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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분형 자료에서 집단 간 변동

크기에 따른 평가 결과비교 및 방법 고찰

연구 배경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는 각 병원의 입원환자의 사망률을 통해

진료의 성과 및 병원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의

료기관에 피드백하며, 환자가 병원에서 받는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는 평가 산출과

정이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연구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이분형자료 혹은 사망 자료에서 의료기관에 대

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정

확한 사망률 예측을 위해 병원-환자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률 추정에 편

향을 줄이기 위한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의료기관 평가 방법에 대해 소

개하며 셋째, 모의실험을 통해 세 평가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최종적

으로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제한점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 의료기관 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첫 번째 방법으로 심

평원에서 적정성 평가로 활용하고 있는 기대사망률(Expected Mortality;EM)방

법을 적용하였으며, 두 번째 방법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표준화사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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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Mortality Rate;SMR)방법을 적용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임의효과

를 고려한 다수준 로지스틱 모형을 구축하고 경험적 베이즈 추정(Empirical

Bayes Estimator)을 이용해 의료기관의 사망률 추정 및 평가를 시행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해 의료기관 크기, 의료기관 간 변동 정도, 유병률에 따라 구축

된 자료에 세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때, 의료기관 간의

변동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급내상관계수와 MOR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세 방법 모두 의료기관 성과 평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이지만 평가 결과에 있어 차이를 보였으며, 급내상관계수와 MOR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 의료기관으로 평가될 확률이 EM과 SMR방법에서 뚜렷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고, 유병률이 높은 경우 오히려 급내상관계수와 MOR

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위험기관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각 기관에 대한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의 크기가 모두 다를 경우, 크기가

작은 의료기관에 비해 크기가 큰 의료기관에서 위험기관으로 평가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 어떤 질병에 대한 사망률이 높거나 낮은 경우,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

가는 의료기관들 간에 상대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의료기관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의료기관을 위험기관으로 평가하거나 비

교적 적은 의료기관을 위험기관으로 평가할 오류를 범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통계적 평가기준과 임상적 기

준을 적절히 고려하여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록 모의실험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임의효과를 정규분포로 가정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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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지만, 사망률 추정

에 근거한 의료기관의 성과(적정성)평가 및 순위 평가가 통계적 신뢰도

(Reliability)를 충분히 만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한 의료기관 평가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하며, 추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

핵심어: 다수준분석, 다수준로지스틱회귀모형, 급내상관계수(ICC), Median
Odds Ratio(MOR), 경험적베이즈추정(Empirical Bayes Esti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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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사망률은 질병의 중증도의 지표이자 질병의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인 지표이다(한국역학회, 2009).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의 사망률을 통해 진료의

성과 및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할 수 있으며(강철환 등, 2009) 한국과 마찬가지

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을 관리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사망률 결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을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망률 결과

산출과정이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기관의 사망률 자료는 여러 환자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의료기관 평과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사망률에 미치는 여러 환자요인

들을 통제하기 위한 모형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모형을 통해

산출된 예측사망률과 실제사망률을 이용하여 기관별로 환자의 중증도 차이가

보정된 지표를 생성하여 의료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자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속하게 되는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지스틱회귀모형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모형은 추정된 오차의 평균이 0이고, 오차의 분산이

모집단의 분산과 같으며(Homoscedasticity), 오차들 간 독립임을 가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의료기관 데이터의 경우 환자가 속한 의료기관 간의 관계는 독립

적이지만, 환자가 속한 의료기관 내에서는 독립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반



- 2 -

선형모형을 적용할 경우 개인수준의 오차항에 집단수준의 변동(Variability)이

포함되면서 모수의 표준오차를 과소 추정하게 된다. 그 결과 모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의한 것으로 잘못 추정되어 제 1종 오류(Type

1 Error)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Douglas A. Luke, 2004). 따라서 집단

안에 내재되어 있는 환자들 간의 변동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변동까지 고려

하여 두 변동을 하나의 모형에서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통계분석방법을 적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성과 지표인 사망 자료(0: 생존, 1: 사망)를

다루기 위해 이분형자료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간의 변동을 고려하여 분석결

과의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

기관 평가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집단 간의 변동을 정량화 하

는 척도를 적용하고 그 수준에 따라 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여 적절한 의료기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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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이분형자료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측사망률 추정에 편향(Bias)을 줄이기 위해 병원-환자 자료의 특

성을 고려한 모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 이분형자료에서 의료기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시

하고 이를 비교한다.

셋째, 모의실험을 통해 의료기관 간의 변동 크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비

교한다.

넷째,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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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

다수준분석은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자료의 경우 개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수준의 맥락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회귀분석법이다(Luke, 2004).

다수준분석에서는 상위 단계인 각 집단 사이에는 독립성을 만족하지만, 같

은 집단에 속한 하위단계의 개인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다고 가정한다.

1.1. 연구 모형

다수준로지스틱모형(Multilevel Logistic Model)

종속변수가 이분형(예, 사망여부)일 경우, 를 j번째 집단에서 i번째 개인의

사건 발생 여부라고 하고,  를 개인특성변수, 를 j번째 집단에 대한 임의효

과라고 정의를 한다. 사망여부에 대해  ∼  라 할 때, 에 대한

조건부 확률분포를 가정하고 연결함수 ∙  


를 이용해 모형을 일

반화하여 아래 식(1)과 같이 다수준로지스틱 모형을 산출한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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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와 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아래 식과 같으며, 최대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ML)등을 통해 관측되지 않은 임의효과 에 대한

분포를 평균하여 추정치 를 얻을 수 있다.

  

2. 집단 내/간 변동 측정

2.1. 급내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는 집단 간 이질성 또는 집

단 내 동질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결과에 대한 총 변동 중 집단수준의 변동

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수치로, 급내상관계수가 크다는 것은 집단 별 차

이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이 크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각각의 관찰

치가 서로 독립이라는 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급내상관계수가 큰 경우, 일반회귀분석보다 다수준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급내상관계수는 아래 식과 같으며, 이때 
와 는

각각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의 변동을 의미한다.

 
  




(2)

반응변수가 이분형자료의 경우, 식(2)을 적용하여 집단 간의 변동을 단순하

게 계산할 수 없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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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때, 식(2)의 집단 간 변동(
)은 로짓함수를 적용하여 계산되며, 개인

간 변동은 정규분포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분자, 분모로 하여 계

산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여  의 오차에 대해 평

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하여 집단 간 변동과 총 변동

의 비율로 급내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이분형자료에서 급내상관계수는 아래

식(3)과 같다(Snijders, Bosker, 1999).

 


  








(3)

2.2. MOR (Median Odds Ratio)

MOR은 이분형 자료의 다수준분석에서 집단수준 간의 변동을 쉽게 이해하

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MOR는 임의의 두 집단을 랜덤하게 뽑아 사건 발

생에 대한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 사이의 오즈비를 계산했

을 때, 그 분포에 대한 중위수를 말한다(Peter C. Austin, 2016).

위의 다수준로지스틱 식(1)에 대한 조건부 오즈비는 아래와 같다.

    

위의 조건부 오즈에 대하여  가 고정되어 있을 때 임의로 뽑은 j번째 집단



- 7 -

과 k번째 집단의 오즈비는 아래와 같다.

  

  
   

오즈가 큰 집단을 오즈가 작은 집단과 비교한다면 두 집단에 대한 오즈비는

아래 식과 같다.

     

이때    ∼   
 임을 이용하여 이 분포의 중앙값(Median)을 계

산하여 아래와 같이 식(3)을 도출할 수 있다.

     ≤ 

 × 

  
≤ × 

log 
  × 

log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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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은 집단의 변동 크기를 의미하는 
만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

에 그 값과 95% 신뢰구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MOR = 1인 경우 집단 간의 변동이 거의 없다고 해석할 수 있고, MOR이 1

보다 클 경우 집단의 변동크기가 크다고 해석 한다. 이때 MOR의 범위는 1부

터 무한대까지 계산되어 질 수 있으며, 수치가 클수록 집단의 변동의 크기도

크다고 할 수 있다(Merlo J,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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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급내상관계수와 MOR의 비교

로지스틱 다수준분석 모형에서 집단 간 변동의 크기는 급내상관계수 식(3)

과 MOR 식(4)의 
을 이용하여 측정 할 수 있다.

MOR은 집단 간의 이질성 정도(Heterogeneity)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급내

상관계수는 집단 내 변동(Homogeneity)과 집단 간의 변동(Heterogeneity)을

모두 고려하여 전체 변동 중 집단 간의 변동을 비율로 나타내는 척도이다.

급내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집단수준의 효과가 동일한 집단 내에 속한

개체의 효과크기 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MOR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수치가 커질수록 집단수준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며 범위는 1에서 무한대까지 나타난다. 하지만 크기에 대

한 적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집단 간 변동 정도에 대한 크기 비교만 가능하

다.(Masoumeh Sanagou, 2012)

MOR의 크기를 판단할 때, 급내상관계수 수치에 해당 값을 연결하여 판단하

는 것이 좋다(Peter C.Austin, 2017). 예를 들어 MOR의 값이 1.23이고, 급내상

관계수의 값이 0.014로 계산 되었을 때, 급내상관계수의 경우 사망률의 전체

변동의 1.4%만이 의료기관 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1.4%에 대한 수치는 집단의 변동을 설명할 만큼의 적정한 수치가 아님을 판

단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MOR은 1보다 크므로 사망률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이가 존재하며, 사망 위험이 낮은 집단과 사망률이 높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사망위험이 높은 의료기관이 사망위험이 낮은 의료기관에 비해 사망할 오

즈가 1.23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1.23 수치가

실제 두 집단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큰 수치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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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수치 자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어렵지만, 급내상관계수와 비교

했을 때 1.23의 수치는 집단 간 변동을 설명할 만한 크기가 아님을 판단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MOR과 급내상관계수 수치를 함께 비교하

여 의료기관 간의 변동 정도를 정량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1. 급내상관계수(ICC)와 MOR비교

[참고. Terry K.Koo, 2016, Klaus Larsen, 2004]

내용 급내상관계수(ICC) MOR

판단 척도

homogeneity,

heterogeneity,

independence

heterogeneity

범위 0 <= ICC <= 1 1 <= MOR <= ∞

판단 기준

> 0.5 : 보통

> 0.7 : 좋음

> 0.9 : 매우 좋음

기준 없음

집단의 크기에 따른

변화 여부
No No

특징

이분형자료에 대해 집단 간의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위에서 제시한 식(3)와

식(4)과 같이 오직 
 만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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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집단 간 성과 평가·비교 방법

의료기관의 성과에 대한 지표를 사망률로 볼 때, 사망률에 대한 평가는 치

료효과가 동일하다는 가정아래 환자요인과 불확실성을 통제하여 수행되어야

겠다. 이를 중증도 보정이라 한다. 중증도 보정을 위해 통계적 분석과 임상적

판단의 과정을 거쳐 모형을 구축하고, 타당도 평가를 시행한 후 최종 사망률

을 예측 할 모형을 구축한다. 구축된 모형을 적용하여 아래 제시한 방법들에

의해 의료기관 간의 성과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김경훈, 2015).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의료기관 간의 변동 정도가 평가결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비교 평가하였다.

1. 기대사망률을 이용한 평가 방법(Expected Mortality; EM)

성과 평가에 활용되는 방법 중 기대사망률의 신뢰구간을 이용한 평가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의료기관 별 예측사망률의 95%신뢰구간을 산출하여 실제 의

료기관에서 관측된 사망자 수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기대사망률을 계산하기 위한 중증도 모형으로 사건 발생여부에 대한 로지스

틱모형을 적용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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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j번째 집단에 속한 i번째 사람의 사건발생여부를 나타내는 결과변수이

며, 는 j번째 집단에 속한 i번째 사람의 사건발생 여부에 대해 , 개인특

성요인들을 보정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해 산출된 예측사망률이 된다.

식(5)에 의해 추정 된 예측 값들을 이용하여 동일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예측사망률을 가지고 그 집단의 기대사망률을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된 기대사

망률은 집단의 성과 평가의 결과지표로 이용하게 된다. 기대사망률에 대한 식

은 다음과 같다. 는 j번째 의료기관에 속한 환자들의 수를 의미하며, 는 j

번째 의료기관의 I번째 환자의 사망률을 의미한다.

 


 





각 집단의 기대사망률은 전체 개인들의 위험 요인 분포를 고려했을 때 해당

집단이 전체 개인들의 평균 정도의 값을 가진다면 그 가운데 관심 있는 집단

의 사망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나타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실

평가3부).

기대사망률에 대한 95%신뢰구간은 아래 식과 같다.

± 




 

최종적으로 기대사망률의 95%신뢰구간에 대해 실제사망률과 비교하여 집단

별 사망률을 평가한다. 만약 각 집단들의 실제사망률이 추정된 기대사망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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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신뢰구간의 상한 값보다 더 크면 이를 성과가 나쁜 혹은 위험한 집단으로

판단하고, 반대로 95%신뢰구간의 상한보다 더 작을 경우, 성과가 적정 혹은

안정적인 집단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기대사망률을 이용한 평가



- 14 -

2. 표준화사망비 평가 방법(Standard Mortality Rate; SMR)

논문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평가 방법은 표준화사망비이다. 연구 집단에서

관찰 된 사망자와 일반 표준 인구 집단에서 예상되는 사망자의 비율을 산출하

여 집단 별로 그 값을 비교하는 방법이며 이를 표준화사망비(Standard

Mortality Rate)라고 한다. 각 집단의 연령 분포가 다르거나, 연구 표본의 크

기가 작거나, 연령별 사망자 수를 구할 수 없어 직접 적인 연령 표준화 사망

률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Everitt, Brian; Skrondal,

Anders, 2010).

표준화사망비는 다음 식과 같다.

 Exp

 

 





  





(6)

표준화사망비가 1인 경우, 기대 사망수와 실제 사망자 수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표준화사망비가 1보다 큰 경우 실제 사망자수가 기대사망자

수보다 더 높아 예상보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1보다 작

은 경우 실제 사망자수가 예상보다 적게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Broeck, J.; Brestoff, J. R.; Kaulfuss, C,2013).

표준화사망비에 대한 95%신뢰구간의 추정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감마분포, 포아송분포 등의 여러 분포를 가정하여 신

뢰구간에 대한 근사 값을 계산한다(Bingxia Wang, 2002). 표준화사망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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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Bayer’s 95%신뢰구간 방법을 가장 많이 적용하였다(박종호 등,

2012; Itskovich and Roudebush, 2010; Enrique et al., 1993; Breslow and

Day, 1987).

연구 집단에서 특정 사건발생에 대한 표준화사망비는 위의 식(5)과 같이 산

출할 때, 이에 대한 95%신뢰구간을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사건발생 수

()에 대해 포아송분포를 가정하고 를 라고 할 때, 에 대한 95%신뢰

구간은 포아송분포와 카이제곱분포 사이의 관계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계산된

다.

 




  




하지만 위의 방법은 카이제곱분포에 대해 제한 된 범위의 값에 대해서만 신

뢰구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신뢰구간 산출에 한계가 있다.

Bayer는 ′ 가 을 초과하면 편차를 계산하고 ′ 이면 정규분

포표를 참조하여 정확한 포아송분포에 매우 정확한 근사치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Bayer가 제안한 SMR의 95%신뢰구간은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2와 같이, 95%신뢰구간의 하한이 1보다 크면 그 집단을 위험도가

높은 집단으로 판단하며, 95%신뢰구간의 상한이 1보다 작을 경우 위험도가



- 16 -

낮은 집단으로 판단한다.

그림 2. 표준화사망비를 이용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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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효과의 신뢰구간을 이용한 평가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망률을 다수준로지스틱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할 때, 모형에서 임의효과를 고려하여 사망률에 대한 집단의 효과를 추정

하고, 신뢰구간을 계산하여 의료기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3.1. 집단효과 추정(Cluster Effect Estimator)

보통 집단을 서로 비교 할 때 전체 모집단에 대해 정확추정을 시행하기 때

문에 집단의 크기가 작을 경우, 소집단은 과소추정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

에 회귀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높은 표준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추정 값의 신뢰

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통계방법이 제안되

어왔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이 인접한 집단이나 관련된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빌려오는“borrow strength” 축소추정(Shrink Estimator)방법을 적용한다

(Ghosh, M, 1994).

본 과정에서는 각 집단의 사건발생에 대한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경험적 베

이즈 추정(Empirical Bayes; EB)을 통해 축소추정(Shrink Estimator)을 적용

하기로 한다.

위의 식(1)모형으로부터, 각 의료기관에 대한 임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와 에 대한 우도함수(likelihood)와 사전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사후확률분포를

추론한다(Justin B Dimick, 2010). 의 베이즈 추정치는 각 의료기관에 대한

추정된 절편임의효과(Random Intercept)의 사후분포의 평균으로, 수치적 적분

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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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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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로부터 추정된 의 평균과 임의효과를 결합하여 j번째 집단에 대한

logodd를 최종적으로 산출한다.

 
 



j번째 집단의 logodd에 대한 95% PPI(Posterior Probability Interval)을 아래

와 같이 산출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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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의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이용한 평가(Posterior

Probability Interval; PPI)

추정한 각 집단의 효과에 대한 신뢰구간(PPI)에 따라 의료기관의 성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평가한다.

0을 기준점으로 각 의료기관 사망률에 대한 logodds의 신뢰구간 하한 값이

0보다 크면 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0보다 작으면 적정집단으로 분류하여 평

가하게 된다(Peter C. Austin, 2003).

그림 3. 임의효과 신뢰구간을 이용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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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의실험

4장에서는 3장에서 언급되었던 각 의료집단의 성과에 대해 의료기관 간 비

교·평가하는 방법을 모의실험을 통해 적용한다. 모의실험은 (1)사망률에 대한

의료기관 간의 변동 정도를 다양하게 주었을 때, 논문에서 제시하는 세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의료기관 성과 및 적정성 평가에 대한 결과를 비교한다. 이

때 변동 정도는 급내상관계수와 MOR을 통해 정량화하여 제시한다. (2)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세 평가방법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좀 더 정확한 평가가 시행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1. 모의실험 구축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실험을 진행할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모든 모의실험과정은 R프로그램 3.4.4버전을 통해 진행되었고, 다음과 같이 시

나리오를 구성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1.1. 시나리오 설정

모의실험을 구성 할 시나리오는 의료기관의 크기가 모두 동일한 경우와 동

일하지 않은 경우, 임의효과의 크기
 (0.00, 0.50, 1.00, 1.50, 2.00, 3.00, 5.00,

7.00, 10.00), 유병률(0.001, 0.01, 0.5)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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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의실험 시나리오1 구성(유병률이 0.001 , 0.01, 0.5인 경우)

의료기관의 크기 
 평가 방법 시나리오

    ⋯   0.00
(ⅰ)기대사망률(EM)

1-1(ⅱ)표준화사망비(SMR)
(ⅲ)임의효과신뢰구간(PPI)

    ⋯   0.50
(ⅰ)

1-2(ⅱ)
(ⅲ)

    ⋯   1.00
(ⅰ)

1-3(ⅱ)
(ⅲ)

⋮

    ⋯   10.00
(ⅰ)

1-9(ⅱ)
(ⅲ)

표 3. 모의실험 시나리오2 구성(유병률이 0.001 , 0.01, 0.5인 경우)

의료기관의 크기 
 평가 방법 시나리오

 ≠ ≠ ⋯ ≠  0.00
(ⅰ)기대사망률(EM)

2-1(ⅱ)표준화사망비(SMR)
(ⅲ)임의효과신뢰구간(PPI)

 ≠ ≠ ⋯ ≠  0.50
(ⅰ)

2-2(ⅱ)
(ⅲ)

 ≠ ≠ ⋯ ≠  1.00
(ⅰ)

2-3(ⅱ)
(ⅲ)

⋮

 ≠ ≠ ⋯ ≠  10.00
(ⅰ)

2-9(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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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모의실험 데이터 크기 설정

모의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의료기관의 수와 의료기관 내 개체의 크기

를 시나리오에 따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1의 경우, 각 20개의 의료기관에 800명의 개체를 포함되도록 설정

하였다. 총 16,000명의 데이터가 구축되었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수를 20개로 설정하였으며, 개체 수는 각

의료기관 별로 최소 20명에서 최대 800명까지 랜덤으로 설정하였다. 평가모형

을 자료에 적합 시키는 과정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 개체 수를 100명

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지만(Irene Zanellato, 2015), 소집단의 과대추정 문

제도 함께 살펴보기 위해 최소 개체수를 25명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총 7,558

명의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시나리오2에 대한 전체 데이터 분포는 다음 그림

과 같다.

그림 4. 모의실험 데이터 분포(시나리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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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의실험 데이터 설정

의료기관의 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정효

과를 설정한다.

개인특성변수를 로 설정하여 유병률에 대한 개인특성 효과를 완전히 보

정했을 때, 오직 의료기관 간의 효과만이 전체 유병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

정한다. 이때, 고정효과는 ∼과 같이 설정하여, 평균이 0, 분산이 1

인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임의효과는 특정 의료기관에 속한 개체들이 그 집단에 대한 고유의 특성을

내재하도록 한다. 이를 ∼
 으로 설정하여 평균이 0, 분산이 

인 정

규분포를 가정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때, 
은 집단 간의 변동 정도를 나타

내며, 이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크기에 따른 결과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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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모의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ⅰ)기대사망률

을 이용한 방법(EM), ⅱ)표준화사망비를 이용한 방법(SMR), ⅲ)임의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이용한 방법(PPI)을 적용해 1000번 반복 시행하여 평가 구간

으로부터 총 몇 번 벗어나는지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를 비교한다.

설정한 시나리오에 맞게 전체 유병률을 조절하기 위해 식(1)의 절편()을

임의로 조절하였으며,  


 




 



이 각각 0.001, 0.01, 0.5가 되도록 모의실

험자료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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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의실험 설계(기대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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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의실험 설계(표준화사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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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의실험 설계(임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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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에 따라 의료기관의 크기가 모두 동

일한 경우, 결과를 3.1에서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크기가 모두 다른 경우 3.2

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3.1. 시나리오1 결과

집단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고 평과결과에 오직 집단효과만이 영향을 미친다

고 가정할 때, 의료기관의 효과 즉, 임의효과의 정도에 따라 평가방법 (ⅰ),

(ⅱ), (ⅲ)을 적용한 결과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아래 결과는 총 1,000

번의 반복 시행 과정을 진행하면서 기대사망률, 표준화사망비, 임의효과의 신

뢰구간 방법을 통해 위험 집단과 적정 집단으로 분류 된 분율을 산출한 결과

이다.

아래 표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먼저 유병률에 관계없이 임의효과의 분산

(
)이 0일 때, 세 방법 모두 위험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0.05보다 작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간 치료의 양과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사망에 대한 위험을 모두 통제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의료기관 간 평가

결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0보다 클 때,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사망률을 추정할 경

우 제1종 오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병원-환자 자료의 특성을 고

려하지 않고 단순히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면 사망률 추정에 편향이

생기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준화사망비와 임의효과의 신뢰구간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이 커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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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집단으로 평가될 확률이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유병률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유병률이 0.001일 때에 비해 0.5일 때 가장 높았다.

의료기관의 성과 평가 방법들 중 위험기관으로 가장 많이 평가하는 방법은

임의효과를 이용해 평가하는 방법이었으며, 표준화사망비를 이용한 방법이 가

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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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총 1,000번의 반복 시행 중 95% 신뢰구간(기대사망률, 표준화사망비, 임의효과)에 
 크기에 따라 위험 집단으로

분류될 분율 비교(prevalence=0.001)




True 값 Estimation 값 분류율(%)

ICC MOR ICC MOR

기대사망률
방법

표준화사망비
Byar‘s 방법

임의효과 95%
PPI방법

lower
detect

upper
detect

lower
detect

upper
detect

lower
detect

upper
detect

0.00 0.0000 1.0000 0.0000 1.0000 0.0000 0.0410 0.0000 0.0100 0.0000 0.0022

0.50 0.1320 1.9630 0.1082 1.8265 0.0000 0.0736 0.0000 0.0334 0.0062 0.1060

1.00 0.2332 2.5957 0.2026 2.3906 0.0000 0.0931 0.0000 0.0546 0.0097 0.1679

1.50 0.3133 3.2163 0.2735 2.8895 0.0024 0.1036 0.0020 0.0685 0.0089 0.1982

2.00 0.3783 3.8534 0.3297 3.3632 0.0060 0.1071 0.0080 0.0743 0.0060 0.2131

3.00 0.4772 5.2182 0.4194 4.3475 0.0074 0.0952 0.0090 0.0822 0.0025 0.2288

5.00 0.6033 8.4395 0.5443 6.6180 0.0217 0.0882 0.0291 0.0786 0.0009 0.2487

7.00 0.6805 12.4747 0.6157 8.9249 0.0330 0.0828 0.0411 0.0781 0.0003 0.2511

10.00 0.7526 20.4178 0.6854 12.8351 0.0526 0.0829 0.0580 0.0722 0.0002 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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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7 11 14 17

SMR 7 4 14 17
PPI 모두 동일

그림 8.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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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11 18 9 14

SMR 7 18 9 14

PPI 7 18 9 14

그림 9.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3.00)



- 33 -

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20 4 17 7

SMR 20 4 17 7

PPI 15 4 17 7

그림 10.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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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총 1,000번의 반복 시행 중 95% 신뢰구간(기대사망률, 표준화사망비, 임의효과)에 
 크기에 따라 위험 집단으로

분류될 분율 비교(prevalence=0.01)




True 값 Estimation 값 분류율(%)

ICC MOR ICC MOR

기대사망률
방법

표준화사망비
Byar‘s 방법

임의효과 95%
PPI방법

lower
detect

upper
detect

lower
detect

upper
detect

lower
detect

upper
detect

0.00 0.0000 1.0000 0.0000 1.0000 0.0137 0.0262 0.0127 0.0150 0.0000 0.0021
0.50 0.1320 1.9630 0.1183 1.8840 0.1994 0.1681 0.1936 0.1448 0.0718 0.2094
1.00 0.2332 2.5957 0.2104 2.4414 0.3356 0.1915 0.3306 0.1745 0.1159 0.2797
1.50 0.3133 3.2163 0.2846 2.9765 0.4139 0.1931 0.4039 0.1761 0.1122 0.306
2.00 0.3783 3.8534 0.3509 3.5663 0.4790 0.1929 0.4656 0.1788 0.1124 0.3245
3.00 0.4772 5.2182 0.4478 4.7453 0.5506 0.1845 0.5413 0.1747 0.0718 0.3386
5.00 0.6033 8.4395 0.5666 7.2223 0.6378 0.1745 0.6276 0.1674 0.0328 0.3561
7.00 0.6805 12.4747 0.6450 10.2878 0.6796 0.1651 0.6753 0.1588 0.0142 0.3614
10.00 0.7526 20.4178 0.7267 16.7767 0.7115 0.1539 0.7108 0.1486 0.0038 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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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4 17 14 15

SMR 4 17 14 15

PPI 4 17 14 15

그림 11.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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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10 17 6 13

SMR 10 17 6 13

PPI 10 17 6 13

그림 12.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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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12 17 6 13

SMR 12 17 6 13

PPI 12 17 6 13

그림 13.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10.00)



- 38 -

표 6. 총 1,000번의 반복 시행 중 95% 신뢰구간(기대사망률, 표준화사망비, 임의효과)에 
 크기에 따라 위험 집단으로

분류될 분율 비교(prevalence=0.5)




True 값 Estimation 값 분류율(%)

ICC MOR ICC MOR

기대사망률
방법

표준화사망비
Byar‘s 방법

임의효과 95%
PPI방법

lower
detect

upper
detect

lower
detect

upper
detect

lower
detect

upper
detect

0.00 0.0000 1.0000 0.0000 1.0000 0.0136 0.0142 0.0009 0.0009 0.0000 0.0000

0.50 0.1320 1.9630 0.1205 1.8969 0.4061 0.4003 0.3625 0.3639 0.4092 0.4154

1.00 0.2332 2.5957 0.2155 2.4754 0.4332 0.4281 0.3981 0.4029 0.4330 0.4406

1.50 0.3133 3.2163 0.2921 3.0369 0.4462 0.4405 0.4152 0.4210 0.4439 0.4521

2.00 0.3783 3.8534 0.3553 3.6105 0.4534 0.4476 0.4255 0.4324 0.4501 0.4585

3.00 0.4772 5.2182 0.4517 4.8049 0.4616 0.4556 0.4381 0.4434 0.4594 0.4659

5.00 0.6033 8.4395 0.5801 7.6324 0.4706 0.4644 0.4508 0.4571 0.4681 0.4732

7.00 0.6805 12.4747 0.6569 10.9417 0.4749 0.4703 0.4574 0.4633 0.4733 0.4778

10.00 0.7526 20.4178 0.7332 17.5788 0.4778 0.4749 0.4638 0.4694 0.4765 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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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15 17 18 14

SMR 18 13 17 14

PPI 18 13 17 14

그림 14.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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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17 12 13 6

SMR 17 12 6 13

PPI 17 12 6 13

그림 15.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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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17 12 6 13

SMR 12 17 6 13

PPI 17 12 6 13

그림 16.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10.00)



- 42 -

그림 17. 위험기관 분류율에 대한 세 평가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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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나리오2 결과

집단의 크기가 다르고 평과 결과에 오직 집단효과만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시나리오1과 같이 임의효과의 정도에 따라 평가방법들을 적용하여 결과를

표로 정리·비교하였다.

시나리오1과 같이 집단 간 변동 즉, 임의효과에 대한 분산(
)이 증가할수록

위험기관으로 평가 되는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병률이 낮

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우 위험기관으로 평가될 확률이 높았으며, 무엇보다

기대사망률(EM)방법과 표준화사망비(SMR)방법에서 유병률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1과 달리 시나리오2는 의료기관의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추정

된 의료기관의 신뢰구간의 너비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예측사망률이

높게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신뢰구간의 폭이 넓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 비

해 위험기관으로 평가될 확률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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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총 1,000번의 반복 시행 중 95% 신뢰구간(기대사망률, 표준화사망비, 임의효과)에 
 크기에 따라 위험 집단으로

분류될 분율 비교(prevalence=0.001)




True 값 Estimation 값 분류율(%)

ICC MOR ICC MOR

기대사망률
방법

표준화사망비
Byar‘s 방법

임의효과 95%
PPI방법

lower
detect

upper
detect

lower
detect

upper
detect

lower
detect

upper
detect

0.00 0.0000 1.0000 0.0000 1.0000 0.0000 0.0487 0.0000 0.0073 0.0000 0.0020

0.50 0.1320 1.9630 0.0397 1.4214 0.0000 0.0632 0.0000 0.0159 0.0000 0.0185

1.00 0.2332 2.5957 0.1533 2.0873 0.0000 0.0757 0.0000 0.0289 0.0000 0.0375

1.50 0.3133 3.2163 0.2363 2.6168 0.0002 0.0830 0.0003 0.0390 0.0000 0.0565

2.00 0.3783 3.8534 0.3568 3.6248 0.0012 0.0861 0.0010 0.0430 0.0000 0.0660

3.00 0.4772 5.2182 0.4534 4.8307 0.0021 0.0833 0.0026 0.0399 0.0000 0.0745

5.00 0.6033 8.4395 0.5779 7.5625 0.0099 0.0801 0.0107 0.0432 0.0000 0.0785

7.00 0.6805 12.4747 0.6578 10.9973 0.0253 0.0767 0.0249 0.0447 0.0000 0.0840

10.00 0.7526 20.4178 0.7350 17.8068 0.0558 0.0749 0.0595 0.0490 0.0000 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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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13 18 20 14

SMR 18 3 13 14

PPI 18 20 13 14

그림 18.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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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18 11 12 4

SMR 14 12 11 4

PPI 18 11 12 4

그림 19.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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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14 4 12 11

SMR 14 12 4 11

PPI 14 4 12 11

그림 20.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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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총 1,000번의 반복 시행 중 95% 신뢰구간(기대사망률, 표준화사망비, 임의효과)에 
 크기에 따라 위험 집단으로

분류될 분율 비교(prevalence=0.01)




True 값 Estimation 값 분류율(%)

ICC MOR ICC MOR

기대사망률
방법

표준화사망비
Byar‘s 방법

임의효과 95%
PPI방법

lower
detect

upper
detect

lower
detect

upper
detect

lower
detect

upper
detect

0.00 0.0000 1.0000 0.0000 1.0000 0.0051 0.0357 0.0054 0.0125 0.0000 0.0022

0.50 0.1320 1.9630 0.1183 1.8840 0.0561 0.1176 0.0587 0.0839 0.0062 0.1060

1.00 0.2332 2.5957 0.2104 2.4414 0.1064 0.1391 0.1088 0.1084 0.0097 0.1679

1.50 0.3133 3.2163 0.2846 2.9765 0.1444 0.1467 0.1483 0.1169 0.0089 0.1982

2.00 0.3783 3.8534 0.3509 3.5663 0.1745 0.1468 0.1790 0.1196 0.0060 0.2131

3.00 0.4772 5.2182 0.4478 4.7453 0.2107 0.1436 0.2170 0.1182 0.0025 0.2288

5.00 0.6033 8.4395 0.5666 7.2223 0.2910 0.1402 0.2967 0.1188 0.0009 0.2487

7.00 0.6805 12.4747 0.6450 10.2878 0.3321 0.1333 0.3423 0.1147 0.0003 0.2511

10.00 0.7526 20.4178 0.7267 16.7767 0.3983 0.1302 0.4115 0.1140 0.0002 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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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5 2 6 19

SMR 2 14 6 5
PPI 모두 동일

그림 21.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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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19 4 12 11

SMR 14 4 12 11

PPI 19 4 12 11

그림 22.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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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7 4 12 11

SMR 14 4 12 11

PPI 7 4 12 11

그림 23.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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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총 1,000번의 반복 시행 중 95% 신뢰구간(기대사망률, 표준화사망비, 임의효과)에 
 크기에 따라 위험 집단으로

분류될 분율 비교(prevalence=0.5)




True 값 Estimation 값 분류율(%)

ICC MOR ICC MOR

기대사망률
방법

표준화사망비
Byar‘s 방법

임의효과 95%
PPI방법

lower
detect

upper
detect

lower
detect

upper
detect

lower
detect

upper
detect

0.00 0.0000 1.0000 0.0000 1.0000 0.0143 0.0145 0.0009 0.0006 0.0009 0.0007

0.50 0.1320 1.9630 0.1198 1.8924 0.3361 0.3356 0.2820 0.2740 0.3391 0.3413

1.00 0.2332 2.5957 0.2151 2.4723 0.3775 0.3793 0.3321 0.3274 0.3786 0.3797

1.50 0.3133 3.2163 0.2916 3.0327 0.3958 0.3970 0.3546 0.3533 0.3977 0.4009

2.00 0.3783 3.8534 0.3568 3.6248 0.4058 0.4077 0.3703 0.3682 0.4092 0.4120

3.00 0.4772 5.2182 0.4534 4.8307 0.4210 0.4236 0.3902 0.3853 0.4244 0.4261

5.00 0.6033 8.4395 0.5779 7.5625 0.4367 0.4379 0.4104 0.4050 0.4390 0.4406

7.00 0.6805 12.4747 0.6578 10.9973 0.4457 0.4469 0.4221 0.4169 0.4465 0.4480

10.00 0.7526 20.4178 0.7350 17.8068 0.4547 0.4541 0.4322 0.4260 0.4524 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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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15 4 1 7

SMR 11 16 5 14
PPI 모두 동일

그림 24.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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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4 12 11 7

SMR 14 12 4 11

PPI 4 7 12 11

그림 25.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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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ethod Top 20% Hospitals

EM 11 4 7 12

SMR 14 12 4 11

PPI 7 11 12 4

그림 26. 평가방법 별 집단 간 신뢰구간 비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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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위험기관 분류율에 대한 세 평가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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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사망률을 이용한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가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상황에 따른 통계적인 평

가방법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모의실험 데이터 구축은 의료기관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중증도 보정 모

형을 통해 사망률에 대한 모든 위험요인이 통제되었다고 가정하고 오직 의료

기관의 임의적 효과의 차이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임의적 효과 차이가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기대사망률, 표준화사망비, 임의효과 신뢰구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의료기관

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고 사망률 비교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모의실험에서는 세 평가방법에서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였다. 우선 임의효과 모형으로 평가한 방법은 위험 기관으로 평가할 확률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표준화사망비방법이 가장 낮았으며, 무엇보다 임의효과의

분산(
)이 증가할 경우 그 차이도 함께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의 사망률

에 대하여 순위평가를 시행했을 때, 세 방법 모두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급내상관계수와 MOR 수치에 따른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유병률이 매우

낮을 경우, 신뢰도를 나타내는 급내상관계수 수치가 충분히 높고, MOR이 큼

에도 불구하고 평가구간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이 적었으며 반대로 유병률이

매우 높을 경우, 급내상관계수와 MOR 수치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구간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질병에 대한

사망률이 높거나 낮은 경우,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들 간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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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의료기관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

교적 많은 의료기관을 위험기관으로 평가하거나 비교적 적은 의료기관을 위험

기관으로 평가할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통계적 평가기준과 임상적 기준을 적절히 고려

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기관 사망률이 전체

의료기관 대비 월등히 높아 위험 기관으로 판단 될 때, 해당 기관이 단순 위

험기관에 해당되는 것인지, 실제 환경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탐색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모의실험 자료는 의료기관에 대한 임의효과를 정규분포로 가정했기 때

문에 가능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지만, 모의실

험 결과에서 사망률 추정에 근거한 의료기관의 성과(적정성)평가 및 순위 평

가가 통계적 신뢰도(Reliability)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의료기관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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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of medical institutions

can evaluate the performance of medical care and the quality of hospital

serthrough the mortality rate of the inpatient in each hospital. In addition,

by evaluating appropriateness of the medical institutions,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diagnosis and treatment process of the

diseases, feedback to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improv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the medical treatment provided to the patients. Therefore,

evaluation process of the performance of the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objective and accurate.

Purpose we wanted to find out if a proper evaluat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is being made in dichotomous data or death data. To d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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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 the model to reduce the bias in mortality estim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spital-patient data for accurate mortality

prediction. Second, introduce the assessment method of the medical

institution. Finally, we compared the results of applying the three

assessment methods through simulation and searched limitations of the

evaluat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and proposed alternatives.

Method In order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tthe Expected Mortality (EM) method, which is used for the

appraisal in the HIRA, is applied. The second method is the standard

mortality rate (SMR) method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The third

method was to estimate the mortality rate of the medical institution and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medical institution after constructing a

multilevel logistic model considered random effects. The third method was

to estimate and evaluate the mortality rate of medical institutions by

constructing a multilevel logistic model considering random effects.

Through simulations, the results were compared by applying the three

assessment methods to data built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medical

institution, the degree of variation among the medical institution, and the

prevalence rate. In order to quantify the degree of variation among medical

institutions, Intra Class Correlation and MOR were used.

Result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although all three methods are

commonly used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medical institution,

but they differed in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In addition, as ICC and

MOR increase, the probability of being evaluated as a hazardous medical

institution did not show a noticeable increase in EM and SMR method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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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of high prevalence rates, the probability of being classified as a

relatively dangerous organ was higher, even though ICC and MOR were

lower. Also, performance assessment of a medical institution is performed

by calculating the confidence intervals for each institution, it was more

likely that the size of the medical institution would be assessed as a risk

agency in a larger one than the smaller one.

Conclusion If the mortality rate for a disease was high or low,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a medical institution could make an error in

assessing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as risk agencies,

even though there were few differences in actual medical institutions, or in

evaluating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as risk

agencie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in order for an objective and

reliable assessment to be made, a careful assessment will have to be made

with due consideration of statistical and clinical criteria. In addition,

although the simulations assumed random effects on the medical institution

as a normal distribution and therefore could not fully reflect all possible

circumstances, the performance and ranking assessment of the medical

institution based on mortality estimates were not sufficiently satisfied with

its statistical reliability. Therefore, in order for an accurate assessment of

the medical institution to take place, a continuous review process is

required for each institution, and further research to supplement it will

need to be carried out.2)

KEYWORD : Multilevel Analysis,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ICC), Median Odds
Ratio(MOR), Empirical Bayes Estimator(E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