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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quality	of	stroke	car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mortality	and	complic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acute	stroke	treat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healthcare	facility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tients.

Methods:	This	study	used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Healthcare	Quality	Assessment	for	Stroke	

2013	data	and	included	10,399	cases	from	201	healthcare	facilities.	Quality	of	care	was	categorized	from	grade	1	(best	

group)	to	grade	5	(worst	group)	according	to	performance	scores	using	10	process	indicators.

Results:	The	mean	performance	score	was	91.5.	Only	31%	of	all	patients	received	treatment	at	grade	1	hospitals	while	

10%	received	treatment	at	grade	3	or	lower	hospitals.	The	difference	in	performance	score	by	the	type	of	healthcare	

facility	existed	(tertiary	hospitals:	94.3,	general	hospitals:	88.7).	Of	the	159	general	hospitals,	66	hospitals	provided	grade	

3	or	lower	quality	care.	NHI	patients	used	more	tertiary	hospitals	than	MA	patients	(51%	vs.	38%),	and	MA	patients	were	

more	likely	to	use	general	hospitals	providing	grade	3	or	lower	quality	care	(11%	vs.	21%).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some	general	hospitals	provided	low	quality	stroke	care,	and	MA	patients	were	

more	likely	to	use	those	hospitals.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and	equity	of	stroke	treatment,	a	strategy	to	gather	

patients	at	healthcare	facilities	that	provide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will	be	needed.

Keywords: stroke; quality of health care; health equity; health care access; socio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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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에서 2020년 뇌졸중 사망률은 10만명당 42.6명이며[1] 뇌졸중 치료 비용도 2005년 연간 약 3,700억원에서 

2020년 연간 약 2조 6천억원으로 증가하여[2,3]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급성기 뇌졸중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사망과 합병증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4,5] 뇌졸중으로 인한 질병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가 적절한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에게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체 인구의 97%가 국민의료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에 가입되어 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은 나머지 3%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Medical 

Aid)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의료보험 가입자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6],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전국 11

개 권역 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포괄적인 집중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급성기 뇌졸중 

치료 성적을 높이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졸중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평가는 진단, 혈전용해제 사용과 같은 주요 급성

기 치료, 조기재활치료, 퇴원 시 항응고제 처방과 같은 재발 및 합병증 예방 등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

해 질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질향상을 하도록 유도한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였다[7-12]. 구조 과정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뇌졸

중 의료서비스의 질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의료서비스의 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2010년에는 조기재활치료 (89%)와 혈전용해제 사용 (74%)을 제외한 모든 평가 지표에서 90% 이상의 수행률을 

보였다[8].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립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센터 설립 후에 뇌졸중 환자의 영상검사를 위한 대기시

간이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혈전용해 치료를 받은 환자의 비중이 8.3%에서 13.6%로 증가하였으며, 평균재원일수가 2

일 감소하였다고 밝히는 등11 국내 뇌졸중 관련 의료의 질은 지속적인 향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별로 뇌졸

중 의료서비스 질에 격차가 있는지,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르더라도 같은 수준의 뇌졸중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기관 

수준을 평가한 연구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활

용하여 1) 의료기관 종별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격차와 분포를 확인하고, 2) 의료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 사이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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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이 연구는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수행된 뇌졸중 적정성 평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3년 3월부터 5월

까지, 주상병이 I60-I63이며 증상 발생 후 7일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건이 10건 이상인 기관이 뇌졸중 적정성 평가 

대상으로, 뇌졸중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사한 자료가 수집된다. 이 조사에는 총 201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

병원 159개)이 포함되었으며 총 조사 건수는 10,399건이었다.

2. 뇌졸중 의료서비스 질 평가지표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를 위해서 총 10개의 지표를 이용하였다. 지표는 4개 범주(환자상태 사정, 초기 진단, 초

기 치료, 이차 예방)로 구분된다. 환자상태 사정에는 금연교육과 연하장애 선별 검사가, 초기 진단에는 1시간 이내 뇌영상 

검사, 지질검사가, 초기 치료에는 조기 재활 평가,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 고려, 60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 48

시간 이내 항혈전제 투여가, 이차 예방에는 항혈전제 퇴원처방율과 항응고제 퇴원처방율이 포함된다.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점수는 환자 단위가 아닌 각 의료기관 단위로 산출되었다. 지표별 세부 정의는 <Supplementary table 1>에 나타나 

있으며 지표 계산방법은 <Supplementary table 2>에 기재하였다.

3. 뇌졸중 의료서비스 질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질을 계산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종별, 의료보장 종류별로 해당 의료기관들의 10개의 평가 지표의 

평균점수와 5등급으로 분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95점 이상 1등급, 95점 미만 85점 이상 2등급, 85점 미만 75점 이

상 3등급, 75점 미만 55점 이상 4등급, 55점 미만 5등급). 또한 10개의 평가지표의 평균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종별, 의

료보장 종류별 의료기관의 평균점수와 5등급으로 분류한 결과를 각각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의료기관 종별로 질평

가 등급에 따른 의료보장 환자의 분포를 계산하였다.

4. 분석

의료기관의 기초분석 결과는 산술평균 및 분율(%)로 나타내었다.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t-test

를 시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SAS Institute, Inc., Cary, NC)를 이용하였으며 양측 P<0.05인 

경우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5. 윤리적 고려사항

이 연구는 익명화 되어 환자나 병원을 특정할 수 없는 형태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의학연구윤

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았다(심의 번호: 20170420 / 07-2017-7 /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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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료기관 종별로 뇌졸중 진료규모를 확인하였을 때 총 201개 의료기관 중 자료수집 기간 동안 환자수가 10명 미만인 

의료기관은 총 40개(19.9%)로, 모두 종합병원이었다. 201개의 의료기관 중 중 의료급여 환자를 1명도 진료하지 않은 의

료기관은 총 32개(15.9%)였으며,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3개(7.1%), 종합병원은 29개(18.2%)였다<Table 1>. 

<Table 1> Patient distribution by healthcare facility type  
				Unit:	N(%)

Characteristic All	hospitals
Tertiary	and	teaching	

hospitals
General	hospitals

	Patient	Volume,	N(%) 201	(100) 42	(100) 159	(100)

≥100명 39	(19.4) 27	(64.3) 12	(7.5)

50-99명 35	(17.4) 13	(31) 22	(13.8)

25-49명 36	(17.9) 2	(4.8) 34	(21.4)

10-24명 51	(25.4) 0	(0) 51	(32.1)

≤9명 40	(19.9) 0	(0) 40	(25.2)

Patient	insurance	type	of	hospital,	N(%)	

Both	NHI	and	MA	patient 169	(84.1) 39	(92.9) 130	(81.8)

Only	NHI	patient 32	(15.9) 3	(7.1) 29	(18.2)

주: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MA;	Medical	Aid

전체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별로 10개 뇌졸중 평가지표의 평균점수와 등급을 확인하였을 때 의료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 

모두 1등급(95점 이상)으로 나타난 지표는 금연교육, 연하장애 선별 검사, 1시간 이내 뇌영상 검사, 지질검사, 48시간 이내 항혈전제 

투여, 퇴원 시 항응고제 처방율이었다. 모든 지표 중 조기 재활 평가가 전체 평균 60.6점(4등급)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상급종합병

원과 종합병원의 지표별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지표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점수가 종합병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조기 재활 

평가(67.7 vs 53.5),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 고려(91.5 vs 84.4) 및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92.7 vs 78.9)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보장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떄 금연 교육과 1시간 이내 뇌영상 검사 이외의 모든 지표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비해 의료보험 가

입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 고려(88.2 vs 83.2),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86.9 vs 84.2)와 항혈전

제 퇴원 처방율(95.4 vs 93.1)에서 다른 지표에 비해서 큰 격차가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 의료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급여 대상자보다 1점 이상 점수가 높은 항목은 항혈전제 퇴원처방율(96.4 vs 

95.1)이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조기 재활평가(67.4 vs 72.6),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92.5 vs 95.5)에 있어 점수가 더 높았다. 

반면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에서는 1시간 이내 뇌영상 검사와 금연 교육을 제외한 8개 지표에서 의료보험 가입자의 점수가 높게 나

타났으며, 특히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 고려(84.9 vs 76.3)와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79.5 vs 68.8)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의 점수

가 의료보험 가입자보다 낮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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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roke quality of care indicator score according to 
healthcare facility type and insurance type

뇌졸중 의료서비스 질 평가 등급을 의료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본 의료기관별로 나누어 다시 산출해 보았

을 때 전체 201개 의료기관의 평균 점수는 91.5점으로 2등급에 해당하였다.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기관 분포를 보

면 의료보험 가입자를 본 의료기관에서는 91.6점, 의료급여 대상자를 본 의료기관에서는 89.4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본 의료기관의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1등급 의료기관은 의료보험 가입자를 본 의료기관 중 43개(21.4%), 의료급

여 대상자를 본 의료기관 중 62개(38.0%)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본 병원 중 1등급 의료기관 더 많은 반면 2등급 의료기

관은 의료보험 대상자를 본 의료기관에서 더 많았다(46.3% vs 27.0%). 상급종합병원의 질 평가 점수는 의료보험 가입

자를 본 의료기관에서는 94.3점, 의료급여 대상자를 본 의료기관에서는 95.1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본 의료기관에서 

더 높았다(p<0.01). 상급종합병원 중 17개(40.5%)는 1등급, 25개(59.5%)는 2등급이었고 1등급 기관은 의료급여 대

상자를 본 의료기관에서 더 많았다 (38.1% vs 54.8%). 그러나 3등급 이하 기관을 보았을 때 상급종합병원 중 의료보험 

가입자를 본 의료기관에서는 1개(2.4%), 의료급여 환자를 본 의료기관에서 3개(7.1%)가 3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

합병원의 질 평가 점수는 의료보험 가입자에서는 88.9점, 의료급여 대상자에서는 85.9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더 낮

았다(p<0.01).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3등급 이하가 66개(41.5%)로 나타났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65개소(40.9%), 의료급여 대상자는 54개소(43.6%)에서 3등급 이하로 나타났다<Table 3>.

			Unit:	Score(grade)

Indicator
	All

Tertiary	and	teaching	
hospitals

General	hospitals

Total NHI MA Total NHI MA Total NHI MA
Patient	assessment,	mean	(grade)

Smoking	cessation	education 	99.7	
(1)

99.7	
(1)

100
(1)

100 
(1)

100 
(1)

100 
(1)

99.4	
(1)

99.3	
(1)

100 
(1)

Dysphagia	screening	test 97.6	
(1)

97.7	
(1)

95.7	
(1)

100
(1)

100 
(1)

100 
(1)

95.1	
(1)

95.3	
(1)

92.9	
(2)

Initial	diagnosis,	mean	(grade)

Brain	imaging	screening 96.3	
(1)

96.3	
(1)

96.4	
(1)

96.3	
(1)

96.3	
(1)

96.3	
(1)

96.3	
(1)

96.3	
(1)

96.5	
(1)

Early	ehabilitation	assessment 60.6	
(4)

60.7	
(4)

59.6	
(4)

67.7	
(4)

67.4	
(4)

72.6	
(4)

53.5	
(5)

53.7	
(5)

51.5	
(5)

Initial	treatment,	mean	(grade)

Blood	lipid	test 97.9
	(1)

98	
(1)

96.9	
(1)

99.2
(1)

99.2	
(1)

99.5	
(1)

96.5	
(1)

96.6	
(1)

95.2	
(1)

Intravenous	thrombolytic	agent	consideration	 87.9	
(2)

88.2	
(2)

83.2
	(3)

91.5	
(2)

91.5	
(2)

90.7	
(2)

84.4	
(3)

84.9	
(3)

76.3	
(3)

Intravenous	thrombolytic	agent	administration	 86.7	
(2)

86.9	
(2)

84.2	
(3)

92.7
(2)

92.5	
(2)

95.5
(1)

78.9	
(3)

79.5	
(3)

68.8	
(4)

Antithrombotic	administration 99.3	
(1)

99.3	
(1)

98.8	
(1)

99.9	
(1)

99.9	
(1)

100 
(1)

98.6	
(1)

98.6	
(1)

98.1
(1)

Secondary	prevention,	mean	(grade)

Antithrombotic	prescription	at	discharge 95.2	
(1)

95.4
	(1)

93.1
	(2)

96.4
	(1)

96.5	
(1)

95.1
	(1)

94.0	
(2)

94.3	
(2)

91.7
(2)

Anticoagulant	prescription	at	discharge 99.2
	(1)

99.3
	(1)

98.6
	(1)

99.8
	(1)

99.8
	(1)

100
	(1)

98.3	
(1)

98.4
	(1)

96.9	
(1)

주: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MA;	Medic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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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classification of quality grades according to stroke quality of care score by 
insurance type

뇌졸중 의료서비스 질 평가 등급별로 환자 수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총 10,399명의 환자 중 의료보험 가입자는 9,656

명, 의료급여 대상자는 743명이었다. 2등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의료보험 가입자에서 88.8%, 의료급여 대

상자에서 78.9%였다. 종별로 볼 때 의료보험 환자의 50.8%, 의료급여 환자의 38.4%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였으며 

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 중 의료보험 가입자에서 78.1%,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69.4%가 2등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

료를 받았다<Table 4>. 

Unit:	N	(%)

Indicator
	All Tertiary	and	teaching	hospitals General	hospitals

Total NHI MA Total NHI MA Total NHI MA

Score,	mean 91.5 91.6* 89.4* 94.3 94.3* 95.1* 88.7 88.9* 85.9*

Grade,	mean 2 2 2 2 2 1 2 2 2

Grade,	N(%)

1st 40
	(19.9)

43
	(21.4)

62	
(38.0)

17
	(40.5)

16
	(38.1)

23 
(54.8)

23 
(14.5)

26	
(16.4)

39	
(31.5)

2nd 95	
(47.3)

93	
(46.3)

44 
(27.0)

25	
(59.5)

25
	(59.5)

13 
(31)

70	
(44)

68
	(42.8)

31
	(25.0)

3rd 31
	(15.4)

30 
(14.9)

31
	(19.0) 0 1

	(2.4)
3 

(7.1)
31 

(19.5)
29	

(18.2)
28	

(22.6)

4th 21 
(10.4)

23
	(11.4)

18
	(11.0) 0 0 0 21

	(13.2)
23

	(14.5)
18

	(14.5)

5th 14
	(7)

13 
(6.5)

8	
(4.9) 0 0 0 14 

(8.8)
13

	(8.2)
8

	(6.5)

주: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MA;	Medical	Aid
주:	*	The	quality	difference	between	NHI	and	MA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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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ient distribution by stroke quality of care grade and insurance type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의료기관 종류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질 격차를 확인하였다. 급

성기 뇌졸중을 10건 이상 진료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한 결과 평균적인 수준은 2등

급(91.5점 )이었으며 전체 의료 기관 중 67.2%가 1등급, 혹은 2등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환자 측면에서 89.3%

는 1등급, 혹은 2등급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10.7%는 3등급 이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상급종합병원이 

평균점수가 종합병원보다 높았으며. 질 평가 지표별로 구분하여 볼 때도 모든 지표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성적이 종합병원

에 비해 높았다. 종합병원에서 3등급 이하 의료서비스 제공의 비율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았다.  

의료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 간 의료서비스 이용에는 차이가 있어 의료보험 가입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 비율

이 높았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시에는 의료보험가입자보다 질평가 점수가 높았으나, 종합병원 이용시

에는 질평가 점수가 낮았으며 이는 3등급 이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서 발생한 현

상으로 생각된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뇌졸중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탐구한 선행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미국에

서 수행된 연구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환자가 응급실을 덜 이용하고 늦게 방문한다고 보고하였다.13 반면 스코틀랜

드에서 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뇌졸중 전문치료실 이용에 사회계층간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14], 미국에서 뇌졸중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된 연구 또한, 뇌졸중 환자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입원 및 뇌졸중 전문치

Unit:	N(%)

	All Tertiary	and	teaching	hospitals General	hospitals
Total

(N=10,399)
NHI

(N=9.656)
MA

(N=743)
χ2-test
(P-value)

Total
(N=5,191)

NHI
(N=4,906)

MA
(N=285)

χ2-test
(P-value)

Total
(N=5,208)

NHI
(N=4,750)

MA
(N=451)

χ2-test
(P-value)

Grade,	N(%) 190.2	
(<0.001)

70.1	
(<0.001)1

81.0	
(<0.001)

1st 3,291	
(31.6)

2,961	
(30.7)

330
(44.4)

2,116	
(40.8)

1,948	
(39.7)

168
(58.9)

1,175	
(22.6)

1,013	
(21.3)

162
(35.9)

2nd 5,862	
(56.4)

5,606	
(58.1)

256	
(34.5)

3,012	
(58.0)

2,907	
(59.3)

105
(36.8)

2,850	
(54.7)

2,699	
(56.8)

151
(33.5)

3rd 906
(8.7)

812
(8.4)

94
	(12.7)

63	
(1.2)

51
(1.0)

12
	(4.2)2

843
(16.2)

761	
(16.0)

82
(18.2)

4th 233
(2.2)

189
(1.9)

44
(5.9) 0 0 0 233

(4.5)
189
(4.0)

44
(9.8)

5th 107
(1.0)

88
(0.9)

19
(2.6) 0 0 0 100

(1.9)
88

(1.9)
12

(2.7)

주: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MA;	Medical	Aid
1	Two	Degree	of	freedom	was	applied	in	chi-square	test	because	of	non	observation	in	4th	and	5th	grade.
2	Only	twelve	patients	were	anlayzed	statistically	because	type	of	hosptial	was	not	identified	for	seven	patients	out	of	nineteen	
patients	among	5th	grade	in	M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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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실에 대한 이용 격차가 없다고 보고하였다[15].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한편으로 의료 이용의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

에 발생할 수 있다. 의료 이용은 가용성, 경제성, 수용성 등의 여러 요소가 포함된 복합적인 개념이며[16], 이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상황을 해석에 적용할 수 있

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지만 상급 병실료 등의 비급여가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에서 비급

여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병원 이용이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도 의료급여 환자는 비교적 비

급여 진료비 부담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이용이 낮음을 보고하였다[17]. 또한 상급종합병원 3개를 포함한 32개 의료기

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비를 납부하기 힘든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 이용의 격차는 의료서비스 질 격차로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환자가 더 많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서 낮았다. 또한 종합병원 이용에서도 의료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서비

스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의료서비스 질에 사회계층간 격차는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났

다.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환자는 뇌영상 검사[18], 재활 치료를 덜 받았다[19]. 보험 여부에 관계 없이 낮은 소득 수준

의 환자는 뇌졸중 후 항혈전제 치료를 덜 받았으며[20] 인종, 지역 등에 따라서도 취약계층은 항혈전제 치료나 혈관내 혈

전제거술 등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22]. 높은 교육 수준의 환자는 심전도 검사와 언어 재활 치료를 더 많이 

받았다[23]. 덴마크에서 전국민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된 연구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환자가 뇌졸중 전문치료실, 

항응고제 및 혈전용해제 치료를 포함한 7가지 의료서비스를 덜 받는다고 보고하였다[24]. 이러한 의료서비스 질의 격차

는 건강결과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뇌졸중 의료서비스 질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1,181개 병원을 대상으로 5년

간 7개 과정 지표와 사망률을 조사한 연구는 질 향상 프로그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사망률 감

소에 기여했음을 보고하고 있다[25].

국가 수준의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

관들에 환자를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는 뇌졸중에서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진료결과가 좋

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26~28],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인증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집중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

다.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뇌졸중 적정성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6개 평가기관 중,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

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165개였으며, 뇌졸중 전문치료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72개였다. 위와 같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급성기 뇌졸중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 도 지역 모두에 1등급 의료

기관이 존재한다. 시술이 필요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 대해 소방과 협력하여 1등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송체계를 구성

하고, 같은 시, 도내 1등급 의료기관에 1시간 내 접근이 어려운 곳은 기존의 2등급 공공 혹은 민간병원의 규모를 키워 의

료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질을 의료기관과 환자 수준에서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 뇌졸중에서 환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차이를 최초로 보고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보고

가 누락되거나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상대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환자만 선택해 보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평가자료는 뇌졸중 진료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다른 연구에서 이용한 단일, 다기관 자료 혹은 등록 자료에 비해서 국가수준의 의료 질을 가늠하는데 더 유용하다. 

두 번째로 의료급여 가입자는 전체 인구의 3% 수준이기 때문에, 진료 건수가 많지 않은 중소 종합병원의 경우 실제 의료

급여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입자간 의료 이용 격차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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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 의료기관별 보고 건수가 70건 이상이었기 때문에 실제 의료급여 환자의 이용 제한이 나타난 것

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최신의 자료를 이용한 추가 연구를 

통해 추이 변화와 현재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관 종별, 환자의 사회경제적 수준별로 뇌졸중 의료서비스 질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뇌졸중 의료서

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환자를 집중하

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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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upplementary table 1> Definitions of stroke quality of care indicators  

Category Quality	indicator Target	patients Evaluation	component	description

(1)	
Patient	

assessment

Smoking	cessation	
education	rate

Overall	patients	
(I60-I63)

Percentage	of	cases	where	doctors	surveyed	smoking	
history	and	conducted	Smoking	Cessation	Education	for	
patients	who	had	a	smoking	history	within	one	year	among	
acute	stroke	patients	(I60-I63)

Dysphagia	
screening	test	rate

Overall	patients	
(I60-I63)

Percentage	of	cases	where	underwent	screening	test			for	
dysphagia	out	of	conducting	dietary	practices	among	acute	
stroke	patients		(I60-I63)

(2)	
Initial	

diagnosis

Brain	imaging	
screening	rate

Overall	patients	
(I60-I63)

Percentage	of	cases	where	underwent	brain	imaging			
screening	(CT	or	MRI)	within	1	hour	after	arrival	at	the	
hospital	among	the	patients	(I60-I63)	admitted	within	6	
hours	from	the	final	normal	time

Early	rehabilitation	
assessment	rate

	Overall	patients	
(I60-I63)

Percentage	of	cases	where	evaluated	assessments		for	
rehabilitation	treatment	within	5	days	of	hospitalization	
among	acute	stroke	patients	(I60-I63)

(3)	
Initial	

treatment

Blood	lipid	test	rate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Percentage	of	cases	where	underwent	blood	lipid			
screening	during	hospitalization	or	within	30	days	before	
hospitalization	among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Intravenous	
thrombolytic	
agent	(t-PA)			

consideration	rate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Percentage	of	cases	where	considered	for	intravenous	
thrombolytic	agent	(tPA)administration	out	of	the	cases	
of	hospitalizing	within	3	hours	from	the	final	normal	time	
among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Intravenous	
thrombolysis	
agent	(t-PA)	

administration	rate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Percentage	of	cases	where	administered	intravenous		
thrombolytic	agents	(tPA)	administration	within	60	minutes	
of	arrival	at	the		hospital	out	of		the	cases	administered		
intravenous	thrombolytic	agent	(tPA)	within	4.5	hours	from	
the	final	normal		time	among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Antithrombotic
	administration	rate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Percentage	of	cases	where	administered		antithrombotic	
medication	within	48	hours	of	arrival	at	the	hospital	among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4)	
Secondary	
prevention

Antithrombotic	
prescription	rate	
at	discharge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Percentage	of	cases	where	prescribed	for	oral	
antithrombotic	drugs	at	discharge	among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Anticoagulant	
prescription	rate	
at	discharge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Percentage	of	cases	where	prescribed	for	oral		
anticoagulants	at	discharge	among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with	atrial		fibr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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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2> Calculation methods for stroke quality of care indicators 

Category Quality	indicator Denominator Numerator

(1)	
Patient	

assessment

Smoking	cessation	
education	rate

Number	of	cases	where	had	a	
smoking	history	within	one	year

Number	of	cases	where	doctors	surveyed	
smoking			history	and	conducted	Smoking	
Cessation	Education

Dysphagia	screening	
test	rate

Number	of	cases	underwent	
dietary	practices	during	

hospitalization
Number	of	cases	of	screening	for	dysphagia

  
(2)	

Initial	
diagnosis

Brain	imaging	
screening	rate

Number	of	cases	hospitalized
with	in	6	hours	from	the	final	

normal	time

Number	of	cases	where	evaluated	
assessments	for	rehabilitation	treatment	
within	5	days	of	hospitalization

Early	rehabilitation	
assessment	rate

Number	of	cases	for	overall	
stroke	patients	(I60-I63)

Percentage	of	cases	where	evaluated	
assessments		for	rehabilitation	treatment	
within	5	days	of	hospitalization	among	
acute	stroke	patients	(I60-I63)

(3)	
Initial	

treatment

Blood	lipid	test	rate Number	of	cases	for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Number	of	cases	where	underwent	blood	
lipid	tests	during	hospitalization	or	within	
30	days	before	hospitalization

Intravenous	
thrombolytic	
agent	(t-PA)	

consideration	rate

Number	of	cases	of	hospitalizing	
within	3	hours			from	the	final	
normal	time	among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Number	of	cases	considered	for	intravenous	
thrombolytic	agent	(tPA)	administration

		Intravenous	
thrombolysis	
agent	(t-PA)	

administration	rate

		Number	of	cases	administered	
intravenous			thrombolytic	agent	
(tPA)	within	4.5	hours	from	the	

final	normal	time	among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Number	of	cases	where	administered	
intravenous			thrombolytic	agents	(tPA)	
administration	within	60	minutes	of	arrival	
at	the	hospital

Antithrombotic	
administration	rate

Number	of	cases	for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Number	of	cases	administered	
antithrombotic	medication	within	48	hours	
of	arrival	at	the	hospital

(4)	
Secondary	
prevention

Antithrombotic	
prescription	rate	at	

discharge

Number	of	cases	for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Number	of	cases	prescribed	for	oral	
antithrombotic	drugs	at	discharge

Anticoagulant	
prescription	rate	at	

discharge

Number	of	cases	for	ischemic	
stroke	patients	(I63)	with	atrial	

fibrillation

Number	of	cases	prescribed	for	oral	
anticoagulantsat	dischar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