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비가격경쟁의특성을보이는의료기관경

쟁은여전히의료시장 내에서주요한 관심주제이다. 1차

의료기관인의원의수는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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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의원 간 경쟁이 급성중이염 총진료비와 항생제처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진료비와 의원 간 경쟁지수는 시·구·군별 큰 격차를 보였으나, 항생체처방룰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의원 간 
경쟁은 총진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의원 간 경쟁은 항생제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 의료기관 경쟁정도가 진료행태에 미치는 다른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재진비율, 방문당 진료
비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의원, 의료기관 경쟁, 진료행태, 융합요인, 진료비, 항생제 처방률,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ompetitions clinics on the total treatment cost and anti-biotics 
prescription rate. The result of implementing the basic statistics, correlations, and regression analysis by 
facilitating the evaluation data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n 2015 for acute otitis 
media in children is shown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each si-gun-gu for the 
competition index between total treatment cost and clinics, but there is almost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anti-biotics prescription rate. Second, competition in clinics has statistically important impact on the total 
examination cost And, third, competition in clinics has no statistically important impact on the anti-biotics 
prescription rate. There is a need for additional studies on re-examination rate, treatment cost per visit and so 
forth in order to clarify other factors of competi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impacting on the physician 
behavior in the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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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의원의 환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1]. 의료

기관간경쟁은의료공급자의서비스질개선을위한노

력으로확대되었고, 의료서비스공급체계를공급자중심

에서소비자중심으로변화시켰으며, 환자들의의료서비

스에대한만족도가높아지는긍정적인변화를가져왔다

[2, 3]. 그러나 과도한 경쟁으로환자에게불필요한진료,

의료소비자의경제적부담증가, 의료자원의비효율적활

용증가등의부정적측면의문제도야기했다[4, 5].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시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와 건강

보험수가체계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초과

이윤확보에많은제약을받고있고, 일반기업의경쟁과

는 달리 가격경쟁을 시도할 수 없으며, 진료량의 확대를

통해서만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의 확보가 가능한 구조

를갖고있다[2]. 이처럼의사들의수입의대부분은본인

이 진료한 환자 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장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간 경쟁의 심화 정도에 대해 의사들은 민감하

게 반응하게 된다[6].

일반적으로공급이증가하면수요가감소되고시장가

격또한낮아지지만, 의료서비스시장은공급자와수요자

간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해공급이증가하여도공급자

가수요를유인하여서비스공급량을늘릴수있다. 예를

들면, 환자에게 의료기관 재방문 횟수를 늘리거나 불필

요한검사및기타서비스등을유도하거나, 과도한의약

품 처방 등의 진료행태를 통하여 자신의 수입을 보전하

기 위해 공급량을 조절 할 수 있다[7, 8].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러한 비효

율적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9]. 여러 평가 항목 중 2012년도부터 유·소아(만15

세미만)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질환 중 하나인 급성중

이염 항생제처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5

년도상반기평가결과에의하면급성중이염항생제처방

률은 84.19% 이고, 의료기관유형별로는병원 87.38%, 의

원 84.33%, 종합병원 69.17%, 상급종합병원 39.04% 순

이였다. 항생제투약일수률은병원 88.49%, 의원 86.07%,

종합병원 71.19%, 상급종합병원 48.82% 순이다. 각의료

기관별 평가결과의 차이는 의료기관 유형별 특성, 항생

제를처방한의사의진료행태특성, 전문진료과목별차

이및의료기관이소재한지역적특성등의차이로해석

할 수 있다.

의사의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

서의사와환자간정보의비대칭현상으로인하여불필

요한 의료서비스 등을 유도할 가능성에 대한 공급자 유

인수요와관련된문제가지속적으로논란이되고있다[6,

10, 11]. 그러나의료공급자유인수요문제와관련하여의

사의진료행태에미치는영향에관한선행연구들은대부

분 국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수가제도가 아닌

지불보상체계를중심으로한연구가많았다[6, 12]. 또한,

국내 다수의 연구에서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의 일반적인 진료행태, 환자

의 의료기관 재방문율 및 의학검사 등을 주제로 수행되

었다[13, 14]. 이러한연구중에서급성상기도감염및제

왕절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으며, 이 외의 특정질

환 및 처치행태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없었다.

만15세 미만유·소아에게발병하는다빈도질환중하

나인급성중이염은급성상기도감염과같이중증도가낮

고비교적외래진료를통하여쉽게치료할수있다. 또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며, 비교적 다른 질

환에 비해서 표준 진료지침이 잘 정립되어 있고 공급자

와수요자의특성요인이진료시다른질환에비해많은

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에의원을대상으로경쟁정도를

파악하는 이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적정성평

가항목중 2015년 상반기유·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처

방적정성평가자료를활용하여 1차의료기관인의원의

유·소아 급성중이염에 대한 진료행태에 의료 수요자의

특성과 같은 의학적 요인이 아닌 의원의 수입과 상관관

계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쟁 정도의 변화가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유·소아 급성중이염 질환은 중증도가 낮고 이비인후

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등에서함께진료가가능한질환

이다[15]. 외래진료를 통하여 쉽게 치료할 수 있고 진료

시 특수검사가 많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진료 과에서

진료가가능한만큼표준진료지침이잘정립되어있다.

이와같이시설, 장비, 인력등과같은구조적인측면에서

의조건에차이가없는질환의경우의약품처방및재방

문횟수등을이용하여공급자유인수요를창출할수있

을 것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적

정성평가항목중 2015년 상반기유·소아 급성중이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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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제처방률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1차 의료기관인 의원

의 유·소아 급성중이염에 대한 진료비 및 항생제처방률

이환자의특성과같은의학적인요인이아닌의원의수

입에밀접한영향을주는지역내의원의경쟁정도와같

은 경제적인 요인이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

고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의원별로 시장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시장지역

내 위치한 의원들의 유·소아 급성중이염 총진료비 자료

를활용하여지역내의료기관경쟁수준평가지표를산

출한다.

둘째, 시장지역 내 의료기관 간 경쟁수준이 유·소아

급성중이염환자의 총진료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셋째, 시장지역내의원급의료기관간경쟁수준이유·

소아 급성중이염 환자의 항생제처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5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자료[9]를 바탕

으로 2015년 1~6월(상반기) 급성중이염을주상병․제1부

상병(급성 화농성 중이염 H66.0, 급성 비화농성 중이염

H65.0, H65.1)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

관 중 평가기간 내 급성중이염 진료건수가 30건 미만인

등급제외 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제외

한 3,547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자료를 구축하

였다.

분석기관을 의원으로 국한시킨 이유는 유·소아 급성

중이염 환자의 경우 3세 이하의 유·소아에게 발병이 가

장 많으며, 1차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에서 항생제를 처방

하는가장흔한질환중의하나로이연구에서분석대상

기관을 의원으로 한정 하였다.

2.2 연구내용
2.2.1 항생제처방률 및 총진료비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해당 의원의 만15세 미만 급성

중이염 환자의 항생제처방률과 총진료비를 의료공급자

의 진료행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항생제처방률은 급성중이염으로 ‘총 내원 한 횟수 중

항생제 총 처방 횟수의 비율’로 정의 하였다.

총진료비는 2015년 1~6월(상반기) 급성중이염을 주상

병․제1부상병(급성 화농성 중이염 H66.0, 급성 비화농

성중이염 H65.0, H65.1)의 총진료비청구자료를바탕으

로유·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처방평가기준에따라산

출된 총진료비 청구액을 이용하였다.

2.2.2 시장구역의 설정 
시장지역 내 의원 간의 경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는 우선 시장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시장구역 내에 있는

경쟁기관의수와각의료기관의시장점유율에관한정보

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16].

우리나라의의원급의료기관을대상으로한선행연구

에서는시장구역설정시주로지정학적경계및고정반

경 방법을 이용하였다[7,8,16]. 이는 의원을 이용하는 환

자는의료기관선택시근접성을고려하여지역내의원

을 방문할 여지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17].

지정학경계의장점은시장구역의경계가행정단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구조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쉽고, 관련 정책과의 연계가 어렵지 않다[18]. 하지만 해

당구역 경계 부근에 위치한 경우, 그 경계 외곽 지역의

경쟁대상자와경쟁상황은고려되지않는문제점이있다

[16].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지

정학적경계방법(행정구역구분)으로의료기관시장구역

을 설정 하였다[8, 16, 17, 19].

2.2.3 의료기관 경쟁 지수
의료기관간경쟁지수는국내다수의[2, 7, 16, 17, 19]

연구에서사용한허쉬만-허핀달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를 사용하였다.

허쉬만-허핀달지수(HHI)는 특정 산업에서의 시장 집

중 정도를 측정하는 시장집중률 지표 중 하나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Si)의 제곱치를

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의원의 매출액 대신 진료비 청구액을

이용하여시장점유율을구하고의료기관경쟁지수(HHI)

를 산출하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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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공급자 특성
진료행태에영향을미치는공급자특성으로시・군・

구단위지역별의사수와의원수를사용하였다. 단위지역

내 보건소, 한방병원, 치과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종

사하는 의사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쟁지수에 직접적

으로영향을미치는의원의의사수와차이가있을수있

다. 따라서 추정 시에는 해당 단위지역 내 유·소아(만15

세미만) 인구만명당의사수와의원수를산출하여사용

하였다.

2.2.5 수요자 특성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자 특성 변수로 해당

단위지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비율, 소득수준, 교

육수준 및 인구밀도를 사용하였다. 65세 인구비율은 해

당 단위지역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을 백분율로

산출 하였고, 소득수준 변수의 경우 해당 단위지역의 소

득수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자료의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해당 단위지역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된 자료로 ‘지

방세정연감(2015)’ 중자치단체별재산세징수총액을해

당지역인구로나누어산출(단위지역일인당재산세납

부액)하여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해당단위지역내 6세

이상 인구 대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인구밀도는 각 자치단체의 인구자료와

면적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의원 간 경쟁 정도가 유·소아(만15세미만)

급성중이염진료행태에미치는영향에관한생태학적연

구(ecological study)로, 항생제 처방건수가 30건 미만인

평가등급제외 의료기관이 소재한 해당지역을 제외 하고

2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단위 분석을 수
행하였다.

의원급 의료기관 간 경쟁이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규명하기위하여통계패키지 SAS Version 9.3 프

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2.3.1 기초통계
전국 212개시·군·구별종속변수와독립변수의대표값

에 대해 평균, 표준오차를 산출하고, 분포를 확인하고자

각 변수의 최소값, 1사분위수, 중앙값, 4사분위수 최대값

을 구했다.

2.3.2 변수 간의 상관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보정변수에 대한 선형 상관관

계를 평가하고자 상관분석을 수행 하였다. 두 변수의 상

관계수 절대값이 0.7 이상이면서 p-value가 0.05 이하일

때통계적으로유의하게선형상관관계를가진다고간주

하였다.

2.3.3 다중회귀분석
이연구에서는 left skewed (negative skewed) 분포를

보이는 종속변수들(총 진료 청구금액과 항생제 처방률)

에대해정규성검정을시행했을때, 정규성을만족하지

못하여 자연 로그 변환을 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역 내 경쟁 지수에 따른 유·소아 급성중이염 총 진료

청구금액과항생제처방률의변화를분석하기위해아래

와 같은 회귀 모형을 설정하였다.

ln(총 진료 청구금액)i
= β0 + β1 (HHI)i + β2 (Supply)i + β3 (Demand)i

ln(항생제 처방률)i
= β0 + β1 (HHI)i + β2 (Supply)i + β3 (Demand)i

i번째시군구의유·소아급성중이염총진료청구금액

과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의 자연 로그 변환

값을종속변수로, i번째시・군・구별의료기관간경쟁
지수(HHI)를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i번째 시・
군・구별 공급측면 변수(Supply)와 i번째시・군・구별
수요 측면 변수(Demand)는 모형 내 보정변수로 활용하

였다. 모형 내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

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dex Factor, VIF)를

사용했으며,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이상인독립변수가

다중공선성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한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결과
이연구모형에사용된변수들의기술통계량은 <Table

1>과 같다. 종속변수인 유·소아 급성중이염 총진료비의

평균은 124,755 천원, 표준오차는 10,306 천원이며, 유·소

아 급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의 평균은 81.3%,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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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66% 이었다. 또한주요관심독립변수인지역별의

료기관경쟁지수의평균은 3,791.62, 표준오차는 226.63이

며, 최저값은 282.97 최고값은 10,000 값을 보인다.

3.2 경쟁지수 및 진료행태 변수 측정 결과
총진료비, 유·소아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및 의원 간

경쟁지수는 <Table 2>와 같다.

의원간경쟁정도는특별시및광역시등의대도시에

서 의료기관 경쟁정도가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

도, 전라남도 등은 의료기관 경쟁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Region HHI

Total
medical
expenses
(1,000 won)

Antibiotics
prescription

(%)

Seoul 1,238.28 215,459 76.36
Busan 2,013.21 93,017 80.55
Incheon 2,140.87 206,817 77.84
Daegu 2,367.68 140,549 80.7
Gwangju 1,871.38 125,870 86.79
Daejeon 2,093.73 198,329 79.33
Ulsan 1,998.88 129,028 83.84

Gyeonggi-do 1,999.79 263,247 81.66
Gangwon-do 6,372.76 36,356 85.17

Chungcheongbuk-do 5,205.65 50,064 80.76
Chungcheongam-do 4,597.95 64,661 79.95
Jeollabuk-do 6,005.65 77,411 74.15
Jeollanam-do 6,014.55 30,261 83.76

Gyeongsangbuk-do 5,903.44 56,049 82.63
Gyeongsangnam-do 5,680.67 66,502 88.65

Jeju 1,272.83 195,828 84.46
Sejong-si 1,847.11 214,162 69.88

<Table 2> Region of Total medical expenses, 
           Antibiotics prescription, HHI

총진료비는 경쟁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항생제처방률은 경쟁정도가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났고, 경쟁정도가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3.3 변수 간의 상관관계
로그변환한종속변수들과독립변수사이의선형상관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 연구의관심독립변수인의원간경쟁지수(HHI)와

로그변환 총진료비의 상관계수는 -0.8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또 다른종속변수인로그변환항생제처방

률과의상관계수는 -0.022로 통계적으로유의한음의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로그 변환 총진료비의 경우 만

15세 미만 인구비율, 인구밀도,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과

는 양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로그 변환 항생제처방률은 어떠한 독립변수와도

선형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4 경쟁정도가 총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의원 간 경쟁정도와 총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같다. 구체적인분석결과에앞

서이연구에서설정한모형의적합도를살펴본결과 R2

= 0.715로 나타나 적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 되었

다. 또한 시장지역의 경쟁지수가 낮아질수록 의료기관

경쟁이치열하다고볼수있는데, 시장지역내의원간의

경쟁이치열할수록유·소아급성중이염진료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Variables Mean
Standard
error

Distribution

Min Q1 Median Q3 Max

Depentdent
Total medical expenses (1,000 won) 124,755 10,306 326 16,423 65,048 191,192 779,781

Antibiotics prescription (%) 81.3 0.66 4.76 77.69 82.11 86.93 98.54

Explanatory

HHI 3,791.62 226.63 282.97 1,144.93 2,369.94 5,167.68 10,000.00

<15 age population of per million Clinics 49.3 4.48 14.16 29.9 38.41 51.72 891.1

<15 age population of per million Doctors 150.69 13.53 26.48 80.4 110.56 146.97 1726.79

≥65 age of population(%) 17.89 0.49 6.39 12.08 15.95 23.21 36.59

Population Density(n/㎢) 4,180.93 436.89 20.22 113.43 587.82 6,419.40 28,501.88

High Education(%) 35.61 0.73 7.11 26.2 35.61 43.02 68.49

Tax_Proper(1,000 won) 320.76 14.96 64.03 163.8 272.01 398.75 1,627.35

<Table 1> Vari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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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예측치를 보았을 때, 경쟁지수와 65세 이상

인구비율, 고학력자비율순으로모형내큰영향력미치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세 변수들은 총진료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5 경쟁정도가 급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의원간경쟁정도와급성중이염항생제처방률에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체적

인 분석결과에 앞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

를 살펴 본 결과 R2 = 0.017로 낮게 나타나 적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의원 간의 경쟁정도는 유·소아 급성중

이염항생제처방률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

않았다.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 Standard error β t p-value

HHI -3.08×10-4 3.46×10-5 -0.549 -8.92 <0.001

<15 age population of per million Clinics 2.26×10-4 1.21×10-3 0.008 0.19 0.852

<15 age population of per million Doctors -6.72×10-4 4.06×10-4 -0.071 -1.66 0.099

≥65 age of population -0.044 0.017 -0.172 -2.56 0.011

Population Density 8.84×10-6 1.52×10-5 0.030 0.58 0.562

High Education 0.029 0.012 0.170 2.36 0.019

Tax_Proper 1.42×10-4 3.86×10-4 0.017 0.37 0.712

F value 73.08

p-value <0.001

R2 0.715

Adjusted R2 0.705 　 　 　 　

<Table 4> The effect of the HHI for each region and medical expenses

　
Total
medical
expenses

Antibiotics
prescription

HHI

<15 age
population
of permillion
Clinics

<15 age
population
of per million
Doctors

≥65 age
of

population

Population
Density

High
Education

Tax_
Proper

Total
medical
expenses

1 0.068 -0.818* 0.065 -0.001 0.601* 0.429* 0.713* 0.317*

Antibiotics
prescription

1 -0.022 -0.046 -0.037 0.061 -0.06 0.005 0.018

HHI 1 -0.073 -0.054 -0.585* -0.447* -0.735* -0.324*

<15 age
population of
per million
Clinics

1 0.411* -0.169* 0.299* 0.213* -0.014

<15 age
population of
per million
Doctors

1 -0.277* 0.246* 0.208* 0.063

≥65 age of
population

1 -0.41* -0.749* -0.404*

Population
Density

1 0.585* -0.101

High
Education

1 0.354*

Tax
_Proper

　 　 　 　 　 　 　 　 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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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이 연구는 의료시장 지역 내 의원 간 경쟁정도가 유·

소아급성중이염진료행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의원 간의 경쟁 정도는 총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수있었으나유·소아급성중이염항생제처방률에

는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결과를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지역내의원간의경쟁정도가높을수록유·

소아급성중이염총진료비가증가하였다. 이러한결과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다수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2,12,13,19,20]. 미국의포괄수가제도입이전캘리포니아

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병원 간 경쟁의 정도와 병원진료

비간의관계를평가한연구결과에서도경쟁이높은지

역에 있는 병원의 평균진료비가 경쟁이 낮은 지역 병원

보다 더 높게 나타나[12] 이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국

내 연구중병원간경쟁수준이병원재원일수및진료비

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도 병원 간 경쟁수준이 높아질

수록재원일당평균진료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해당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2]. 이 연구와 같이 의원을 대상

으로 하여 전국을 경쟁시장지역으로 정의하고 청구진료

비를 시장점유율로 하여 허쉬만-허핀달지수(HHI)로 경

쟁정도를 측정한 연구결과[16, 19]에서도 경쟁수준이 증

가함에따라건당내원일수와건당진료비가증가하는것

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둘째, 시장지역 내 의원 간의 경쟁정도는 유·소아 급

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않았다. 이와같은결과는 1차진료의사들의항생

제처방에영향을미치는여러가지요인을분석한선행

연구[21]에서 의료기관경쟁정도가 심하지않은것은 의

원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수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수있고이러한결과는의사의진료행태에경제

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음을 보이는 결과로 해

석 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연구 결과를 지지 하였다.

또한 호흡기 감염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22]에 따르면 의사들은 호흡기 환자의 73.9%에게 항생

제를 처방하였으며, 성인 환자 보다는 15세 미만의 환자

에게항생제를더많이처방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

은결과는만 15세유·소아를대상으로평가한자료를바

탕으로 실시된 이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3세미만의유아에서급성중이염발병이가장많고

우리나라의항생제처방률이여전히높게나타나는현상

에대한논의에서초기항생제사용이유는바이러스중

이염과세균성중이염의구분이어렵고발병후 2~3일간

증상을완화하는치료를우선시하고경과를지켜본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항생제 처방을 권고 하고 있지만

합병증의우려때문에부모들이불안해하는경우가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5, 23]. 또한 항생제 처방에 결정을

미치는여러요인중환자들이주로다양한매체를통해

습득한 항생제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로 인해 의사의 항

생제 처방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항생제부터 요

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였다[25]. 이처럼 유·소아 질환

의 경우 환자본인의 판단과 결정보다 보호자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이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 Standard error β t p-value

HHI 1.42×10-6 7.62×10-6 0.021 0.19 0.853

<15 age population of per million Clinics -4.45×10-5 2.66×10-4 -0.013 -0.17 0.867

<15 age population of per million Doctors 1.23×10-5 8.94×10-5 0.011 0.14 0.891

≥65 age of population -5.21×10-3 3.82×10-3 -0.170 -1.36 0.174

Population Density -3.71×10-6 3.36×10-6 -0.107 -1.10 0.271

High Education -5.73×10-4 2.75×10-3 -0.028 -0.21 0.835

Tax_Proper -4.57×10-5 8.50×10-5 -0.045 -0.54 0.591

F value 0.510

p-value 0.828

R2 0.017

Adjusted R2 -0.017 　 　 　 　

<Table 5> The HHI for each region and prescription rate of antibiotics of acute otiti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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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 중 급성호흡기 감염증에 대한 주사제, 주사

용 항생제, 경구용 항생제 처방의 지역 간 변이에 관한

연구결과에따르면지역의경제적수준과교육수준이높

고젊은가구의비중이높은지역일수록주사제처방률이

낮게 나타났다[26]. 이 연구에서도 수도권 및 대도시의

항생제처방률이 가장 낮았고 강원도, 전라남도 및 경상

북도 지역의 항생제처방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아

선행연구결과와같이해당지역의경제적수준및교육

수준이 항생제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항생제처방률은 의료진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영향을받는것이아닌해당지역의료수요자의다

양한 특성 및 지역적인 환경의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연구에서는시장지역내의원간경쟁정도가유·소

아 급성중이염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항생제처방률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의료기

관경쟁정도가높을수록총진료비에영향을미치는것으

로 보아 진료행태상의 여러 요인 중 항생제처방률이 아

닌재진비율, 방문당진료비등의다른요인이작용될수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의료시장 지역 내 의원 간 경쟁정도가 유·

소아급성중이염진료행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으

며, 주요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지역 내 의원 간 경쟁정도는 유·소아 급성

중이염총진료비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장지역 내 의원 간 경쟁정도는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연구는의료시장지역내의원간경쟁정도가진료

행태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을통해시장지역내의

원간의경쟁정도는전체적인진료비에통계적으로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만 급성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에는 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므

로 연구결과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일반화시키

는것은문제가있다. 또한특정연령(만15세 미만유·소

아) 및 특정상병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기때문에해당

단위지역의 실제 의료기관 간 경쟁정도를 대표할 수 있

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의료수요 측면의

변수도 선행연구[8]와 같이 대부분 각 해당 지역의 평균

적인 개념의 자료를 사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분석상의

제한점으로지적될수있을것이다. 또한진료행태측정

지표로진료비, 항생제처방률만으로는공급자에의한유

인수요를구별해내기어려운단점이있어추후연구에서

는 재진비율 및 부가서비스 이용률, 방문당 진료비 등의

세부적인 지표설정이 필요 할 것이다[14, 22].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연령과 상병을 확

대하고세부적인지표설정및해당지역별수요자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분석 및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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