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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의 사망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2004∼2006년 퇴원손상환자 조사자료 중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 5,353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망률의 차이분석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고, 사망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마이

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형 중 C4.5가 성능이 우수하였는데, 입

원경로, 호흡부전, 울혈성심부전을 포함하여 연령, 동반질환, 병상규모 등이 폐렴 사망의 위험 요인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의 사망 위험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향후 병원특성, 지역특성, 의료행태 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변수를 포함한 후속 연

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주요용어: 데이터마이닝, 병원사망, 의사결정나무, 지역사회획득폐렴, 행정데이터베이스.

1. 머리말

지역사회획득 폐렴 (community-acquired pneumonia)은 병원획득 폐렴 (hospital-acquired pneu-

monia)에대립되는용어로지역사회에서얻은폐렴을뜻한다 (Won, 2010). 이와같은지역사회획득폐

렴은 미국에서는 연간 500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120만 명은 입원을 하면서 미국의 사망원

인 6위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연간치료비는 79억-23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Niederman과 Peters, 1998). 우리나라의 2009년도 폐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7명으로 사망원

인 9위이면서감염으로인한사망원인중에는 1위를차지하고있다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이러한 폐렴 사망률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되

는데, 노인인구와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Pachon 등,

1990; Song과 Jung, 2010).

폐렴 사망률은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따라 다양하지만, 지역인구를 기반으로 한 행정데이터를 분석한

사망률은 9.7-11%에 달하고 (Lave 등, 1996; Marrie 등, 2003), 우리나라에서도 12∼14%에 이르는 것

으로 보고됨에 따라 (Song과 Jung, 2010) 국가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질환이다. 이에

따라지역사회획득폐렴환자의퇴원시병원사망의정도와변이, 요인규명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지

역사회획득 폐렴의 치료결과는 성별 및 연령, 미생물학적 병인, 동반질환과 의사들의 치료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 따라 지금까지 진료결과의 변이와 중증도 모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임상자료를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다 (Fine 등, 1996; Fine 등, 1997; Metlay 등, 1997; Oh 등, 1997; Ortqvist 등,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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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등, 2005). 그러나 임상자료는 환자의 의무기록에서 연구목적에 맞는 항목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

쳐야 하므로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데이터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

라 최근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영국 등 국가적으로 행정 및 통계목적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진료결

과연구가활발하게진행됨에따라 (Ben-Tovim 등, 2009;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07; Jarman 등, 1999; Jin 등, 2003), 우리나라에서도건강보험자료, 퇴원환자조사자료, 퇴원손상환

자자료등행정데이터를활용한진료결과연구가필요하다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의 퇴원 시 병원사망의 요인을 살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망률은 퇴원 시 병원사망 (In-hospital mortality, 이하 병원사망), 퇴원 후 30일

이내 사망 (30-days mortality after discharge, 이하 30일 사망) 및 퇴원 후 30일 이후 사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진료의 결과는 퇴원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사망율을 직접적으로 활

용하는데 대한 이견이 있으나 (Omoigui 등, 1996), 30일 이상 사망은 병원 진료의 효과와 관련이 적거

나 퇴원 시 병원사망과 비슷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Garnick 등, 1995; Rosenthal 등, 2000), 30일 사

망의 유용성에 비해 자료 획득 용이성 및 정확도를 감안하였을 때 (Krakauer 등, 1992), 퇴원 시 병원

사망은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Ben-Tovim 등, 2009;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07).

본연구의목적은행정데이터를이용하여지역사회획득폐렴환자의퇴원시사망에대한요인을규명

하고행정데이터의유용성에대해고찰한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2.1.1. 연구 모집단

본 연구를 위해 2004년에서 2006년의 3년간 퇴원손상환자 자료 50여만 건을 수집하였다. 퇴원손상

환자 조사자료는 질병관리본부가 미국의 퇴원환자조사 (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 NHDS)

방법론을근거로하여 2004년에구축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퇴원손상환자조사의목표모집단 (target

population)은 전국에서 단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급성기 일반병원 (general hospital)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환자 전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사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 조사 모집단 (sampled popula-

tion)은 전국의 100병상 이상의 급성기 일반병원 (general hospital) 약 15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

한다. 조사항목은 병원의 특성 정보 (소재지 및 병상수), 환자의 인적사항 (성별, 연령, 거주지, 보험

유형), 환자의 주진단, 부진단 및 처치수술, 입퇴원일 및 재원일수, 입원경로, 퇴원후 향방 외에 손상환

자의 외인정보와 손상유형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자료나 퇴원환자조사에서 수집할 수

없는 부진단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놓음에 따라 폐렴환자의 중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 할 수

있는가장적절한정보라고할수있다 (강성홍, 2009).

2.1.2. 연구대상

퇴원손상환자 자료에서 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윤영경 등이 개발한 방법에 따라 선정하였다 (윤영경

등, 2008). 윤영경의 연구는 건강보험자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를 추출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선정기준의 민감도가 87.7%로 평가되어 실제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지역사

회획득 폐렴환자 선정기준은 주진단명이 폐렴인 경우와 주진단명이 패혈증이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면서 부진단명이 폐렴인 환자를 추출한 후, 수술환자나 주진단명이 악성질환이거나 폐결핵인 환자를 제

외하고, 18세 이상의 입원 환자를 추출하였다. 선정된 자료는 총 6,119건이었으며, 이 중 재원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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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이상인 766건 (12.5%)의분포는극단치로판단하여제외하였으며, 최종연구자료는총 5,353을대

상으로하였다.

2.2. 자료분석

2.2.1. 파생변수의 설정

중증도 보정 모형 개발을 위해 대상 환자들의 동반 질환 유무 변수를 생성하였다.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의 동반 질환은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Fine 등, 1997; Robinson 등, 2008; Jasti 등,

2008; Song과 Jung, 2010) 신생물질환, 만성간염, 신장질환, 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발작,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흉막삼출, 저혈압, 당뇨병, 영양실조, 만성알콜중독증을

포함하였다. 또한거주지및기관소재지역은광역단위를기준으로하였다.

2.2.2. 통계분석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의 사망률 차이 분석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고, 병원 사망의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규칙 (decision

rule)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여 나무구조로 표현한 것으로 연구자가 분석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

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을 예측하는 데도 유용하다 (최종후와 서두성,

1999). 자료는 전체 데이터를 훈련용 80%, 검증용 20%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다. 의사결정나무는

분류에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CHAID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Kass, 1980),

CAR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Breiman, 1984), C4.5 등으로 분류된다. 각각은 카이제

곱 통계량 (chi-square statistic), 지니 지수 (Gini index), 엔트로피 (entropy) 등의 분리기준을 사용한

다. 본 연구에서는 CHAID, CART, C4.5를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평가는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과 리프트 도표 (lift chart)를 이용하였다 (박철용과 송규문, 2002; Park과 Cho,

2004; Lee와 Lee, 2004).

3. 연구결과

3.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으며, 성별분포는 비슷하고, 연령별 분포

는 65세 이상이 53.8%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이 85.8%였으며, 사망환자가 5.9%, 응급실 경유 입원이

52.1%였다.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의 입원 병원의 병상규모는 500～999병상이 45.8%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획득폐렴환자의타지역입원율은 17.1%였다.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의 주진단 및 동반 질환의 분포는 표 3.2와 같다. 1개 이상의 동반질환을 가지

는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가 43.6%였으며, 동반질환은 당뇨병,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신생

물, 흉막삼출순이었다.

3.2.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 사망률

조사대상환자의제특성에따른사망률은표 3.3과같으며, 여자에비해남자가, 연령이많을수록, 의

료급여 환자, 응급실 경유 환자의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병상규모와 거주지역 진료여부에 따른

사망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사망률의 유의한 차이가 있

었는데, 강원 (9.1%), 부산 (7.9%), 인천 (7.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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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N(%))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 2,958 55.3

거주지

서울 979 18.4

여 2,395 44.7 부산 186 3.5

연령

18-44 1,006 18.8 대구 179 3.4

45-64 1,465 27.4 인천 293 5.5

65+ 2,882 53.8 광주 143 2.7

보험유형

건강보험 4,594 85.8 대전 213 4.0

의료급여 605 11.3 울산 64 1.2

기타1) 154 2.9 경기 1,059 19.8

입원경로
응급 2,784 52.1 강원 175 3.3

외래 2,569 47.9 충북 191 3.6

퇴원상태
생존 5,040 94.1 충남 298 5.6

사망 313 5.9 전북 371 6.9

입원병원의 병상규모

100-299 1,256 23.5 전남 482 9.1

300-499 762 14.2 경북 423 7.9

500-999 2,451 45.8 경남 187 3.5

1,000+ 884 16.5 제주 84 1.6

타지역 진료여부
타지역 917 17.1

거주지 4,436 82.9

전체 5,353 100.0

1)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일반 등

표 3.2 분석대상자의 주진단 및 동반질환 분포 (N(%))

구분 N %

주진단

폐렴 5,209 97.3

패혈증을 주진단으로 하는 폐렴환자 110 2.1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주진단으로 하는 폐렴환자 34 0.6

동반질환건수

동반질환 없음 3,021 56.4

1개 1,433 26.8

2개 643 12.0

3개 204 3.8

4개 47 0.9

5개 5 0.1

동반질환

당뇨병 781 14.6

기관지확장증 732 13.7

만성폐쇄성폐질환 429 8.1

신생물질환 311 5.8

흉막삼출 301 5.6

신장질환 235 4.4

울혈성심부전 190 3.5

만성간염 168 3.1

심근경색 167 3.1

뇌졸중 110 2.1

호흡부전 43 0.8

저혈압 30 0.6

영양실조 22 0.4

만성알콜중독증 18 0.3

일과성뇌허혈발작 7 0.1

전체 5,353 100.0

주진단은 표 3.4와 같이 패혈증을 주진단으로 하는 폐렴환자의 사망률이 10.9%로 가장 높았고, 동반

질환 건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았으며, 동반질환의 여부에 따라 저혈압 (63.3%), 호흡부전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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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 (45.4%), 일과성뇌허혈발작 (28.6%), 신장질환 (16.6%), 뇌졸중 (14.5%), 신생물 (13.5%),

울혈성심부전 (11.6%) 순으로사망률이높았다.

표 3.3 제 특성에 따른 사망 분포

구분 생존 사망
p 값

N % N %

성별
남 2,761 93.3 197 6.7

0.0049
여 2,279 95.2 116 4.8

연령

18-44 996 99.0 10 1.0

0.000145-64 1,410 96.3 55 3.7

65+ 2,643 91.4 248 8.6

보험유형

건강보험 4,351 94.7 243 5.3

0.0001의료급여 545 90.1 60 9.9

기타1) 144 93.5 10 6.5

입원경로
응급 2,529 90.8 255 9.2

0.0001
외래 2,511 97.7 58 2.3

병상규모

100-299 1,178 93.8 78 6.2

0.4064
300-499 722 94.7 40 5.3

500-999 2,299 93.8 152 6.2

1,000+ 841 95.1 43 4.9

기관소재지

서울 1,162 93.1 86 6.9

0.0015

부산 186 92.1 16 7.9

대구 215 97.3 6 2.7

인천 248 92.2 21 7.8

광주 208 95.9 9 4.1

대전 305 93.9 20 6.1

울산 58 95.1 3 4.9

경기 929 94.5 54 5.5

강원 170 90.9 17 9.1

충북 122 92.4 10 7.6

충남 165 98.2 3 1.8

전북 351 94.4 21 5.6

전남 368 97.6 9 2.4

경북 334 92.5 27 7.5

경남 137 92.6 11 7.4

제주 82 100.0 0 0.0

동일지역진료
타지역 858 93.6 59 6.4

0.4054
거주지 4,182 94.3 254 5.7

1)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일반 등

3.3. 지역사회획득 폐렴 사망률 중증도 모형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의 사망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그림

3.1 ROC 곡선에서 C4.5모형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되었으며, 그림 3.2 리프트 도표와 같이 고위

험사망군에서 C4.5의판별력이가장우수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형 중 C4.5를 이용하여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의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그림

3.3은 전체 자료 중 훈련용 (80%)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응급실을 통해 500병상 미만 병원

에입원한 65세이상호흡부전동반폐렴환자의사망률이 70.0%로가장높았다. 다음으로응급실경유,

18∼64세 울혈성심부전과 저혈압을 동반한 폐렴환자의 사망률이 62.5%, 응급실 경유, 18∼64세 울혈성

심부전 동반 폐렴환자 사망률은 33.3%였다. 외래 경유 신장질환과 호흡부전을 동반한 건강보험 폐렴환

자의사망률은 28.6%였다. 또한응급실경유 65세이상호흡부전, 신생물, 신장질환을동반한폐렴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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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주진단 및 동반질환에 따른 사망 분포

구분 생존 사망
p 값

N % N %

주진단

폐렴 799 93.7 54 6.3

0.0531패혈증 98 89.1 12 10.9

급성호흡곤란증후군 4,143 94.4 247 5.6

동반질환건수

동반질환없음 2,907 96.2 114 3.8

0.0001

1개 1,326 92.5 107 7.5

2개 586 91.1 57 8.9

3개 177 86.8 27 13.2

4개 41 87.2 6 12.8

5개 3 60.0 2 40.0

신생물질환
없음 4,771 94.6 271 5.4

0.0001
있음 269 86.5 42 13.5

신장질환
없음 4,844 94.7 274 5.3

0.0001
있음 196 83.4 39 16.6

호흡부전
없음 5,017 94.5 293 5.5

0.0001
있음 23 53.5 20 46.5

울혈성심부전
없음 4,872 94.4 291 5.6

0.0006
있음 168 88.4 22 11.6

흉막삼출
없음 4,761 94.2 291 5.8

0.2659
있음 279 92.7 22 7.3

당뇨병
없음 4,296 94.0 276 6.0

0.1527
있음 744 95.3 37 4.7

만성폐쇄성폐질환
없음 4,645 94.3 279 5.7

0.0558
있음 395 92.1 34 7.9

저혈압/쇼크
없음 5,029 94.5 294 5.5

0.0001
있음 11 36.7 19 63.3

뇌졸증
없음 4,946 94.3 297 5.7

0.0001
있음 94 85.5 16 14.5

일과성뇌허혈발작
없음 5,035 94.2 311 5.8

0.0103
있음 5 71.4 2 28.6

만성간염
없음 4,885 94.2 300 5.8

0.2885
있음 155 92.3 13 7.7

심근경색
없음 4,888 94.3 298 5.7

0.0794
있음 152 91.0 15 9.0

기관지확장증
없음 4,351 94.2 270 5.8

0.9731
있음 689 94.1 43 5.9

만성알콜중독증
없음 5,024 94.2 311 5.8

0.3404
있음 16 88.9 2 11.1

영양실조
없음 5,028 94.3 303 5.7

0.0001
있음 12 54.6 10 45.4

의사망률이 24.1%였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의 사망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퇴원손상환자 자료

를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적용하였다.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의 병원사망률은 5.9%였으며, 연령, 동반

상병, 입원경로, 병상규모등이주요요인으로나타났다. 특히병원사망을결정짓는가장중요한변수는

입원경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호흡부전, 울혈성심부전, 신생물, 신장질환 등의 동반 질환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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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ROC curve

그림 3.2  Lift chart

그림 3.1 ROC 곡선

그림 3.1  ROC curve

그림 3.2  Lift chart

그림 3.2 리프트 도표

그림 3.3  지역사회획득 폐렴 사망의 의사결정나무 (C4.5)

의사결정나무 모형 중 C4.5를 이용하여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의 사망 요인에 대
한 분석 결과, 그림 3.3은 전체 자료 중 훈련용 (80%)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 응급실을 통해 500병상 미만 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호흡부전 동반 폐렴환자
의 사망률이 7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응급실 경유, 18~64세 울혈성심부전과 
저혈압을 동반한 폐렴환자의 사망률이 62.5%, 응급실 경유, 18~64세 울혈성심부전 
동반 폐렴환자 사망률은 33.3%였다. 외래 경유 신장질환과 호흡부전을 동반한 건강
보험 폐렴환자의 사망률은 28.6%였다. 또한 응급실 경유 65세 이상 호흡부전, 신생
물, 신장질환을 동반한 폐렴환자의 사망률이 24.1%였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의 사망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퇴
원손상환자 자료를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적용하였다.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의 병원
사망률은 5.9%였으며, 연령, 동반상병, 입원경로, 병상규모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

그림 3.3 지역사회획득 폐렴 사망의 의사결정나무 (C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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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변량 분석에서는 지역사회획득 폐렴의 동반 질환으로 저혈압, 호흡부전, 영양실조, 일과성뇌허혈발

작, 신장질환, 뇌졸중, 신생물, 울혈성심부전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으나. 의사결정나무에서는 호흡부전,

울혈성심부전, 신생물, 신장질환, 심근경색이사망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동반질환으로나타났다. 대

표적인 폐렴중증도 모형인 PSI (Pneumonia Severity Index)는 폐렴의 중증도를 결정짓는 동반 질환을

악성종양, 간질환, 울혈성심부전, 뇌혈관질환, 신장질환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영우 (2006)는 울혈성심

부전, 심근경색을 중요한 동반 질환으로 보고하고 있다 (Fine 등, 1997; Lee 등, 2006). 즉 본 연구결과

의 의사결정나무에서 주요하게 나타난 동반질환인 울혈성심부전, 신생물 (악성종양), 신장질환, 심근경

색은 Fine (1997)과 이영우 (2006)의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간질환과 뇌혈관질환은 포

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임상 역학적 특성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행

정자료의특성상이를밝히지는못하였다.

또한 연령 및 성별은 PSI를 포함한 폐렴환자의 위험요인 연구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 (Fine 등, 1996; Fine 등, 1997; Lee 등, 2006; Metlay 등, 1997; Niederman 등, 1993; Oh 등,

1997; Ortqvist 등, 1985).

본 연구에서 단변량 분석 결과 지역간 사망률 변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병상규모에 따른 사망률

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결정나무에서는 병상규모가 50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진

료받은 폐렴환자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 병상규모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이 증증도가 낮은 환자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실이 환자 진료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지는 못한다 (Shahian과 Normand, 2008). 병원사망률이 병원 특성 또는 지역 의료

자원 등 접근성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 특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실제 전공의 수련여부, 설립형태 (공공, 민간) 등 병원특성과 사망률과의 유의

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고 (Hartz 등, 1989; Polanczyk 등, 2002), 간호인력 등 의료인력 및 폐렴환

자 진료량과 사망률과의 관계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Aiken 등, 2002; Marrie 등, 2003). 또한 지역별

의료자원량등지역특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병원사망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환자특성 및 동반질환 등 체계적 변이와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

하여 중증도를 보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Ben-Tovim 등, 2009). 사망의 위험요인

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에서 임상 변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방법론적 차원에서 신

체검진소견,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결과 등 임상 변수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패널 및 문헌고

찰 등을 통한 변수선정 과정과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의무기록 검토 등 자료 추출이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즉 투입 자원 대비 모형의 우수성을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 Iezzoni는

AMI, CABG, Pneumonia, Stroke 등 4개 질환에 대해 행정데이터 (Disease Staging, APR-DRGs,

PMC)와 임상데이터 (MedisGroups, APACHE III)를 이용해 광범위한 중증도 모형 연구를 수행하였

다 (Iezzoni, 1997a; Iezzoni, 1997b). 결론적으로어떤방법론이특별이우수하다는결론을내리지못했

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모형이 임상데이터를 이용하는 것과 대등하다고 보고하는

연구도있었다 (Aylin 등, 2007).

본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보통 행정데이터는 환자특성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정

보까지포함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환자특성인성별, 연령, 동반질환뿐만아니라의료기관의병상규

모가 사망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입원경로가 병원사망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

남에 따라 사망예측모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즉 임상변수 뿐만 아니라 행정데이터에서 포함하는 변

수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Marrie도 PSI가 폐렴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중증도 지표이지

만, 환자의 기능상태, 진료지역 (병원), 진료과정 등 사망의 중요한 요인을 포함하지 못했다고 보고하

고 있다 (Marrie와 Wu,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획득 폐렴의 사망요인을 밝히기 위해 사

용된 의사결정나무의 ROC 곡선을 평가할 때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질병 특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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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specific) 사망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를 통합한 임상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

가수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사망은 환자특성, 동반질환, 병원특성 및 지역특성 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

역이여전히존재할수있는데, 이것을임상진료과정의변이로정의하고있으며이를위한임상진료지침

(critical pathway)의 사용이 폐렴환자의 조기 사망을 줄인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Marrie와 Wu,

2005). 임상진료지침은진료의변이를줄이고자하는노력의일환으로도입되었으며복잡한진료과정의

중요한 단계를 표준화한 질병중심 관리전략 (disease-specific management strategy)이라고 할 수 있다

(Ellrodt 등, 1997). 또한 이러한 진료 과정의 표준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질지표를 도입하여 활

용하고그유용성을평가하고자하는연구도진행되고있다 (Bratzler 등, 2007; Moon 등, 2009).

본 연구의 방법론상 제한점은 종속변수인 사망사건 자체가 발생률이 매우 낮은 수치이며, 이에 따른

각요인별분포의불균형은카이제곱검정결과의해석에제한점이있을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본연

구에서 사용된 퇴원손상환자 조사자료는 표본추출단계에서부터 모집단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잘 설계된

50여만 건이 넘는 대규모 자료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환

자의사망률이 6∼24% (Marrie 등, 1989; Pachon 등, 1990)와도견주어볼때도본자료에서나타난사

망률수치가타연구에서제시한사망률범주에포함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부특

성들의분포가서로다름에따라사망여부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부분을통제하기위해서는추후가중

치부여등을통해이를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있을것으로사료된다. 또한폐렴사망모형평가에있어

서도안정적이고일반화된규칙을개발하기위해, 내적타당도평가외에모형구축용자료와는다른시기

의자료를이용한외적타당도를평가하지못한것은본연구의제한점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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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sis factors related to in-hospital mortality of

community-acquired peumonia using administrative database. The subjects were 5,353

community-acquired pneumonia inpatients of the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jury Survey 2004-2006 dat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d test and de-

cision tree model in the data mining technique. Among the decision tree model, C4.5

had the best performance. The critical factors on in-hospital mortality of community-

acquired pneumonia are admission route, respiratory failure, congenital heart failure

including age, comorbidity, and bed size. This study was carried out using the admin-

istrative database including patients’ characteristics and comorbidity. However fur-

ther study should be extensively including hospital characteristics, regional medical

resources, and patient management practice behavior.

Keywords: Administrative database, community-acquired pneumonia, data mining, de-

cision tree, in-hospital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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