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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가하고,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신체 외부로부터 에너지 변화가 신체 복원력 이상으로
가해지는 외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하중원 등, 2017). 전 세계 인구 중
6초마다 한 명씩 손상과 폭력 등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다(WHO, 2014).
2016년도 세계보건기구의 주요사망원인 통계에서는 10개의 다빈도 원인
중 도로손상(Road injury)으로 인한 사망이 연간 2백만 명 정도로 8위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에 10위였다가 2단계 상승한 것으로 손상이 국제
사회의 사망요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WHO, 2018). 제8
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암, 뇌혈관 질환에 이은 주요 사망원인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손상
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8).
외상은 건강한 사람에게 갑자기 발생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응급상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외상치료는 2011년 해군 ‘아덴만여명
작전’을 수행하면서 복부에 총상을 당한 석해균 선장 치료사건과 관련
하여 1차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었고, 2017년 12월 판문점 군사경계선
을 넘어오다가 총상을 입은‘북한군 사태’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의 외
상진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도움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가는 등
국민과 국가의 관심이 높아졌다.1)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전체 퇴원환자의 입원일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병에 따른 입원일수로서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
정 기타 결과’가 13.26일로 ‘정신 및 행동장애’인 20.54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와 외상으로 인한 입원일수가 다른 상병에 비해 긴 편

이다(질병관리본부, 2009). 입원일수 뿐만 아닌 진료비에서도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상병별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결과가 입원 진료비 상위 건을 차지하였다(한국보건산업
진흥원, 2013).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개인특성, 질병특성, 병원특성, 입원
일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특히 동일 질병인 경우에는 입원기
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Carey. K., 2002) 입원일수와 진료비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외상환자에 대한 입원일수와 진료비와 관련
된 연구의 중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외상 환자에 대한 입원 기간이 다른 질환보다 길고, 진료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구된 외상 의료체계의 여러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환자의 진료결과(생존, 사망)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외상을 입
은 환자들이 30일 이상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 내의 합병증의 발
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으므로(Mathew,P.J, et al, 2018), 외상환
자에 대해 입원일수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실제로 현재 전체
외상 환자의 군에서 사망환자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존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일수 및 진료비와 관련된 직접적 요인에 대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외상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대한 연구로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외
상환자에 대한 연구(지은주, 2007), 자동차 보험 환자에 대한 연구(신경
원, 2016; 김재선, 2016) 및 보험유형별 차이에 대한 연구(박희성 등,
2012; 김현주, 2019)와 손상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김현주, 2019), 중증외
상환자의 진료비 중 개인의 진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하중원 등, 2017)
등이 있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모두 환자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
춘 연구들이었다. 고숙자(2013)에서는 입원일수는 개인의 요인 뿐만 아니
라 개인이 치료를 받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인력구성,
MRI, CT 등의 고가 의료장비와 시설 등 병원요인이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개인요인과 병원요인에 대해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고, 병원요인이 입
원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뇌졸
중, 고혈압, 당뇨병, 천식/COPD 등 특정 질환에 한정한 연구였다. 송태민

등(2013)도 4대 중증질환, 심근경색증, 알레르기 질환, 만성질환, 알코올
및 흡연, 비만에서 지역별, 설립구분별, 병원의 종별에 따라 평균입원일
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병원요인 간 입원일수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외국의 경우 의료기관의 특성 및 병원의 종류
가 외상환자의 사망률과 입원일수 감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정책 효과 검증에 반영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이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줄이는지,
입원일수와 진료비의 감소 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하범만, 2006).
위의 기존연구들을 통해 환자가 가진 개인적 특성인 개인요인 외에 외
부적인 요소인 병원의 요인 또한 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상환자에서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개인요인 뿐 아닌, 병원요인도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개인요인과 병원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각 특성이 외상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고로 인한 외상은 예방 가능한 보건학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관련 위험요인에 따라서 취약 계층을 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전
략수립 및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손상 예방 전략이 폭넓게 구현되어야 한
다(WHO, 2001).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5년부터 손상감시체계
를 구축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
용하고 있다(정은경, 2017).
외상으로 인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 뿐 만이 아닌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
가적 지출 및 노동력 저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도 크다. 외상 환자
의 경우 사고 이후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치료로 인해
치료기간이 길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크고, 정상인에 비해 낮은 노동

생산력으로 불우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환자가 짊어지는 경제적
비용은 더욱 가중된다(박희성 등, 2012). 또한 외상은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전영숙, 김창엽, 2012; 허윤정 등, 2014)
취약 집단에서 외상 발생 시 악순환을 일으켜 소득계층 간 건강격차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외상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정책 제공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
로 매우 중요하다(김현주, 2019).
보건복지부(2018)가 발표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르면, 현재
외상센터 평가체계는 초기 구축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시설·인력·장비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법적 기준 및 운영지침 준수 여부, 성과영역에
대한 결과지표가 중심이었다. 지금은 외상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성과를
판단하는 도구로서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사용하고 있다.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은 외상사망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 병원으로 이
송되어 처치를 받았다면 살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을 의미
하고, 이는 외상진료체계 질 향상 측정 및 사망과 연관된 원인을 분석하
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기존 법적 기준·운영지
침, 성과영역에 대한 결과 중심 평가에서 환자의 사망률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중증외상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중증외상센터 운영지침 및 성과지표
개발연구(서길준 등, 2012)’에서도 외상센터 운영 및 평가를 위한 필수
영역인 시설·인력·장비 부문과 성과영역에서 예방가능사망률이라는 결
과지표 외에도 운영의 효율성 지표로 중환자실과 병실 재실기간을 두고
외상 환자들의 입원일수에 대해 ‘전체 외상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 7일
이내 입원한 환자들의 비율’을 평가 항목으로 추천한 바 있다. 이를 통
해, 단순히 생존 및 사망 등에 대한 진료결과 외에도 운영의 효율성 지
표로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대한 부분이 주요한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Karen J. et al(2007)의 연구에 따르면, 외상환자의 손상부위와 외상 중
증도 점수 등의 임상적인 요인 뿐만이 아닌 보험가입유형, 퇴원시 장소

등의 비 임상적인 요인도 입원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
었다. 이를 통해 외상환자의 입원일수가 단순히 그 자체만으로 외상치료
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로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하고 추후 평가 항목으로 추가시
에는 이러한 항목들을 고려한 평가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원일수와 진료비를 단순히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외
상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여 환자의 진료결과(생존, 사
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존 또는 사
망 등 환자에 대한 진료결과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병원에서의 입원일
수와 진료비를 낮추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병상가동률을 향상시켜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
고, 국가 입장에서는 보험료 낭비를 막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흐름도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크게 병원 전 단계 및 병원 단계로 나
뉜다[그림1]. 외상환자의 연령, 성별, 보험유형, 수상부위, 계절 등 병원
전 단계인 환자의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내원 후 병원의
병상규모, 의료 인력 등 병원의 자원에 해당되는 병원 요인까지를 포함
하여 응급의료전달체계 전반에 걸쳐서 어떤 요인이 외상 환자의 입원일
수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병원 전 단계로 환자 개인
요인을, 병원단계에서 병원요인으로 나누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상으로
인한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추후 외상 환
자의 진료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지표로서, 해당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한 정책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는 외상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개인요인과 병원요인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외상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의료기관으로 내원한 외상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병원 전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상환자 개인요인에 대한 입원
일수와 진료비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병원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상환자 병원요인에 대한 입원일수
와 진료비 차이를 확인한다.
넷째, 환자의 진료결과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입원일수와 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개인요인과 병원요인을 확인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손상(Injury)이란 ‘의도적 혹은 비의도
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와 정신 건강 측면의 해로운 결과’를
의미하며, 해당하는 항목으로 교통사고, 추락, 상해, 폭력 등이 있다. 부
상당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를 갖는다(WHO,
2004). 외상(Trauma)이란 ‘외적인 힘에 의해서 신체에 가해진 손상’을
의미한다(Tintinelli.J.E. et al., 2015). 국내에서는 외상이란 ‘신체 외부로
부터 힘에 의해 여러 병태생리학적 변화를 수반하는 기계적 손상’으로
정의하고 있다(대한외상학회, 2018).
신속한 이송과 빠른 환자 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소생술 및 치료 방침
결정은 외상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손상 중증도
분류란 외상 수상 후 입게 될 위험도를 정량화하는 도구이다. 종양학
(Oncology)에서는 종양의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병기결정’
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해부학적으로는 다른 부위 암이더라도, 정
량화 되어진 구분을 통해 치료 후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의사소통을 위해
의료진 간에 사용하는 것처럼,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치료의 우선 순위 결정 및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효과
적이고, 통일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외상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를 통한
중증도 분류가 필요하다(정경원 등, 2014). 다양한 형태의 외상 환자들,
치료 방침과 의료체계 등에 대한 국가적, 지역별 차이가 있어 치료방침
및 결과 등의 비교를 위해 다양한 외상점수체계 및 지표들이 개발되어왔
다. 대부분의 의료진이 환자 선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상 지표들은 외상환자와 관련된 다양한 독립변수를 일
차적으로 수치화하고 임상적 심각성의 정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오형

근, 2013).
손상 중증도 분류의 유형에는 생체징후와 신체진찰 소견으로 중증도를
판정하는 유형과 각종 임상검사 결과와 수술 결과를 이용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크게 해부학적, 생리학적, 혼합형 지표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해부학적 지표로는 AIS (Abbreviated Injury Scale)와 ISS (Injury Severity
Score),

NISS

(New

Injury

Severity

Score)와

ICIS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th Edition Injury Severity Score) 등이 있으며
생리학적 지표로는 GCS (Glasgow Coma Scale)와 RTS (Revised Trauma
Score)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혼합형(해부·생리학적) 지표로는 TRISS
(Trauma and Injury Severity Score) 등으로 구분된다(양미애, 2014).
가. 해부학적 지표
① Abbreviated Injury Scale (AIS)
1971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해부학적 점수 체계법의 시초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외상의 유형과 중증도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AIS 코드(code)는 ‘점 앞(pre-dot)’의 6자리 수와 ‘점 뒤(post-dot)’의
한 자리 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 앞에 있는 숫자는 손상 부위 정보,
점 뒤의 숫자는 중증도를 나타낸다. 점 뒤의 자리는 ‘1(minor)’부터
‘5(critical)’까지를 점수화해서, 손상의 심한 정도를 보여 준다.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손상은 6점에 해당된다. AIS는 신체를 총 9개 부
문(머리, 얼굴, 목, 가슴, 배, 등/척추, 팔, 다리, 피부/화상)으로 구분하고
중증도를 사망 확률에 따라 1점부터 6점까지 점수화함으로써 총 6점 척
도(Minor, Moderate, Serious, Severe, Critical, Maximal)로 표현한다. 점수
는 총 7자리로, 각 자릿수는 1)신체영역 2)해부학적 구조 3), 4)특정 해부
학적 구조 5), 6)수준 7)손상점수를 나타낸다. 세부 사항이 지속적으로 업
데이트되고, 환자들의 생존에 대한 예측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다국적으로 AIS를 활용하여 손상의 여러가지
측면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딩을 위한 교육과
전문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정경원 등, 2014).

② Injury Severity Score (ISS)
ISS는 교통사고 환자의 해부학적 지표 중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점수체계인 AIS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ISS는 수많은 국
내외 외상환자 데이터베이스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현재 해부학적 중증
도 지표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다. 이는 기존의 9개 유형
으로 손상을 구분한 AIS를 6개 신체영역(두경부, 안면부, 흉부, 복부, 사
지, 신체표면)으로 재분류한 지표로써 신체부위별 AIS 점수를 계산한 다
음에 가장 점수가 높은 중증도 값을 가진 3개의 제곱 값의 합으로 구하
게 된다.
최소 1점부터 최대 75점으로 산출되며 75점은 '생존이 불가능한'으로
여겨지는데, 통상적으로 ISS가 15점 이상일 때 중증외상환자로 정의된다.
이는 사망률과의 연관성이 높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Baker et
al.,1974). 하지만, ISS에 대해 외상환자 진료 적절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단일 신체영역 내에 중복 손상이 있
을 경우 반영하지 못하고 ISS는 정확한 검사소견 혹은 수술 후의 결과를
알아야 산출되므로 응급환자의 초기 중증도 판정에는 사용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 생존율 혹은 향후 예후를 추정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다.
상위 3개의 손상점수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점이 존재한다
(양미애, 2014).
③ New Injury Severity Score (NISS)
1997년 ISS의 단점을 보완하여 NISS가 제시되었으며, 신체부위에 상관
없이 중증도가 높은 상위 3개 영역의 AIS 값의 자승 합으로 구한다.
NISS는 ISS에 비해 각 장기의 중증도를 반영하고 전신적인 상태를 파악
할 수 있어 사망 예측률이 높고, 손상 후 유발되는 다발성 장기부전의
예측지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ISS와 마찬가지로 생리적 지표가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예후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④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based Injury Severity Score (ICISS)
ICISS는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를 기반으로 산출하며 특정 손상환자 상병코드별(S, T code)에 대해
각 기대생존확률 (Survival Rate Ratio, SRR)을 구하여 값을 곱하여 계산
한다[그림 2]. 상병코드는 최대 10개까지의 손상진단을 곱하여 계산하여
중증도를 산출한다. 점수는 0부터 1점까지 범위를 가지며, 중증도가 높
을수록 낮은 생존확률을 가지게 되어 중증도 지표 뿐 아니라 손상환자
생존률에 대한 예측을 보여준다. ICISS의 장점으로는 별도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자료의 입력 혹은 수집체계 없이 대규모 청구자료 등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므로 환자 발생 분포 및 현황 등 근거자료를 만들 때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따라 상병코드의 사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병원간 비교가 어려우며, 생리학적 지표를 포함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Kim Y. et al., 2000).

[그림 2] ICISS 산출방법

나. 생리학적 지표
① Glasgow Coma Scale (GCS)
뇌 손상 환자에게서 환자의 의식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사용되며
눈 뜨기, 언어반응, 운동반응 총 3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가 시행된다. 각
지표는 눈 뜨기 4점, 언어반응 5점, 운동반응 6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총 점수 3~15점까지로 산출되고 3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중증도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13점 이상일시 경증, 9~12점이면 중등도, 8점 이하는
중증 뇌손상으로 분류된다.

② Revised Trauma Score (RTS)
RTS는 손상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혈압, 심박수 등)을 보여주어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분류에 많이 사용된다. 측정하는 항목으로는 글라스
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 GCS)와 수축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와 호흡수(Respiratory Rate, RR)로서 총 3가지 항목을 이
용한다. 지표 당 각각 0~4점까지로 구성되며, 총점은 최소 0점에서 최대
12점까지 부여된다. 점수가 12점에 가까울수록 생존확률이 높다고 평가
한다. 현재까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생리학적 손상중증도 지표로서 전체
병원에서 환자 분류에 사용하고 환자의 진료 및 예후판정 등에 이용한
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지며 이에 따라 해당 지
표의 적용시점에 대한 한계 및 관련논란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다.
다. 혼합형 지표
① Trauma and Injury Severity Score (TRISS)
해부학적 손상지표(ISS), 생리학적 손상지표(RTS), 환자연령을 조합하여
중증도를 예측하는 도구로 각 지표를 상호·보완하여 개발된 혼합형 손
상지표이다. TRISS는 환자의 나이를 이분화해 포함시킨 형태로 외상환자
기대생존 확률을 후향적으로 산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손상 환자의 예후를 추정할 수 있어 외상환자 치료에 대
한 적정 진료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나 ISS를 응용해서 개발한 지표임에
따라 다발성 손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여러 변
수를 입력하여 소요되는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손상 중증도 분류의 유형 중 손상 중증도 점수(Injury
Severity Score, ISS)에 대해서는 외상환자를 위한 대표적 중증도 분류도
구이나 응급실 내원 초기 중증도 판정으로 사용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
재한다. 국내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한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대부

분 응급실(97.1%)에서 내원 초기 환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박준범,
2014) 현재는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된 한국형중증도점수 도구
(Korea Triage and Acuity Scale, KTAS)는 전국 모든 응급의료 기관에서
2016년 1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다. KTAS는 환자가 내원한 순서가 아닌
중증도와 긴급도를 고려하여 분류 결과에 따라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하
고, 중증 환자는 내원하는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중증도 분류를 진행하
여 환자가 응급실을 재실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여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중환자실 입원율과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다(강현정, 2018).
분류 과정은 처음에 환자가 도착함과 동시에 첫인상의 판단(Critical first
look)과 감염성 질환의 선별 검사 및 주호소와 1,2차 고려사항을 통해 주
관적, 객관적인 요소를 적용해서 중증도의 분류 단계를 결정한다. 이후
의료자원에 대한 가용성을 바탕으로 하여 환자를 치료구역 또는 대기실
로 이동 후에 분류 단계별로 재평가를 시행한다. 각 등급별 KTAS의 정
의와 진료 순서는 아래와 같다. 중증도 등급기준은 분류 결과에 따라서
1,2등급에 대해서는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중등도)환자,
4,5등급에 대해서는 경증응급 및 비응급 환자로 정의한다(강현정, 2018).
• 1등급 (소생) : 생명이 위급하므로 즉시 진료 필요
• 2등급 (중증) : 생명 위급해질 수 있으므로 10분 이내의 진료가 필요
• 3등급 (응급) : 현재로는 생명 위독하지 않지만 심각한 상태 발생할
수 있으므로 30분 이내 진료
• 4등급 (준응급) : 위중한 상태가 아닌, 60분 이내에 진료를 하여도 환
자의 상태 악화 가능성 적음
• 5등급 (비응급) : 응급하지 않은 환자로서 120분 이내 진료

현재 응급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인이 공중
(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 업을 하는 곳) 중에서 「응
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
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
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
이며 국가에서는 2000년 7월 국립의료원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
2002년 1월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
자 중심의 진료 및 대형 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특정 지역 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의료환자 수용, 그 밖에 보건복지
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 내의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권역별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공식홈페
이지에 따르면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현재 35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와 독극물에 중독
된 환자 등에 대해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이며, 지역응급
의료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의료 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센터이고 2019년 3월 기준으로 현재 전국 126개소가 있다. 지역응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 급 의료기관으로 2019년 3월 기
준 현재 전국에 239개소가 있다. 외상센터는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외상센
터로 나뉘는데,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이며, 지역외
상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해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
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이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
통사고와 추락 등의 다발성 골절․과 출혈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게 병
원에 도착하는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

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로 24시간 응급수술을 위한 준비
체계 운영 및 전용 중환자병상의 가동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빠르고
집중적인 치료의 제공, 외상치료 전문인력의 양성, 외상분야 연구와 외
상통계, 각종 데이터 생산 등을 하는 센터이다(보건복지부, 2014).
권역외상센터는 지리적 접근성,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
에 17개소가 선정·배치됐으며,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13개 외상센터가
운용되고 있고 원광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중앙
의료원 등 4곳은 개소를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는 외상환자에 대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줄이고, 외상환자진
료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병원에서 응급환자진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응
급의료체계를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
준을 향상시키고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평가
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원의 차등화를 위한 노력 등이 이루
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

[그림 3] 외상 치료의 흐름도 (보건복지부, 2014)

외상환자에 대한 기존의 문헌은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진료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응급의료체계 내의 요인에 대한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 연구는 크게 개인의 특성, 병원의 특성, 지역사회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특성에 따른 연구로서 서미진(2013)은 일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통해 중증도(ISS)와 손상의
외인별로 나누어 특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인구학적 특성으로 20~50대
남성이 많았으며, 중증도 상 경증 환자가 대부분(64.4%)을 차지하였다.
손상원인으로는 교통사고, 추락, 둔상, 관통상 순으로 많았으며, 중증도
점수가 높은 사람은 주로 보행자 사고인 경우였다. 목직호 등(1997)은 특
정 병원에 입원한 두부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요인을 분석하였다.
조기 사망군에서는 낮은 GCS, 비정상적인 동공반사 반응, 타장기 손상,
저혈압, 저산소증, 고혈당, 심한 정중전이, 뇌실압박, 두개골 골절, 개두
술의 빈도가 높았고, 후기 사망군에서는 저이산화탄소 혈증, 빈혈, 고나
트륨 혈증 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생존기간별로 위험도가 높은 요소를
찾아 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병원의 특성에 따른 연구로는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외상환자의 진료
결과에 대한 연구(하범만, 2006)에서 중증외상환자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 연령, ICISS를 통제변수로 선정한 후 응급의료
기관 종류와 의료기관 종류, 지역과 병상수, 대학병원의 여부, 병원 내의
응급의학과 개설여부, 전공의 및 수련 프로그램, 응급실의 전담 의사, 연
간 외상환자 수, 외과 의사 1인당 외상환자 수, 중증 외상환자 비율, 응
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대해 독립변수로 두고 중증외상환자 사망확률을
종속변수로 두고 로짓 회귀분석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전체 응급의료기관 중증외상환자의
사망에 대해,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응급실 전담의사와 전공의

프로그램, 외과전문의의 1인당 외상환자의 수였다. 또한, 응급실 도착으
로부터 수술까지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한 연구에서 처치 시간의 단축은
외상환자 진료결과의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도 있었다(김완식 등, 2007).
지역사회 특성으로 다발성 외상 환자는 환자발생단계에서부터 병원까지
빠른 후송으로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진료결과에 영
향을 미치며(김정재, 김경환, 2018), 특히 수상 후 60분 이내를 ‘Golden
hour’로 정의하여 생존에 중요하다고 하였다(Cowley, R.A., 1975). 적절
한 초기 대응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처치 의무교육 대상자
를 추가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확대 및 119 구급대원과 구급차 확
충을 통해 현장·이송 단계의 응급처치 역량 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
한 권역외상센터 확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
련센터 운영, 외상등록체계 운영 및 평가도입, 전문의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증외상환자 전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보건
복지부, 2018).

외상 환자의 진료결과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외상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대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Moore, L. et al., 2014;
Gannon, C.J. et al., 2002; Taylor, M.D. et al., 2002; Bergeron, E. et al.,
2005; 박희성 등, 2012; 김현주, 2019; 지은주, 2007; 하중원 등, 2017).
외상 이후 입원일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11년간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다기관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시행하였
다. 그 결과, 환자의 입원일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퇴원하는 장
소, 환자 연령, 전원시의 상태 및 중증도였다(Moore, L. et al., 2014). 또
한 중병 또는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한 생존과 입원일수 예측을 위하여
3개의 외상센터에서 2,646명의 2년간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포아송 회귀
분석을 통해 연령, GCS점수, 상해점수(AIS) 및 특정한 부상기전이 유의한
예측인자로 확인되었다(David E.C. & Louise M.R., 2002).

입원일수가 진료비용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으나, 외상 치료에
사용되는 유용한 지표(Brackstone, M. et al., 2002)이며, 이러한 근거로
최근 몇 년간 입원일수에 대한 연구들이 미국에서 많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Trauma registry를 통해 병원별 자료를 구축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얻은 여러 연구에 의하면 환자의 입원일수와 연
관이 있는 것은 환자의 중증도, 연령 및 기저질환 여부 등이다(Gannon,
C.J. et al., 2002; Taylor, M.D. et al., 2002; Bergeron, E. et al., 2005).
박희성 등(2012)에서는 3차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외상 환자를 대
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통해 환자의 보험유형(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업
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험유형별로 중증도
점수(ISS)와 진료일수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보험 유형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크고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유형에 비해 외상환
자의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 부담금이 높아 보장이 취약하다는 연구가
있었다.
김현주(2019)는 보험유형과 중증도점수(ISS, KTAS)에 따라 입원일수와
진료비를 분석하였다. 외상환자의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험유형, KTAS, 성별, 외상발생시기, 손상 상병의 수, ISS, 연령, 응급실
재원시간 순서로 나타났고, 총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손상
상병수, ISS, 연령, 외상발생시기, KTAS, 보험유형, 응급실 재원시간 순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기관이나 연령 환자로 구분 짓지 않고
전국의 외상환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외상환자의 진료비와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으나, 이는 ISS와 보험유형에 따른 차이
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지은주(2007)은 노인 환자들의 외상 기전에 따른 손상부위와 중증도 및
입원일수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대상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입원일수가 높았으며 외상형태는 골절(42.4%)이 가장 많이 보
였다. 상해를 입은 부위는 사지와 골반대(47.2%)가 가장 높았고 입원률은
교통사고에서, 입원일수는 기타 외상에서 57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외
국과 입원일수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입원일수는 평균 20.7일로 외

국의 7일보다 상대적으로 길었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시설적 차이로 인
해 재활센터나 장기요양병원 등으로 가지 않고 시설부족과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병원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개인요
인에서 외상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는
연령, 성별, 보험유형, 중증도점수, 수상부위 등임을 알 수 있었다.

병원의 종별에 따른 입원일수 분석에서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청구건당
입원일수는 의원에서 가장 짧고, 병원이 가장 길게 나타나(조용운, 2010)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길게 나타난 것은 병원의 종별 가산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입원일수를 늘이기 위함이
라는 분석결과가 있었다. 다른 관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은 병상이 부족하여 병상회전률이 빠른 반면, 병원은 병상 여유가 있어
충분한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2004년~2006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한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변이분석에서는

환자가

수술을

받은

경우,

병상규모별로

병상수가

100~299병상으로 작은 경우에 평균 입원일수가 10.58일로 가장 길었으며
1,000병상 이상에서 평균 입원일수는 8.23일로 병상수가 많을수록 입원
일수가 유의하게 짧게 나왔다. 또한 입원일수에 대한 지역별 분석에서는
부산과 전남의 입원일수가 약 10.46~10.56일로 길고 서울과 경기권의 입
원일수가 약 8.16~8.20일로 짧게 나왔다(질병관리본부, 2009).
김현동(2017)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
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의 병상규모, 병상당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인증여부에 따라 진료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인증된 병원이면서, 병상규모가 증가할수록, 병상당
의사수 및 간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일당 진료비가 증가하였다.
이한주 등(2011)은 병원의 설립형태, 인적자원이 환자의 입원일수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공공기관의 입원일수가 민간기관보다 더
길고, 간호사 1인당 운영 병상수가 높을수록 입원일수가 길어지고, 병상
당 의사수와 간호조무사가 적을수록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병원의 규모 및 종류, 인력 외에도 병원이 위치한 소재지(지역)에 따라
입원일수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읍면지역의 입원일수는 대
도시 지역이나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서 높고, 이는 지방에 위치하고 병
원은 평균 입원일수를 길게 가져가야 수익이 보전됨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읍면지역에 소재한 병원의 평균 입원일수는 33.9일로 도시지역에
위치한 병원 재원일수나 같은 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 입원일수에 비해
길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위의 연구들은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병상규모, 종별, 설립형태, 인력,
지역 등의 병원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분석하였으나, 병
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병과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고숙자(2013)에서는 입원일수는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개인이 치료를
받게 되는 병원의 인력, 역량, 의료장비, 시설 등이 영향을 주게 되며,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환자 입원일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개
인요인과 병원요인을 나누어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다. 병원수준 요인
으로 고가 의료장비(CT, MRI) 및 간호인력 대비 전문의 수, 간호조무사
대비 간호사의 비중, 병상수 대비 의사수를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로는
입원일수를 잡았다.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천식/COPD 질환에 대해 분
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질환별로 독립변수의 영향이 조금씩 다름을 확
인하고 병원요인 또한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질환에 따
른 병원의 특성과 입원일수와의 연관성에 대한 다른 연구로 송태민 등
(2013)에서 4대 중증질환 및 심근경색증, 알레르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알
코올 및 흡연, 비만에서 지역별, 설립구분별, 병원 종별에 따라 입원일수
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가 있었다.

외상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일부 병원
내에서나 특정 연령군 등의 한정된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
고, 그 중에서도 개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전체 청구 데이터를 사용한 일부 다
른 연구들 또한 보험유형별 구분 정도가 추가된 연구들이었으며, 현재까
지 연구 모두 외상환자 개인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병원의
특성까지 함께 고려한 연구는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개인 요인 뿐 아니라 병원의 규모
(병상수) 및 병원의 종류, 의료인력, 장비, 지역 등의 병원의 특성도 환자
의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응급의료체계 상에서 개인 요인 외의 병원단계에서의 병원 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외상환자의 진료비 및 입원일수에 대하여, 응급의료
체계 내의 개인요인과 병원요인을 바탕으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 연구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성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의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어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는 전체 인구 집단을 포괄하여 집단의 수가 크고, 장
기간 축적된 청구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관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청구된 데이터는 일차 자료와는 달리 실제 사회를 반영하여,
의료보건 환경이 반영된 현황 및 추세에 대한 관찰 연구가 가능하다(김
태범, 2016). 또한,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
함에 따라 전 국민 단일보험제도 아래에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
구데이터는 전 국민 의료서비스를 대표하는 자료이며 실제 의료 환경을
반영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
건의료 결정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민정, 임태환, 2014). 이 연구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청구 데이터
(EDI)를 활용하였으며, 의료기관과 관련된 현황자료는 병원이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 신고한 요양기관 현황 DB 데이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
급의료기관 현황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외상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응급의료체계 요인에 대한 연구로서 연구대상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관리료가 청

구되어 지급이 완료된 외상 환자의 입원 청구 명세서를 연구 자료로 사
용하였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1호(201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
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
료를 행한 경우에 초일에 한하여 산정토록 되어있다.
외상환자는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를 기준으로 S와 T에 해당하는 환
자 중에서 동상(T33~T356)과 중독(T36~T65)과 외인의 기타 및 상세불명
의 영향(T66~T78)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내과적 처치 합병증
(T80~T88)을 제외한 환자로 선정하였고, 해당 환자를 제외한 이유는 앞
서 언급된 외상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에 따라 2013년 7
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손해보험사의 위탁을 받아 별도로 운영
하고 있고 산재보험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되지 않고, 보훈환
자는 특성이 다르므로 동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중증도 분류에서 KTAS
를

이용하여

환자분류를

시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특정내역

(MT046)을 기재하여 청구하므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외상환자의 중
증도를 확인하기 위해 KTAS 등급을 기재해 온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KTAS는 1~5등급으로 분류되며 1단계가 진료에 있어서 최우선 응급상황
으로 꼽힌다.
청구 자료는 대상자 정보 보호를 위해 대체키를 무작위로 할당하여 부
여한 환자 고유 식별 번호와 요양기관기호, 요양개시년월을 기준으로 개
인별 ID를 입원 청구건수별로 정렬 후, 동일한 년월에 동일한 주상병으
로 같은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동일한 에피소드로 정의하고 명세서를
통합한 결과를 에피소드 단위로 구축하여 분석 기초자료로 입원일수와
진료비를 분석하였다. 그중에서 999세로 연령에 대한 이상치 1건, 한국
형중증도점수(KTAS) 미기재 77,108건, 도착경로가 기재되지 않은 5건, 보
훈환자 111건을 제외하고 남은 에피소드 142,651건이 최종 분석에 사용
되었다[그림 4].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로부터 연구목적과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연구방법, 자료관
리 및 비밀유지, 연구 설명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심의면제 승인을 획득
하였다(심의면제번호: SNU 18-09-036).

[그림 4] 연구대상자 선정과정

가.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하였고, 병원전 단계인 환자 개인의
특성과 병원 단계인 병원의 특성으로 구분하였다[표 1].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변수로서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
은 20세미만, 30세미만, 40세미만, 50세미만, 60세미만, 70세미만, 70세이
상으로 범주화하였으며, 보험자는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외(의료급여)로,
수술 여부, 한국형중증도점수(KTAS) 1~5등급으로, 도착경로는 응급실과
외래, 상병군은 주상병에 따라 머리, 몸통, 팔, 다리, 기타 부위로, 계절
에 대해서는 봄(3~5월)과 여름(6~8월)과 가을(9~11월)과 겨울(12월~2월)로
구분하였다.
병원의 특성에 대한 변수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구분하였고, 병상수는 500병상 미만, 1,000병상 미만,
1,000병상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병원 설립구분에 따라 국공립과 사립으
로 나누었다. 또한 100병상당 전문의 수는 데이터의 빈도에 따라 4분위
수로 나누어서 구분하였다.
나. 종속변수
종속변수로는 총입원일수와 총진료비로 구분하였다. 총입원일수(Length
Of Stay)는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으로부터 퇴원 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
미한다. 총진료비는 심사결정요양급여비용 및 선별급여에 따른 100/100
미만 심사결정요양급여비용을 합한 값(선별급여 정책으로 인해 본인부담
률이 일반급여비용과 달리 고시로 정해져 있는 항목으로 구분되어 청구
됨)으로 산출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변수 정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 분

변 수

정 의

개인의 특성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세미만, 30세미만, 40세미만, 50세미만,
60세미만, 70세미만, 70세이상

보험자구분

건강보험, 건강보험 외

수술여부

비수술, 수술

KTAS 등급

1, 2, 3, 4, 5

도착경로

응급실, 외래

상병구분

머리, 몸통, 팔, 다리, 기타부위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독립
변수

병원의 특성
의료기관 종류
병상수
병원설립 구분
100병상당 전문의 수

총 입원일수
종속
변수
총 진료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500병상 미만, 1,000병상 미만,
1,000병상 이상
국공립, 사립
Q1 (18.26명 미만), Q2 (34.43명 미만),
Q3 (42.14명 미만), Q4 (42.14명 이상)
2016년 1월~2017년 12월까지 에피소드 당
총 입원일수
2016년 1월~2017년 12월까지 에피소드 당
총 진료비

다. 연구모형
이 연구는 외상 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응급의료체
계 내의 병원 전 단계인 개인요인 및 병원 단계의 병원요인에 대해 파악
하고자 한다. 환자 개인 특성은 성별, 연령, 보험자구분, 수술여부, KTAS
등급, 도착경로, 상병군, 계절로 구성하였고, 병원 특성으로는 의료기관
종류, 병상수, 병원설립 구분, 100병상당 전문의수로 구성하였다. 종속변
수로는 총 입원일수와 총 진료비를 각각 두고서 분석하였다[그림 5].

[그림 5] 연구모형

연구대상자의 분포와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특성(성별, 연
령, 보험자구분, 수술여부, KTAS 등급, 도착경로, 상병군, 계절)과 병원
특성(의료기관 종류, 병상수, 병원설립 구분, 100병상당 전문의 수)에 대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한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에 대한 군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ANOVA)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인 입원일수와 진료비의 분포가 정규분
포가 아닌 Log normal 분포형태의 감마분포와 유사함을 확인하고, 회귀
모형에서 연결함수를 로그, 종속변수의 분포를 감마분포로 가정한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데이터는 개인수준과 병원수준이 포함된 다수준 자
료이므로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자료분석은 모두 SAS Enterprise guide (SAS EG) 7.1 ver.을 통해 산출
된 통계량이며, 통계적 유의성은 5% 유의수준에서 p-value가 0.05 미만
일 경우로 정의하였다.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이란, 개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을 분리하여 그 영향을 살펴 보는 통계적 기법으로
신체건강, 정신건강,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건강행태, 건강관련 지식과
신념, 의료이용 등의 다양한 주제로 다수준 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신영전 등, 2015).
그러나 통계적 점검을 거치지 않은 채 다수준 분석을 사용하면 오히려
왜곡된 연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다수준 분석에 대한 적합성
검정이 필요하다. 연구모델의 다수준 분석 적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서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사
용한다. ICC는 지역 간 이질성 또는 지역 내 동질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지역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이는

지역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진 분산량이다.
분석에 시행된 변수들은 개인수준과 병원 수준이 포함된 다수준 자료로
다수준 회귀분석(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모형 적
합도는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다수준 회
귀분석에서 ICC 산출 식은 아래와 같다( : 분산, : 3.14).

[그림 6] ICC 산출방법

ICC는 0~1 사이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지역 간 변이가
큰 것을 의미하며, 지역수준에서의 종속 변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ICC 값이 5% 이상인 경우에
지역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10% 이상일 때는 지역 간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며 다수준 분석이 적합하다고 한다. ICC에 대한 p값이
0.05보다 작을 경우, ‘지역 간 차이가 없다(지역 간 차이=0)’는 귀무가
설을 기각 시키므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PCV(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는 기초 모형에 비교하여 모형이
변화함에 따라 분산의 변화 정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으로 기초 모형과
비교 모형 각 분산의 차를 기초 모형의 분산으로 나눈 뒤 백분율로 계산
한다. 이는 기초 모형에 비해 보정된 모형의 분산이 얼마나 증가 및 감
소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연구대상자의 분포와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기술 분석을 하였으며,
범주형 변수들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에피
소드로 바꾼 142,651건이며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86,149명(60.39%)이고, 여성은 56,502명(39.61%)였다.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0세미만에서 12,046명(8.44%), 20세이상 30세미만
에서 8,252명(5.78%),

30세이상 40세미만이 10,363명(7.26%), 40세이상 50

세미만이 16,188명(11.35%), 50세이상 60세미만이 25,987명(18.22%), 60세
이상 70세미만 23,207명(16.27%), 70세이상이 46,608명(32.68%)으로 70세
이상이 많았다. 보험자구분으로 건강보험환자 130,538명(91.51%), 건강보
험 외의 의료급여 환자는 12,113명(8.49%)를 차지하였다. 수술코드가 청
구된 환자는 68,982명(48.36%)였고 수술코드가 청구되지 않은 환자는
73,669명(51.64%)로 비슷하였다. 한국형중증도점수(KTAS)는 1등급~5등급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등급은 3,365명(2.36%), 2등급은 24,491명(17.17%),
3등급 77,637명(54.42%), 4등급 32,898명(23.06%), 5등급 4,260명(2.99%)으
로 3등급이 절반 이상이었다.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는 116,210명(81.46%)
이었고 외래로 내원한 환자는 26,441명(18.54%)이었다. 상병군으로 보았
을 때, 수상부위가 머리인 경우는 69,079명(48.43%), 몸통인 경우 55,698
명(39.04%), 팔인 경우 5,812명(4.07%), 다리인 경우 6,373명(4.47%), 기타
부위 5,689명(3.99%)로 주상병이 머리부위를 수상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
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몸통 부위가 많았다. 계절로 보았을 때 봄은
38,358명(26.89%), 여름 36,019명(25.25%), 가을 37,105명(26.01%), 겨울
31,169명(21.85%)이며 계절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의료기관의 종류로 보았을 때 상급종합병원은 47,493명(33.29%), 종합병
원 94,789명(66.45%), 병원 369명(0.26%)로 종합병원이 가장 많았다. 병상

수는

500병상

미만이

45,642명(32.00%),

1,000병상

미만이

76,294명

(53.48%), 1,000병상 이상이 20,715명(14.52%)의 분포를 보여 외상환자는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 규모의 병원으로 가장 많이 내원하였다.
설립구분으로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으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국공립
병원에 내원한 외상환자는 총 20,648명으로 14.47%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사립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122,003명으로 85.53%의 비율로 사립병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00병상당 전문의 수로는 18.26명 미만이 35,701
명(25.03%),

34.43명

미만

35,566명(24.93%),

42.14명

(25.01%), 42.14명 이상 35,703명(25.03%)으로 나왔다.

미만

35,681명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성별

연령

보험자구분
수술여부

KTAS 등급

도착경로

상병군

분 류

빈도(건)

백분율(%)

남성

86,149

60.39

여성

56,502

39.61

20세 미만

12,046

8.44

20세 이상 30세 미만

8,252

5.78

30세 이상 40세 미만

10,363

7.26

40세 이상 50세 미만

16,188

11.35

50세 이상 60세 미만

25,987

18.22

60세 이상 70세 미만

23,207

16.27

70세 이상

46,608

32.68

건강보험

130,538

91.51

건강보험 외

12,113

8.49

비수술

73,669

51.64

수술

68,982

48.36

1

3,365

2.36

2

24,491

17.17

3

77,637

54.42

4

32,898

23.06

5

4,260

2.99

응급실

116,210

81.46

외래

26,441

18.54

머리

69,079

48.43

몸통

55,698

39.04

팔

5,812

4.07

다리

6,373

4.47

기타

5,689

3.99

구 분

분 류

빈도(건)

백분율(%)

봄

38,358

26.89

여름

36,019

25.25

가을

37,105

26.01

겨울

31,169

21.85

상급종합병원

47,493

33.29

종합병원

94,789

66.45

369

0.26

500병상 미만

45,642

32.00

1,000병상 미만

76,294

53.48

1,000병상 이상

20,715

14.52

국공립

20,648

14.47

사립

122,003

85.53

18.26명 미만

35,701

25.03

100병상당

34.43명 미만

35,566

24.93

전문의수

42.14명 미만

35,681

25.01

42.14명 이상

35,703

25.03

계절

의료기관종류

병원

병상수

설립구분

개인요인에 따라 종속변수로서 입원일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성별에서는 여성의 입원일수가 남성에 비해 평균 약 1일 정도 길
었고(p<0.0001), 연령을 보정하였을 때 그 효과가 약해졌으나 여전히 여
성의 입원일수가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 연령군에 따르면 연령이 40대
미만인 군에서는 평균 입원일수가 10일 미만으로 짧았으나 연령이 증가
할수록 평균 입원일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01). 건강보험 외 대
상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평균 1.5일 길게 입원하는 경향이
있었고(p<0.0001), 연령을 보정하였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건강보험 외 대
상자의 입원일수가 유의하게 길었다(p<0.0001). 수술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술한 경우에 입원일수가 평균 약 4일정도 길었고(p<0.0001) 연령 보정
후에도 차이가 비슷하게 나타났다(p<0.0001). 한국형중증도점수(KTAS)는
3등급에서 평균 입원일수가 11.0일정도로 가장 낮았고, 1등급에서 평균
입원일수가 14.5일로 가장 길었으며(p<0.0001), 이는 연령 보정 후에도 유
사하였다(p<0.0001).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경우에 입원일수가 외래를 통
한 경우보다 0.8일정도 길었으며, 이는 연령보정 후에도 비슷하게 나타
났다(p<0.0001). 상병별로는 다리부위 수상이 가장 입원기간이 길었으며,
이는 연령 보정 후에도 15.4일로 동일하였다(p<0.0001). 가장 입원기간이
짧은 상병은 머리 부위였으며, 평균 10.6일을 입원하였다(p<0.0001). 계절
에 따른 차이로는 봄, 여름, 가을의 경우 평균 입원일수가 약 12일로 겨
울(평균 11일)에 비해 약 1일 더 길게 입원하였고(p<0.0001), 연령 보정
후에 여름과 겨울의 입원일수 차이가 약간 더 커졌다(p<0.0001).

[표 3] 개인요인에 따른 입원일수 차이
(단위: 건, %, 일, 일)

구 분

N

%

Mean±SE

86,149

60.39

11.2±0.04

Crude
p-Value

Mean±SE

Age
adusted
p-Value

성별
남성

11.6±0.04
0.001

<0.0001
여성

56,502

39.61

12.3±0.04

11.8±0.04

<20

12,046

8.44

7.0±0.09

<30

8,252

5.78

9.4±0.11

<40

10,363

7.26

9.4±0.10

<50

16,188

11.35

10.3±0.08

<60

25,987

18.22

11.7±0.06

<70

23,207

16.27

12.8±0.07

≥70

46,608

32.68

13.6±0.05

건강보험

130,538

91.51

11.5±0.03

건강보험 외

12,113

8.49

13.0±0.10

12.4±0.10

73,669

51.64

9.6±0.04

9.6±0.04

연령

<0.0001

보험자구분
11.6±0.03
<0.0001

<0.0001

수술구분
비수술

<0.0001

<0.0001
수술

68,982

48.36

13.9±0.04

13.8±0.04

(단위: 건, %, 일, 일)

구 분

Crude
p-Value

N

%

Mean±SE

Mean±SE

1

3,365

2.36

14.5±0.18

14.4±0.18

2

24,491

17.17

13.5±0.07

13.7±0.07

3

77,637

54.42

11.0±0.04

4

32,898

23.06

11.4±0.06

11.4±0.06

5

4,260

2.99

12.4±0.16

12.2±0.16

116,210

81.46

11.8±0.03

Age
adusted
p-Value

KTAS등급

<0.0001

11.0±0.04

<0.0001

도착경로
응급실

11.8±0.03
<0.0001

<0.0001
외래

26,441

18.54

11.1±0.06

11.0±0.06

머리

69,079

48.43

10.4±0.04

10.6±0.04

몸통

55,698

39.04

12.7±0.04

12.3±0.04

팔

5,812

4.07

11.3±0.14

다리

6,373

4.47

15.8±0.13

15.4±0.13

기타

5,689

3.99

12.3±0.14

13.3±0.14

봄

38,358

26.89

11.8±0.06

11.9±0.05

여름

36,019

25.25

11.9±0.05

12.0±0.05

가을

37,105

26.01

11.9±0.05

겨울

31,169

21.85

11.0±0.06

상병군

<0.0001

11.6±0.13

<0.0001

계절

<0.0001

11.8±0.05
10.9±0.06

<0.0001

병원요인에 따른 입원일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병원수준
변수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일수가 10.4
일로 가장 짧았고, 종합병원의 평균 입원일수가 12.3일로 가장 길었다
(p<0.0001). 연령 보정 후에도 그 차이가 유사했다(p<0.0001). 병상수에 따
른 차이로는 50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의 입원일수가 평균 12.7일로 가장
긴 편이었고, 병상수가 많아질수록 입원일수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연령 보정 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p<0.0001). 병원설립 구분
에 따른 차이로는 국공립병원에 비해 사립병원에서의 입원일수가 유의하
게 길었고(p=0.033), 연령 보정 후에는 국공립병원 11.3일과 사립병원
11.7일로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p<0.0001). 100병상 당 전문의 수
는 연령보정을 한 결과, 1사분위수 이내인 경우에 입원일수는 평균 12.3
일이었고, 100병상 당 전문의 수가 4사분위인 경우에는 평균 입원일수가
10.5일로서 병상당 전문의의 인력수에 따라서 환자의 입원일수는 최대
약 2일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p<0.0001).

[표 4] 병원요인에 따른 입원일수 차이
(단위: 건, %, 일, 일)

구 분

N

%

Age
Crude
Mean±SE
Mean±SE adusted
p-Value
p-Value

의료기관 종류
상급종합병원

47,493

33.29 10.4±0.05

10.5±0.05

종합병원

94,789

66.45 12.3±0.03 <0.0001

12.2±0.03

0.26

12.0±0.55

11.4±0.05

병원

369

<0.0001

병상수
500병상 미만

45,642

32.00 12.7±0.05

12.5±0.05

1,000병상 미만

76,294

53.48 11.3±0.04 <0.0001

11.4±0.04

1,000병상 이상

20,715

14.52 10.6±0.07

10.7±0.07

국공립

20,648

14.47 11.5±0.07

11.3±0.07

사립

122,003 85.53 11.7±0.03

11.7±0.03

Q1 (<18.26)

35,701

25.03 12.6±0.06

12.3±0.05

Q2 (<34.43)

35,566

24.93 13.0±0.06

<0.0001

설립구분
<0.0001

0.033
100병상당 전문의수

12.9±0.05
<0.0001

<0.0001
Q3 (<42.14)

35,681

25.01 10.7±0.06

10.8±0.05

Q4 (≥42.14)

35,703

25.03 10.3±0.06

10.5±0.05

개인요인과 진료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종속변수를
의료비용으로 두고 비교한 분석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의료비용이
평균 약 86만원 높았고(p<0.0001) 연령 보정 후에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져서 평균 약 116만원 높았다(p<0.0001).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비
용이 증가하였고, 특히 20대 미만에 비해 70대 이상에서 비용이 평균 약
203만원 높았다(p<0.0001).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 외의 집단
에서 평균 약 28만원 의료비용이 높았으나(p<0.0001) 연령 보정 후 그 차
이가 약 10만원으로 감소하였다(p=0.050). 수술을 한 경우에는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약 400만원의 의료비를 더 지출하였고(p<0.0001), 연령
보정 후에도 그 차이는 유사하였다(p<0.0001). 한국형중증도점수(KTAS)가
5등급인 경우에 비해 1등급으로 중증일 때 진료비가 약 1,000만원 높았
고(p<0.0001), 연령 보정 후에도 그 차이가 유사하였다(p<0.0001). 도착 경
로는 외래일 때보다 응급실일 때 진료비가 평균 약 88만원 높았다
(p<0.0001). 상병에 따라 연령보정을 시행한 후, 다리부위를 다친 경우에
진료비가 약 471만원 정도로 가장 높았고 몸통 부위를 다친 경우 진료비
가 315만원 정도로 가장 낮았다(p<0.0001). 계절상의 차이로 연령보정을
시행한 경우 겨울인 경우에 진료비는 약 361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가을
이 평균 40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p<0.0001).

[표 5] 개인요인에 따른 진료비 차이
(단위: 건, %, 천원, 천원)

구 분

N

%

Mean±SE

Crude
p-Value

Mean±SE

Age
adusted
p-Value

성별
남성

86,149

60.39 4,224.5±19.7

여성

56,502

39.61 3,368.7±24.3

<20

12,046

8.44

2,198.0±52.6

<30

8,252

5.78

3,514.9±63.5

<40

10,363

7.26

3,385.5±56.6

<50

16,188

11.35 3,692.3±45.3

<60

25,987

18.22 4,006.2±35.8

<70

23,207

16.27 4,436.9±37.8

≥70

46,608

32.68 4,223.8±26.7

130,538

91.51 3,861.8±16.0

4,346.7±19.8
<0.0001

<0.0001
3,182.2±24.6

연령

<0.0001

보험자구분
건강보험

3,876.6±16.0
0.050

<0.0001
건강보험 외

12,113

8.49

4,142.6±52.4

3,984.1±52.5

73,669

51.64 1,935.5±20.0

1,947.0±20.0

수술구분
비수술

<0.0001

<0.0001
수술

68,982

48.36 5,969.4±20.7

5,957.0±20.6

(단위: 건, %, 천원, 천원)

구 분

Crude
p-Value

N

%

Mean±SE

Mean±SE

1

3,365

2.36

13,201.8±92.8

13,172.7±92.3

2

24,491

17.17 7,090.3±34.4

7,143.2±34.2

3

77,637

54.42 3,122.8±19.3 <0.0001 3,104.9±19.2

4

32,898

23.06 2,529.8±29.7

2,542.3±29.5

5

4,260

2.99

2,428.0±82.0

Age
adusted
p-Value

KTAS등급

2,478.7±82.5

<0.0001

도착경로
응급실

4,055.5±16.9

116,210 81.46 4,050.9±17.0

<0.0001

<0.0001
외래

26,441

18.54 3,161.5±35.6

3,141.4±35.4

머리

69,079

48.43 4,237.5±17.0

4,317.4±21.9

몸통

55,698

39.04 3.278.0±24.5

3,150.6±24.5

팔

5,812

4.07

3,255.3±75.7 <0.0001 3,351.4±75.3

다리

6,373

4.47

4,834.3±72.3

4,715.8±72.0

기타

5,689

3.99

5,143.6±76.5

5,454.8±76.5

봄

38,358

26.89 3,876.6±30.5

3,898.9±30.4

여름

36,019

25.25 3,923.6±30.1

3,941.4±30.0

가을

37,105

26.01 4,057.8±29.6

겨울

31,169

21.85 3,639.8±32.8

상병군

<0.0001

계절

<0.0001

4,040.3±29.5
3,614.5±32.7

<0.0001

병원요인과 진료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연령보정 전
병원의 경우에 총 진료비는 평균 186만원 정도였으나, 상급종합병원은
약 483만원으로 약 2.6배의 차이가 났다(p<0.0001). 연령 보정 후에는 각
각 168만원, 489만원으로 더 크게 차이가 벌어졌다(p<0.0001). 병상수에
따라서는 500병상 미만의 경우 진료비가 평균 290만원정도로 가장 낮았
으며, 1,0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진료비가 평균 523만원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났다(p<0.0001). 이는 연령보정을 시행한 후에도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였다. 병원설립 구분에 따른 차이로 사립병원의 진료비가 국공립
병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p<0.0001), 연령 보정 후에는 국공립병원에
서 평균 412만원, 사립병원의 입원진료비가 평균 384만원으로 약 28만원
정도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p<0.0001). 100병상 당 전문의 수가 1사분
위수 이내인 경우에 평균 진료비가 250만원 전후로 가장 적었고, 100병
상 당 전문의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01).
연령보정을 시행한 결과 1사분위수 평균 247만원과 4사분위수 평균 443
만원으로 약 196만원 차이로 진료비 차이는 연령보정 전과 후가 비슷하
였다(p<0.0001).

[표 6] 병원요인에 따른 진료비 차이
(단위: 건, %, 천원, 천원)

구 분

N

%

Mean±SE

Crude
p-Value

Mean±SE

Age
adusted
p-Value

의료기관 종류
4,892.5±26.3

상급종합병원

47,493

33.29 4,838.3±26.4

종합병원

94,789

66.45 3,416.2±18.7 <0.0001 3,389.7±18.6 <0.0001

병원

369

0.26

1,867.2±29.9

1,682.3±298.5

2,867.3±26.8

병상수
500병상 미만

45,642

32.00 2,910.3±26.9

1,000병상 미만

76,294

53.48 4,102.0±20.8 <0.0001 4,115.9±20.7 <0.0001

1,000병상 이상

20,715

14.52 5,237.8±39.9

5,281.4±39.8

국공립

20,648

14.47 4,168.3±40.3

4,122.0±40.1

사립

122,003 85.53 3,837.8±16.6

설립구분
<0.0001

<0.0001
3,845.7±16.5

100병상당 전문의수
Q1 (<18.26)

35,701

25.03 2,540.9±30.4

2,474.1±30.3

Q2 (<34.43)

35,566

24.93 3,868.6±30.4

3,843.4±30.3

Q3 (<42.14)

35,681

25.01 4,642.8±30.4

4,689.9±30.3

Q4 (≥42.14)

35,703

25.03 4,490.7±30.4

4,435.4±30.2

<0.0001

<0.0001

종속변수인 입원일수와 진료비의 분포를 각각 확인한 결과, 로그 정규
분포 형태 감마분포(Gamma distribution)와 유사한 분포를 확인할 수 있
었다[그림 7], [그림 8]. 로그 치환 후에는 정규분위수 그래프와 거의 일
치하는 직선형태를 보여 정규분포 가정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그림 9],
[그림 10].

[그림 7] 입원일수의 분포 확인

[그림 8] 진료비의 분포 확인

[그림 9] 로그 치환 후 입원일수의 분포 확인

[그림 10] 로그 치환 후 진료비의 분포 확인

최종 분석은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나 log 치환 후 정규분
위수 그래프와 거의 일치하는 형태를 보여, 종속변수 분포를 고려하여
log 연결 함수를 사용해 감마 분포를 가정하고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Glimmix procedure를 사용하여 도출된 결과이다.
가. 입원일수에 대한 다수준 분석
개인수준과 병원수준을 아무것도 넣지 않은 NULL 모형에서는 ICC 가 19%
로 산출되었고, p 값이 0.05보다 작아 병원 간 분산의 차이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수준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p<0.0001).
모형 3에서는 개인수준과 병원수준을 모두 보정하였다. 모형의 연관성의 방
향과 강도는 분산분석의 결과값과 크게 차이가 없었고, 병원수준 변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기존 null 모형에 비해 분산의 변화는 12%로 감소하
였고, ICC가 17.1%로 나타나 여전히 병원 간의 입원일수의 분산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p<0.0001).
개인수준과 병원수준이 보정된 모형3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입원일수가
더 길었고(p<0.0001), 20대 미만에 비해 연령이 높은 군에서 재원일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길었다(p<0.0001). 보험자 구분에서 건강보험 외의 대상자에
서(p<0.0001), 수술을 받은 군에서 입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p<0.0001). 한국
형중증도 점수인 KTAS 등급이 5등급인 군에 비해 3~4 등급이 군은 입원일수
가 낮았으나(p=0.0016, p<0.0001), 중증환자에 속하는 1등급과 2등급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다(p<0.0001, p<0.0001). 도착 경로가 응급실일 때
(p<0.0001), 주 상병군이 몸통 혹은 다리일 때(p<0.0001), 계절이 겨울 이외
(p<0.0001) 입원일수가 길었다. 병원수준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원설립
구분에 따라서는 입원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병상수가
500병상 미만인 군에 비해 1,000병상 이상인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입
원일수가 감소하였다(p=0.035). 100병상 당 전문의 수가 1분위 수 미만으로
적은 군에 비해 3분위, 4분위 등 전문의가 많은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외상 환자의 입원일수가 감소하였다(p=0.0002, p<0.0001).

[표 7] 입원일수에 대한 다수준 분석
Null model
β

SE

p-value

Model 3
(개인수준+병원수준)
β

SE

p-value

개인요인
성별
남성
여성

ref
0.026

0.0048

<0.0001

연령
<20

ref

<30

0.230

0.0119

<0.0001

<40

0.230

0.0112

<0.0001

<50

0.313

0.0101

<0.0001

<60

0.436

0.0092

<0.0001

<70

0.533

0.0094

<0.0001

≥70

0.564

0.0088

<0.0001

보험자구분
건강보험
건강보험 외

ref
0.048

0.0079

<0.0001

수술구분
비수술
수술

ref
0.426

0.0047

<0.0001

1

0.308

0.0199

<0.0001

2

0.223

0.0147

<0.0001

3

-0.044

0.0138

0.0016

4

-0.055

0.0139

<0.0001

KTAS 등급

5

ref

Null model
β

SE

p-value

Model 3
(개인수준+병원수준)
β

SE

p-value

0.161

0.0121

<0.0001

개인요인
도착경로
응급실
외래

ref

상병군
머리

-0.101

0.013

<0.0001

몸통

0.117

0.013

<0.0001

팔

-0.125

0.017

<0.0001

다리

0.180

0.016

<0.0001

기타

ref

계절
봄

0.074

0.0063

<0.0001

여름

0.072

0.0064

<0.0001

가을

0.086

0.0064

<0.0001

겨울

ref

병원요인
의료기관 종류
상급종합병원

ref

종합병원

0.074

0.042

0.076

병원

-0.159

0.104

0.126

병상수
500병상 미만

ref

1,000병상 미만

-0.041

0.0286

0.156

1,000병상 이상

-0.118

0.0554

0.035

Null model
β

SE

p-value

Model 3
(개인수준+병원수준)
β

SE

p-value

-0.019

0.0343

0.586

병원요인
병원설립구분
국공립
사립

ref

100병상 당 전문의 수
Q1 (<18.26)

ref

Q2 (<34.43)

-0.032

0.032

0.319

Q3 (<42.14)

-0.017

0.045

0.0002

Q4 (≥42.14)

-0.249

0.042

<0.0001

Between community
variance

0.7714

0.6789

PCV (Percentage
change in variance)

-

-11.99%

Between community
variance (S.E.)

0.003

0.0025

Between community
variance (p-value)

<0.0001

<0.0001

모형 적합도
(Model fit) -2 Res LL

374,677

354,675

ICC
(Intra-class correlation)

0.1899

0.1711

나. 진료비에 대한 다수준 분석
Null 모형에서는 ICC 값이 32.4%로 병원 간 분산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ICC 값이 10%보다 크므
로 진료비에 대하여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였다.
개인수준과 병원수준을 모두 보정한 모형3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진료비가 낮았고(p<0.0001), 연령 군이 20대 미만인 군에 비해 상대적으
로 고령인 군에서 진료비가 높았다(p<0.0001). 보험자 구분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이외의 대상자들이(p<0.0001), 비수술 군에 비해 수술을 시행한
군에서(p<0.0001), KTAS 등급이 5등급에 비해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인 경우(p<0.0001), 도착경로가 응급실인 경우(p<0.0001), 상병군에서
는 머리/몸통/팔을 제외한 기타 부위에 비해 다리를 다친 경우(p=0.0007),
계절이 겨울 이외의 군인 경우(p<0.0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의료비용
이 높게 나왔다. 반면에 상병군이 기타인 군에 비해 머리(p<0.0001), 몸통
(p=0.001), 팔(p<0.0001)을 다친 경우 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병원요인에서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 급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의료비용이 낮게 나왔고, 병상 수에 따른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의료비용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설립구분에
따라서도 진료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621).
100병상당 전문의 수가 1사분위인 군에 비해 2사분위(p=0.001)와 3사분위
(p=0.003) 군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의료비용이 증가하였다.

[표 8] 진료비에 대한 다수준 분석
Null model
β

SE

p-value

Model 3
(개인수준+병원수준)
β

SE

p-value

개인요인
성별
남성
여성

ref
-0.050

0.0053

<0.0001

연령
<20

ref

<30

0.307

0.0132

<0.0001

<40

0.328

0.0124

<0.0001

<50

0.431

0.0112

<0.0001

<60

0.546

0.0103

<0.0001

<70

0.672

0.0105

<0.0001

≥70

0.755

0.0098

<0.0001

보험자구분
건강보험
건강보험 외

ref
0.048

0.0088

<0.0001

수술구분
비수술
수술

ref
0.925

0.0221

<0.0001

1

1.245

0.0163

<0.0001

2

0.698

0.0153

<0.0001

3

0.093

0.0154

<0.0001

4

-0.056

0.0154

0.0003

KTAS 등급

5

ref

Null model
β

SE

p-value

Model 3
(개인수준+병원수준)
β

SE

p-value

0.138

0.0136

<0.0001

개인요인
도착경로
응급실
외래

ref

상병군
머리

-0.118

0.014

<0.0001

몸통

-0.046

0.014

0.001

팔

-0.256

0.018

<0.0001

다리

0.061

0.018

0.0007

기타

ref

계절
봄

0.088

0.0070

<0.0001

여름

0.032

0.0071

<0.0001

가을

0.065

0.0070

<0.0001

겨울

ref

병원요인
의료기관 종류
상급종합병원

ref

종합병원

-0.010

0.050

0.844

병원

-0.590

0.123

<0.0001

병상수
500병상 미만

ref

1,000병상 미만

0.015

0.0339

0.650

1,000병상 이상

-0.025

0.0661

0.710

Null model
β

SE

p-value

Model 3
(개인수준+병원수준)
β

SE

p-value

-0.020

0.0412

0.621

병원요인
병원설립구분
국공립
사립

ref

100병상 당 전문의 수
Q1 (<18.26)

ref

Q2 (<34.43)

0.130

0.039

0.001

Q3 (<42.14)

0.162

0.054

0.003

Q4 (≥42.14)

0.094

0.051

0.066

Between community
variance

1.5750

0.8353

PCV (Percentage
change in variance)

-

-46.97%

Between community
variance (S.E.)

0.0059

0.0031

Between community
variance (p-value)

<0.0001

<0.0001

모형 적합도
(Model fit) -2 Res LL

480,673

384,659

ICC
(Intra-class correlation)

0.3237

0.2025

이 연구는 외상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응급의료체
계 내의 개인요인과 병원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2년간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되어 지급이 완료된 명세서 중, 외상환자를 에피
소드 단위로 구축한 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고,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빅데이터로 국가의 보건의료를 대표하
는 자료이다(김록영, 2012). 지금까지 외상환자에 대한 많은 연구가 특정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일반
화 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서미진, 2013; 지은주, 2007; 박희성
등, 2012; Moore, L. et al., 2014; David E.C. & Louise M.R., 2012). 그러
한 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를 이용함으로서 환자특성 등
모집단을 대표하기 좋다는 점이 장점이다.
건강보험 자료는 진료비 청구를 주된 목적으로, 청구된 명세서 단위로
자료가 축적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 질환의 에피소드 개념 통계가
되지는 못한다. 특히, 퇴원환자에 대한 질환별 통계생산을 위해 동일한
입원환자와 퇴원환자의 분할청구가 병합이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환자
개인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해서 질환별
에피소드, 개인별로 에피소드의 구축이 가능하다[그림 11].

[그림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의 에피소드 구축 (도세록 등, 2012)

이번 연구에서는 청구된 명세서에 대해 질병에피소드와 개인 에피소드
를 함께 고려하여 환자별로 진료년월과 주상병까지 모두 같은 경우에 대
해 하나의 에피소드 단위로 구축하였다. 그래서 질환별, 개인별로 구체
적인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환자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대하여
분석을 한 점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연구 분석에서 각각의 요인에 대한 연령보정을 시행하여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없애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T-test나 Anova를
통해 해당 요인에 의한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다(지은주, 2007; 서미진, 2013).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정규분포
를 가정한 일반 로지스틱 또는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 연구
에서는 차이 비교에 이어 종속변수인 입원일수와 진료비용이 로그정규분
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하고, 종속변수를 감마분포로 가정하여 분석을 시
행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와 통계분석 상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는 급여로 인정된 의료이용 내역만을
포함하여 비급여로 시행된 검사, 치료 내역 등의 정보는 총 진료비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로, 전체 외상 중에서 자동차 사고의 비율은 논
문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으로 18.0~31.9% 정도이며(지은주,
2007; 유병철 등, 2015; 정지윤 등, 2004),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 상 자동
차 보험은 보험사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데이터 접
근의 한계가 있어 현재 통계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만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환자의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셋째, 변수선정의 한계로 환자의 진료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일수와 진료비를 분석하였다는 점이
다. 외상 환자 중에서 심한 상해로 병원도착 즉시 또는 짧은 입원기간동
안 사망한 환자는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짧게 나올 것이나, 현재 연구 데
이터 상에서는 환자의 진료결과(생존, 사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결과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외상환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외상환자의 입원일수 및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응급의료체계 내에서의
병원 전 단계인 개인요인과 병원 단계인 병원요인을 확인하여, 응급의료
체계와 외상환자에 대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응급의료체계 내의 병원 전 단계인 개인요인으로서 고령과 건강보험 외
의 환자, 수술을 받은 환자 및 한국형중증도점수(KTAS)가 1,2등급인 중
증 환자 및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환자, 수상부위가 다리인 경우에 입원
일수와 진료비가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p<0.0001).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 할수록 외상의 발생률이 높았다. 이
는 의학 발달 등으로 노인들의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활동 증가로 이어지고 외상 요인에의 노출이 증가하여 외
상 빈도가 증가한다는 연구(안희길, 2002)와 연관되고, 동반질환이 있을
수록 평균 입원일수는 증가하며, 고령일수록 회복이 늦고 기존 기저 질
환이 많으므로 연령이 높을수록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김성수 등, 2011; 질병관리본
부, 2009). 이를 통해, 고령 환자들이 외상에의 노출이 크고 고령 환자들
은 주로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높으므로 지역, 발생장소, 수상경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역사회적 안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종별에 따른 입원일수와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외 의료급
여 환자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건강보험 외의 환자들이 연령보정 후의
입원일수는 평균 0.8일, 진료비는 10만원 정도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
러한 결과는 건강보험 외의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평균 입원일수
가 유의하게 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유림, 2013; 김세라, 2000; 신영석
등, 2005)와 자동차보험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입원일수 및 진료
비가 길다(신경원, 2016)와 동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외의 의료급여, 자동차 보험 환자는 입원 시에 본인이 내야하는 본인부
담금이 현재 정해진 건강보험에 비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장기입원이 유발되어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유형에 따라 입원일수와 진료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해당
환자가 외상에 대한 위험 요인에의 노출이 더 크다거나,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의료이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보험유형별
로 차이가 나타난 외상 환자의 입원일수에 대해 국가적으로 조절하는 방
안 마련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건강보험
외의 환자는 주로 저소득층 등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퇴원 이후 간병할
가족 부재, 시스템 부재로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해
석 또한 가능하여 관련 의료급여-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간 서비스연계가 필요하다(김유림, 2013)는 의견도 있다.
수술여부에 따라서 입원일수와 진료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증도
여부에 상관없이 수술을 한 환자일수록, 연령이 높고 응급인 경우 입원
일수가 높았다는 기존의 김성수 등(2011)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인 우리나라에서 진료 행위가 추가됨으로서 비용이 더 발
생하게 되고, 회복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주 상병에 따라 수상부위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하지 부위에
해당하는 골반과 다리 부위를 다친 경우에는 입원일수가 길고 진료비가
높았는데, 이는 하지 부위는 주로 염좌 및 긴장 등에 해당되는 경미 상
병이 아니라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중증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신경
외과, 정형외과 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 주기적으로 영상검사를
필요로 하는 등,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통원치료가 어려워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함께 영향을 받아 상승하는 것
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한국형중증도점수(KTAS)가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는 중
증 환자들에게서의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중증
도와 입원일수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손상중증도점수(ISS)가 입원일
수와 중환자실 체류 일수에 영향을 미치며, 중증도 점수가 높을수록 입

원일수는 유의하게 길다고 보고되고 있다(Gannon, C.J. et al., 2002;
Bergeron, E. et al., 2005; 김성수 등, 2011). 또한, 한국형중증도점수
(KTAS)에서 1,2,3등급인 경우 입원일수는 평균 14.4일, 13.7일, 11.0일로서
경증인 4,5등급과 차이가 있었고, 진료비의 경우에도 1,2,3등급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중증도가 낮아질수록 진료비가 점차 감소하였
다(정상원 등, 2017)는 연구 등을 보았을 때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중원 등(2017)에서는 중증도에 따른 외상환자의
개인 진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고, 중증외상환자에서 보건의
료이용 증가가 손상정도가 낮은 환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분석
되었다. 이러한 손상도에 따른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증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환자보다 크며, 이를 위
한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016년부터 임상지표(ISS)를 기반으로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2에 다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최대 30일까지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로 줄여주는 본인부담률 경감 정
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13개 뿐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환자에 국한하여 30일 이내라는 기준으로 한정되
어 있으므로, 추후 권역외상센터 뿐만이 아닌 모든 응급실 등에 내원한
외상환자로서 확대하거나 적용기간을 늘이는 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
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관리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내원경로에서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경우가 외래를 통해 입원한 경우
보다 입원일수와 진료비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등(2011)의 연구에서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경우 평균 입원일
수가 19.3일, 외래를 통해 입원한 경우 13.8일로서 약 6일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평균 0.8일 정도의 차이로 1일 미만의 차이를
보여 기존 연구만큼 큰 차이는 나지 않았고, 진료비는 평균 약 91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는 보통 정규 진료가 끝나는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이므로 행위에 대하여 야간·응급 가산이 붙게 되고,
또한 응급실에서는 외래와 달리 해당 병원에 기존 환자 정보가 없는 사
람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기본적
으로 시행하는 검사들이 많아, 실제 입원하는 일수에 비하여 진료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상환자의 특성상 외상이 예기
치 않게 발생하고, 발생하는 경우 응급한 상황이 많음을 알 수 있는 근
거로서 이러한 상황 발생시 환자의 비용 부담 또한 커지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원일수와 진료비는 외상 치료에 사용되는 유용한 지표로서 대부분 서
로간의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데(Brackstone. M. et al., 2002), 이와 마
찬가지로 개인요인에 대한 입원일수와 진료비 분석에서 대부분의 요인들
이 위와 같이 서로 연관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요인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개인요인 중에서 성별과 계절이었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남성이 60.39%로 여성보다 많았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에서의 외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박종민(2016), 김현주(201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외상환자에 대해 입원일수는 여성이 더 길게 나
타났으나 남성의 진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서 조사한 2017년도의 외상센터에 내원하는 외상환자 직업분포를 보면
주로 일용직 근로자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업무로 봤을 때는 단순노
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장치·기계조작업무, 농림어업업무, 기능공의 순
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8). 이는 여성보다 남성들의
종사 비율이 높은 직업군으로 업무상 남성이 외상발생에의 노출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외상 발생 시에도 중증도가 높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치료를 위한 진료비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성
의 입원일수가 여성보다 짧은 이유로, 아직까지 남성의 사회참여가 여성
보다 높아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한 사회로의 복귀 부담이 빠
르므로 위와 같이 입원일수와 진료비에서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차 확대 되고 여성 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안성민, 2015), 이에 대한 차이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계절상 입원일수가 가장 긴 계절은 가을이었고,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계절은 봄과 가을이었다. 겨울에는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다른 계절에 비
해 가장 짧고, 적게 나왔다. 외상 환자의 계절별 발생빈도는 가을에
26.9%로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겨울에 21.9%로 가장 낮아 가을에서
외상 환자 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양영모, 김은숙, 2004)와는
동일했으나 다른 연구들-겨울에서 외상 발생이 28.7%로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는 김현주(2019)의 연구와 교통사고 상 여름에서 외상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는 정지윤 등(2004)의 연구, 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노인 환자에 대한 계절별 분석상 봄이 가장 많았다(26.3%)는 이병옥
(2008)의 연구 등-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봄에서 진료비가 높고, 가을
에서 입원일수가 긴 이유로 계절상 여름이나 겨울보다 활동하기가 좋은
날씨의 영향으로 바깥 활동이 많아져서인 것으로 보인다. 외상에서 높은
발생빈도를 차지하는 추락·낙상 및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작업장 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로 등산이나, 여행을 가는 도중에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외상발생은 추락·낙상에서 비롯되며(37.9%),
낙상 시 주로 손상을 입는 부위는 척추 22.5%, 뇌 12.1% 등(통계청,
2016)으로 해부학적 구조 상 수술이 필요하거나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행
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등의 신체의 중요한 부위이므로 진료비가
높고, 입원일수가 길게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외상환자의 발
생빈도, 입원일수, 진료비가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므로 봄과 가을
에는 특히 등산이나 나들이, 외출 시에 안전에 유의하도록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에서 외상 발생 주의를 위한 교육과 홍보, 안전점검 등이 미리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요인 외의 병원요인으로 의료기관의 종류, 병원의
병상수, 병원설립구분, 100병상당 전문의 수를 독립변수로 두고 분석을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병원요인들로 변수를 선정하였다. 전문의수는 의료기관의
종류, 병상수와 비례하여 양의 상관관계로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100
병상 당으로 표준화율을 계산하여 최대한 연관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입원일수에 대한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에서 5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의
경우에 입원일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보통 병상수가 적은 병원은
병원의 종류에서 상급종합병원 보다는 병원급 이하의 의료기관이 상대적
으로 많을 것이므로, 병상가동률이 낮아 입원한 환자가 원하는 만큼의
입원을 시켜주는 여유가 있다고도 해석될 것이다. 현재는 병상의 규모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였으나, 실제로 병상수가 크다는 것은 의료인력, 의
료장비, 시설 등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작은 병원들보다 더 많은 시스템
과 장비,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하게 병상의
수만으로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100병상당 전문의 수가 많은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입원일
수가 줄어든다는 결과는 전문의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환자의 건강결과가
좋아진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이한주, 2011;
Aiken et al., 2003; Blegen, 2006). 전문의 수가 많은 경우에 환자의 초기
상태변화를 잘 인지할 수 있고, 처치 및 수술 등의 신속한 관리를 통해
외상 환자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된다. 이를 통해 단
순히 의료인의 숫자만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
보하기 위해 병원과 국가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하여 정책
을 마련하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종류 및 설립
구분에 따라서는 입원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에 대한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에서 병원요인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와 100병상당 전문의 수가 많은 경우에 유의하게 진료비가 높게 나
왔다. 병상의 규모 및 설립구분 상 국공립병원인지, 사립병원인지 여부
는 진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인 경우와 100

병상당 전문의 수가 1사분위 일 때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게 나왔다.
입원일수에는 의료기관의 종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지 않
았으나,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한
근거는 현재 시행중인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요양기관의 종별 규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 투자비용
과 상급종합병원에의 환자 쏠림현상 등을 고려하여 1977년 7월1일 의료
보험 도입 당시부터 요양기관 종별로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여 왔다.
2000년 4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은 1항에 해당하는 행위별 진료비의
30%, 종합병원은 25%, 병원 20%, 의원 15%의 가산율을 적용받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같은 처치를 받더라도 총 진료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가산율이 가장 많이 붙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총 4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에 17개소, 광역시에 13개소, 기타 중소도시에 13개소가 있어 서울에 가
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서울 40개소, 광역시 77개소, 기타
중소도시 16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2014).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외의 수가에서도 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의료기관 발전 지원
을 위한 관리료나 연구료, 질평가 지원금 등에 대하여 현재 병원의 규모
와 인력확보수준,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수가 수준이 다르다.
구체적인 예로써,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의료질 평가 지원금에
대한 종별·지역별 세부 현황을 보면 전체 280개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이 43개 기관에서 약 3년간 총 6,915억(74.1%)의 금액을 가져가며, 서울
지역은 총 51개소에서 약 3년간 3,880억을 가져가 전체 지원금 중 41%
정도의 금액을 가져갔다는 통계가 있다.2) 이러한 가산율 및 산정 가능한
수가 차이 등에 의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비가 다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비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상환자의 치료에서 실
제 환자의 입원일수의 차이는 없으나 진료비에서 차이가 나므로, 상급종
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외상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수가
수준을 올리거나 가산율을 더해줌으로서 병원에서 시설이나 인력 등에

더 투자를 하게 하여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부족한 수가 부분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100병상당 전문의 수의 분포는 환자의 입
원일수와 진료비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100병상당 전문
의가 많아질수록 진료비는 높아졌으나, 환자의 입원일수는 유의하게 줄
어들었다. 이는 외상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 인력에 대한 구조적,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인력 증진, 교육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근
거로 작용할 수 있다.
외상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환자 개인요인
에 대해서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되었고, 환자 개인요인과 병원
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이 일부 있었으나 이는 외상환자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아니어서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에 따라 외상 환자에 대하여 병
원 전 단계인 개인요인 중 임상적 요인과 비임상적 요인 뿐만이 아닌,
병원단계인 병원요인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대해 분
석하였다. 이는 앞으로 외상환자의 진료 효율성 지표로 ‘외상환자의 입
원일수’를 관리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평가 정책과 연계하여 응급의료
체계 내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보건
학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제한점으로서 실제로 응급의료체계 상에서 병원 전 단
계와 병원단계는 개인요인과 병원요인 뿐만 아니라, 현장처치인 응급구
조사의 출동시간, 병원까지의 이송시간, 응급실 재실시간 등의 지역사회
요소도 들어가 있었으나 여기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 연구에서 분석한 개인요인과 병원요인 외에도, 시, 군, 구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지역수준의 변수들을 수집하여 지역사회 수준에
서의 외상환자에 대한 입원일수와 진료비의 영향을 확인하는 등의 추가
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외상(Truma)’이 보건학적으로 주목 받는 이유는 다른 질환들에 비해
서 적절한 외상환자 진료체계를 통하여,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질의 외상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외상환자에 대한 예
방 가능한 사망률(Preventable death rate)을 사망률을 20%까지 줄인다면
연간 최소 2조에서 최대 5조원까지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것으로 추
정된 바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2년간의
응급의료기관에 방문한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해당
하는 종속변수의 분포를 감마분포와 연결함수를 로그 함수로 가정하여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 실시하여, 외상환자의 입원일수 및 진료비에 영향
을 미치는 응급의료체계 내의 병원전 단계인 개인요인과 병원단계인 병
원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입원일수에 대한 분석 시 개인요인으로 여성인 경우, 고령자, 건강보험
외의 환자, 수술을 받은 경우, 한국형중증도점수(KTAS)가 1,2등급으로 중
증인 경우, 환자가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경우, 수상부위가 몸통과 다리
인 경우, 계절상 가을인 경우에 입원일수가 유의하게 길었다(p<0.0001).
병원요인으로는 50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100병상당 전문의 수가 적은
군에서 환자의 입원일수가 길게 나왔으나, 병원의 종류 및 설립구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에 대한 분석 시 개인요인으로 남성인 경우, 고령자, 건강보험
외, 수술을 받은 경우, 한국형중증도점수(KTAS)가 1등급으로 중증인 경
우, 응급실로 환자가 내원한 경우, 수상부위가 다리 및 기타 부위인 경
우, 계절상 봄과 가을인 경우 진료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01). 병원
요인으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100병상당 전문의 수가 많은 경
우에 진료비가 높게 나왔으나, 나머지 요인인 병상수, 설립구분은 진료
비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상에서 단순히 환자
의 수상부위나 중증도, 수술여부 등의 임상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보험
유형 및 계절 등과 같은 비임상적 요인도 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상은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성별 및 연령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의 요인은 다르므로 이를 위
한 개인별 맞춤형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요인 중
임상적 요인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는 안전교육, 안전장치 설치 등 초기
예방책 마련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고 개인요인 중 비임상적 요인이나 병
원요인 등에 대해서는 국가적 정책마련, 전문인력 및 장비마련을 위한
재원투입, 교육 등으로 중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병원단계에서 병원에 따라 같은 중증도의 환자가 입원하더라도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성과영역 운영의 효율성 지표로서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가
능성을 뒷받침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외상환자의 진료결과가 동일하다
면, 환자의 입원일수와 진료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외상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이에 대
한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응급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단순하게 기관 설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추후
의 기관 운영을 위한 질 관리와 평가에 어떤 항목을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외상은 건강검진처럼 편하고, 쉽고, 이윤이 창출 되는 항목이 아니라
위험하고, 까다롭고 어려우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다. 아무
리 공공의 복리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윤창출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선뜻 큰 비용을 투자하기는 어렵다. 정부에서
권역외상센터 지정 사업을 위한 공모에서 서울에 있는 빅5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았고, 결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권역외상센터
로 지정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병원에서는 외상환자에 대한 치료의 선호
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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