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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4대 중증질환으로 분류되는 심혈관계 질환은 2017년 국

내 사망원인 3위에서 2018년 2위로 높아졌으며 발병률 또한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1]. 허혈성 심장질환은 중증질환인 만큼 지속적인 관

리가 필요하여 재원일수가 높은 질환으로 분류된다. 특히 우리나라 허

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9.7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

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국가 

중 3위에 해당한다[2].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및 방안이 필요하지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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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병원 및 질환 특성에 맞춤화된 재원일수 관리 시스템은 아직 미흡

한 실정이다. 

병원의 재원일수는 중요한 의료의 질 평가 요소 중 하나이며, 환자

의 의료 진료비 증가에 주요한 원인이 된다[3]. 정확도 높은 병원 재원

일수의 예측 및 관리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병원 재원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이다[4].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은 

질환 특성상 치료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 특성, 병원 특성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아 환자의 재원일수 편

차를 발생시킨다[4]. 따라서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들의 재원일수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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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재원일수를 줄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2016년 기준 총 발생인원 18,515명 중 사망자는 

8,916명(48.2%)로 암, 뇌혈관 질환을 비롯하여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

환 중 하나이다[5].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재원일수를 증가시키는 요

인은 몇 가지가 보고되고 있는데 우선 동반상병이 당뇨병인 환자일 경

우 재원일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또한 수술이용 특성에서는 관상동맥

우회술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허혈성 심장질환 

중 다수를 차지하는 급성 심근경색환자 대상 연구에서는 보험 요인과 

병원소재지가 재원일수 증가에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7].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병상규모와 같은 의료이용 특성이 급성심근

경색환자의 재원일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8]. 의무기록자료를 활용하여 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자

의 재원일수 영향 요인을 파악한 일부 연구에서는 입원경로, 부진단여

부, 수술 시행 여부, 퇴원 후 향방 등이 재원일수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9]. 이와 같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재원일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과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관된 

추론을 어렵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7 퇴원손상심층자료를 활용하여 입원 치료를 받

은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여러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를 파악하고 재

원일수에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재원일수 관리

에 기반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

였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2004년 퇴원환자를 대

상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사체계이다. 퇴원환자의 의

무기록에 기반을 둔 퇴원요약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모든 환자들 중에서 표본으

로 선정된 170개의 병원의 표본 환자를 최종 선정한 층화집락추출법

에 의해 수집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퇴원손상심층조사의 

전체입원 환자 235,579명 중 허혈성 심장질환(I20.0-I25.9)을 주진단으

로 하는 5,845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측정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원일수이다. 입원일에서 퇴원일까지의 날

수를 단입법으로 하여 재원일수를 계산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사회

학적 특성, 의료기관 및 의료이용 특성, 질환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인

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변수는 성별, 연령, 진료비 지불 방법으로 설

정하였다. 의료기관 및 의료이용 특성에 관한 변수는 입원경로, 병원

소재지, 병상규모로 설정하였다. 질환 특성에서 우선 수술 분류는 심

장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CABG)을 포함한 관상

동맥수술(Coronary procedure, 분류코드 36.10-36.19), 경피경관심장동

맥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을 포

함한 경피적심장동맥중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분류코드 36.01-36.02, 36.05-36.07), 기타, 수술 경험 없음으로 분류하였

다. 추가적으로 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주진

단을 사용하였다. CCI는 환자의 동반상병의 중증도와 범위를 측정하

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써 보건의료연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CCI는 17개의 질환군에 대하여 중증도에 따라서 1-6점의 일정한 가중

치를 부여하여 합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0, 1, 2, 3+’의 점수

로 범주화시켜 평가하는 방법이다[10].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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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허혈성 심장질환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기관 및 의료 이용 특

성, 질환 특성의 세부 변수를 설정하고 재원일수에 이들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연구 분석 방법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Welch 

test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 평균 비교를 하였다. 또

한 games-howell을 통해 사후 검정을 실행하였다. 다음으로 설명변수

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만 포함한 모델로 시작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이

용 특성을 누적할 때, 그리고 질환특성을 누적할 때 재원일수에 대한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하고자 하였

다. 통계분석은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17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통해 파악된 허혈성 심장질환 환

자 5,845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

자 환자가 64.5%, 여자 환자가 35.5%로 나타났다. 연령은 55-64세가 

28.8%, 65-74세 28.4%, 75세 이상이 23.1%, 54세 이하가 19.7% 순으로 나

타났다. 진료비 지불 방법은 건강보험환자가 92.1%, 의료급여 1, 2종 환

자가 7.6%, 기타(자동차보험, 산재, 공상)환자가 0.3%로 나타났다. 의료

기관 및 의료이용 특성의 요인들 중 입원경로는 외래가 64%로 가장 많

았고, 응급이 35.3%, 기타가 0.3%로 나타났다. 병원소재지는 광역시 

35.2%, 그 외 지역 29.4%, 서울 21.8%, 경기 13.6% 순으로 나타났다. 병상

규모는 500-999병상이 55.6%, 100-299병상이 15.4%, 300-499병상이 

12.3%, 1,000병상 이상 16.7%, 순으로 나타났다.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

의 수술 경험의 경우 PTCA를 포함한 PCI가 35.9%, 기타 35.4%, CABG

를 포함한 관상동맥 수술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CCI는 0점 40.2%,  

1점 25.5%, 2점 18.6%, 3점 이상이 15.6% 순으로 나타났다. 주진단 특성 

중 협심증이 60.4%, 급성 심근경색증이 22.4%,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16.8% 순으로 나타났다. 

재원일수 평균비교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 5,845명의 평균 재원일수는 4.27일로 나타났

다.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 평균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여자가 평균 4.54

일로 남자 4.13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0.05). 연령은 

75세 이상 환자가 평균 5.96일로 가장 높았고 표준편차 또한 9.98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p< 0.001). 진료비 지불 방법은 기타환자(자동차보

험, 공상, 일반 등)의 재원일수가 평균 10.84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환자는 6.91일이었고, 건강보험 환자는 4.03일 순으

로 나타났다(p< 0.001). 입원경로는 응급환자들이 6.17일로 외래 환자

가 3.26일, 기타 환자가 1.43일에 비해 크게 높았다(p< 0.001). 병원소재

지는 광역시 4.45일, 경기지역 4.34일, 그외 지역 4.2일, 서울 4.05일 순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5,845)

Variable n %

Gender
   Male 3,768 64.5
   Female 2,077 35.5
Age (y)
   ≤54 1,153 19.7
   55-64 1,681 28.8
   65-74 1,658 28.4
   ≥75 1,353 23.1
Pay method for medical expense
   Health insurance 5,382 92.1
   Medical benefits 444 7.6
   Other  19 0.3
Admission route 
   Emergency 2,064 35.3
   OPD 3,741 64.0
   Other  40 0.7
Hospital residence
   Seoul 1,272 21.8
   Metropolitan city 2,059 35.2
   Gyeonggi 797 13.6
   Other 1,717 29.4
The number of beds
   100-299 901 15.4
   300-499 721 12.3
   500-999 3,249 55.6
   ≥1,000 974 16.7
Surgery
   No 1,578 23.0
   Coronary procedure including CABG 101 1.7
   PCI including PTCA 2,099 35.9
   Other 2,067 35.4
CCI
   0 2,349 40.2
   1 1,492 25.5
   2 1,090 18.6
   ≥3 914 15.6
Primary diagnosis
   Angina pectoris (I20) 3,530 60.4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21) 1,307 22.4
   Chronic ischemic heart  disease (I25) 984 16.8
   Other (I22, I24) 24 0.4

OPD, outpatient department;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CABG, cor-
onary artery bypass grafting;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TCA,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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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살펴보면 수술 경험에서는 관상동맥수술을 포함한 CABG 수술

을 시행했을 경우 평균 20.73일로 다른 수술에 비해 크게 높았다

(p < 0.001). CCI는 3점 이상의 환자들이 평균 6.97일로 가장 높았고 

CCI 지수가 높을수록 재원일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주

진단 특성에서는 기타 환자 들이 평균 14.46일, 급성 심근경색 환자

(I21) 6.87일,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I25) 4.71일, 협심증 (I20) 3.12일 순

으로 나타났다(p< 0.001) (Table 2).

재원일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분석하기에 앞서 종속변수의 로그 변환을 통해 재원일

수 정규화를 실행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들을 인구사회학적 특

성, 의료기관 및 의료이용 특성, 질환 특성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순차

적으로 투입하여 영향요인을 살피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

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 연령, 진료비 지불 방법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모델 1을 살펴보면 성별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연령 특성을 살펴보면 75세 이상 환자가 재원

일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진료비 지불 방식

은 의료급여 환자일수록 재원일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 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서 투입되었던 변수인 연령 54세 

이하는 재원일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변화했다. 모델 2에 추가로 투입된 변수 중 입원 경로는 응급환자

일수록 재원일수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소재

지는 광역시 환자일수록 재원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 서울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병상규모는 500-999병상에 비

해 300-499병상이 재원일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병상 규모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델 3은 수술 분류, CCI, 주진단의 질환 특성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분

석한 결과이다. 모델 2와 질환 특성을 추가한 모델 3을 비교했을 때 여

성 환자가 재원일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하였

다. 진료비 지불 방법의 기타환자 또한 재원일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모델 3의 병상 규모 특성은 1,000병상 

이상, 500-999병상과 같은 대형병원 비해 100-299병상, 300-499병상의 

중소병원이 재원일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특성을 투

입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술을 경험한 환자일수록 재원일수가 증가했

으며, 특히 관상동맥 수술을 포함한 CABG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재원

일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CCI가 3 이상일 때 재

원일수가 증가하였으며 CCI가 높을수록 재원일수 증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단 특성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재원

일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병상규모는 100-299병상

이 4.75일, 500-999병상 이상이 4.26일, 300-499 병상 4.09일, 1,000병상 

이상 4일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질환 특

Table 2. Length of sta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5,845)

Variables
LOS 

Mean±SD
t/F (p)

Total 4.27±7.97
Gender -2.05 (<0.05)
   Male 4.13±8.58
   Female 4.54±6.73
Age (y) 26.08 (<0.001)
   ≤54a 3.41±4.09 d>c, c>a
   55-64b 3.60±8.24
   65-74c 4.18±7.69
   ≥75d 5.96±9.98
Pay method for medical expense 12.83 (<0.001)
   Health insurancea 4.03±7.32 b>a, c>a
   Medical benefitsb 6.91±11.95
   Otherc 10.84±29.35
Admission route 161.68 (<0.001)
   Emergencya 6.17±8.98 a>b>c
   OPDb 3.26±7.19
   Otherc 1.43±1.11
Hospital residence 0.73 (0.535)
   Seoula 4.05±10.27 a=b=c=d
   Metropolitan cityb 4.45±7.99
   Gyeonggic 4.34±7.04
   Otherd 4.20±6.22
The number of beds 1.57 (0.194)
   100-299a 4.75±7.87 a=b=c=d
   300-499b 4.09±5.71
   500-999c 4.26±8.55
   ≥1,000d 4.00±7.48
Surgery 35.38 (<0.001)
   Noa 3.74±5.73 b>c>a=d
   Coronary procedure including CABGb 20.73±18.29
   PCI including PTCAc 4.54±6.19
   Otherd 3.60±9.25
CCI 26.48 (<0.001)
   0a 3.28±5.08 d>c=b>a
   1b 3.99±5.19
   2c 4.56±7.35
   ≥3d 6.97±14.90
Primary diagnosis 60.32 (<0.001)
   Angina pectorisa 3.12±4.45 b>c>a
   Acute myocardial infarctionb 6.87±10.21
   Chronic ischemic heart diseasec 4.71±11.86
   Otherd 14.46±21.70

LOS, length of stay; SD, standard deviation; OPD, outpatient department;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TCA, percutaneous translumi-
nal coronary angioplasty.
*post-hoc: games -howel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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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들의 효율적인 재원일수 관리를 위

한 단서를 얻고자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원일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여

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급여 환자일수록 재원일수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및 의료이용 특성에서는 응급환자일수

록, 광역시 소재지 병원일수록, 300-499병상일수록 재원일수가 증가하

Table 3. Determinants of length of stay in ischemic heart disease patients (n=5,845)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p) B β t (p) B β t (p)

(Constant) 0.78 35.40 (<0.001) 0.54 18.71 (<0.001) 0.56 17.34 (<0.001)
Gender
   Male (ref.)
   Female 0.01 0.00 0.22 (0.829) 0.03 0.02 1.37 (0.172) 0.10 0.05 4.77 (<0.001)
Age (y)
   55-64 (ref.)
   ≤54 0.07 0.03 2.12 (<0.05) 0.01 0.00 0.18 (0.857) 0.04 0.17 1.38 (0.169)
   65-74 0.10 0.05 3.46 (<0.01) 0.11 0.06 4.02 (<0.001) 0.06 0.03 2.41 (<0.05)
   ≥75 0.41 0.19 12.58 (<0.001) 0.30 0.14 9.98 (<0.001) 0.22 0.11 8.10 (<0.001)
Pay method for medical expense
   Health insurance (ref.)
   Medical benefits 0.34 0.10 8.04 (<0.001) 0.30 0.09 7.65 (<0.001) 0.28 0.09 7.89 (<0.001)
   Other 0.29 0.02 1.47 (0.141) 0.34 0.02 1.87 (0.061) 0.33 0.02 1.99 (<0.05)
Admission route
   OPD (ref.)
   Emergency 0.67 0.36 29.83 (<0.001) 0.46 0.25 19.23 (<0.001)
   Other -0.48 -0.05 -3.73 (<0.001) -0.34 -0.03 -2.92 (<0.01)
Hospital residence
   Others (ref.)
   Seoul -0.08 -0.04 -2.53 (<0.05) -0.11 -0.05 -9.98 (<0.001)
   Metropolitan city 0.07 0.04 2.73 (<0.01) 0.05 0.03 1.96 (0.05)
   Gyeonggi 0.06 0.02 1.58 (0.115) 0.05 0.02 1.48 (0.138)
The number of beds
   500-999 (ref.)
   100-299 0.06 0.02 1.81 (0.071) 0.14 0.06 5.10 (<0.001)
   300-499 0.09 0.03 2.59 (<0.05) 0.16 0.06 5.21 (<0.001)
   ≥1,000 0.00 0.00 -0.14 (0.889) -0.03 -0.01 -1.17 (0.242)
Surgery
   No (ref.)
   Coronary procedure including CABG 1.98 0.29 26.79 (<0.001)
   PCI including PTCA 0.28 0.16 11.32 (<0.001)
   Other -0.03 -0.01 -1.02 (0.306)
CCI
   0 (ref.)
   1 0.13 0.06 5.27 (<0.001)
   2 0.17 0.08 6.36 (<0.001)
   ≥3 0.38 0.16 13.23 (<0.001)
Primary diagnosis
   Angina pectoris (re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0.34 0.16 11.94 (<0.001)
   Chronic ischaemic heart  disease 1.02 0.07 6.91 (<0.001)
   Other 0.10 0.04 3.74 (<0.01)
Adjusted R² 0.04 0.18 0.34

ref., reference; OPD, outpatient department;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
tion; PTCA,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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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특성에서는 관상동맥 수술을 포함한 CABG 

수술을 경험했을수록, CCI 중증도가 높을수록,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재원일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논의사항을 갖는다.

첫째, 질환 특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최종 모델 3에서는 모델 1, 2

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여성 환자, 500병상 미만 규모의 병원일 경우 재

원일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여성 환자의 

경우 남성 환자보다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은 허혈성 심장질환

의 위험 인자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여성 환자의 경우 심근병증, 미세

혈관 관상동맥 기능장애 요인에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성과 

관련이 있다[11]. 국내에서도 여성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질환의 증

상을 인식하고 진료하는데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2]. 병상규모에 따른 재원일수는 500병상 미만의 중소형 종합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이 급성, 중증환자보다는 기초진단 및 만성 환자를 중점으로 

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13], 500병상 이상 대형 병원의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이 500병상 미만의 병원과 다소 상이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진료비 청구 자료를 활용하여 병상별 

처치 내용을 비교하고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처치 요인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재원일수 영향요인 분석 결과에서 재원일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상동맥 수술을 포함한 CABG 수술 환자였으

며 응급 입원 경로 환자, 주진단이 급성심근경색 환자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중증도가 높아지기전에 조기발견 및 관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심장질환의 경우 진단 

및 치료가 빠를수록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응급을 통해 

입원한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이미 질병

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증도가 많이 높

아진 급성심장질환 환자는 병원 도착 전 30%가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

가 있으며 이환 후 생존했을 경우에도 CABG와 같은 치료 과정 난이

도가 매우 높은 수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술 후에도 회복을 

위해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욱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2]. 그러

나 현재 심근경색 환자들의 대부분은 증상이 발현하기까지 환자 스스

로가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14]. 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근경색의 중증도와 사망의 위험성

에 대해 제대로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5]. 따라서 지역

보건사회에서는 심장질환의 주요 대상인 노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심

장질환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의 심장질환 증상이 이미 발현됐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 관리 및 병원으로의 빠른 내원이 예후를 좋게 하고 재원일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16].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

환의 경우 증상 발현 후 2시간 이내 병원 내원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들의 비율은 현저히 낮

은 수준이다[17]. 따라서 질병의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증상 발현 후 환

자의 초기대응 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응급의

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진료비 지불방식이 의료보험 환자의 경우 다른 방식에 비해 재

원일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CCI 3 이상인 환자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표준편차 

또한 큰 편에 속한다. 의료급여 환자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살

펴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환자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 

진료비 지출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며 재원일수 또한 상대적으

로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18,19]. 이의 주요 원인은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상시 건강행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들은 최근 문제음주율1), 우울감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관적 건

강수준 또한 일반 건강보험 환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사람이 건강보

험 환자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 또한 의료급여 환

자의 경우 건강검진과 상시적인 일차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의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것이다[21]. 이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

쳐 질병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응급환자 및 재원일

수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21]. 사회경제적 지위는 

의료 이용 및 행태와 의료 접근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의료서비스

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환자들의 질병의 중증도를 약화시키고 

막대한 양의 진료비 지출 및 재원일수를 관리하기 위해선 환자들의 질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선 일차보건의료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일차보건의료는 

의료수급권자 등 의료 접근성에 소외되어 있는 환자가 의료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용이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22]. 또한 일차보건의료는 예

방 가능한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중증도를 낮추는 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이를 위해 최근 대형병

원 쏠림화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 

지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3].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의 

특성으로 재원일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결혼여부, 사회적 심리적 

요인 등과 같은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자

1) 최근 1년(365일)간 음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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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특성상 100병상 이상의 환자들에 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향

후 100병상 이하의 환자들을 고려한 재원일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허혈성 심장질환의 중증도는 재

원일수 결정요인에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이지만, 자료의 제한

으로 인해 허혈성 심장질환의 중증도를 보정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 단위 자료인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재원

일수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결  론

본 연구는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허혈성 심장질환 환

자의 재원일수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허혈성 심장질환 환

자의 재원일수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은 관상동맥 수술을 포함한 

CABG 수술 환자, 응급 입원환자, 급성 심근경색 환자, 의료급여 환자

임을 알 수 있었다. 응급 및 급성심장질환 환자의 병원 도착시간 지연

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본

적으로 일차보건의료의 방향성이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환자 스스로 본인 증상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추후 과제일 것이다. 아

울러, 예방 가능한 질병을 사전에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도록 허혈성 심

장질환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검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

어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기관 및 의료이용 특성, 그리고 

질환 특성이 모두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특성별 결정요인들의 고려를 통해 추후 허혈성 심

장질환 환자의 재원일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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