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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risk adjusted mortality rate in the ICUs (Intensive care units) by APACHE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I for revealing the performance variation in ICUs.

  Methods:  This study focused on 1,090 patients in the ICUs of 18 hospitals.  For establishing risk adjusted mortality predictive 

mod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PACHE III, surgery experience, admission route, and major disease categories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performance of each model was evaluated by c-statistic and goodness-of-fit test of 

Hosmer-Lemeshow.  Using this predictive model, the performance of each ICU was tested as ratio of predictive mortality rate and 

observed mortality rate.

  Results:  The average observed mortality rate was 24.1%.  The model including APACHE III score, admission route, and major 

disease categories was signified as the fittest one.  After risk adjustment, the ratio of predictive mortality rate and observed mortality 

rate was distributed from 0.49 to 1.55. 

  Conclusions:  The variation in risk adjusted mortality among ICUs was wide.  The effort to reduce this quality difference is needed.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69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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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자실은  보건의료체계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arland에 따르면[1] 미국인들의 반가량은 

인생의 마지막 해를 환자실에서 보내고 있으며, 이들  

20%가 그곳에서 사망하고 있다. 한 미국에서 환자실의 

치료비는 일반 병실의 6배에 달하며, 재 속하게 증가하

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 , 물  자원이 투입되

는 환자실의 진료 성과는 의료기 에 따라 매우 다양하

다[1].

  사망률은 의료의 최종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환자실

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환자

들의 증도가 보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기  간 는 국가 

간 성과를 상호 비교하는 데 활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증도 보정을 해 외국에서는 APACHE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SAPS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MPM (Mortality Prediction Model)과 

같은 모델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 까지 국

내 연구는 단일 기  는 단일 질환을 상으로 증도 

보정 도구의 측력  타당성을 측정하는 연구만 있었을 

뿐 여러 기 , 다양한 질환을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부

족했다[2-4].

  본 연구는 국내 련 연구에서 유용성이 검증된 APACHE 

III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실의 증도 보정 측 사망률

을 측정하고 이를 실제 사망률과 비교함으로써 병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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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실의 질  변이를 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상  방법

연구 상

  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  94개소를 상으로 연구 참

여 신청을 받았고, 이  57개 병원이 신청을 하 다. 이들 

병원의 지역 분포와 병상 규모를 고려하여 비례층화 무작

 표본추출법을 통하여 20개 기 을 선정하 다. 2006년 9

월부터 11월까지 상 병원 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

자 에서 병원당 내과계 환자실 입원환자 30명, 외과계 

환자실 입원환자 30명을 자료 수집 시 에서 가장 최근 

퇴원 환자부터 역순으로 선정하 다. 환자실 입실 기간이 

최소 4시간 이상인 환자  18세 이상의 성인을 상으로 

하 으며, 화상 는 장기이식술을 받고 입실한 환자는 조

사 상에서 제외하 다.

자료수집

  각 병원의 질 리 담 간호사가 연구 상에 선정된 

사례들의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진에서 개발한 구조화된 

산 입력 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무기록조사를 시행하

다. 조사자 간 상호 신뢰성을 높이기 해 자료수집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 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 다. 수집된 자

료에 해 락여부와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 다. 

조사도구

  각 환자의 증도를 보정하기 한 측정도구로는 APACHE 

III를 이용하 다. APACHE III는 환자들에서 병태생리학

으로 공통 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정량화 한 것으로 APS 

(Acute Physiology Score, 0−252 ), CHE (Chronic Health 

Evaluation, 0−23 ) 그리고 Age (0−24 )로 구성된다. 

수가 높을수록 증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최소 0 에서 최

고 299 의 범 를 갖는다. APACHE III 수를 산출하기 

해 활력 징후, 임상병리 검사 결과의 이상, 산-염기장애에 

한 수, 신경학  이상에 한 수, 만성건강평가 그리

고 연령을 구분하여 조사하 다. 각 검사 결과는 APACHE 

III 도구 용 원칙에 따라 입실 후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검사 결과  증도 수가 가장 높은 값을 채택하 다. 

  활력 징후는 맥박수, 평균 압, 체온, 호흡수를 포함하

다. 임상병리 검사 결과의 이상은 동맥 산소분압, 폐포-동맥

간 산소분압차, 색소, 백 구 수, 크 아티닌, 소변 배출

량, 요소질소(BUN), 나트륨, 알부민, 빌리루빈, 당을 

조사 내용으로 하 다. 산-염기장애에 한 수는 액산

도(pH)와 동맥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조사 내용으로 하

다. 신경학  이상에 한 수는 라스고우 코마 수

(Glasgow Coma Scale)를 조사 내용으로 하 다. 만성건강평

가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간부 , 임 종, 이암, 백 병, 

다발성 골수종, 면역억제, 간경화와 같은 동반 질환의 유무

를 조사 내용으로 하 다.

분석 방법

찰사망률의 산출: 입원 도  사망(in-hospital mortality)

한 경우와 의무기록에 가망 없는 퇴원(hopeless discharge)으

로 명시된 경우만 사망 사례로 간주하여 찰사망률을 산

출하 다.

증도 보정 사망률 측모형 구축: 기존 APACHE III 도

구 개발연구를 통해 알려진 APACHE III 방정식에서의 

증도 보정 측 사망률은 각 환자의 APACHE III 수, 주

요 질병 범주, 입원 경로를 독립변수로 하고 사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외에 성별, 수술 

구분, 응 수술 여부를 추가하여 우리나라 환자실 환경에 

합한 증도 보정 사망률 측모형을 구축하고자 하 다. 

성별, 주요 질병 범주, 수술 구분, 입원 경로는 범주형 자료

로 입력되었으며 APACHE III 수는 연속형 자료로 입력

되었다.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여 각각의 변수가 사망에 기

여하는 정도를 분석하 고, 그 결과 통계 으로 의미가 있

게 나타난 변수들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독립변수

로 간주하여 최종 인 증도 보정 사망률 측모형을 구

축하 다. 증도 보정 사망률 측모형의 타당도는 c-통계

량으로 평가하 고, 합도는 Hosmer and Lemeshow (H-L) 

통계량으로 평가하 다. 

병원별 환자실 성과 비교: 증도 보정 사망률 측모

형을 통해 계산된 측사망률과 실제 각 병원의 찰사망

률의 비(사망률 성과지표(Mortality Performance Index, MPI))

를 구하 다 (Equation 1). 

  Equation 1

MPI = 
  

   × 

연구결과

일반  특성: 조사 상 병원은 20개 으며 부분 도시

에 소재한 학병원 는 종합병원이었다. 병상규모는 500−
2,200병상 이었으며 수도권, 부권, 남권, 호남권 등 

국 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상병원은 모두 인턴, 지

던트 수련병원이었다. 조사 상자는 최  20개 병원에서 

1,383명이었으나, 1개 병원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자료가 입

력되지 못하 고,  다른 1개 병원에서는 입력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이들 2개 병원의 자료를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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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bserved Mortality by Each 

Variable

Variable
ICU patient 

N (%)

Number 

of death 

Observed 

mortality (%)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Surgery

Operation

  Without operation

  Emergency operation

  Planned operation

Admission route

  General ward

  Operating room

  Emergency room

  Other hospital

Major disease categories

  Neurological

  Gastrointestinal

  Respiratory

  Cardiovascular

  Trauma

  Renal

  Sepsis

  Metabolic

  Orthopedic

  Other

Total

535 (49.1)

555 (50.9)

713 (65.4)

149 (13.7)

228 (20.9)

279 (25.6)

268 (24.6)

478 (43.9)

 65 ( 6.0)

318 (29.2)

239 (21.9)

185 (17.0)

 70 (6.4)

 63 (5.8)

 64 (5.9)

 32 (2.9)

 30 (2.8)

 21 (1.9)

 68 (6.2)

1,090 (100.0)

167

 96

211

 35

 17

101

 26

116

 20

 59

 57

 63

 13

 15

 14

 17

  4

  1

 20

263

31.2

17.3

29.6

23.5

 7.5

36.2

 9.7

30.8

24.3

18.6

23.8

34.1

18.6

23.8

21.9

53.1

13.3

 4.8

29.4

24.1

Table 2. C-statistics and Hosmer-Lemeshow P value of Each Model

Model c-statistics H-L P value

APACHE III score ＋ OP

APACHE III score ＋ ROUTE

APACHE III score ＋ MDC

APACHE III score ＋ OP ＋MDC

APACHE III score ＋ ROUTE ＋ MDC

0.663

0.674

0.728

0.735

0.743

0.128

0.443

0.780

0.783

0.849

APACHE III: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I, OP: operation, ROUTE: admission route, MDC: major disease 

categories.

제외하 다. 한, 그 외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일부 

자료에서 논리  오류 등이 발견되어 총 293건의 자료를 

제외한 1,090건의 자료를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상자의 성별 구성은 남자가 659명(60.5%), 여자가 431명

(39.5%)이었다. 상자의 연령 별 구성은 병원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연령은 60세(최소 18, 최  98) 다. 

그 외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

수술을 받고 입실한 환자가 13.7%, 계획된 수술을 받고 입

실한 환자가 20.9%로 체 환자의 34.6%가 수술 후 입원한 

환자 다. 환자실 입원 경로로는 응 실이 43.9%로 가장 

높았고, 병실(25.6%), 수술실(24.6%), 다른 병원(6.0%) 순이었

다. 환자실 입원환자의 질병군을 크게 10가지 범주로 나

어 보았을 때 뇌출 , 뇌종양 등 신경계 질환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최상  3개 질병군인 신경계, 장 계, 호

흡기계 환자가 체 환자의 68.1%를 차지했다. 환자실 평

균 재원일수는 8.5일 (4.4−18일), 평균 병상 수는 60병상 

(14−157병상), 평균 병상 회 율은 46.8% (18.2−103.1%)이

었다.

찰사망률: 조사 상자 1,090명  사망자는 263명으로 

체 찰사망률은 24.1% 다. 남성의 사망률은 25.6%, 여

성의 사망률은 21.8%로 남성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 연령

별 사망률은 80세 이상의 고연령 에서 32%로 가장 높았으

며 60세 미만에서는 18.9%, 60세 이상에서는 25.8%로 나타

났다. 각 병원별 찰사망률은 10%에서 45%로 조사되었다.

  내과계 환자의 사망률(31.2%)은 외과계 환자(17.3%)에 비

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사

망률이 가장 높았고(29.6%),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서는 응

수술(23.5%)이 계획된 수술(7.5%)에 비해 사망률이 3배 이

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수술은 부분의 경우 종

양제거술 는 이와 연 된 수술이었으며, 응 수술은 외상

과 련된 골  는 뇌출  환자에 한 수술이 부분이

었다. 일반 병실에서 옮겨온 환자의 사망률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술실에서 옮겨온 환자의 사망률이 9.7%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패 증의 경우 환자수는 많지 않으

나 치사율이 높아 사망률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흡기계 환자의 사망률은 34.1%, 소화기계 환자의 사망률

은 23.8%, 외상 환자의 사망률은 23.8%, 신경계 환자는 환

자수는 가장 많지만 사망률은 18.6%로 상 으로 낮은 사

망률을 나타냈다.

증도 보정 사망률 측모형 구축: 단변량 분석 결과 성

별은 사망률의 차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수술 구분, 입원 경로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수술을 실시한 환자에 비

해 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5.2배 높

고, 응 수술을 실시한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 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에 비해 병

실에서 옮겨온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1.8배, 수술실에서 

옮겨온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0.34배로 나타났다.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APACHE III, 수술 구분, 입원 경로, 주요 질병 범주를 각각 

독립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c-통계

량과 H-L 값에 따르면 APACHE III, 입원 경로, 주요 질병 

범주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이 가장 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최종 으로 선정된 모형에 따르면 AP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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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rtality Performance Index of Each Hospital's ICU

Hospital
Observed 

mortality rate (A)

Predictive 

mortality rate (B)

Mortality Performance 

Index (A × 100/B)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Total

10.0

17.2

22.9

20.4

15.6

23.3

20.7

16.4

21.1

19.0

27.1

26.7

31.6

26.7

28.8

26.6

45.0

37.9

24.3

20.4

24.9

31.3

27.1

20.3

28.7

25.2

20.0

23.3

19.4

23.8

23.3

26.8

21.3

22.3

20.5

30.8

24.4

24.1

 49

 69

 73

 75

 77

 81

 82

 82

 90

 98

114

115

118

125

129

130

146

155

101

III 수가 1  커지면 사망할 가능성이 1.0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 실을 경유한 환자에 비해 일반 병실

에서 옮겨온 환자의 사망 확률이 1.7배, 수술실에서 옮겨온 

환자의 사망 확률은 0.45배로 나타났다.

병원별 환자실 성과 비교: 증도 보정 사망률 측모

형에 따라 각 환자별 사망 확률을 구하고, 이를 기 로 각 

병원의 증도 보정 사망률을 계산하 다(Table 3). 사망률 

성과 지표가 100보다 낮은 병원이 10개, 100보다 높은 병원

이 8개로 나타났다. 상병원  5개 병원은 찰사망률이 

측사망률의 95% 신뢰구간 범  내에 있었고, 7개 병원은 

찰사망률이 측사망률의 신뢰구간 보다 낮아 환자실 

진료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 병원은 찰사

망률이 측사망률의 신뢰구간 보다 높아 진료성과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의 환자실 찰사망률은 24%로 기존 국내 단일 

기  연구 결과인 18%와 31% 사이에 있었다[2-5]. 해외의 

다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환자실 찰사망률은 

10%, 국은 18%, 스페인은 21%로[6-8], 본 연구 결과가 외

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증도를 비롯

한 험요인을 보정하지 않은 찰사망률만을 비교한 것으

로 이것이 국가 간 는 병원 간의 성과나 질 인 차이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병원별 환자실 찰사망률은 10%

에서 45% 다. 내과계 환자실 환자의 찰사망률이 외과

계 환자보다 2배 정도 높은 이유는 내과계 환자에서 패

증, 호흡부  등과 같이 증도가 높은 질병의 비 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수술을 실시한 환자 에

서 응 수술을 실시한 환자가 계획된 수술을 실시한 환자

보다 3배 정도 찰사망률이 높은 것은 경막외 출 , 내부 

장기 손상 등과 같은 외상성 질환에 한 응 수술이 암 

제술 등과 같은 계획된 수술보다 증도가 상 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일반 병실에서 옮겨온 환자

의 사망률(36.2%)이 다른 입원 경로의 환자에 비해 가장 높

았는데 이는 환자실에서의 치료 여부와 상 없이 사망할 

것으로 상되는 증도의 환자 즉, 말기 암환자 등이 사망

을 앞두고 일반 병실에서 환자실로 옮겨오기 때문인 것

으로 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외국에 비해 우리나

라 의료기 의 환자실 찰사망률이 높은 원인  하나

로 사료된다[7-9]. 한 수술이 늦게 끝나는 외과계 환자의 

경우 증도에 계없이 회복실 신 환자실에서 수 시

간 머무르는 체계를 용하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

실에서 옮겨 온 환자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단된

다. 

  APACHE III 수, 입원 경로 그리고 주요 질병 범주를 

독립변수로 하여 구축된 모형이 각 변수별 통계  유의성, 

c-통계량, 합도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본 연구에서 증도 보정 사망률 측모형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Knaus 등이[6] APACHE III 공식에서 선정

한 변수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사망 험도를 측할 때 

각 변수들에서 용된 계수 값이 서로 달라 최  APACHE 

III 개발자들의 용 결과와 국내 환자의 용 결과를 직  

비교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련 연구와 비교했을 때 사망 측의 타당도는 

다소 부족하게 측정되었으나 측모형의 합도는 매우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c-통계량은 0.743로 외

국 연구의 c-통계량인 0.82−0.90와 국내 연구의 c-통계량인 

0.91, 0.9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5-8]. 기존 연구에 

따르면 증도 보정 모형을 용하는 환자군에 따라 통계

 합성에 차이가 있어, 내과계 환자에 비해 외과계 환자

에서 c-통계량이 더 낮게 나타난다[10]. 특히 APACHE III의 

경우는 내과계 질환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모두 c-통계

량이 0.80이상으로 높게 나왔으나, 외과계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c-통계량이 0.72, 0.73으로 낮게 나왔다는 연

구도 있다[4,11]. 외국의 연구와 국내 연구의 내과계와 외과

계 환자 비율과 c-통계량의 계를 살펴보면, 내과계 환자의 

비가 높을수록 c-통계량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2,5-8]. 

본 연구의 내과계와 외과계 환자의 비율은 50：50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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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기존 연구들에 비해 외과계 환자의 비 이 높았기 때문

에 c-통계량이 기존 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단

된다. 그러나 c-통계량이 0.743으로 비교  양호한 수 이었

으므로 본 연구의 증도 보정 사망률 측모형을 용하

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최종 측모형의 

H-L의 합도 검정에서의 P값이 0.849로 나타나 이는 통계

으로 매우 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증도를 고려한 기 사망률과 찰사망률의 비인 사망

률 성과 지표 역시 49에서 155로 분포하여 병원 간 환자

실의 성과 차이가 3배 정도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

자구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자실의 진료성과가 

병원별로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  수 의 평균

인 향상과 더불어 질  변이를 이는 것이 질 리의 요

한 목표라는 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환자실

의 질 리가 얼마나 시 한 문제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상 한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 상 병원

이 무작 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병원의 신청을 받은 

뒤 그  일부 병원을 선정하 기 때문에 선택 편견의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청병원들의 지역  분포, 의료기

의 종류, 병상수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선발하 고 선

발된 병원의 부분이 국 으로 지역을 표할 수 있는 

병원들이었기 때문에 환자실의 증도 보정 사망률 변이 

측정이라는 본 연구의 목 에 큰 제한 이 되지는 않을 것

이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국내 모든 의료기  환자실

에 일반화하여 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외국의 련 연구들은 부분 향  코호트 연구방법으

로 연구를 진행하 으나[6-8], 본 연구에서는 이미 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는 후향  연구방법을 이용하

다. 한 APACHE III 수를 산출하기 해 환자의 조사표

를 입력하는데 한 건당 평균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각 병원별로 충분한 숫자의 환자수를 확보하지 못하 다. 

그리고 환자가 퇴원한 후에 의무기록을 참조하여 조사를 

진행하 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부분에 해서

는 추가 정보 등을 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상자의 

숫자가 외국의 련연구에 비해 었고, 이로 인해 일부 통

계분석에서 표본 수가 부족하여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한 

상 환자에 한 추 조사 시행이 어려워 병원에서 사망

한 경우만을 사망으로 처리하 기 때문에 환자실의 재원

기간이 길어지면, 사망 환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

다. 연구에 참여한 의료기 들의 환자실 평균재원일수는 

8.5일이었으나 3.3일에서 18일로 다소 편차가 있었다. 그러

나 상 으로 재원일수가 긴 병원들에서 입원환자수가 

고 증도가 낮은 환자의 비율이 높아 결과에 심각한 향

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단된다. 향후 조사 상자와 

병원을 추가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APACHE III 도구를 개발한 연구진에서는 17,440명의 

환자 그룹을 상으로 78종류의 주요 질병 그룹을 범주화 

하여 사망 확률 측에 이용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체 

상 환자수가 상 으로 매우 어 주요 질병범주를 좀 

더 넓게 용하여 48종류로 제한했음에도 일부 질병 범주

에서는 환자의 숫자가 어 통계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

하지 못하 다. 향후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연구 

상자의 수를 충분히 늘려 사망률 측 모형을 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사망 확률 측이 가능할 것이다. 

  한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는 특정한 치료

 개입이 증도 보정 사망률의 변이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병원의 구조  요인이나 환

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수 이 변이의 주요 

요인으로 밝 지고 있다. 즉, 환자 문의 유무, 환자실 

담의사 수 등 의료인력 요인과 의사-간호사 업 수 , 

병원 의체 수 등의 워크, 업무량과 업무 부담, 표 화 

지침 유무, 기술 수  등이 사망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12]. 따라서 추후 이와 같은 의료기  요인을 추가

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각 병원별 측사망률에서 찰사망률을 뺀 차이를 비교

하면 가장 낮은 병원은 −14.2 고, 가장 높은 병원은 10.4

다. 이는 환자실 입원 환자를 100명으로 환산했을 때 

상되는 사망자수 보다 14명이 더 사망한 병원이 있는 반

면, 10명이 덜 사망한 병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환자실의 질  차이를 이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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