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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자의 년간 총직접비용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total direct cost of years of cerebrovascular disease

유인숙*

In Sook, Yoo*
요  약 본 연구는 뇌혈관질환자의 년간 총직접비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자 중 2012년 한 해 동안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1건 이상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265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뇌혈관질환자 일반사항은 2012년에 한국의료패널 응답자 중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연구방법은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의 평균의료비와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직접비용을 산출

한 후 년간 총직접비용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뇌혈관질환자가 1인당 연 평균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액은 약

561,934원이고, 남성은 669,557원, 여성은 448,696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본인

부담액은 평균 634,459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60,236원이었다. 뇌혈관질환자가 265명의 연 평균 총직접비용은 약

162,165,690이고, 남성은 193,223,955원, 여성은 129,486,685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총직접비용은 평균 183,095,125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46,241,705원이었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 소득 3분위에

속한 환자는 672,26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분위에 속한 환자는 108,970,650원 으로 뇌혈관질환자의 총직접

비용이 가장 낮았다.

주요어 : 의료비, 직접의료비, 년간총직접의료비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otal annual direct cost of cerebrovascular disease patients. For this study, 
265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y used more than one emergency, inpatient, and outpatient services for 
cerebrovascular disease during the year of 2012 among Korean medical panel investigators in 2012 were 
included. In general, patients with cerebrovascular disease responded to cerebrovascular disease among Korean 
medical panel respondents in 2012. Percentage of respondents using inpatient and outpatient services. Total direct 
cost w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per capita annual medical expenditure per person 
is about 561,934 won, 669,557 won for men and 448,696 won for women. In the case of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the per capita self burden due to cerebrovascular disease averaged 634,459 won and the medical 
benefit recipients 160,236 won. The average total direct cost of 265 people with cerebrovascular disease is about 
162,165,690, 193,223,955 won for men and 129,486,685 for women. The total direct cost per person due to 
cerebrovascular disease was 183,095,125 won and the medical benefit recipient was 46,241,705 won.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the highest rate of 672,268 won in the third income group of the household income, and 
108,970,650 won in the fifth income group, the lowest total direct cost of the patients with cerebrovascular 
disease.

Key Words : Direct medical costs, Medical expenses, Total direct costs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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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5 건강보험통계연보[1]에 의하면, 국민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건수 및 급여

비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뇌혈관질환은 발생빈도가 매우 높아 신경계 질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주로 노인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되고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외상으로인한뇌출혈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의 연장, 식생활

및 생활환경의변화, 급속한의학발달에도 불구하고

뇌혈관질환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사망원인 중 뇌혈관질환이 24.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2]. 2005년 통계청 자료[1]에 의하면

처방약제비를 포함하여 뇌혈관질환자가 뇌혈관

질환으로 지출한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에 대한

분석 결과 이다. 뇌혈관질환자가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의료비지출액은약 561,934원이고, 남성은

669,557원, 여성은 448,696원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본인부담액은

평균 634,459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60,236원

이었다.

가구소득별로보면, 가구소득 1분위에속한환자의

경우 처방 약제비를 포함한 1인당 본인부담액은

489,254원 이었고, 2분위에 속한 환자는 657,819원,

3분위에 속한 환자는 672,268원, 4분위 537,872원,

5분위는 377,604원으로 가구 소득 3분위에 속한

뇌혈관질환자의 1인당 본인부담의료비 지출액이

가장 높았고, 5분위에 속한 뇌혈관질환자의 1인당

본인 부담액 의료비 지출액이 가장 낮았다.

뇌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단일질병

으로는 첫째를 차지한다.

2004년 우리나라의 사망자 총수 24만 6천명 중

뇌혈관질환 사망자가 3만 4천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암은

135.1명으로 1위, 뇌혈관질환은 70.3명으로 2위,

허혈성 심장질환이 26.3명으로 3위로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 뇌혈관질환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뇌혈관질환 환자의 경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질병이므로 가족이나 전체사회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3]. 뇌졸중은 생존한 환자의 60%이상

에서신경학적손상의결과로인하여편마비, 실어증,

연하곤란, 우울증의 장애를 남기는중증의 질환으로

성인에서 발생하는 후천적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질환이된다. 특히 뇌졸중은장기간의집중적인

의료처치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 불구나

영구적 기능제한을 가진 상태에서 예후가 불확실

하며, 가족 구성원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돌봄을

위한 물질적, 인적 요구가 높아져 가족 기능과

가족원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4].

따라서 뇌혈관질환 의료이용 환자의 진료비

청구건수 및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되나, 정확한발생규모나진료비지출에대한분석이

없는실정이므로, 뇌혈관질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장단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5]. 뇌혈관질환 즉, 뇌졸중환자의

치료에 사용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측정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뇌혈관질환자의 의료이용정도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6]. 그러나 그동안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뇌혈관진료비의 지출 규모나 변화추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었으며[7], 뇌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도 주로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 사망률 추이

[8], 삶의 질,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에 한정되었으며 또한 의료이용시 발생되는

의료비는사회경제적수준이낮은계층특히저소득층

및취약계층에서의료이용이어렵다고여러연구자들

[9.10.11]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이용에 따른 년간 총직접비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의료패널[12]조사참여자

중 년 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 입원, 외래,

처방약, 간병비를 비롯하여, 비급여본인부담을

가중평균[13.14]하여 년간 총직접비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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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학적관점 및 사회적관점에 따라

총직접비용산출이달라질수있는데의학적관점에서

지출된 응급, 입원, 외래, 처방약, 간병비를 의료비

지출로 산출하였으며, 비급여 본인부담은 외래,

응급은 의료비 지출의 가중평균 8.9%, 입원은

26.3%로 산출하였으며(2005. 2006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실태조사 자료), 뇌혈관질환으로 지출한

1인당연평균총직접비용에있어항목구분이없는것은

전체 항목에 8.9%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참여자 중에서 2012년

한해동안뇌혈관질환으로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1건 이상 이용하였다고 기록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원의 경우 2012년에 입원이나 퇴원을

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에

한국의료패널 응답자 중에서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265명이 선정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참여자 중에서 2012년

한 해동안뇌혈관질환으로응급, 입원, 외래, 처방약,

간병비 서비스를 이용한평균 의료비를산출하였고,

비급여직접비용은응급, 외래는가중평균 8.9%, 입원은

26.3%을 하였고, 처방약과 간병비는 의료비만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뇌혈관질환자 연도별 의료비지출

항목 구성비는 응급, 입원, 외래, 처방약, 간병비 서

비스의 항목 구분이 있어 비급여직접비용은 평균

의료비에 응급, 외래는 가중평균 8.9%, 입원은

26.3%을 하여 265명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하지만

뇌혈관질환 일반사항 1인당 연평균 총직접비용은

항목구분이 없이 전체 8.9% 가중평균으로 산출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뇌혈관질환자의 일반사항

2012년에 뇌혈관질환으로 의료이용을 한 사람은

265명으로 전체의 1.7%였다.

남성 뇌혈관질환자는 136명(1.7%), 여성은 129명

(1.6%)이었고 65세 미만은 92명으로 0.7%, 65세

이상은 173명으로 8.8%였다. 가구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가 98명으로 5.4%, 2분위가 59명

(1.9%), 3분위 56명(1.6%), 4분위는 32명(0.9%),

5분위는 22명(0.6%)으로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뇌혈관질환으로 의료이용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패턴은 연도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1).

2. 뇌혈관질환자의연간본인부담의료비지출규모

다음 (Table2) 에서는 뇌혈관질환자의 연도별

의료비 지출항목을 전체 의료비 지출항목과 비교

해 보고자 하였다. 2012년의 경우 전체질환자를 대

상으로 의료비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외래 의료비(57.9%)이고 그 다음은 입

원의료비(25.8%), 처방약(13.9%) 순이었다. 이와

달리 뇌혈관질환자가 뇌혈관질환을 포함한 기타

모든 질환에 대해 지출한 항목별 의료비 중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원 의료비(34.8%)

이고 그 다음은 외래 의료비(34.1%), 처방약

(1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질환자를 대상으

로 한 의료비 지출 항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처

방약 지출과 간병비 지출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1. 뇌혈관질환자 연도별 직접비용 항목 구성비

뇌혈관질환자 연도별 직접비용 항목 구성비 표

2-1과 같다.

응급. 외래는 가중평균 8.9%, 입원은 26.3% 로

산출하였다.

다음 <표2-1>에서는 뇌혈관질환자의 연도별

직접비용을 항목별로 전체 의료비 지출항목과 비

교해 보고자 하였다. 2012년의 경우 전체질환자를

대상으로 직접비용은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외래 직접비용(65.2%)이고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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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직접비용(33.6%) 순이었다. 뇌혈관질환자가

뇌혈관질환을 포함한기타모든질환에대해지출한

항목별 직접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원직접비용(34.8%)이고 다음은외래의료비

(34.1%)으로나타났으며전체질환자를대상으로한

의료비 지출 항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처방약

지출과 간병비 지출의 비중이 높아졌다.

3. 뇌혈관질환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의료비

<표 3>은처방약제비를포함하여뇌혈관질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지출한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에

대한 분석 결과 이다. 뇌혈관질환자가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의료비지출액은약 561,934원이고, 남성은

669,557원, 여성은 448,696원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뇌혈관질환으로인한 1인당본인부담액은평균

634,459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60,236원이었다.

가구소득별로보면, 가구소득 3분위에속한뇌혈관

질환자의 1인당본인부담의료비지출액이가장높았고,

5분위에 속한 뇌혈관질환자의 1인당 본인 부담액

의료비 지출액이 가장 낮았다.

3-1. 뇌혈관질환자 1인당 연평균 총직접비용

<표 3-1>은 뇌혈관질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지출한 1인당 연평균 총직접비용에 대한 분석 결과

이다. 여기에서는항목비용을구분되지않아본연구자는

년간 총직접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전체 항목에

8.9%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다. 뇌혈관질환자가

1인당 연평균 총직접비용은 약 162,165,690이고,

남성은 193,223,955원, 여성은 129,486,685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총직접비용은 평균 183,095,125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46,241,705원이었다.

가구소득별로보면, 가구소득 1분위에속한환자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총직접비용은 141,191,205원

이었고, 2분위에 속한 환자는189,836,460원, 3분위에

속한환자는 672,268원, 4분위 155,221,630원, 5분위는

108,970,650으로가구소득3분위에속한뇌혈관질환자의

1인당 년 총직접비용은 가장 높았게 나타났으며,

5분위에 속한 뇌혈관질환자의 총직접비용이 가장

낮았다.

Ⅳ. 논의

본연구는뇌혈관질환자의년간총직접비용에대한

연구를하였다. 주로노인연령층에서많이발생되고

있고최근에는젊은연령층에서도증가추세를보이고

있으며,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평균수명의연장, 식생활및생활환경의

변화, 급속한 의학발달에도 불구하고 뇌혈관질환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사망원인

중뇌혈관질환이 24.3%로 1위를차지하고있다고발표

[2]되고있듯이연구의결과도총직접비용에있어서도

젊은층인 30~39세가가장많았다(28.6%). 가구소득에

있어서도5분위소득에서기존발표된바와같이의료비

지출이가장낮았으며이는개인의삶과환자의독립

적인 생활이 어려운 질병이라고 여겨져 개인의 삶에

의료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1][3][4]. 여러 연구자

[9.10.11]들은 의료비가 사회경제적수준이 낮은 계층

특히저소득층및취약계층에서의료이용이어렵다고

발표하였듯이 건강보험평균의료비가 634,459원 인

반면, 의료급여는 160,236원이였고, 가구소득 1분위

489,254원, 2분위 657,819원인 반면 5분위 의료비는

377,604원이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직접비용에 대한

연구자료가많지않으므로향후뇌혈과질환의의료비

및 년간 총직접비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Ⅴ. 결 론

2012년 한국의료패널데이터[12]자료를 통하여

뇌혈관질환자가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액은약 561,934원이고, 남성은 669,557원, 여성은

448,696원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

으로 인한 1인당 본인부담액은 평균 634,459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60,236원이었다.

뇌혈관질환자가 265명의 연평균 총직접비용은

약 162,165,690이고, 남성은 193,223,955원, 여성은

129,486,685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경우뇌혈관질환

으로 인한 1인당 총직접비용은 평균 183,095,125원

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46,241,705원이었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가구 소득 3분위에 속한 환자는

672,26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분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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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환자는 108,970,650원 으로 뇌혈관질환자의

총직접비용이 가장 낮았다.

뇌혈관질환과년간직접비용은해마다사망원인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증가추세로서 가족이나

사회전체에비용부담이커지고있고, 이는사회전반에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낮아질 것으로 뇌혈관질환의

의료비 및직접의료비, 사회적비용에 이르는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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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2012

Percentage of patients

sex
male

female

136

129

(1.7)

(1.6)

age

Under 9 years

10 to 19 years

20 to 29 years

30 to 39 years

40 to 49 years

50 to 59 years

60 to 69 years

70 to 79 years

80 years old or older







3

11

39

79

102

30







(0.1)

(0.4)

(1.7)

(5.7)

(9.6)

(10.6)

Under 65

65 years or older

92

173

(0.7)

(8.8)

Marital Status
No spouse

Has a spouse

81

184

(1.1)

(2.2)

Medical Assistance

Health Insurance

Medical benefits

other

220

38

7

(1.5)

(6.0)

(14.2)

Disability
No faults

Disabled

178

87

(1.2)

(11.5)

Economic activity

Have

Do not

Under 14 years

176

89



(3.1)

(1.2)



Household income

First quartile

Second quartile

Third quartile

Quartile

Quintile

98

59

56

32

22

(5.4)

(1.9)

(1.6)

(0.9)

(0.6)

계 265 (1.7)

표1. 뇌혈관질환자 일반사항

Table1. Generalities of cerebrovascular disease patients

(Unit: persons,%)

Note: Medicare and others include national merit recipients other than medical benefits recipients, and those who are

not 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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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2012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all

emergency

Admission

Outpatient

Prescription medicine

Nursing fee

total

5,411

(49,990)
(1.1)

123,888

(711,181)
(25.8)

278,565

(646,541)
(57.9)

67,008

(145,308)
(13.9)

6,219

(243,000)
(1.3)

481,091 (100.0)

Cerebrovascular disease

patient

emergency

Admission

Outpatient

Prescription medicine

Nursing fee

total

21,304

(100,350)
(1.3)

584,042

(1,294,576)
(34.8)

571,501

(728,888)
(34.1)

309,964

(242,449)
(18.5)

189,260

(1,442,940)
(11.3)

1,676,071 (100.0)

표2. 뇌혈관질환자 연도별 의료비 지출 항목 구성비

Table2. Composition of Medical Expenditure Items by Cerebrovascular Disease Year

(Unit: persons,%)

Note: 'Whole' refers to the total panel members' annual average per item, and 'Cerebrovascular Disease' refers to all

cerebrovascular disease patients

Means the annual average amount of expenditure p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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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2012년 비급여본인부담 직접비용 년총직접비용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all

emergency

Admission

Outpatient

Prescription

medicine

Nursing fee

total

5,411

(49,990)
(1.1)

481

(4,449)
(0.8)

5,892

(54,439)
(1.2) 1,561,380 (1.1)

123,888

(711,181)
(25.8)

32,582

(187,040)
(56.3)

156,470

(898,221)
(33.6) 41,464,550 (29.0)

278,565

(646,541)
(57.9)

24,792

(170,040)
(42.9)

303,357

(816,581)
(65.2) 80,389,605 (56.3)

67,008

(145,308)
(13.9) - - - 17.757.120 (12.4)

6,219

(243,000)
(1.3) - - - 1.648.035 (1.2)

481,091 (100.0) 57,855 (100.0) 465,719
(100.0

)
142,820,690

(100.0

)

Cerebro

vascular

disease

patient

emergency

Admission

Outpatient

Prescription

medicine

Nursing fee

total

21,304

(100,350)
(1.3)

1,896

(8,931)
(1.3)

23,200

(109,281)
(1.3) 6,148,000

584,042

(1,294,576)
(34.8)

153,603

(340,473)
(34.8)

737,645

(1,635,049)
(34.8) 195,475,925

571,501

(728,888)
(34.1)

50,863

(64,871)
(34.1)

622,364

(793,759)
(34.1) 164,926,460

309,964

(242,449)
(18.5) - -

309,964

189,260

(1,442,940)
(11.3) - - - 189,260

1,676,071 (100.0) 705,586 (100.0) 1,882,433
(100.0

)
367,049,609

표2-1. 뇌혈관질환자의 의료비에 따른 평균직접비용 항목 구성비

Table2-1. Average direct cost of medical expenses for patients with cerebrovascular disease

(Unit: persons,%)

Note: 'Whole' refers to the total panel members' annual average per item, and 'Cerebrovascular Disease' refers to all

cerebrovascular disease patients

Means the annual average amount of expenditure p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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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verage medical fee for 2012

Number of patients 265

sex
male

female

669,557

448,696

age

Under 9 years

10 to 19 years

20 to 29 years

30 to 39 years

40 to 49 years

50 to 59 years

60 to 69 years

70 to 79 years

80 years old or older



2,164,200



2,865,835

1,000,362

417,524

412,300

544,037

781,635

65세 미만

65세 이상

591,739

545,899

Marital Status
No spouse

Has a spouse

424,895

622,839

Medical Assistance

Health Insurance

Medical benefits

other

634,459

160,236

444,590

Disability
No faults

Disabled

581,832

521,221

Economic activity

Have

Do not

Under 14 years

458,492

763,894



Household income

First quartile

Second quartile

Third quartile

Quartile

Quintile

489,254

657,819

672,268

537,872

377,604

계 561,934

표3. 뇌혈관질환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의료비(해당 질환 발생 의료비)¹⁾
Table3. Annual average self-pay burden per person with cerebrovascular disease (medical expenses incurred) ¹

(Unit: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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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verage

medical fee

for 2012

Non-payment at

your own expense

(Weighted

average 8.9%)

Direct cost

(Average +

weighted

average)

Total direct cost

per year

(Average +

weighted average +

direct cost)

Number of patients 265 265 265 265

sex
male

female

669,557

448,696

59,590

39,933

729,147

488,629

193,223,955

129,486,685

age

Under 9 years

10 to 19 years

20 to 29 years

30 to 39 years

40 to 49 years

50 to 59 years

60 to 69 years

70 to 79 years

80 years old or older



2,164,200



2,865,835

1,000,362

417,524

412,300

544,037

781,635



192,613



255,059

89,032

37,159

36,694

48,419

69,565



2,356,813



3,120,894

1,089,394

454,683

448,994

592,456

851,200



624,555,445



827,036,910

288,689,410

120,490,995

118,983,410

157,000,840

225,568,000

65세 미만

65세 이상

591,739

545,899

52,664

48,585

644,403

594,484

170,766,795

157,538,260

M a r i t a l

Status

No spouse

Has a spouse

424,895

622,839

37,815

55,432

462,710

678,271

122,618,150

179,741,815

Medical

Assistance

Health Insurance

Medical benefits

other

634,459

160,236

444,590

56,466

14,261

39,568

690,925

174,497

484,158

183,095,125

46,241,705

128,301,870

Disability
No faults

Disabled

581,832

521,221

51,782

46,388

633,615

567,609

167,907,975

150,416,385

Economic

activity

Have

Do not

Under 14 years

458,492

763,894



40,805

67,986



499,297

831,880



132,313,705

220,448,200



Household

income

First quartile

Second quartile

Third quartile

Quartile

Quintile

489,254

657,819

672,268

537,872

377,604

43,543

58,545

59,831

47,870

33,606

532,797

716,364

732,099

585,742

411,210

141,191,205

189,836,460

194,006,235

155,221,630

108,970,650

계 561,934 50,012 611,946 162,165,690

표3-1. 뇌혈관질환자 1인당 연평균 총직접비용

Table3-1. Average Annual Direct Cost per Cerebrovascular Disease

(Unit: persons,%)

Notes 1. Annual average per capita expenditure for cerebrovascular disease patients with cerebrovascular disease

2. Annual burden per patient = annual average (burden of one patient in case of emergency + burden of

hospitalization + outpatient)

3. If the cost of using the emergency room is settled together with the hospitalization fee, the emergency cost

is regarded as 0 y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