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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약

극 인 당 조 은 당뇨 합병증을 방하고, 합병증의 진행속도를 늦추

기 한 가장 효과 인 방법이다.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당뇨 유병 인구

와 히 조 되고 치료되지 않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사회경제학 인

비용의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사회 보건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제2형 신장계 당뇨병 합병증 환자

를 상으로 외래진료 지속성이 만성 신부 발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자 하 다.

연구자료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추 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표본

코호트 100만명 DB를 사용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만성 신부 발생이

없는,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새롭게 만성 신부 이 발병한 제2형 신장계 당

뇨병 합병증 환자들을 상으로 하 다. 분석 상은 주상병이 당뇨병(E11.2)으

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 3,565명이었다. 종속변수는 만성 신부 발생이며, 만

성 신부 유무를 확인하기 해 액투석(수가 5단코드 ‘O7020’, ‘O9991’), 복

막투석(수가 5단코드 ‘O7062’)과 신장이식(수가 5단코드 ‘R3280’)의 행 가 청

구된 환자로 정의하 다. 독립변수는 진료의 지속성 수 이었으며 COC

(Continuity of Care) 지표로 측정하 고, 연구 상자의 만성 신부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기술하 다. 다음

으로 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나는지를 T-test와 ANOVA를

통해, Kaplan-Meier Curve와 Cox hazard model을 통해 지속성 수 을 포함

하여 만성 신부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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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신장계 당뇨병 합병증 환자에서 외래진료 지속성 수 이 만성 신부

발생에 미치는 향을 성별, 나이, 가입자구분, 인슐린 치료제 사용 유무, 질병

의 증도, 의료기 종별, 병상수 의사수, 의료기 의 소재지를 보정하고

지속성 수 에 따른 만성 신부 발생 험도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

도시가 2.105(95% CI: 1.040-5.299), 소도시 1.700(95% CI: 0.621-4.653), 농

어 지역 1.916(95% CI: 1.056-3.477)로 도시에 거주하는 환자군에서 험

률이 가장 높고, 농어 지역, 소도시 순이었으며, 소득구분 Q1( 소득)

의 경우 2.036(95% CI: 0.917-4.519), Q2 1.699(95% CI: 1.380-4.815), Q3

0.944(95% CI: 0.364-2.445), Q4(고소득)는 2.273(95% CI: 1.006-5.137)로 Q2,

Q3에 비해 Q1, Q4에서 험률이 높았다. 장애유무에 따라 장애를 가지고 있

는 군에서 2.075(95% CI: 0.962-4.477)로 정상인 군의 1.862(95% CI:

1.065-3.257)보다 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2형 신장계 당뇨병 합병증 환자들의 만성 신부 으로의 진행을

막기 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진료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책이

필요하며, 의원 의료기 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외래진료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진의 지속 인 노력과 만성질환 리를 한 국가 인 정책 변화

가 필요하다.

�������������������������������������������������������������������

핵심어: 당뇨병, 당뇨병성 신증, 진료 지속성 수 , COC, 당뇨 합병증, 만성 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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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최근 신 체 요법을 받는 말기 신질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주

요한 원인은 당뇨병이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당을 조 하는 인슐린 분비를

멈추거나(제1형 당뇨) 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제2형 당뇨) 발생하는

탄수화물 사 장애로, 고 당을 특징으로 하는 사성 질환이다. 체내 장기들

이 고 당에 장시간 노출되면 그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합병

증이 발생되는데, 특히 미세 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신장에 발생하는 만성

합병증이 당뇨병성 신증이다.

당뇨병성 신증은 말기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48.0%를 차지하고 있고(

한신장학회 등록 원회, 2014), 미국의 경우 당뇨병성 신증으로 연간 약 1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O'Brien et al., 2003), 국내에서도 3차병원에서 치료

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연간 평균 의료비용은 미세알부민뇨가 있을 경우

1.3배, 성 단백뇨가 있을 경우 2.4배, 만성 신부 으로 인한 투석치료나 신장

이식을 받는 경우 합병증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 21～23배 높아짐을 보 다(황

주안 외, 2008).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2016)에서는 ‘당뇨병(E10～E14)’을

주 진단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꾸 히 증가하여 2010년 202만 명에서 2015

년 252만 명으로 24.6% 증가하 고, 2015년 기 252만 명 당뇨병환자의 5.8%

인 14만 7천명이 신장 합병증(당뇨병성 신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뇨병 환자를 상으로 한 여러 연구결과 당뇨 합병증을 방하고, 합병증

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해서는 엄격하고 극 인 당 조 만이 가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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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이라고 하 으며(DCCT, 1993; UKPDS, 1998), 미국당뇨 회에서도

당뇨병 리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당 조 이라고 강조하 다. 만성 신

부 , 심장질환, 뇌 계 질환같이 치명 인 당뇨 합병증의 이환율과 사망률

이 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욱 당 조 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당뇨병 리를 해 당 조 의 요성이 세계 으로 두됨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만30세이상) 당뇨병 인지율은 71.9%, 치료율은

63.5%, 하게 당 조 을 하는 인구는 치료자의 23.1% 밖에 되지 않아 많

은 당뇨병 환자에서 당 조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

다.(보건복지부, 2015).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당뇨 유병 인구와 히 조 되고 치료되지 않

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사회경제학 인 비용의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사회 보건문제를 야기하므로 제2형 신장계

당뇨병 합병증 환자의 외래진료 지속성 수 이 만성 신부 발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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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제2형

신장계 당뇨병 합병증 환자의 외래진료 지속성 수 이 만성 신부 발생에 미

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외래진료 지속성 수 과 만성 신부 발생

과의 련성을 알아본다.

둘째, 외래진료 지속성 수 에 따른 만성 신부 발생의 연 성을 알아본다.

셋째,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하 을 때 외래진료 지속성 수 이 만성 신

부 발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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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고찰 선행연구

1. 당뇨병 합병증

고 당을 특징으로, 고 당을 유발하는 병인과정에 근거하여 크게 제1형(완

히 인슐린 결핍이거나, 부분의 인슐린이 결핍)과 제2형(인슐린 항성, 부

한 인슐린 분비, 포도당 생산의 증가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분류되는 당

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에 손상이 가해지면서 2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의 종류에 따라 미세 합병증과 합병

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당뇨병학회, 2013). 당뇨병 합병증은 생화학 변

화와 액학 변화가 복합되어 진행되게 되며, 고농도의 포도당이 조직에 장

기간 노출되면 성 가역성 변화가 나타나며 추후에 세포손상이 래되어 비

가역성 변화로까지 이어져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된다(조정구, 1999). 합병증의

발생 험은 고 당증의 기간에 따라 증가하게 되고, 보통 고 당증이 20년 정

도 되면 부분 나타난다. 제2형 당뇨병은 증상이 없이 고 당증을 갖고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진단 시에 이미 합병증을 갖고 있

을 수 있다.

당뇨병성 신증은 당뇨병환자의 20-40%에서 발생하며 만성 신부 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지속 인 미세알부민뇨(30-299mg/24h)는 제1형 당뇨병에서 당

뇨병성 신증의 기단계로 나타나며 제2형 당뇨병에서는 신증 발생의 지표일

뿐 아니라 심 질환의 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Position Statement(2010)에서는 미세알부민뇨에서 성

단백뇨(300mg/24h 이상)로 진행한 환자는 수년 내에 만성 신부 증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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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하 으며, 규모의 향 연구에서 제1형과 제2형 당뇨병 모

두 정상에 가까운 당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극 인 당뇨병 치료가

미세알부민뇨의 발생과 미세알부민뇨 성단백뇨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s(DCCT) 연구에서는 1,441명의

제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HbA1c를 7.3 vs. 9.1%로 조 했을 때, 6.5년간의

추 찰에서 극 인 당조 군에서 당뇨병성 신증의 표 바이오마커

인 미세 거 알부민뇨 발생률이 각각 39%, 54%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한 DCCT 코호트를 18년간 연장한 Epidemiology of Diabetes Interventions

and Complications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지속되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들을 상으로 한 UK Prospective Diabetes Study(UKPDS) 연구에서는 극

치료군과 고식 치료군의 10년간의 추 찰 동안 발생한 HbA1c 11% 차

이가 미세알부민뇨 발생 33% 감소와 연 이 있었다. 이는 Action in Diabetes

and Vascular disease 연구에서도 같아서 11,140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

서 극 치료군에서 미세 거 알부민뇨가 각각 9%, 30% 감소하 다.

한 윤지성(2013)의 연구에서는 조기의 한 치료는 만성 신질환의 진행을

방할 수 있으므로 당뇨병성 신증을 조기 진단하여 극 인 치료를 시행하

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Gall 외(1997)은 당뇨병의 미세 합병증의 하나인 신부 의 험요소로

높은 콜 스테롤이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으며 Davis 외(1999)에서는 상

동맥의 험요소로 성지방이 향을 다고 하 다. 한 제2형 당뇨병 진

료지침(2015)에 따르면 당뇨병과 심 계 질환의 연 계에서 험인자는

성별, 나이, 압, 흡연 여부, 상동맥질환의 가족력, 남45세 미만, 여55세 미

만, 이상지질 증 여부, 복부 비만이라고 하 으며, UKPDS Risk engine(2001)

에서는 심장질환 는 뇌졸 의 과거력을 갖고 있지 않은 제2형 당뇨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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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상으로 심 질환에 한 험도를 추정하는 모형을 만들었다. 그

모형에는 연령, 성별, 인종, 흡연상태, 심방세동 유무, 당화 색소(HbA1C)수치,

수축기 압, 총콜 스테롤, HDL-C이 포함되어 있다. 당뇨병의 표 인 합병

증 발생 험 모형인 래 험 심장 연구 험모형(Frarningharm Heart Study

Risk equation) (D’Agostino et al., 2008)에서는 연령, 총콜 스테롤, HDL-C,

압강하제 복용여부, 흡연상태, 당뇨이환상태에 따른 발생 험도에 한 연

구를 하 다.

와 같은 연구에서 당뇨병 합병증의 험요소로 인구학 특성인 연령, 성

별, 인종, 가족력이 향을 다고 하 으며, 건강상태 특성에서는 압, 공복

고 당, BMI, 복부비만, 콜 스테롤, TC, HDL-C, LDL-C, TG, 흡연, 극

치료여부가 향을 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철 한 당조 은 만성 합병증 방에 유익하며, 당

뇨병에서 극 인 당 조 이 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진료 지속성

2.1. 진료 지속성의 정의

진료 지속성과 련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Starfield 1992; Citro et

al., 1997; Reid et al., 2002; Koopman et al., 2003; Saultz, 2005; Cyr et al.,

2006). Starfield(1992)는 의료이용의 지속성(continuity)을 정보 달 메커니즘

이 존재하는 연속 인 방문(the sequence of visits in which there is a

mechanism of information transfer)이라 정의하 고, Citro 외(1997)는 진료

지속성을 환자의 의학 치료 필요에 부합하는 지속 이고 일치된 진료행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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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공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the delivery of medical care to a

patient by a care provider in anuninterrupted and coordinated manner and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care needs of the patient)이라 정의하 다.

Reid 외(2002)는 진료의 지속성을 세 가지 유형(정보 지속성, 계 지속성,

리 지속성)으로 구분하 는데, 정보 지속성(informational continuity)은 환자

에게 합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과거 병력과 진료기록을 활용하는

것을, 계 지속성(relational continuity)은 환자와 의료 제공자가 지속 인

계를 맺음으로써 환자에 해 반 으로 악하고, 진료의 일 성 연속성

을 유지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리 지속성(management continuity)은 서로

다른 의료제공자로부터 환자가 받는 진료서비스가 일 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

미한다.

Koopman 외(2003)는 진료 지속성(continuity of care)을 다양한 치료 이

을 지닌 의료 달기 을 조직하는 방법이라 정의하 고, Saultz(2005)는 지

속성에 해 환자가 근하기 용이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

는 것으로 정의하 으며, Cyr 외(2006)는 치료 지속성(continuity of care)을

부터 동일 의사에 한 환자의 방문을 의미하며, 정기 인 의료제공자를

만나는 것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지속성은 환자의

치료에 있어 요한 요소라 말했다.

2.2. 진료 지속성 측정 도구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환자 진료의 지속성은 Continuity of

Care(COC), UPC(Usual Provider Care), Modified, Modified Continuity

Index(MMCI), Most Frequent Provider Continuity(MFPC) 등의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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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질 수 있다(Bice et al., 1977; Cyr et al., 2006; 최용 , 2006; 윤채 외,

2007; 홍재석, 2009; 손경애 외, 2010; 조경희, 2014, 남 순, 2014).

COC(Continuity of Care) 지표는 Bice 외(1977)가 고안한 지표로서, 환자가

방문한 모든 의료제공자들 사이에서 각각의 의료제공자를 방문한 숫자로 산출

할 수 있다.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환자가 동일 의료기 의 외래진료가 많

을 경우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다른 의료기 을 통한 외래 방문을 실시

할 경우 0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COC 지표는 공식1과 같으며, N은 총 방문

횟수, M은 이용 가능한 의료제공자수이고, nj는 j번째 의료제공자에 한 방문

횟수를 의미한다.

   


  




  

공식

UPC 지표는 Breslau 외(1975)가 개발한 지표로, 주어진 기간 동안 총 방문

횟수 일상의료제공자(usual provider)를 방문한 분율로서 측정된다. 이때

일상의료제공자는 환자가 스스로 일상의료제공자로 지칭한 의료제공자가 될

수도 있고, 환자의 개인 주치의일 수도 있으며, 만약 환자가 지칭하지 않고 일

상의료제공자로 정한 의료제공자가 없다면, 환자가 가장 많이 방문한 의료제

공자가 될 수도 있다. UPC 지표는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다. UPC 지

표는 공식2이며, N은 총 방문횟수, M은 이용 가능한 의료제공자수를 의미한다.

 

 ≤
max


≤ 

공식

MMCI(Modified, Modified Continuity Index)는 Magill 외(1987)가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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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의료기 에 방문한 횟수를 총 방문횟수(N)뿐 아니라 이용한 의료기

의 수 체(M)을 포함하여 진료의 지속성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

이 방문한 의료제공자 이외의 다른 의료제공자에게 방문한 횟수나 방문 분포

등이 일정하게 반 될 수 있다. MMCI는 공식3과 같다.

 
    




    




공식

MFPC(Most Frequent Provider Continuity)는 Breslau and Reeb 외(1975)

가 개발한 지표로 가장 많이 방문한 의료기 에 한 방문횟수를 의료기 총

방문 횟수(N)로 나 것으로, MFPC는 가장 빈번하게 방문한 의료제공자 이

외의 의료기 에 한 방문횟수나 다른 의료제공자를 방문한 순서의 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체 방문횟수가 일정할 경우 가장 많이 방문한 의료제공

자에 한 방문횟수의 비 의 향을 받게 된다. MFPC는 공식4와 같다.

 

    
공식

각 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한명의 의료공 자

에게 의료이용이 집 되는 것으로 즉 진료의 지속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가 직 일차의료기 을 마음 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나

라 의료서비스 달 체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주치의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상

태에서 지속성 수 을 측정하는 방법을 용하는 COC 지표를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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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당뇨병 리와 진료 지속성에 한 선행연구

2009년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외래 방문 4회 이

상인 20세 이상의 환자를 상 환자군으로 설정하여 진행한 연구는 제2형 당

뇨 환자들의 진료지속성을 보기 해 UPC, COC, Sequential Continuity of

Care index(SECON), Integrated Continuity of Care(ICOC)를 외래 진료 지속

성 측정지표로 사용하 다. 해당 연구에서 COC 지표의 AUROC curve 값이

0.598로 가장 높아 설명력이 가장 큰 지표 으며,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진료지속성이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입원을 경험할 오즈비가

2.44배 높았다(조경희, 2014).

2003～2010년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자료를 이용하여 고 압, 당뇨, 고콜

스테롤 증을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를 상으로 진료 지속성이 사망, 심근

경색과 뇌졸 의 발생과의 계성을 콕스 비례모형을 용한 생존분석을 실시

한 결과 진료지속성이 낮은 군은 높은 군에 비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의

hazard ratio가 1.3배, 심 질환에 의한 사망의 hazard ratio는 약 1.5～1.7

배, 심근경색, 허 성 뇌졸 발생의 hazard ratio도 각각 약 1.5배씩 유의하게

증가하 다(Shin et al., 2014).

미국 국민건강 양조사 제3차 자료(the third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를 이용하여 당뇨, 고 압이 의심되는 환자군을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환자의 치료 지속성과 질병의 인식에 한 조사를 실시한

연구는 연령, 기본 인 건강상태, 성별, 인종, 소득, 교육수 , 보험의 종류 그

리고 지난 1년 동안 외래방문횟수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치료지속성을

악하기 해 개별 으로 2가지의 질문을 하 다. 첫째, 만약 당신이 아 경우

나 건강에 한 자문이 필요할 때 혹은 일상 인 치료를 해 특별한 의원,

병원 등 주로 방문하는 곳이 있는가?(Is there a particular clin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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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doctor's office, or other place that you usually go to if you are

sick, need advice about your health, or for routine care?) 그리고 이에 한

응답이 그 다(yes) 일 때는 추가 으로 당신이 방문하는 특정 의사나 의료인

이 있느냐?(Is there one particular doctor or health professional you

usually see?)는 질문을 실시하 다. 해당 질문의 응답에 따라 종속변수는 ①

치료를 해 특별히 방문하는 곳이 없음(no usual source of care to), ② 방문

하는 장소는 있으나 특정 의료인을 지목하지는 않음(usual place but no usual

provider), ③ 특정 방문 장소와 의료인이 존재함(usual place and provider)으

로 설정하 다. 사회 인구학 특성으로 볼 때, 남성일 경우 여성에 비해 특별

히 방문하는 의료기 이 없었고, 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을 받을 경우에는 특정

방문 기 과 의료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외래 방

문 횟수가 을수록 치료 지속성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소득수

이 연간 $20,000 미만인 집단이 그 이상의 집단과 비교했을 때, 치료를 해

특별히 방문하는 곳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 다. 질병군 별로 분석한 결과, 당

뇨 환자의 경우 진료 지속성을 해 특별히 방문하는 기 이 없었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이러한 결과는 고 압 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

생하 다(Koopman et al., 2003).

이 연구는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당뇨병 환자의 진료 지속성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악하 고, 특히 Shin 외(2014)의 연구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진료의 지속성이 합병증 발생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결론에 도출하 기에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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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이 연구는 200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까지 추 된 국민건강보험공

단 건강검진 표본코호트 자료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8년 동안 새롭게 제2형 신장계 당뇨병 합병증이 발병한 환자들을 상으로 외

래진료의 지속성 수 이 만성 신부 발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향 코호트 연구이다. 환자의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가입자구분, 소

득구분, 인슐린 치료제 사용 유무, 장애유무, 질병의 증도를, 의료기 특성

으로는 외래기 의 종별, 소재지, 병상수와 의사수를 혼란변수(공변량)로 보정

하 다. 연구모형은 Figure 1와 같다.

Figure 1. Fram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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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agnosis code related to type 2 diabetic complications by ICD-10

ICD-10 Contents

E11.1 Non-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with acidosis

E11.2 Non-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with renal complications

E11.3 Non-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with opthalmic complications

E11.4 Non-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with neurological complications

E11.5 Non-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with circulatory complications

E11.6 Non-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with other specified complications

E11.8 Non-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with unspecified complications

2. 연구 상 자료

이 연구는 200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까지 추 된 국민건강보험공

단 건강검진 표본코호트 100만명 DB를 활용하 다.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 )에 의하

면 당뇨 상병코드에는 E10～E14, O24가 있으며 E10은 인슐린-의존 당뇨병,

E11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table 1), E12는 양실조- 련 당뇨병, E13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는 상세불명 당뇨병, O24는 임신 출산 산후기 당

뇨병이다.

연구기간 새롭게 발병한 만성 신부 환자를 확인하기 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ICD-10의 질병분류코드 신장계 합병증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진단(주상병 E11.2)을 확인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 시 이 만성

신부 환자 과거에 만성 신부 을 앓은 사람을 제외하고 3,565명을 상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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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정의

3.1. 독립변수 : 진료의 지속성

진료의 지속성은 처방의 지속성(처방일수), 리의 지속성(지속성지수)을 포함

하 다. 진료의 지속성 측정은 환자가 직 일차의료기 을 마음 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달 체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치의

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성 수 을 측정하는 방법을 용하는

COC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당뇨병 환자가 동일 의료기 의 외래진료가

많을 경우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COC 수 이 0.75이상을 지속성이 좋다고

정의 하 는데,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기 을 사용한 것이다(Reid 외,

2002).

3.2. 종속변수 : 만성 신부 발생

이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만성 신부 의 발생이며 이를 확인하기 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ICD-10의 질병분류코드 신장계 합병증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진단(주상병 E11.2)을 확인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 시

이 만성 신부 환자 과거에 만성 신부 을 앓은 사람을 제외하 다.

만성 신부 은 액투석(수가 5단코드 ‘O7020’, ‘O9991’), 복막투석(수가 5단코

드 ‘O7062’)과 신장이식(수가 5단코드 ‘R3280’)의 행 가 청구된 환자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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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혼란변수(공변량)

이 연구에서의 혼란변수(공변량)는 진료의 지속성과 만성 신부 발생에

향을 수 있는 험요인들이다. 데이터에서 통제할 수 있는 혼란변수(공변량)

는 환자의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가입자구분, 소득구분, 인슐린 치료

제 사용 유무, 장애유무, 질병의 증도, 의료기 특성으로는 외래기 의 종별,

소재지를 보정하 다.

연령은 50세 미만, 50～79세까지 10세 단 로, 80세 이상은 80+로 5개 그룹으

로 그룹화 하 으며, 거주지역 구분은 도시, 소도시, 농어 지역으로 그룹

화 하 다.

가입자 구분은 건강보험, 의료 여로 구분하 고, 소득수 은 하 25% 이

하까지를 1사분 로 하고, 그 다음 단 25%씩을 2, 3, 4사분 로 분류하여 1사

분 는 소득, 4사분 는 고소득자로 구분하 다.

질병의 증도는 KDRG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code와 동반 상

병명을 이용하 다. 당뇨병과 련하여 KDRG code는 K60000, K60001, K60002,

K60003의 6자리로 구성되며 마지막 자리의 숫자 각 0, 1, 2, 3은 환자의 증도

PCCL(Patient Clinical Complexity Level)를 의미한다. 0은 심각하거나 증 혹

은 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1은 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2는 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은 심각한 합병증 동반 상병

동반을 의미한다.

의료기 소재지는 연구 상자의 거주지역과 동일하게 도시, 소도시, 농

어 지역으로 그룹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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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이 연구의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를 사용하 고, 모든 분석의 유의수

은 5%로 설정하 다.

첫째, 연구 상자의 만성 신부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 다.

둘째, 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라 외래진료의 지속성에 차이가 있는지에

한 유의성 검정은 독립된 두 표본 집단의 t-검정(two sample t-test) 다

비교를 겸한 분산분석(ANOVA test)으로 분석하 다.

셋째, 독립변수인 외래진료 지속성과 종속변수인 만성 신부 발생의 연

성은 Kaplan-Meier Curve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넷째, 외래진료 지속성이 만성 신부 발생에 미치는 향은 Cox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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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이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table 2), 남성이 54.3%로 여성에

비해 많았고, 연령 는 60 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50 와 70 도 26.0%,

18.7%로서 50～70 가 체 상자의 75.4%로 다수를 차지했다. 거주지역

구분에서는 농어 지역 거주자가 52.0%, 소도시 24.8%, 도시에 사는 사

람들이 23.3%이었으며, 가입자구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97.4%로 다수

를 차지하 고, 의료 여 수 자는 2.6%이었다.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환

자군은 4.5%,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비율은 13.5% 이었으며, 질환의 증도

(PCCL index)에 있어서는 증도가 0인 환자들이 97.3%, 증도가 1인 환자

들은 1.7%, 등도 2이상인 환자들은 1.0% 순이었다. 의료기 종별 종합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 57.2%, 의원 40.1%, 병원 2.7%로 부분의 환자

들이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었고, 농어 소재 의료기 을 방문하는 환자들

이 44.2%, 소도시 28.5%, 도시 소재 의료기 27.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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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3,565)

　Variables N (%)

Patient level

Sex

Male 1,937 (54.3)

Female 1,628 (45.7)

Age

Under 50 738 (20.7)

50-59 926 (26.0)

60-69 1,097 (30.8)

70-79 666 (18.7)

80 and more 138 (3.9)

Residence area

Metropolitan 829 (23.3)

Urban 883 (24.8)

Rural 1,853 (52.0)

Health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3,471 (97.4)

Medical aid 94 (2.6)

Income 

Q1 (Low) 816 (22.9)

Q2 747 (21.0)

Q3 787 (22.1)

Q4 (High) 1,215 (34.1)

Insulin treatment

Yes 160 (4.5)

No 3,405 (95.5)

Disabled type

Yes 482 (13.5)

No 3,083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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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3,565) - continued

　Variables N (%)

PCCL index

0 3,469 (97.3)

1 61 (1.7)

≥2 35 (1.0)

Continuity of care

Good(COCindex≥0.75) 2,164 (60.7)

Bad (COC index<0.75) 1,401 (39.3)

Hospital level

Hospital classification

General hospital 2,040 (57.2)

Hospital 97 (2.7)

Clinic 1,428 (40.1)

Location

Metropolitan 973 (27.3)

Urban 1,016 (28.5)

Rural 1,576 (44.2)

Total 3,5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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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 신부 발생률에 따른 연구 상자 분포

연구 기간(2005년～2012년) 체 제2형 신장계 당뇨병 합병증 환자

만성 신부 발생에 한 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포를 table 3에 제시하

다. 체 연구 상자는 3,565명이었으며 이 만성 신부 이 발생한 환자는

83명(2.3%)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 농어 에 사는 사람들에서 만성 신

부 이 발생한 환자의 비율이 2.6%로 가장 높았고(p=0.522) 소득구분에서는 1

분 에 해당하는 소득 환자들이 만성 신부 이 발생한 비율이 3.3%로 가장

높았으나(p=0.159),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유무 따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군의 만성 신부 발생 환자 비율이

5.8%로 정상인 군의 1.8%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다(p<.0001).

한 COC index로 측정한 지속성 수 에 있어서는 COC수 0.75로 구분한

지속성 수 이 좋은 군에서 만선 신부 발생한 환자 비율이 1.5%로 지속성

수 이 나쁜 군의 3.6%보다 낮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다(p<.0001).

외래 주이용 기 유형에 있어서는 종합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군이 3.5%,

병원을 이용하는 군이 1.0%, 의원 을 주로 이용하는 군이 0.7%로 의원 을

주로 이용하는 환자군에서 만성 신부 발생이 가장 었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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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subject characteristics by chronic renal failure occurrence
Unit: person(%)

　 Total
Chronic renal failure occurrence

p-value
Yes No

Patient level

Sex

Male 1,937 44 (2.3) 1,893 (97.7)
0.807

Female 1,628 39 (2.4) 1,589 (97.6)

Age

Under 50 738 9 (1.2) 729 (95.0)

0.164

50-59 926 24 (2.6) 902 (94.1)

60-69 1,097 26 (2.4) 1,071 (93.4)

70-79 666 20 (3.0) 646 (93.2)

80 and more 138 4 (2.9) 134 (94.2)

Residence area

Metropolitan 829 18 (2.2) 811 (97.8)

0.522Urban 883 17 (1.9) 866 (98.1)

Rural 1,853 48 (2.6) 1,805 (97.4)

Health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3,471 80 (2.3) 3,391 (97.7)
0.594

Medical aid 94 3 (3.2) 91 (96.8)

Income 

Q1 (Low) 816 27 (3.3) 789 (96.7)

0.159
Q2 747 12 (1.6) 735 (98.4)

Q3 787 18 (2.3) 769 (97.7)

Q4 (High) 1,215 26 (2.1) 1,189 (97.9)

Insulin treatment

Yes 160 3 (1.9) 157 (98.1)
0.688

No 3,405 80 (2.4) 3,325 (97.7)

Disabled type

Yes 482 28 (5.8) 454 (94.2)
<.0001

No 3,083 55 (1.8) 3,028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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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subject characteristics by chronic renal failure 
occurrence (continued)                                    Unit: person(%)

　 Total
Chronic renal failure occurrence

p-value
Yes No

PCCL index

0 3,469 82 (2.4) 3,387 (97.6)

0.2311 61 2 (3.3) 59 (96.7)

≥2 35 1 (4.2) 34 (97.1)

Continuity of care

Good (COC index≥0.75) 2,164 33 (1.5) 2,131 (98.5)
<.0001

Bad (COC index<0.75) 1,401 50 (3.6) 1,351 (96.4)

Hospital level

Hospital classification

General hospital 2,040 72 (3.5) 1,968 (96.5)

<.0001Hospital 97 1 (1.0) 96 (99.0)

Clinic 1,428 10 (0.7) 1,418 (99.3)

Number of beds 787.5 ± 461.0 475.7 ± 508.6 <.0001

Number of doctors 220.2 ± 164.3 136.2 ± 194.0 <.0001

Location

Metropolitan 973 19 (2.0) 954 (7.5)

0.625Urban 1016 24 (2.4) 992 (6.5)

Rural 1576 40 (2.5) 1,536 (5.3)

Survey Year

2005 587 15 (2.5) 572 (97.5)

0.357

2006 440 5 (1.1) 435 (98.9)

2007 493 10 (2.0) 483 (98.0)

2008 526 12 (2.3) 514 (97.7)

2009 544 17 (3.1) 527 (96.9)

2010 457 14 (3.1) 443 (96.9)

2011 255 8 (3.1) 247 (96.9)

2012 263 10 (3.8) 253 (96.2)

Total 3,565 83 (2.3) 3,482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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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성 지표에 따른 외래진료 지속성 수 비교

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라 지속성 지표에 따른 외래진료 지속성 평균의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면(table 4), 만성 신부 발생이 없는 군의 평균이 0.61로

만성 신부 을 가진 군의 0.4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인슐린 치료제

사용 유무에 따라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군에서 지속성 지표 평균이 0.83

으로 그 지 않은 군의 0.60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외래 주이용

기 유형에 있어서는 의원을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이 0.73으로 종합병원

0.53, 병원 0.49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한 이용하는 의료기 의 소

재지에 따라 의료기 이 소도시에 있는 경우 0.67로 도시(0.59)나 농어

지역(0.58)에 소재하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p=0.033), 환자의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984). 아울러, 소득(p=0.107)이나 장애유무

(p=0.113)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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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comparison contiunuity level by conticuity index

　
COC index

p-value
Mean ± SD

Patient level

Chronic renal failure occurrence

Yes 0.40 ± 0.49
0.001

No 0.61 ± 0.49

Sex

Male 0.60 ± 0.49
0.714

Female 0.61 ± 0.49

Age

Under 50 0.60 ± 0.49

0.863

50-59 0.62 ± 0.48

60-69 0.60 ± 0.49

70-79 0.60 ± 0.49

80 and more 0.58 ± 0.50

Residence area

Metropolitan 0.60 ± 0.49

0.984Urban 0.67 ± 0.47

Rural 0.58 ± 0.49

Health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0.61 ± 0.49
0.119

Medical aid 0.53 ± 0.50

Income 

Q1 (Low) 0.61 ± 0.49

0.107
Q2 0.60 ± 0.49

Q3 0.60 ± 0.49

Q4 (High) 0.62 ±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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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comparison contiunuity level by conticuity index(continued)

　
COC index

p-value
Mean ± SD

Insulin treatment

Yes 0.83 ± 0.38
<.0001

No 0.60 ± 0.49

Disabled type

Yes 0.61 ± 0.49
0.113

No 0.61 ± 0.49

PCCL index

0 0.61 ± 0.49

0.2911 0.56 ± 0.50

≥2 0.51 ± 0.50

Hospital level

Hospital classification

General hospital 0.53 ± 0.50

<.0001Hospital 0.49 ± 0.50

Clinic 0.73 ± 0.44

Location

Metropolitan 0.59 ± 0.49

0.033Urban 0.67 ± 0.47

Rural 0.58 ±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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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성 신부 발생에 한 콕스 비례 험 회귀모형 분석

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른 만성 신부 발생 험도를 콕스 비례 험 회귀

모형으로 분석하 으며(table 5), 성별로는 여성이 1.061(95% CI: 0.682-1.651)

로 남성에 비해 험도가 6.1% 높았다. 연령 는 50세 이하를 기 으로 50

가 2.053(95% CI: 0.951-4.434), 60 1.761(95% CI: 0.818-3.790), 70

2.084(95% CI: 0.931-4.667), 80세 이상이 1.923(95% CI: 0.572-6.271)으로 50

와 70 의 험률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았다. 거주지역은 도시를 기 으

로 소도시 0.499(95% CI: 0.186-1.339), 농어 지역이 0.837(95% CI: 0.422-

1.701)로 도시, 농어 지역, 소도시 순으로 험률이 감소하 다. 이는 외

래 주이용 기 이 도시에 소재한 경우를 기 으로 소도시 2.300(95% CI:

0.926-5.715), 농어 지역 1.528(95% CI: 0.723-3.235)으로 도시, 농어 지

역, 소도시 순으로 험률이 높은 것과는 비교되는 결과이다.

가입자 구분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 여 수 자가 0.768(95% CI:

0.228-2.584)으로 험률이 낮았으며, 소득구분은 상 25%에 비해 하 25%

가 1.685(95% CI: 0.954-2.976)로 험률이 68.5% 높았다. 인슐린 치료제 사용

유무에 있어서는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군에 비해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는 군에서 0.739(95% CI: 0.228-2.391)로 발생 험이 26.1% 낮았고, 장애유

무에 따라 정상인 군에 비해 장애를 가진 군에서 2.702(95% CI: 1.693-4.313)

으로 험률이 170.2% 높았다. 질환의 증도에 있어서는 증도가 0인 환자

들에 비해 증도가 1인 환자들이 1.218(95% CI: 0.168-7.645), 증도가 2 이

상인 환자들은 1.327(95% CI: 0.182-9.643)로 유의하게 높았다. COC 구분으로

는 0.75 이상인 우수군 비 나쁜 군이 1.988(95% CI: 1.268-3.117)로 COC 수

이 나쁜 군의 만성 신부 발생 험률이 98.8%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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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주이용 기 유형에 있어서는 종합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에 비

해 병원 0.535(95% CI: 0.071-4.018), 의원 0.476(95% CI: 0.199-1.142)로 험

률이 낮았다. 병상수 의사수는 하 33% 이하까지를 1분 로 하고, 그 다음

단 33%를 2, 3분 로 분류하여 1분 는 낮은 쪽, 3분 는 높은 쪽으로 구분

하 다. 이 게 구분된 병상수를 기 으로 1분 를 기 으로 했을 때 병상수가

많을수록 1.084(95% CI: 0.322-3.008), 1.178(95% CI: 0.365-3.804)로 만성 신부

발생 험이 높았으며, 의사수 에서도 1분 를 기 으로 했을 때 2분 는

1.632(95% CI: 0.437-6.097), 3분 의 경우 2.390(95% CI: 0.570-10.018)로 험

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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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associated continuity of care with chronic renal failure incidence

　
Renal complications

Hazard Ratio 95% CI

Patient level

Sex

Male 1.000 -

Female 1.061 (0.682 - 1.651)

Age

Under 50 1.000 -

50-59 2.053 (0.951 - 4.434)

60-69 1.761 (0.818 - 3.790)

70-79 2.084 (0.931 - 4.667)

80 and more 1.923 (0.572 - 6.472)

Residence area

Metropolitan 1.000 -

Urban 0.499 (0.186 - 1.339)

Rural 0.837 (0.412 - 1.701)

Health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type 1.000 -

Medical aid 0.768 (0.228 - 2.584)

Income 

Q1 (Low) 1.685 (0.954 - 2.976)

Q2 0.849 (0.422 - 1.706)

Q3 1.008 (0.546 - 1.863)

Q4 (High) 1.000 -

Insulin treatment

Yes 1.000 -

No 0.739 (0.228 - 2.391)

Disabled type

Yes 2.702 (1.693 - 4.313)

No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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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associated continuity of care with chronic renal failure incidence(continued)

　
Renal complications

Hazard Ratio 95% CI

PCCL index

0 1.000 -

1 1.218 (0.168 - 7.645)

≥2 1.327 (0.182 - 9.643)

Continuity of care

Good(COC index≥0.75) 1.000 -

Bad (COC index<0.75) 1.988 (1.268 - 3.117)

Hospital level

Hospital classification

General hospital 1.000 -

Hospital 0.535 (0.071 - 4.018)

Clinic 0.476 (0.199 - 1.142)

Number of beds

Q1 (Low) 1.000 -

Q2 1.084 (0.322 - 3.008)

Q3 (High) 1.178 (0.365 - 3.804)

Number of doctors

Q1 (Low) 1.000 -

Q2 1.632 (0.437 - 6.097)

Q3 (High) 2.390 (0.570 - 10.018)

Location

Metropolitan 1.000 -

Urban 2.300 (0.926 - 5.715)

Rural 1.528 (0.722 -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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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성 신부 발생에 한 생존함수 분석

연구 상자의 외래진료 지속성 수 (COC)에 따른 만성 신부 생존 함수를

살펴보면(Figure 2), COC 수 이 나쁜(COC index<0.75) 그룹이 좋은(COC

index≧0.75) 그룹에 비해 만성 신부 발생 험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2. Kaplan-Meie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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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속성 수 에 따른 거주지역, 소득구분, 장애유무에 따른

만성 신부 발생 비교

연구 상자의 지속성 수 에 따른 거주지역, 소득구분, 장애유무에 따른 만

성 신부 발생 험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성별, 나이, 가입자

구분, 인슐린 치료제 사용 유무, 질병의 증도, 의료기 종별, 병상수 의

사수, 의료기 의 소재지를 보정한 결과 거주지역 도시가 2.105(95% CI:

1.040-5.299), 소도시 1.700(95% CI: 0.621-4.653), 농어 지역 1.916(95%

CI: 1.056-3.477)로 도시에 거주하는 환자군에서 험률이 가장 높고, 농어

지역, 소도시 순이었으며, 소득구분 Q1( 소득)의 경우 2.036(95% CI:

0.917-4.519), Q2 1.699(95% CI: 1.380-4.815), Q3 0.944(95% CI: 0.364-2.445),

Q4(고소득)는 2.273(95% CI: 1.006-5.137)로 Q2, Q3에 비해 Q1, Q4에서 험

률이 높았다. 장애유무에 따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군에서 2.075(95% CI:

0.962-4.477)로 정상인 군의 1.862(95% CI: 1.065-3.257)보다 험률이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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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bgroup analysis for the association health insurance type with occurrence 
of diabetic complication by residence area, income, disable type

　

Continuity of care

Good(COC 
index≥0.75)

Bad(COC index<0.75)

Hazard ratio 
(Ref.)

Hazard 
ratio 

95% CI

Chronic renal failure occurrence

Residence area

Metropolitan 1.000 2.105 (1.040 - 5.299)

Urban 1.000 1.700 (0.621 - 4.653)

Rural 1.000 1.916 (1.056 - 3.477)

Income

Q1 (Low) 1.000 2.036 (0.917 - 4.519)

Q2 1.000 1.699 (1.380 - 4.815)

Q3 1.000 0.944 (0.364 - 2.445)

Q4 (High) 1.000 2.273 (1.006 - 5.137)

Disabled type

Yes 1.000 2.075 (0.962 - 4.477)

No 1.000 1.862 (1.065 - 3.257)

*Adjusted gender, age, health insurance type, insulin treatment, PCCL index, hospital 
classification, number of beds, number of doctors, hospit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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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연구 방법에 한 고찰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2년을 기 으로 하여 국민의 2%에

해당하는 100만 명을 층화 표본 추출하여 2012년까지 동일 상자에 해 사

회경제 변수가 포함된 자격 자료와 진료내역 건강검진 자료를 연결하여

구축한 표본코호트자료를 이용하 다. 2005년∼2012년 사이 신장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합병증 진단(주상병 E11.2)을 받은 환자 이 연구

이 연도에 만성 신부 환자 과거에 만성 신부 을 앓은 환자를 제외하

고 3,565명을 상으로 추 찰하 다. 과거 만성 신부 확인을 하여 만

성 신부 환자를 액투석(수가 5단코드 ‘O7020’, ‘O9991’), 복막투석(수가 5단

코드 ‘O7062’), 는 신장이식(수가 5단코드 ‘R3280’)의 행 가 청구된 환자로

정의하 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몇 가지 제

한 을 갖는다.

첫째, 청구를 목 으로 하는 청구명세서의 진단명으로만 제2형 신장계 당뇨

병 합병증 환자와 결과변수를 정의하여 타당도에 한 한계 이 존재한다.

둘째, 환자의 경제 수 인 소득 수 을 보험료 정보를 통하여 얻어지는

범주형 변수로 구분하여 반 하 다.

셋째, 2009년 건강검진체계 개편으로 변경된 검진자료로 인해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에 해 고려하지 못하 다.

넷째, 비 여 진료 성형 등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의료기 에서 처

방받지 않은 일반의약품의 사용 여부 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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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료의 제한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Cross-

Sectional 연구로 결과를 제시한 반면, 이 연구는 국민의 2%인 100만 명을

성별·연령별·소득수 별로 층화표본 추출해 국민의 표성을 지닌 코호트

DB를 활용, 8년간 추 · 찰하여 진료 지속성 황과 건강결과와의 연 성을

분석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다는 강 이 있다.

2. 연구 결과에 한 고찰

이 연구에서 2005년 이후 제2형 신장계 당뇨병 합병증 환자 만성 신부

이 발생한 환자는 총 3,565명 83명(2.3%)이었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 44명

(2.3%), 여성 39명(2.4%)로 남성에서의 발생률이 약간 높았고, 장애유무 따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군의 만성 신부 발생 환자 비율이 5.8%로 정상인 군의

1.8%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했다(p<.0001). 한 COC index로

측정한 지속성 수 에 있어서는 COC수 0.75로 구분한 지속성 수 이 좋은

군에서 만성 신부 이 발생한 환자 비율이 1.5%로 지속성 수 이 나쁜 군의

3.6%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외래 주이용 기 유형에 있어서는 종합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군이 3.5%, 병원을 이용하는 군이 1.0%, 의원 을 주로

이용하는 군이 0.7%로 의원 을 주로 이용하는 환자군에서 만성신부 발생

이 유의하게 낮았는데(p<.0001), 이는 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경우 주로 종합

병원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것으로 단된다.

만성 신부 발생이 없는 군의 지속성 지표에 따른 외래진료 지속성 평균이

0.61로 만성 신부 을 가진 군의 0.40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인슐린

치료제 사용 유무에 따라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군에서 지속성 지표 평균

이 0.83으로 그 지 않은 군의 0.60에 비해 높았다(P<.0001). 한, 홍재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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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외래 주이용 기 유형에 있어서는 의원(0.73), 종합

병원(0.53)을 이용하는 환자에 비해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0.49)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 다(p<0.001). 한 이용하는 의료기 의 소재지에 따라 의료기 이

소도시에 있는 경우 0.67로 도시(0.59)나 농어 지역(0.58)에 소재하는 경

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33). 다만, 환자의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으며(p=0.984), 소득(p=0.107)이나 장애유무(p=0.113)에 따른 차이도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서 1.061(95% CI: 0.682-1.651)로 남성에 비해 만성 신부 발생 험

도가 6.1% 높았으며, 거주지역은 도시를 기 으로 소도시 0.499(95% CI:

0.186-1.339), 농어 지역 0.837(95% CI: 0.422- 1.701)으로 도시, 농어 지

역, 소도시 순으로 험률이 감소하 다. 이는 외래 주이용 기 이 도시에

소재한 경우를 기 으로 소도시 2.300(95% CI: 0.926-5.715), 농어 지역

1.528(95% CI: 0.723-3.235)으로 도시, 농어 지역, 소도시 순으로 험률

이 높은 것과는 비교되는 결과이다. 가입자 구분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 여 수 자가 0.768(95% CI: 0.228-2.584)으로 험률이 낮았으며, 소득구

분은 상 25%에 비해 하 25%가 1.685(95% CI: 0.954-2.976)로 험률이

68.5% 높았다. 인슐린 치료제 사용 유무에 있어서는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군에 비해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는 군에서 0.739(95% CI: 0.228-2.391)로

발생 험이 26.1% 낮았고, 장애유무에 따라 정상인 군에 비해 장애를 가진

군에서 2.702(95% CI: 1.693-4.313)으로 만성 신부 발생 험률이 170.2% 높

았다. 질환의 증도에 있어서는 증도가 0인 환자들에 비해 증도가 1인

환자들이 1.218(95% CI: 0.168-7.645), 증도가 2 이상인 환자들은 1.327(95%

CI: 0.182-9.643)로 유의하게 높았다. COC 구분으로는 0.75 이상인 우수군

비 나쁜 군이 1.988(95% CI: 1.268-3.117)으로 COC 수 이 나쁜 군의 만성 신

부 발생 험률이 98.8% 높았다. 외래 주이용 기 유형에 있어서는 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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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에 비해 병원 0.535(95% CI: 0.071-4.018), 의원

0.476(95% CI: 0.199-1.142)로 험률이 낮았다. 병상수 의사수는 하 33%

이하까지를 1분 로 하고, 그 다음 단 33%를 2, 3분 로 분류하여 1분 는

낮은 쪽, 3분 는 높은 쪽으로 구분하 다. 이 게 구분된 병상수를 기 으로 1

분 를 기 으로 했을 때 병상수가 많을수록 1.084(95% CI: 0.322-3.008),

1.178(95% CI: 0.365-3.804)로 만성 신부 발생 험이 높았으며, 의사수 에서

도 1분 를 기 으로 했을 때 2분 는 1.632(95% CI: 0.437-6.097), 3분 의 경

우 2.390(95% CI: 0.570-10.018)로 험률이 높았다.

성별, 나이, 가입자구분, 인슐린 치료제 사용 유무, 질병의 증도, 의료기

종별, 병상수 의사수, 의료기 의 소재지를 보정한 결과 거주지역 도

시에 거주하는 환자군에서 COC index가 좋을 경우 COC index가 나쁠 경우

보다 2.105(95% CI: 1.040-5.299), 소도시에 거주하는 환자군에서는 1.700

(95% CI: 0.621-4.653), 농어 지역의 환자군에서는 1.916(95% CI: 1.056-

3.477)로 도시에 거주하는 환자군에서 COC index가 나쁠 경우 험률이 가

장 높고, 농어 지역, 소도시 순이었으며, 소득구분 Q1( 소득)의 경우

COC index가 좋은 환자군에 비해 COC index가 나쁜 환자군에서 2.036(95%

CI: 0.917-4.519), Q2 1.699(95% CI: 1.380-4.815), Q3 0.944(95% CI: 0.364-

2.445), Q4(고소득)의 경우 2.273(95% CI: 1.006-5.137)로 Q2, Q3에 비해 Q1,

Q4에서 COC index가 낮을 경우 만성 신부 발생 험이 높았다. 장애유무에

따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군에서 COC index가 좋을 경우 COC index가 나쁠

경우보다 2.075(95% CI: 0.962-4.477)로 정상인 군의 1.862(95% CI: 1.065-

3.257)보다 험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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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제언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속성이 좋은(COC index≧0.75) 비율은 약

60%정도로 상당수의 제2형 신장계 당뇨병 합병증 환자가 극 으로 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

장애를 가진 환자군에서 만성 신부 이 발병한 비율이 5.8%로 정상인의

1.8%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진료지속성이 좋은(COC index≧0.75) 군의 만

성 신부 발생률이 1.5%인데 반해 나쁜(COC index<0.75) 군은 3.6%에서 만

성 신부 이 발생하여 진료지속성 수 이 나쁠수록 험도가 높았다. 한 의

원 의료기 을 주로 이용하는 환자에게서 만성 신부 발생률이 0.7%로, 병

원 1.0%, 종합병원 3.5%에 비해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다만, 의료 여

수 자 군의 3.2%에서 만성 신부 이 발생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군의 2.3%에

비해 높았고, 소득층인 Q1에서 3.3% 발생하여 고소득층인 Q4의 2.1%에 비

해 발생률이 높았으나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른 인구사회학 요인을 보정하 을 때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지속성

수 이 나쁠 경우 좋은 경우에 비해 약 2.1배 정도 험도가 높아 소도시의

1.7배나 농어 지역의 약 1.9배 보다 진료의 지속성이 미치는 향이 컸고,

소득구분 고소득인 Q4와 소득인 Q1의 경우 진료 지속성이 나쁜 경우 좋

은 경우에 비해 만성 신부 발생 험이 각각 약 2.3배, 2.0배로 Q2와 Q3에

비해 높았다. 장애유무에 따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군에서 진료지속성이 나쁠

경우 진료지속성이 좋은 경우에 비해 발생 험도가 약 2.1배로 정상인 군의

1.9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2형 신장계 당뇨병 합병증 환자들의 만성 신부 으로의 진행을

막기 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진료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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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의원 의료기 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외래진료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진의 지속 인 체크와 만성질환 리를 한 국가 인 정책 변화

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자료를

이용하여 제2형 신장계 당뇨병 합병증 환자의 만성 신부 발생 여부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나 제2형 신장계 당뇨병 합병증이 만성 신부 으로 진행하

기까지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며 8년간의 추 찰로는 상자 수가 부족하

여 통계 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많이 얻지 못하 으며, 추후 장기 추 된 코

호트 자료를 통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음주와 흡연의

제, 한 운동 등의 생활 습 과 높은 콜 스테롤, 성지방이 신부 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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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sociation between Continuity of Care and the

Incidence of Chronic Renal Failure in the Patients of Type

2 Diabetes Mellitus with renal complications

-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hort Database

from 2002 through 2012 -

Yun-Jung Jang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Cheol Park, M.D., Ph.D.>

Aggressive glycemic control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vent

complications of diabetes, and to slow the rate of progression of

complications. Complications by diabetes that has not been properly cured,

and consistently increasing people with diabetes cause an excessive burden

on the socio-economic costs.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an

association between continuity of ambulatory care and the incidence of

chronic renal failure.

This study used the Sample Cohort DB provided by the Korean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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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nsurance Service, which includes eligibility data and medical data

of about one million people from 2002 through 2012. We excluded the

patients that were diagnosed with chronic renal failure before the year

2004, and selected the new patients who advanced to chronic renal failure

among patients of Type 2 diabetes mellitus with renal complications during

the year 2005～2012. We analyzed total 3,565 patients who diagnosed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with renal complications at the primary

diagnosis(E11.2) and used outpatient.

The dependent variable was chronic renal failure occurrence, and chronic

renal failure was defined as patient who is claimed Hemodialysis(5 code

‘O7020’, ‘O9991’), Peritoneal dialysis(5 code ‘O7062’) or Kidney

transplantation(5 code ‘R3280’).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continuity of ambulatory care, measured by the COC(Continuity of Care)

index.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elected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And we conducted analyses to evaluate the differences

using two sample t-test and ANOVA test. And then we performed

analyse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dependent variable using

survival analysis, and 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

When we adjusted patient’s sex, age, health insurance type, insulin

treatment, PCCL index, hospital classification, number of beds, number of

doctors, hospital location, it was found that the risk of chronic renal failure

occurrence was higher in the group who live in metropolitan areas(HR

2.105, 95% CI 1.040-5.299) compared to the group who live in Urban

area(HR 1.700, 95% CI 0.621-4.653), rural areas(HR 1.916,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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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3.477) in continuity of care bad group. And it had higher risk at

High-income group Q4(HR 2.273, 95% CI 1.006-5.137) compared to

Low-income group Q1(HR 2.036, 95% CI 0.917-4.519), Q2(HR 1.699, 95%

CI 1.380-4.815), Q3(HR 0.944, 95% CI 0.364-2.445), and Disabled

patients(HR 2.075, 95% CI 0.962-4.477) compared to normal(HR 1.862, 95%

CI 1.065-3.257).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progression of chronic renal failure of

patients with renal complications of type 2 diabetes mellitus,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improve the medical treatment sustainability

of patients with disabilities, Continuous efforts of medical staff and national

policy change for chronic disease management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outpatient sustainability of patients to 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