3.2배나 차이

가 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노인 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기저 질환을 

동반한 환자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중환자실을 이용하고 사망하는 환자 또한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중환자실 전담의에 의한 치료가 환자의 예후와 

연관성이 있으며, 전담의와 중환자실 사망률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몇 몇 연

구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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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기관에 대한 전담의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환자실 전담의 유·무에 따라 패혈증 환자에서의 사망률의 

차이를 분석했다. 중환자실에서의 진료의 질에 따라 환자의 치료 결과가 달라

지며, 이는 중환자실을 전담하는 전담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몇 몇 선

행 연구에 기인하였다. 이에 중환자실 전담의의 배치 여부와 이들에 의한 치

료에 따라 환자의 예후 및 사망률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 가정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환자실 전담의가 없는 요양기관의 패혈증 환자군

에서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의 패혈증 환자군에 비해 사망 위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간 동안 전체 258개의 요양기관 중환자실

을 이용한 총 3,590명의 패혈증 중 54.54%인 1,958명의 환자가 사망하였고,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총 1,927명 중 969명(50.29%)의 환자

가 사망하였고, 중환자실 전담의가 없는 요양기관은 총 1,663명 중 989명

(59.47%)이 사망했다(P<.0001). 또한, 중환자실 전담의가 없는 요양기관의 

사망위험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의 위험비가 

0.781로 더 낮은 사망 위험을 보였다.

  이는 2009년과 2010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24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연구에서 환자의 중증도와 전담전문의의 상주 여부

(HR [hazard ratio]: 0.496, 95% CI [confidence interval]: 0.168−
0.919)가 90일 사망률과 의미있는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조재화 등, 2012)

와 2009년에는 25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아시아 패혈증 치료에 대한 다국적 

다기관 연구(Management Of Severe sepsis in patients admitted to 

Asian Intensive Care units, MOSAICS)에서도 24시간 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곳일수록 패혈증 치료지침에 따른 치료가 더 잘 이루어졌고, 환자들

의 사망률(HR [hazard ratio]: 0.456, 95% CI [confidence interval]: 

0.223−0.932)이 더 낮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Kim et 

al, 2012).  



- 34 -

  중환자실을 이용한 패혈증 환자에서 중환자실 전담의 유·무에 따른 생존 

곡선에서도, 패혈증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들 중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의 시간에 따른 생존률이 더 높았다. 따라서, 중환자실 전담의가 

없는 요양기관의 중환자실에서 진료받은 패혈증 환자들이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의 환자들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패혈증에 동반된 이전 질환을 살펴보면, 암이 동반된 경우 66.42%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호흡기 질환과 폐렴이 각각 65.44%와 

60.98%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다른 질환이 동반된 패혈증 환자군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동시

에 이들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함

을 역설한다고 할 수 있다.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30일 이내 사망은 중환자실 전

담의 없는 요양기관에 비해 0.781로 통계적으로 낮은 사망 위험을 보였다

(P=0.0003). 따라서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사망 위험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전담의의 유·무에 따른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환자의 예후 및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장비 및 인력, 진료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이 연구의 자료로 사용한 NHIS의 노인코호트 DB의 정보만

으로는 한정적이므로 향후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광범위 연구가 이

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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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및 제언

  2015년 9월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중증 

환자의 생사를 가른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각 병원의 중환자실 치료 시스템

의 차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메르스 환자의 사망률의 차이를 두고 의

료계는 각 병원의 중환자 치료 시스템과 중환자실 전담의의 상주 여부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기관별 중환자실 진료의 

질적 차이가 매우 크며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중환자실이 효

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15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명 이상의 중환자실 전담의의 배치가 의

무화되었지만, 종합병원의 대다수는 여전히 전담의를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

라의 중환자실 전담의에 대한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가산 항목일 뿐 의무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에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다수의 요양기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사태를 겪

으면서도 중환자실 전담의가 배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내 사망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패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환자실 전담의의 배치가 환자들의 사망률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중환자실 전담의의 운영과 제도 확립에 필요한 요소

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8년 7월부터 2013년까지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을 이용한 환자 3,590명

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전체 재원기간 동안의 사망여부를 확인하여 중환자실 

전담의의 유·무가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

다. 연구 대상자를 인구학적 특성과 요양 기관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

고, 환자의 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동반질환 여부, 대상자의 건강보장 

유형, 사회경제적 수준이며, 요양기관 변수로는 요양기관의 종별 및 설립구분, 

요양기관 지역구분, 병상 수, 의사 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중환자실 전담의의 유·무에 따라 환자들의 사망률에 차이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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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했다. 연구기간 중 1,958명(54.54%)의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중환자실 전

담의가 없는 요양기관은 989명(59.47%)의 환자가 사망한데 비해,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969명(50.29%)이 사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중환자실 전담의가 없는 요양기관의 사망위험비를 기준으로 했

을 때 중환자실 전담의가 있는 요양기관의 위험비가 0.781로 더 낮은 사망 

위험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환자들의 예후 및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양기

관의 진료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환자 질병의 중증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변수들이 포함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국 자료를 활용하여 중

환자실 전담의 제도와 패혈증 환자들의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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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ensivist physician 

in intensive care units on the mortality of the patients 

with sepsis.

   YU JIN JEONG

   Dept. of Health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 Cheol Park, M.D., Ph.D.)

Background: As the medical services have improved, the human life 

expectancy has been longer and longer. Thus, the old population have 

increased  together with the patients suffering from the underlying 

disease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as the patients for intensive 

cares increase, not only the patients hospitalized in intensive care unit 

(ICU) but also those dying there have been increasing. Thus, it is 

arguable that the treatment by the ICU special physicians is closely 

related with patients' prognosis as well as with their mort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ICU 

special physician system and sepsis patients' mortality.

Methods: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the elderly cohort DB of 

the NHIS for the period from July, 2008 - when the additional points 

began to be added up for the ICU special physician system -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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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and thereby, analyzed the data about 3,590 patients who had 

been hospitalized in 258 higher and ordinary general hospital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ICU special physician system on 

sepsis patients' mortality, this study used the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54.54% of 

the sepsis patients had been dead. Furthermore, the mortality 

(50.29%) of the patients treated by the ICU special physician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59.47%) of their counterparts. 

(P<.0001).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ICU special physicians' treatment and mortality, the mortality 

of the patients treated by the special patients was lower or 0.781 

than that of their counterparts. (HR : 0.781, 95% CI : 0.686-0.889). 

Conclusions: After all,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there would be 

difference of mortality between those treated by the ICU special 

physicians and their counterparts. Besides, the mortality of the 

patients suffering from other diseases in addition to the sepsis was 

higher. Such results may well suggest that the sepsis patients 

suffering from other diseases should be treated by the ICU 

physicians. Since the ICU special physicians affect patients' mortality, 

it is hoped that the general hospitals would be obliged to deploy the 

special physicians at their ICUs with more effective medical policies 

introduced.

Keywords: intensivist physician in intensive care unit(ICU), sepsis,    

            mort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