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UCI]I804:11046-000000522496[UCI]I804:11046-000000522496







감사의 말씀

어느덧 짧지 않은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하며 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연42

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첫 발을 내디딘 지난 시간부터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

움이 남지만 조금씩 성장해나가고 있는 저의 모습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

게 제가 학업을 통해 성장해가기까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논문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기에 논문작성을 포기하지 않

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함께 지도해주신 존경하는 정우진 교수님께 감사의 말

씀을 전합니다 논문을 진행하면서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책임감 겸. ,

손한 마음가짐에 대한 교수님의 가르침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통계.

학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지도해주시며 자신감을 갖게 해주신 박소희 교수님,

건강증진과 일차의료의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희진 교수님,

지난 년 반의 기간 동안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의 가르침을2

주신 박은철 교수님 장성인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논문, .

진행 중 통계분석을 하면서 질문할 때마다 친절히 조언을 해주신 통계상담실

장현수 최동우 조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직장생활과 함께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님 대학원 생활 내내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해주신 이영근 사무,

처장님 지난 년여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한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4 .

대학원 기간을 함께한 보건정책학과 동기들과 선후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

다 논문작성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힘이 되어준 강경식 선생님을 비롯하여.

대학원 생활을 즐겁고 보람되게 만들어준 자랑스러운 보건정책학과 동기 서지현,

정세영, 정현정 곽정선 어선정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감

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며 가정에 소홀했던 지난 시간동.

안 묵묵히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격려해준 남편과 긴 시간 엄마의 빈자리에도

밝게 자라주고 응원해준 혜원이 혜나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

립니다.

년 월2019 12

이수미 올림



- i -

차 례

국문요약

서론.Ⅰ ························································································································1

연구배경 및 필요성1. ··························································································1

연구목적2. ··············································································································6

연구방법.Ⅱ ················································································································7

연구설계1. ··············································································································7

연구대상 및 자료2. ······························································································9

연구에 사용된 변수3. ·······················································································12

가 종속변수. ··································································································12

나 독립변수. ··································································································14

분석방법4. ···········································································································22

연구결과.Ⅲ ··············································································································2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분석1. : ······················································24

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 단변수분석2. : ··28

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 다변수분석3. : ··33

4. 성별에 따른 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 :

다변수분석 ······································································································39

가 남성 고혈압 환자. ··················································································39

나 여성 고혈압 환자. ··················································································40



- ii -

고찰.Ⅳ ······················································································································45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1. ···················································································45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2. ···················································································51

결론.Ⅴ ······················································································································61

참고문헌.Ⅵ ················································································································62

Abstract ····················································································································69



- iii -

List of Tables

Table 1. Study population and multi-morbidity disease: diagnostic code ··18

Table 2. Defini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20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at baseline, Korea Health

Panel, 2010 ·········································································································26

Table 4. Univariable analysis : Factors affecting the healthcare utilization of

hospital types among hypertensive outpatient service users··············31

Table 5. Pseudo-BIC for Covariance Structure Selection ······························33

Table 6. Multivariable analysis : Factors affecting the healthcare utilization of

hospital types among hypertensive outpatient service users··············37

Table 7. Multivariable analysis : Factors affecting the healthcare utilization of

hospital types among hypertensive outpatient service users by gender···43



- iv -

List of Figures

Figure 1. Framework of study ························································································8

Figure 2. Selection process of the study population ···········································11

Figure 3. The final subject by dependent variable ··············································13



- v -

국 문 요 약

배경 :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중 고혈압은 세계 대 사망원인10

의 위 위를 차지하는 허혈성 심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다1 , 2 .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의 인지율과 치료율 조절률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비용 효과적으,

로 만성질환인 고혈압 환자의 치료개선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

건의료체계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의

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사회문

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하는 고혈.

압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일

차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실효성 있는 보건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설계 : 년부터 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를 이용하였다2010 2016 .

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 이1

상 의료기관 이용 유형이 조사된 세 이상 고혈압 환자 명을 모두 분30 3,877

석에 포함하였으며 연구대상자 반복측정에 따른 분석건수는 건 이었, 15,040

다 연구대상자의 연도별 반복측정에 따른 상관성을 고려하여 일반화 선형 혼.

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을 구분한 하위집단 분석을 추가로 실시. ,

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version 9.4(SAS Institute, Cary, NC, United

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로 설정하였다States) 5% .

결과 :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 건강상태 요인을 모두 통제하여 다변수, ,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및 연령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OR=0.4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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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미만에 비해 세 이상CI=0.32-0.61), 65 65 (OR=0.71, 95% CI=0.57-0.89)

에서 의원급 대비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비가 낮게 나타났다 그밖에.

고혈압 환자에서 의원급에 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이용 오즈비가 높게

나타난 요인은 서울 경기 인천 제주지역보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거주· · · · ·

( 가장 낮은 소득가구에 비해 가장 높은 소득OR=1.40, 95% CI=1.05-1.86),

가구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OR=1.73, 95% CI=1.30-2.29),

수급자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지 않을 때(OR=1.94, 95% CI=1.34-2.83),

보다 개 이상 보유 당뇨병 동반3 (OR=1.59, 95% CI=1.19-2.11), (OR=1.81,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동반95% CI=1.41-2.32), (OR=6.80,

이었다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성의 경95% CI=5.28-8.76) .

우 무배우자보다 유배우자 여성의 경우(OR=0.58, 95% CI=0.35-0.97), 1

세대가구보다 세대가구에 속해 있을 때3 (OR=0.73, 95% CI=0.53-0.99)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이용 오즈비가 낮게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결과를 비추어볼 때 선호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남성 세 미만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거주 고소득, 65 , · · ,

고혈압 환자에게는 개인의 요구도와 편의성을 제고한 고혈압 관리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으며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

을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등 의료시스템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으로 질병의 관리가 잘 안되어 병원급 의료기관 외. .

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급여 수급자 무배우자 남성 세대가구, , 1

의 여성 고혈압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혈압

관리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차의료강화를 통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고혈압 환자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핵심단어: 고혈압 의료기관 유형 병원급 의료기관 한국의료패널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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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1.

한국인구의 고령화는 평균수명 증가와 저출산 경향이 맞물려 매우 빠르게

진행하여 한국의 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년 에서 년65 1960 2.9% 2019

로 반세기 만에 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4.9% 5 (Statistics Korea,

2019).

만성질환 유병률은 인구의 고령화와 소비양식 및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은 사망 및 장애의 주요 원인

으로 전체 사망의 질병부담의 를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59%, 46%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가 만성질환을(Coleman et al., 2009). , 89.2%

앓고 있으며 평균 개 종류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개 종류 이상의 만성2.6 . 3

질환을 가진 경우도 에 달하며 특히 여성의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은46.2% ,

로 남성의 보다 나 높다 그중에서도 고혈압은76.2% 60.7% 15.5%p (Oh, 2015).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고혈압이 뇌혈관질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고 허혈성35%

심질환에의 기여정도는 가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1% (Jee et al.,

세계보건기구 에서 발표한 세계1999).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대 사망원인 중 허혈성심질환과 뇌졸중은 지난 년간 위 위를 차지하10 15 1 , 2

고 있는 세계 최대의 사망원인이며 년 통계청에서 발표(WHO, 2018), 2017

한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위인 암에 이어 뇌혈관질환 심장1 ,

질환이 위 위에 이르고 고혈압성 질환이 위를 기록하고 있다2 , 3 9 (Statistics

Korea, 2017).

또한 년 기준 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남성이 여성이, 2017 30 32.3%,

이며 최근 년간 대 남자는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21.3% ,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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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고혈압 인지율은 치료율은 유병자의 조절률은2016-2017 69.3%, 65.5%,

치료자의 조절률은 로 고혈압 관리지표48.4%, 72.9% 1)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

으나(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조절률과 합병증으로 인한 비용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질환 관리로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의원의 경우 환자의 거주지.

에서 가깝고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어 종합병원에 비해 질환 관리에 장점이 있

으며 만성질환의 장(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기적인 치료 측면에서도 비용 효과적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질병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여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환자의 비용부담 보험재정 악,

화 경증질환에 대한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직접 경쟁에 따른 지역 중,

소병원 기능 위축 병원급 의료기관 대기시간 증가 등에 따른 적시에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때 의료공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건강향

상에 기여할 수 있어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기능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년 보건복지부가 주치의등록제(Kim et al., 2011). 1995 시행

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주치의제도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여

러 가지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이후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단골의사제도라

는 이름으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의약분업 관련 의사파업의 여파로 정책의제로

조차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후 경기도의 민간의료기관 연계(Lee, 2010). 주

치의 사업과 환자 조기발견관리 시범사업 및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에 의해 주

1) 인지율 고혈압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율 만 세 이상: , 30
치료율: 만 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 중 현재 고혈압약을 한 달에 일이상 복용하는 분율30 20
조절률 치료자 기준 고혈압 치료자 중 수축기혈압 미만이면서 이완기혈압( ): 140mmHg

미만인 분율90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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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제도가 일부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국가 차원의 주치의제도 사업이 시행되

지는 못하였으며 보건의료학계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Gam, 2008). ,

따른 외래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만성질환관리제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Jung, Lee, 2015).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은 년 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에 년2009 7 , 2011

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약제비에 차례로 적용하였다 또한10 . ,

년 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하나의 의원을 선택하여 지속2012 4 , 적으로 진료를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에서30%

로 경감해주고 질환관련 정보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의원20%

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였다 이후로 만성질환관리제는 다양한 형태로 시.

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2016. 9- 2018. 12),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지역사회 일차(2017. 11-2018. 12), 의료 시범사

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서비스 통합 에 이어 일차의료 만(2018. 12)

성질환관리 서비스를 개시 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발병 초기부(2019. 1. 14)

터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등 의 연구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 비하여 의원Cheong (2015)

및 종합병원 방문 선호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등 의 연구, Kim (2013)

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내원일수 진료비가 바로 감소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년 월 시행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10 9 ·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내원일수 진료비, · ·

투약일수 약제비 모두가 감소하였으나 종합병원에서는 약제비만이 유일하게·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 ,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년 월 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의원을, 2011 10

이용한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가 정책 시행 년 후 다시0.6%p 1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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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고 종합병원을 이용하던 환자의 가 정책시행 후 년간 의원14.6%p 1 ·

병원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이와 같이 일부 선행연구(Cheong et al., 2015; Kim et al., 2013; Korea

에서는 대형병원 본인부담률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인상 혹은 일차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인하 관련 정책이 일부 또는 단기적으

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또 다른 선행연구(Byeon et al.,

에서는 외래서비스에 대한 본인2014) 부담 차등제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의 외래 수진자 수 및 총진료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나 병원급 및 의원급의

외래이용으로의 일관되고 명확한 이동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인부담

률이라는 수요측면의 가격정책이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에 미치는 효과에

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음에도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의제에 이르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의 시범

사업에 그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또한 시행된 기존 정책들은 진료. ,

지속성 및 생활습관개선을 경제적 인센티브로 유도할 뿐 강제하는 제도적 외,

피가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환자들 선택에 의해 주이용 의료기관이 형성된다면

지속성의 형성을 위한 요인이 마련됨에 따라 의사 환자(Kim et al., 2012) -

간의 장기적 지속성 더 나아가 유대적 지속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지속, .

성이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수록 일차의료를 통해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효율(Dearinger, 2008).

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

인구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과적이,

고 지속가능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

제이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환자의 주이용 의료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2008

한국의료패널 자료에 상용치료원으로 조사항목이 추가되면서 년 년2009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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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년 년에 해당 항목을 포함하여 상용치료원 관련 연구가 꾸2013 , 2016

준히 진행되고 있다(Kim, 2016; Yoon et al., 2017; Jung et al., 2016).

그러나 상용치료원은 고혈압 외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이용을 구분할 수 없어

고혈압 질환으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유형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혈압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 유형 관련 선행연구(Lee et al., 2011)에

서는 외래방문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환자의 방문, 횟수에 따라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수 있어 고혈압 환자 단위의 이용요인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 에서는 환자를 개체(Choi et al., 2016) 로 하여

분석하였으나 의료기관 유형을 중복하여 이용한 환자는 연구대상자에서 제외

한 후 주이용 의료기관 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개년도. 1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분석 위주로 이루어져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표본 수가 적고 연도별로 유의한 변수들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최근의 자료를 포함한 년 년2010 -2016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자료의 횡단면적 자료의 특성과 국내 선행연구에서 미흡

했던 종단 자료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표본 수를 확보하여 통계적 검정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 고혈압을 주진단명으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를 이용한 건을 환자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병원급과 의원급을 혼합하여 이

용한 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면서 모든 대상자를 포함하여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의료기관 이용 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성별을 구분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여 성별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질 향상

을 통한 실효성 있는 보건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며,

일부 지역 및 의료기관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안착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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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2.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

는 한국의료패널 년 연간데이터 를 활용하였으며2010~2016 (Version 1.5) ,

세 이상 고혈압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을 주진단명으로 외래를30

통한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결과를 통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년 고혈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2010 ,

요인 건강상태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둘째, 년 고혈압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2010-2016 , ,

건강상태 요인을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고혈압 환자의 요인과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의 관련성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2 년 고혈압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010-2016 , ,

건강상태 요인을 모두 통제하여 성별에 따른 고혈압 환자의 요인과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의 관련성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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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Ⅱ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년부터 년까지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2010 2016 30

세 이상 고혈압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 분석에서 고혈압을 주진단명으로 외래를

이용한 건을 환자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로 구분하였다 이때 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 ,

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였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 ,

의료기관 유형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의원급과 병원급 의.

료기관을 혼합하여 이용한 환자의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별 의료기관 이용 관련 요인을 연구한 선

행연구 등 등 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Lee , 2011; Choi , 2016) , ,

건강상태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등 의 연구에서는 건강행태 변수를. Yoo (2012)

포함하고 인구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인성요인(Predisposing component),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가능요인 장애와 활동(Enabling component),

제한 여부 만성질환 개수 주관적 건강상태 등 필요요인, , (Need component)

으로 구분한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인구.

사회적 요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세대구성 교육수준 거주지역 경제활동상태( , , , , , , ,

가구 연소득수준 의료보장형태 건강행태 요인 흡연상태 음주상태 규칙적, ), ( , ,

신체활동 실천여부 건강상태 요인 복합만성질환 수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 ( , 3

보유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 손상으로 인한 활동제한 으로 구분, , / ) 하였으며

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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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틀은 과 같으며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의 면제승인Figure 1 ,

을 받아 수행하였다(Y-2019-0135) .

Figure 1. Framework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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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자료2.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과 국민건강보험공단Affair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년의 자료2010-2016 (Version 1.5)

를 이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급증하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 적정한.

의료비 수준으로 건강한 생활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

하고자 년부터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2008 2005 90%

수 자료에서 층화집락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년 상반기조사. 2008

대상 차 은 가구 명이며 원표본 기준으로 년 차 조사(1 ) 7,866 , 24,616 , 2017 12

는 가구 가구원이 응답하였다 차년도 패널 구축가구의 지속적4,896 , 13,371 . 1

인 탈락을 보완하여 통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년 신규가구를 유치하2012

여 년부터 기존패널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년 연2013 , 2014

간데이터부터 기존패널자료와 통합하여 배포하고 있다 연간 데이터에는 가구.

사항 가구원사항 민간의료보험 만성질환(HH), (IND), (HPH, PHR, PHI), (CD),

응급 입원 외래이용 성인가구원대상 부가조사 등· · (ER·IN·OU), (APPEN)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정의하기 위하여 만성질환 관리 설문 자료‘ ’

에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을 앓았거나 앓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고혈압으

로 지난 년간 의료이용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1 30

자로 정의하였다 한국의료패널에서 의료이용은 크게 입원 외래 응급으로 나. , ,

누어서 조사되고 있는데 만성질환인 고혈압 환자의 의료이용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외래이용 건만을 분석하였다 또한 외래이용은 방문 건마다.

진단명을 개까지 기입하도록 하고 주진단명을 가장 먼저 기재하도록 하고3

있는데 고혈압을 주진단명으로 기재한 외래서비스 이용 건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유형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대상자를 포함하였다, , .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년 한국의(Figure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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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패널 전체 참여자수는 명이었으며 그 중 세 이상은 총 명17,885 , 30 11,662

이었다 세 이상 대상자 중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을 보유한 대상자는 만성. 30 ‘

질환관리 설문자료 중 만성질환 유무에 대한 문항에 고혈압을 앓았거나 앓’

고 있으면서 지난 년간 의료이용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명이었다1 2,326 .

그 중 외래서비스 이용 설문자료에서 고혈압을 주진단명으로 건 이상‘ ’ 1

외래 의료이용이 있는 대상자 중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이외, , ,

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무응답한 명을 제외하였고 이 연구에 포함된450 ,

모든 변수에 결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후 명을 연구대상자로 정의하1,736

였다 또한 년 차 조사를 포함하여 년부터 년까지 총 차의. 2010 1 2011 2016 7

조사기간 중에 회 이상 조사된 환자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정된1 ,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명이었다 년의 조사기간 동안 반복3,877 . 2010-2016

측정에 따른 관측치 수는 건 이었다15,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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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lection process of the stud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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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사용된 변수3.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외래이용 시 방문한 의료기관의 유형으로 하였으

며 의료기관 유형을 의원급 의료기관 과 병원급 의료기관 개의 범주, ‘ ’ ‘ ’2

로 구분하였다 이때 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급 의료기관. ,

으로 분류하였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의료기관 유, , ,

형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혼.

합하여 이용한 환자의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였다 이는 전체 대상기간의 분석건수 건 중 의원급과 병원급을 혼합. 15,040

하여 이용하는 군이 건 으로 적은 빈도를 보여 의원급과 병원급 의522 (3.5%)

료기관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의원의 경우 환자의 거주지에서 가깝고2 ,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어 종합병원에 비해 질환 관리에 장점이 있어(Korea

의원급 의료기관을 본 연구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에서 지향하는 유형으로 보고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이때 병원급 의료기관만.

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나 의

원과 병원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군의 경우 환자가 입원 및 고혈압 외의 질환

동반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준

거집단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포함하였다.

종속변수에 따라 대상자 수를 파악한 결과 년 전체 대상기간, 2010-2016

동안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을 앓았거나 앓고 있으며 지난 년간 고혈압을 관1

리 및 치료하기 위해 의료이용을 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고혈압을 주진단

명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의료기관 유형을 회 이상 방문한, , , 1

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조사차수에 따른 반복측정으로 관측치수는3,877 ,

건이었다 최종 연구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따른 분석건수는 다음과 같15,040 .

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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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final subject by depend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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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인구사회적 요인1)

인구사회적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세대구성 교육수준 거주지역 경제, , , , , ,

활동상태 가구 연소득수준 의료보장형태로 인구사회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

변수를 포함하였다.

성별①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서는(Choi et al., 2016)

유의하지 않았지만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요인을 분석한 연구

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Lee et al., 2011)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성별 변수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령②

선행연구 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Lee et al., 2011, Choi et al., 2016)

세 전후의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세65 ‘30 -64 ’,

세 이상 등 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65 ’ 2 .

결혼상태③

결혼상태는 선행연구 에서 결혼 이혼(Choi et al., 2016) , ·사별 별거 미혼· ·

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무배우자 이혼 사별 별거‘ ( · · 미혼· )’,

유배우자 결혼‘ ( )’ 등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2 .

세대구성④

세대구성은 의료기관 이용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분석대상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으나 혼합세대에 따른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분석대상에 포함

하였으며 세대가구 세대가구 세대가구, ‘1 ’, ‘2 ’, ‘3 2) 등 개 그룹으로’ 3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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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⑤

선행연구 에서 교육수준을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Choi et al., 2016) , ,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등의 연구, , Lee (Lee et al, 2011)

에서는 초졸이하 중 고졸이하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 , .

연구 와 같이 초졸이하 중 고졸 이하 대졸이상(Lee et al., 2011) ‘ ’,‘ · ’,‘ ’

등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3 .

거주지역⑥

우리나라는 시장기전에 의한 공급체계로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체계

구축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일차의료를 담당할 의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의(Park, 2017). ,

일차의료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 의료기관 이용 유형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에서는 각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Yoo et al., 2012)

접근성 의 차이를 보는 방법으로 광역진료권을 변수로 포함하였다 광역진료( ) .

권은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를 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제주 강원6 (‘ · · · ’, ‘ ’,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 ‘ · ’, ‘ · ’, ‘ · · 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대도시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는 지역변수와 단골. 의료

기관 여부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2012 따라

이후 세종시를 대전 충청지역에 포함하였으며 선행연구와 같이 서울· ‘ ·경기·

인천 제주· ’, 강원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대구‘ ’, ‘ · · ’, ‘ · ’, ‘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 ’ 6 .

경제활동상태⑦

경제활동은 선행연구 에서 경제활동 유무로 구분하였(Choi et al., 2016)

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2) 세대1 : 부부응답자 배우자 부부 형제자매 응답자 형제자매 부부 기타 친인척 기타 세대 가구( + ), + , + , + , 1
세대2 : 부부 자녀 편부 자녀 편모 자녀 부부 양친 부부 편부모 부부 자녀 부부의 형제자매+ , + , + , + , + , + + ,

조부모부부 손자녀 편조부 편조모 손자녀 기타 세대 가구+ , / + , 2
세대3 : 부부 자녀 양친 부부 자녀 편부모 양조부모 편부 자녀 양조부모 편모 자녀 편조부모+ + , + + , + + , + + , ( )+

편부 자녀 편조부 모 편모 자녀 기타 세대 가구+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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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연소득수준⑧

선행연구 에서는 가구소득을 분(Lee et al., 2011; Choi et al., 2016) 5

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가구의 소득수준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에서 사용하는 가구 균등화 소득 산정 방법 가구 균(OECD) (

등화 소득 가구 총소득 가구 구성원의 수 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가구별= ÷ ) ,√

연간 총소득의 분위수 결과에 따라 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와4 4 .

같은 방법으로 각 조사차수별로 연구대상자들의 가구 연소득수준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의료보장형태⑨

선행연구 에서는 의료보장형태를(Yoo et al., 2012; Choi et al., 2016)

건강보험 의료급여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건강보험 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

건강행태 요인2)

건강행태 요인은 흡연상태 음주상태 규칙적 신체활동 실천여부를 변수로, ,

포함하였다.

흡연상태①

흡연상태는 선행연구 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 군과(Yoo et al., 2012)

하는 군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흡연과 관련된 건강행태를 구,

체적으로 보고자 담배를 피운적이 없는 비흡연자 과거에는 피웠거나 현재‘ ’,

가끔 피우는 과거 및 간헐적 흡연자‘ ’, 현재 담배를 매일 피우는 현재 매일‘

흡연자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음주상태②

음주상태는 선행연구 에서는 음주를 하는 자와 하지 않는(Yoo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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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구분하였으나, 일차 의료용 근거기반 고혈압 권고 요약본에 따르면 남자

잔 일 여자 잔 일을 권고2-3 / , 1-2 /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하고 있어 본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

연구에서는 평생 또는 최근 년간 잔도 마시지 않은 비음주자 술을 마1 1 ‘ ’,

시는 날의 평균 음주량이 잔 잔 이상 으로 구분하였다‘1-2 ’,‘3 ’ .

규칙적 신체활동 실천여부③

선행연구 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과 하지 않는(Yoo et al., 2012)

군으로 구분하였으나 일차 의료용 근거기반 고혈압 권고 요약본에 따르면 격렬,

한 운동은 드문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어 일주일에

회 한번에 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권고하고5-7 , 30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분 이상 걷기 및 중등도 신체활동을 주 회 이상 실천30 5

하지 않는 군을 시행하지 않음 실천하는 군을 시행함 으로 구분하였다‘ ’, ‘ ’ .

건강상태 요인3)

건강상태 요인은 복합만성질환 수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 당뇨병 심 뇌, 3 ( , ·

혈관질환 보유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 손상으로 인한 활동제한 등의 변) , , /

수를 포함하였다.

복합만성질환 수①

복수의 질환을 보유하는 경우 동반상병 과 복합상병, (co-morbidity)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반상병은 주요 관심대상이 되는(multi-morbidity) .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질환을 의미하며 복합상병은,

한 사람에게 동시에 다수의 만성질환 또는 급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 에서는 동반상병(Van den Akker et al., 2001), (Lee et al., 2011)

및 복합상병 관련 변수로 외래이용 시 부상병수를 개 개 개 로‘0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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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고, 등의 연구 에서는 만성질환의 개수 암 심혈관질환Yoo (2012) , , ,

뇌혈관질환의 보유 여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의 만성질. ‘

환 관리 설문 자료에 해당 만성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다고 응답한 만성질’

환의 보유 개수를 기준으로 복합만성질환 수를 개 개 개‘0 ’, ‘1 ’, ‘2 ’,

개 이상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3 ’ .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 보유 여부 당뇨병 심 뇌혈관질환3 - , ·②

등의 연구 에서는 동반질환지수Choi (2016) Charlson (CCI, Charlson

로 등의 연구 에서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Comorbidity Index) , Yoo (2012) , ,

질환의 보유여부로 중증도를 구분하였다 한국의료패널에서는 년 조사부. 2014

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I10), (E10-E14), (E78), (M00-M25),

결핵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대(A15-A19), (I20-I25), (I60-I69) 7

만성질환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만성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발생빈도 고혈압과의 연관성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당뇨병, , ,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개의 만성질환에 대하여 복합 만성질환 보, 3

유 여부를 구분하였으며 질병의 중증도를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대 주요 복, ‘3

합만성질환 없음 당뇨병만 보유함 심 뇌혈관질환을 포함하여 보유’, ‘ ’, ‘ ·

함 으로 분류하였다 대상기간에 따른 연구대상자 및 복합 만성질환 진단코’ .

드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Study population and multi-morbidity disease: diagnostic code

Disease 2010-2011
(Panel code)

2012-2016
(KCD_6)

study
population Hypertension 19031 I10

major
multi-morbidity

disease

Diabetes mellitus 14021 E10-E14

Ischemic heart disease 19041, 19050
19051 I20-I25

Cerebrovascular disease 19101, 19111
19121 I60-I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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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상태③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정의되며

신체적 기능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하기(Schmidt, 2012), , ,

위한 단순하고 유용한 건강지표로써 선행연구(Murray et al., 1982), (Choi

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음 보통 나쁨 으로 구et al., 2016) ‘ ’, ‘ ’, ‘ ’

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좋음 보통 나쁨 으. ‘ ’, ‘ ’, ‘ ’

로 구분하였다.

질병 손상으로 인한 활동제한/④

선행연구 에서는 장애유무를 변수에(Lee et al., 2011; Choi et al., 2016)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에 한정하지 않고 활동제한에 따른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자 질병 손상으로 인한 활동제한을 제한 없음 제한 있음/ ‘ ’, ‘ ’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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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fini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Group
Socio-demographic factors

Sex
1. Male
2. Female

Age (years)
1. 30-64
2. 65≥

Marital status
0. Divorced, Separated, Widowed, Unmarried
1. Married

Households type
1. 1st generation household
2. 2nd generation household
3. 3rd generation household

Education level
1. Elementary school≤
2. middel, High school≤
3. College≥

Geographic region

1. Seoul, Gyeonggi, Incheon, Jeju
2. Gangwon
3. Daejeon, Chungcheong, Sejong
4. Gwangju, Jeolla
5. Daegu, Gyeongbuk
6. Busan, Ulsan, Gyeongnam

Economic activities
0. No
1. Yes

Annual household income

1. Lowest group
2. Second lowest group
3. Second highest group
4, Highest group

Public health insurance type
1.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2. Medicaid aid recipients

Health behavior factors

Smoking
1. Never smoker
2. Former or Current intermittent smoker　 　
3. Current daily smoker　 　

Drinking
1. Never drinker
2. Average drinking quantity: 1-2 glasses
3. Average drinking quantity: 3 glasses≥

Regular physical activities
0. No
1.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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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status factors

Number of multi-morbidity

1. 0 (hypertension only)
2. 1
3. 2
4. 3≥

Major multi_morbidity disease
- Diabetes mellitus (DM)
- Ischemic heart disease (IHD),
Cerebrovascular disease (CVD)

1. No (only HTN)
2. Only Diabetes mellitus (HTN + DM)
3. Vascular Disease included
(HTN + IHD or CVD,
HTN + DM + IHD or CVD)

Health status
1. Good
2. Moderate
3. Bad

Limitation of activity
0. No
1.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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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4.

본 연구는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nited States)

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로 설정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5% .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적 건, 2010 ,

강행태 건강상태 요인에 대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제시,

하였다.

둘째 년부터 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고혈압, 2010 2016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건강행태 건강상태의 모든 변수에 대해 병원급 의, ,

료기관 외래이용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같은 개체에서 반복 측정된 자료인 경시적자료 는 측정치(longitudinal data)

들이 서로 상관관계 를 가질 수 있어 경시적자료 분석 시 고려되(correlation)

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종속변수가 범주형 자(Diggle et al., 2002).

료로 이루어진 경우 선행연구들을 보면 분석방법은 크게 일반화 추정 방정식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 일반화 선형 혼합모형(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 의GLMM) 두가지로 분류되는데(Breslow, Clayton,

본 연구에서는 조사차수별 반복측정으로 인한 상관성 및 개인 내의1993),

변동을 고려한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과 각 변수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

해 일반화 선형 혼합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GLMM 을 위해 가 제공SAS

하는 대표적인 프로시저는 프로시저이다 하지만 모형PROC MIXED . MIXED

은 종속변수가 범주형이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화된 프로시저가 필요하며

일반화 선형 혼합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Go, 2018), SAS PROC Glimmix

를 이용하여 모든 변수에 대한 단변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의 수준,

별 오즈비 와 신뢰구간 및 유의(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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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제시하였다 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은 종.

속변수가 개인 이분형 범주로 이루어져있어 의 분포를2 Mixed Effect model

로 가정하고 옵션을 사용하였다binary logit link . 또한 변수의 다중공선성 여,

부를 확인하였으며 성별 변수의 가 로 다소, VIF 3.14 높았으나 나머지 모든 변

수의 가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VIF 3 .

셋째 년부터 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고혈압, 2010 2016

연구대상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과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 ,

건강상태 요인의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화 선형 혼합모형

(Generalized 을Linear Mixed Model: GLMM) 이용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과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의 관련성

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모형 에서는 건강행태 요인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2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과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모형 에서는 모형. 3 2

에 건강상태 요인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과의 관련

성을 보고자 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로0 , 1 하여

분석하였다 각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 Pseudo-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Pseudo-BIC) 값을 확인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각 수준,

별 오즈비 와 신뢰구간 을 산출(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CI)

하였다.

넷째 다변수 분석 결과 성별과 결혼상태 변수 사이에 교호작용이 확인되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의 차이를 보고

자 하였으며 모형 에 대하여 일반화 선형 혼합모형, 3 (Generalized Linear

을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Mixed Model: GLMM)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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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Ⅲ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분석1. :

한국의료패널 년 대상자 중 고혈압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2010-2016

세 이상의 최종 연구대상자는 총 명이었으며 조사차수 반복측정에30 3,877 ,

따른 관측치는 건이었다 그 중 의원만 이용하거나 병의원을 혼합하여15,040 .

이용한 건은 건 병원만 이용한 건은 건이었다 년부터11,828 , 3,212 . 2010

년까지 회 이상 조사된 대상자를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본 연구의2016 1 ,

기준연도인 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2010 (Table 3).

년 한국의료패널에 조사된 만성 고혈압환자는 명으로 의원급 의2010 1,736

료기관은 명 병원급 의료기관은 명 이 이용한 것1,330 (76.6%), 406 (23.4%)

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명, 703

여성이 명 이었다 연령은 세 명(40.5%), 1,033 (59.5%) . 30-64 795 (45.8%),

세 이상이 명 이었다 결혼상태는 이혼 사별 별거 미혼자가65 941 (54.2%) . · · ·

명 기혼자가 명 으로 확인되었다 세대구성은 세447 (25.8%), 1,289 (74.2%) . 1

대가구가 명 세대가구가 명 세대가구가 명896 (51.6%), 2 147 (8.5%), 3 693

이었다 교육수준은 초졸이하가 명 중 고졸이하가(39.9%) . 842 (48.5%), · 704

명 대졸이상이 명 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 인(40.6%), 190 (10.9%) . · ·

천 제주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명 대전 충· 718 (41.4%) , 65 (3.7%), ·

청이 명 광주 전라가 명 대구 경북이 명200 (11.5%), · 245 (14.1%), · 214

부산 울산 경남은 명 이었다 경제활동상태는 경제활(12.3%), · · 294 (17.0%) .

동에 참여하지 않는 군이 명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군이 명923 (53.2%), 813

이었다 가구 연소득수준은 연간 총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46.8%) .

로 나누어서 분위로 산출하여 소득이 가장 낮은 군이 명 두 번4 434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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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낮은 군이 명 두 번째로 높은 군이 명 소득이435 (25.1%), 434 (25.0%),

가장 높은 군이 명 으로 균등하게 분포하였다 의료보장형태는 건433 (24.9%) .

강보험 가입자가 명 의료급여 수급자가 명 이었다1,595 (91.9%), 141 (8.1%) .

건강행태와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흡연상태에서는 흡연을 전혀 하지 않는,

군이 명 과거흡연자 및 현재 간헐적 흡연자가 명1,093 (63.0%), 376 (21.6%),

현재 매일 흡연자가 명 이었다 음주상태에서는 음주를 전혀 하지267 (15.4%) .

않거나 지난 년간 음주를 하지 않은 군이 명 술을 마시는 날의1 703 (40.5%),

평균 음주량이 잔인 군이 명 평균 음주량이 잔 이상인 군1-2 506 (29.1%), 3

이 명 이었다 규칙적 신체활동 실천여부는 규칙적 신체활동을 실527 (30.4%) .

천하지 않는 군이 명 규칙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군이 명1,157 (66.7%), 579

이었다(33.3%) .

건강상태와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복합만성질환 수는 복합만성질환을 보,

유하지 않은 군이 명 개 보유가 명 개 보유가449 (25.9%), 1 467 (26.9%), 2

명 개 이상 보유가 명 으로 명 이 복329 (18.9%), 3 491 (28.3%) 1,287 (74.1%)

합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 보유 여부는 주요 복. 3

합만성질환인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이 모두 없는 군이,

명 고혈압 외에 당뇨병만 보유하고 있는 군이 명1,240 (71.4%), 277 (16.0%)

이었고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혈관질환을 추가로 보유한 중증,

도가 가장 높은 군이 명 으로 나타났다 이때 혈관질환 및 당뇨병219 (12.6%) . ,

을 모두 보유한 만성질환자도 중증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포함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이 명 보통이 명 나쁨이 명592 (34.1%), 677 (39.0%), 467

이었다 질병 손상으로 인한 활동제한여부는 활동제한이 없는 군이(26.9%) . /

명 활동제한이 있는 군이 명 이었다1,559 (89.8%), 177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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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at baseline, Korea

Health Panel, 2010 (N=1,736)

Characteristics Total
(N, %)

Socio-demographic factors
Sex

Male 703 40.5
Female 1,033 59.5

Age
30-64 years 795 45.8

65 years≥ 941 54.2
Marital status

Divorced/Separated/Widowed/Unmarried 447 25.8

Married 1,289 74.2
Households type

1st generation 896 51.6
2nd generation 147 8.5
3rd generation 693 39.9

Education level
Elementary≤ 842 48.5

Middel and High school≤ 704 40.6
College≥ 190 10.9

Geographic region
Seoul/Gyeonggi/Incheon/Jeju 718 41.4

Gangwon 65 3.7
Daejeon/Chungcheong 200 11.5

Gwangju/Jeolla 245 14.1
Daegu/Gyeongbuk 214 12.3

Busan/Ulsan/Gyeongnam 294 17.0
Economic activities

No 923 53.2
Yes 813 46.8

Annual household income
Lowest 434 25.0

Second lowest 435 25.1
Second highest 434 25.0

Highest 433 24.9
Public health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1,595 91.9
Medicaid aid recipients 14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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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at baseline, Korea

Health Panel, 2010 (continued)

Characteristics Total
명( , %)

Health behaviors factors
Smoking

Never 1,093 63.0
Former or Current intermittent 376 21.6

Current daily 267 15.4
Drinking

Never 703 40.5
1-2 glasses 506 29.1
3 glasses≥ 527 30.4

Physical activities
No 1,157 66.7
Yes 579 33.3

Health status factors
Number of multi-morbidity

0 449 25.9
1 467 26.9
2 329 18.9
3≥ 491 28.3

Major multi-morbidity
No 1,240 71.4

Only Diabetes mellitus 277 16.0
Vascular disease included

- Ischemic heart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219 12.6

Health status
Good 592 34.1

Moderate 677 39.0
Bad 467 26.9

Limitation of activity
No 1,559 89.8
Yes 177 10.2



- 28 -

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 단변수2. :

분석

년 고혈압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 건강상태2010-2016 , ,

요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AS

PROC 를 이용하여Glimmix 모든 변수에 대한 단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인구사회적 요인1)

고혈압을 앓고 있는 연구대상자 명에 대하여 년부터 년까3,877 2010 2016

지 연도별 반복측정에 따른 분석건수는 건이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15,040 ,

이용은 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은 건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11,828 , 3,212 .

이용자를 준거집단으로 인구사회적 요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성별 거주지역 경제활동상태 의료보장형태의 변수, , , ,

가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의원급 대비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비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0.68(95% CI=0.56-0.83)

타났다.

거주지역별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비는 특정한 개인이 서울 경·

기 인천 제주지역에 거주할 때 보다 대전 충청 세종지역에 거주할 때가· · · ·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거주할 때는0.62(95% CI=0.45-0.86), · · 1.38(95%

로 유의하게 관련성을 보였으며 강원 광주 전라 대구 경CI=1.04-1.83) , , · , ·

북지역에 거주할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비는 특정한 개인이 경

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 보다 참여할 때 으로0.63(95% CI=0.53-0.75)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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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형태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비는 특정한 개인이 건

강보험 가입자일 때 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일 때 2.33(95% CI=1.65-3.31)으

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그 외 연령 결혼상태 세대구성 교육수준 가구 연소, , , , ,

득수준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행태 요인2)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자를 준거집단으로 건강행태 요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 외래이용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흡연상태 음주상태 규칙적 신체활동, , ,

실천 여부의 모든 변수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

였다.

흡연상태에 따른 의원급 대비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비는 특정한 개

인이 흡연을 전혀 하지 않을 때 보다 과거흡연 또는 현재 간헐적으로 흡연을

할 때 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현재 매일 흡연할 때1.35(95% CI=1.09-1.68) ,

는 유의하지 않았다.

음주상태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비는 특정한 개인이 음주를

전혀 하지 않거나 지난 년간 음주를 하지 않을 때 보다 한번 음주 시 평균1

음주량이 잔일 때 평균 음주량이 잔 이상1-2 0.75(95% CI=0.62-0.91), 3

일 때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0.63(95% CI=0.51-0.77) .

규칙적 신체활동 실천여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비는 특정

한 개인이 규칙적 신체활동을 실천하지 않을 때 보다 분 이상 걷기 및 중등30

도 신체활동을 주 회 이상 규칙적으로 실천할 때5 0.85(95% CI=0.74-0.98)

로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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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요인3)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자를 준거집단으로 건강상태 요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 외래이용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복합만성질환 수 대 주요 복합만, , 3

성질환 당뇨병 심 뇌혈관질환 보유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 손상으로( , · ) , , /

인한 활동제한의 모든 변수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

였다.

복합만성질환 수에 따른 의원급 대비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비는

특정한 개인이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지 않을 때 보다 개 보유할 때1

개 보유할 때1.67(95% CI=1.30-2.13), 2 2.37(95% CI=1.84-3.06), 3

개 이상 보유할 때 로 유의하게 높았다3.05(95% CI=2.38-3.89) .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 보유 여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3

비는 특정한 개인이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인 당뇨병 심혈관질환 및 뇌혈관3 ,

질환을 보유하지 않을 때 보다 고혈압 외에 당뇨병만을 추가로 보유할 때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을 포함하여2.18(95% CI=1.72-2.75),

보유할 때 로 고혈압 외에 차 차 복합만성질8.68(95% CI=6.89-10.94) 1 , 2

환을 보유할수록 유의하게 높아졌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비는 특정한 개인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때 보다 나쁠 때 로 유의1.68(95% CI=1.38-2.04)

하게 높았으며 보통일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 .

질병 손상으로 인한 활동제한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비는/

특정한 개인이 질병 또는 손상으로 인한 활동제한이 없을 때 보다 활동제한이

있을 때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1.66(95% CI=1.35-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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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nivariable analysis : Factors affecting the healthcare utilization

of hospital types among hypertensive outpatient service users

(N=3,877)

Characteristics Odds ratio 95% CI P-value
Socio-demographic factors
Sex

Male 1.00
Female 0.68 0.56-0.83 0.0002***

Age
30-64 years 1.00
65 years≥ 1.18 0.98-1.42 0.0838

Marital status
Divorced/Separated/
Widowed/Unmarried 1.00

Married 0.94 0.76-1.16 0.5623
Households type

1st generation 1.00
2nd generation 1.04 0.76-1.41 0.8121
3rd generation 0.87 0.71-1.06 0.1590

Education level
Elementary≤ 1.00

middel and High school≤ 0.99 0.80-1.22 0.9064
College≥ 1.10 0.81-1.51 0.5323

Geographic region
Seoul/Gyeonggi/Incheon/Jeju 1.00

Gangwon 1.04 0.65-1.65 0.8837
Daejeon/Chungcheong/Sejong 0.62 0.45-0.86 0.0038**

Gwangju/Jeolla 0.85 0.63-1.16 0.3137
Daegu/Gyeongbuk 0.84 0.61-1.17 0.3024

Busan/Ulsan/Gyeongnam 1.38 1.04-1.83 0.0248*

Economic activities
No 1.00
Yes 0.63 0.53-0.75 <.0001***

Annual household income
Lowest 1.00

Second lowest 0.98 0.80-1.20 0.8260
Second highest 0.93 0.75-1.17 0.5489

Highest 1.10 0.87-1.39 0.4274
Public health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1.00
Medicaid aid recipients 2.33 1.65-3.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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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nivariable analysis : Factors affecting the healthcare utilization of

hospital types among hypertensive outpatient service users (continued)

*
*p<0.05, **p<0.01, ***p<0.00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Characteristics Odds ratio 95% CI P-value
Health behaviors factors
Smoking

Never 1.00
Former or Current intermittent 1.35 1.09-1.68 0.0053

**

Current daily 1.28 0.97-1.67 0.0765
Drinking

Never 1.00
1-2 glasses 0.75 0.62-0.91 0.0029**

3 glasses≥ 0.63 0.51-0.77 <.0001***

Physical activities
No 1.00
Yes 0.85 0.74-0.98 0.0287*

Health status factors
Number of multi-morbidity

0 1.00
1 1.67 1.30-2.13 <.0001***

2 2.37 1.84-3.06 <.0001***

3≥ 3.05 2.38-3.89 <.0001***

Major multi-morbidity
No 1.00

only Diabetes mellitus 2.18 1.72-2.75 <.0001***

Vascular disease included 8.68 6.89-10.94 <.0001***

Health status
Good 1.00

Moderate 1.12 0.94-1.33 0.2023
Bad 1.68 1.38-2.04 <.0001***

Limitation of activity
No 1.00
Yes 1.66 1.35-2.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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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 다변수3. :

분석

고혈압 환자의 인구사회적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요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 외래이용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화선형혼합모형 을 이(GLMM)

용하여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 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을 통제하였. 1

고 모형 에서는 건강행태 요인을 추가로 통제하였고 모형 에서는 모형 에, 2 , 3 2

건강상태 요인을 추가로 통제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때 경시적자료의 특. ,

성 상 연도별 반복측정에 따라 동일 개체 안에서 발생한 관측치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여러 가지 공분산 행렬이 고려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고려

되는 을VC, UN, CS, AR(1) 사용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

여 를 확인한 결과Pseudo-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VC, UN

모형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은 랜덤 효과에 따른 상관을 모델링. VC, UN

하는데 일반적인 공분산 구조이며 고려중인 특정(Kathleen Kiernan, 2018),

분석과 관련된 강력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 권장되고 있다 공분산 행렬UN .

이 구조화되지 않은 경우 랜덤 효과의 분산 및 공분산에 대해 유사한 구조로

변경되어 생성해주며 자유롭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Fitzmaurice G.

M. et al., 2011; Meyer, 2009).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유연한 것으로

알려진 비구조적(Unstructured)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각 모형의, Pseudo-BIC

값은 다음과 같다(Table 5).

Table 5. Pseudo-BIC for Covariance Structure Selection

Covariance Structure
Pseudo-BIC

모형1 모형2 모형3
Variance Components 78382.65 78148.52 77440.01

Unstructured 78382.65 78148.52 77440.01

Compound Symmetry 78392.27 78158.13 77449.60

Autoregressive 78392.27 78158.13 774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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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적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요인의 모든 독립변수에 대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성별 변수의 가 로 엄격하게(multicollinearity) VIF 3.14

적용 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성별 변수는 통제가 필요한 주요변수로

판단하여 다변수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 모든 변수의 가 미만으로. VIF 3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변수 분석에서 모든 구간의 유의수. ,

준이 이상인 변수를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50% , (p 변수의=0.9064, 0.5323)

경우 다변수 분석 시 포함 또는 제외하여도 교육수준 및 다른 변수들의 통계

적 유의성에 차이가 없어 제외하였다 또한 결혼상태 변수. , (p= 의 경우0.5623)

성별에 따른 교호작용을 보이고 성별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 시 남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다변수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에 성별 연령, , , 결혼상태 세대구성, ,

거주지역 경제, 활동상태 가구 연소득수준, , 의료보장형태 흡연상태 음주상태 규, , ,

칙적 신체활동 실천여부 복합만성질환 수, 대 주요, 3 복합만성질환 보유 여부

당뇨병 심 뇌혈관질환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 손상( , · ), , / 으로 인한 활동제한 등

총 개의 변수를 포함하여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15

같다(Table 6).

인구사회적 요인을 통제한 모형 에서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의원1

급 의료기관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로 유의하게 낮았다 거주지0.57(95% CI=0.46-0.71) .

역은 특정한 개인이 서울 경기 인천 제주지역에 거주할 때 보다 대전 충· · · ·

청 세종· 지역에 거주할 때 오즈비가 부산 울0.65(95% CI=0.47-0.90), ·

산 경남지역에 거주할 때 로 유의하였으며 그 외· 1.35(95% CI=1.02-1.80)

지역은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상태는 특정한 개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 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오즈비가 로0.59(95% CI=0.49-0.72)

유의하게 낮았다 가구 연소득수준은 특정한 개인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군.

에 속해있을 때 보다 가장 높은 군에 속해있을 때 오즈비가 1.53(95%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두 번째 낮은 군과 두 번째 높은 군에CI=1.16-2.00)

속해있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 의료보장형태에서는 특정한 개인이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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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일 때 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일 때 오즈비가 2.33(95% CI=1.61-3.36)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연령 결혼상태 세대구성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 ,

다.

건강행태 요인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 에서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2

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으로 유의하게 낮았0.46(95% CI=0.34-0.64)

다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제주지역에 거주할 때 보다 대전 충청. · · · · ·

세종지역에 거주할 때 오즈비가 부산 울산 경0.65(95% CI=0.47-0.90), · ·

남지역에 거주할 때 로 유의하였으며 그 외 지역1.35(95% CI=1.02-1.80)

은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상태는 특정한 개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

을 때 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오즈비가 으로0.63(95% CI=0.52-0.76)

유의하게 낮았다 가구 연소득수준은 특정한 개인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군.

에 속해있을 때 보다 가장 높은 군에 속해있을 때 오즈비가 1.55(95%

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두 번째 낮은 군과 두 번째 높은 군에CI=1.18-2.04)

속해있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 의료보장형태는 특정한 개인이 건강보험 가.

입자일 때 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일 때 오즈비가 2.23(95% CI=1.54-3.22)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상태는 특정한 개인이 지난 년간 음주를 전혀 하. 1

지 않을 때 보다 술을 마시는 날의 평균 음주량이 잔일 때 오즈비가1-2

평균 음주량이 잔 이상일 때는0.73(95% CI=0.60-0.89), 3 0.52(95%

로 유의하게 낮았다 그 외 연령 결혼상태 세대구성 흡연상CI=0.41-0.65) . , , ,

태 규칙적 신체활동 실천여부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

건강상태 요인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 에서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3

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오즈

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0.44(95% CI= 로 유의하게 낮았다 연0.32-0.61) .

령에서는 세에 비해 세 이상일 때 오즈비가30-64 65 0.71(95%

로CI=0.57-0.89) 유의하게 낮았다 거주지역은 특정한 개인이 서울 경기. · ·

인천 제주지역에 거주할 때 보다 대전 충청 세종지역에 거주할 때 오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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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70(95%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거주할 때CI=0.51-0.97), · · 1.40(95%

CI=1.05-1.86)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상.

태는 특정한 개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 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오즈비가 0.75(95% CI= 로0.62-0.92) 유의하게 낮았다 가구 연소득수준은.

특정한 개인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군에 속해있을 때 보다 두 번째 높은 군

에 속해있을 때 오즈비가 1.37(95% CI=1.06-1.77), 가장 높은 군에 속해 있

을 때 1.73(95% CI = 으1.30-2.29) 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두 번째 낮은 군에,

속해 있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 의료보장형태는 특정한 개인이 건강보험 가.

입자일 때 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일 때 오즈비가 1.94(95% CI=1.34-2.83)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상태는 특정한 개인이 지난 년간 음주를 전혀 하지. 1

않을 때 보다 술을 마시는 날의 평균 음주량이 잔 이상일 때 오즈비가3

0.65(95% CI= 로0.51-0.82) 유의하게 낮았으며 평균 음주량이 잔일 때1-2

는 유의하지 않았다 복합만성질환 수는 특정한 개인이 복합만성질환을 보유.

하지 않을 때 보다 개 보유할 때 오즈비가 개2 1.58(95% CI=1.20-2.09), 3

이상 보유할 때 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개 보유1.59(95% CI=1.19-2.11) , 1

할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 고혈압의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인 당뇨병 허혈성. 3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보유 여부는 특정한 개인이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을3

보유하지 않을 때 보다 고혈압 외에 당뇨병만을 보유할 때 오즈비가

허혈성 심1.81(95% CI=1.41-2.32), 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을 추가적으로

보유할 때는 6.80(95% CI= 으로5.28-8.76)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

는 특정한 개인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때 보다 나쁠 때 오즈비가

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보통일 때는 유의하지 않았1.25(95% CI=1.01-1.54) ,

다. 그 외 결혼상태 세대구성 흡연상태 규칙적 신체활동 실천여부 질병 손상, , , , /

으로 인한 활동제한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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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ultivariable analysis : Factors affecting the healthcare utilization
of hospital types among hypertensive outpatient service users

(N=3,877)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Socio-demographic factors
Sex

Male 1.00 1.00 1.00
Female 0.57 0.46-0.71*** 0.46 0.34-0.64*** 0.44 0.32-0.61***

Age
30-64 years 1.00 1.00 1.00

65 years≥ 1.06 0.86-1.31 0.93 0.75-1.15 0.71 0.57-0.89**

Marital status
Divorced/Separated/
Widowed/Unmarried 1.00 1.00 1.00

Married 0.96 0.75-1.22 0.96 0.75-1.23 0.99 0.77-1.27
Households type

1st generation 1.00 1.00 1.00
2nd generation 0.98 0.71-1.37 0.95 0.68-1.32 0.94 0.67-1.32
3rd generation 0.82 0.66-1.03 0.82 0.65-1.02 0.86 0.68-1.08

Geographic region
Seoul/Gyeonggi/
Incheon/Jeju 1.00 1.00 1.00

Gangwon 1.08 0.68-1.73 1.01 0.63-1.62 1.18 0.74-1.90
Daejeon/Chungcheong

/Sejong 0.65 0.47-0.90** 0.65 0.47-0.90** 0.70 0.51-0.97*

Gwangju/Jeolla 0.89 0.65-1.22 0.87 0.63-1.19 0.91 0.66-1.25
Daegu/Gyeongbuk 0.87 0.62-1.20 0.83 0.59-1.15 0.78 0.56-1.09
Busan/Ulsan/
Gyeongnam 1.35 1.02-1.80* 1.35 1.02-1.80* 1.40 1.05-1.86*

Economic activities
No 1.00 1.00 1.00
Yes 0.59 0.49-0.72*** 0.63 0.52-0.76*** 0.75 0.62-0.92*

Annual household income
Lowest 1.00 1.00 1.00

Second lowest 1.17 0.94-1.45 1.18 0.95-1.46 1.20 0.96-1.50
Second highest 1.22 0.95-1.56 1.25 0.97-1.60 1.37 1.06-1.77*

Highest 1.53 1.16-2.00** 1.55 1.18-2.04** 1.73 1.30-2.29***

Public health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1.00 1.00 1.00

Medicaid aid recipients 2.33 1.61-3.36*** 2.23 1.54-3.22*** 1.94 1.3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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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ultivariable analysis : Factors affecting the healthcare utilization of
hospital types among hypertensive outpatient service users (continued)

* *p<0.05, **p<0.01, ***p<0.00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 Model 1: Adjusted for sex, age, marital status, households type, geographic region,
economic activities, annual household income, public health insurance type.

Model 2: Adjusted for sex, age, marital status, households type, geographic region,
economic activities, annual household income, public health insurance type,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ies.

Model 3: Adjusted for sex, age, marital status, households type, geographic region,
economic activities, annual household income, public health insurance type,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ies. number of multi-morbidity, major
multi-morbidity, health status, limitation of activity.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Health behaviors factors
Smoking

Never 1.00 1.00
Former or current intermittent 1.02 0.75-1.37 0.83 0.61-1.13

Current daily 1.04 0.73-1.47 0.89 0.63-1.27
Drinking

Never 1.00 1.00
1-2 glasses 0.73 0.60-0.89** 0.83 0.68-1.02
3 glasses≥ 0.52 0.41-0.65*** 0.65 0.51-0.82***

Physical activities
No 1.00 1.00
Yes 0.87 0.75-1.01 0.90 0.77-1.04

Health status factors
Number of multi-morbidity
0 (only hypertension) 1.00

1 1.28 0.99-1.66
2 1.58 1.20-2.09**

3≥ 1.59 1.19-2.11**

Major multi-morbidity
No 1.00

only diabetes 1.81 1.41-2.32***

vascular disease included 6.80 5.28-8,76***

Health status
Good 1.00

Moderate 0.98 0.82-1.17
Bad 1.25 1.01-1.54*

Limitation of activity
No 1.00
Yes 1.19 0.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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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에 따른 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

다변수 분석:

의료기관 이용 관련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나 본 연구의 고혈압 환자의 인구사회적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

요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변수 분석

에서 성별과 결혼상태의 변수 간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 ,

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

성을 구분하여 모형 에3 대하여 일반화 선형 혼합모형 을 이용하여 다(GLMM)

변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7).

가 남성 고혈압 환자.

고혈압을 앓고 있는 남성의 연구대상자 명에 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1,716

이용자를 준거집단으로 인구사회적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요인에 따른 병원,

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결혼상테 의료보장형태 음, , ,

주상태 복합만성질환 수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 보유 여부의 변수가 병원급, , 3

의료기관 외래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결혼상태에서는 특정한 개인이 배우자가 없을 때 보다 배우자가 있

을 때 로 유의하게 낮았다0.58(95% CI=0.35-0.97) .

의료보장형태는 특정한 개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일 때 보다 의료급여 수급자

일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2.12(95% CI=1.12-4.02)

로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상태는 특정한 개인이 지난 년간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보다1

술을 마시는 날의 평균 음주량이 잔 이상일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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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오즈비가 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평균 음주량0.65(95% CI=0.47-0.89)

이 잔일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1-2 .

복합만성질환 수는 특정한 개인이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보다

개 보유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2 1.95(95%

개 이상 보유할 때 으로 유의CI=1.31-2.88), 3 1.90(95% CI=1.25-2.87)

하게 높았으며 개 보유할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 1 .

고혈압의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인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3 ,

보유 여부는 특정한 개인이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보3

다 고혈압 외에 당뇨병만을 보유하였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

즈비가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을 추2.01(95% CI=1.37-2.95),

가적으로 보유했을 때는 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6.45(95% CI=4.34-9.60) .

외 연령 세대구성 거주지역 경제활동상태 가구 연소득수준 흡연상태 규칙, , , , , ,

적 신체활동 실천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 손상으로 인한 활동제한 변수는, , /

유의하지 않았다.

나 여성 고혈압 환자.

고혈압을 앓고 있는 여성의 연구대상자 명에 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2,161

이용자를 준거집단으로 인구사회적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요인에 따른 병원,

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연령 세대구성 경제활동상, , ,

태 가구 연소득수준 의료보장형태 음주상태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 보유여, , , , 3

부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수가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연령에서는 세에30-64 비해 세 이상이65 0.69(95%

로CI=0.51-0.94)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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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에서는 세대가구에 속해있을 때 보다 세대가구에 속해있을 때1 3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으로 유0.73(95% CI=0.53-0.99)

의하게 낮았으며 세대가구에 속해있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 2 .

경제활동상태는 특정한 개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 보다 경제활동

에 참여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0.70(95%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CI=0.54-0.91)

가구 연소득수준은 특정한 개인이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군에 속해있을 때 보다 두 번째 높은 군에 속해있을 때

가장 높은 군에 속해있을 때는1.48(95% CI=1.06-2.07), 2.02(95%

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두 번째 낮은 군에 속해있을 때는 유CI=1.39-2.94) ,

의하지 않았다.

의료보장형태는 특정한 개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일 때 보다 의료급여 수급자

일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1.90(95% CI=1.18-3.04)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상태는 특정한 개인이 지난 년간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보다1

술을 마시는 날의 평균 음주량이 잔일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1-2

오즈비가 로 유의하게 낮았다0.77(95% CI=0.60-0.99) .

고혈압의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인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3 ,

보유 여부는 특정한 개인이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보3

다 고혈압 외에 당뇨병만을 보유했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

비가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을 추가1.65(95% CI=1.18-2.31),

적으로 보유했을 때는 로 유의하게 높았다7.05(95% CI=5.05-9.84) .

주관적 건강상태는 특정한 개인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때 보다 나쁠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로 유의1.41(95% CI=1.06-1.87)

하게 높았으며 보통일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결혼상태 거주지역 흡, . , ,

연상태 규칙적 신체활동 실천여부 복합만성질환 수 질병 손상으로 인한 활, , , /

동제한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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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태에서는 남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 무배우자에 비해 유배우자에서 의

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낮

았으나 여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배우자의 의원급 의,

료기관 대비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

른 교호작용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유의성의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살펴보면 결혼상태 복합만성질환 수는 남성에게만 유의한 관련성을, ,

보였고 연령 세대구성 경제활동상태 가구 연소득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변, , , , ,

수는 여성에게만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음주상태 변수의 경우 남성은 평균.

음주량이 잔 이상일 때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여성은 평균 음주량이3

잔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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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ultivariable analysis : Factors affecting the healthcare utilization

of hospital types among hypertensive outpatient service users

by gender

Characteristics
Male

(N=1,716)
Female
(N=2,161)

OR 95% CI OR 95% CI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30-64 years 1.00 1.00
65 years≥ 0.81 0.57-1.14 0.69 0.51-0.94*

Marital status
Divorced/Separated/Widowed/Unmarried 1.00 1.00

Married 0.58 0.35-0.97* 1.12 0.84-1.51
Households type

1st generation 1.00 1.00
2nd generation 0.64 0.33-1.21 1.02 0.68-1.54
3rd generation 1.06 0.75-1.49 0.73 0.53-0.99*

Geographic region
Seoul/Gyeonggi/Incheon/Jeju 1.00 1.00

Gangwon 1.00 0.47-2.11 1.36 0.73-2.53
Daejeon/Chungcheong 0.72 0.45-1.16 0.70 0.45-1.09
Gwangju/Jeolla 1.12 0.70-1.78 0.78 0.50-1.20

Daegu/Gyeongbuk 0.60 0.36-1.01 0.97 0.62-1.51
Busan/Ulsan/Gyeongnam 1.42 0.93-2.16 1.42 0.96-2.10

Economic activities
No 1.00 1.00
Yes 0.87 0.64-1.18 0.70 0.54-0.91**

Annual household income
Lowest 1.00 1.00

Second lowest 1.15 0.80-1.66 1.21 0.91-1.60
Second highest 1.20 0.80-1.80 1.48 1.06-2.07*

Highest 1.41 0.91-2.18 2.02 1.39-2.94***

Public health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1.00 1.00

Medicaid aid recipients 2.12 1.12-4.02* 1.90 1.18-3.04**



- 44 -

Table 7. Multivariable analysis : Factors affecting the healthcare utilization

of hospital types among hypertensive outpatient service users

by gender (continued)

* *p<0.05, **p<0.01, ***p<0.00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Model 3:† Adjusted for sex, age, marital status, households type, geographic region,

economic activities, annual household income, public health insurance type,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ies. number of multi-morbidity, major

multi-morbidity, health status, limitation of activity.

Characteristics
Male

(N=1,716)
Female
(N=2,161)

OR 95% CI OR 95% CI

Health behaviors factors
Smoking

Never 1.00 1.00
Former or current intermittent 0.91 0.63-1.31 0.76 0.41-1.42

Current daily 1.02 0.67-1.56 0.62 0.29-1.32
Drinking

Never 1.00 1.00
1-2 glasses 0.96 0.68-1.36 0.77 0.60-0.99*

3 glasses≥ 0.65 0.47-0.89** 0.72 0.49-1.07
Physical activities

No 1.00 1.00
Yes 0.87 0.70-1.09 0.92 0.74-1.13

Health status factors
Number of multi-morbidity

0 (only hypertension) 1.00 1.00
1 1.28 0.90-1.83 1.25 0.85-1.84
2 1,95 1.31-2.88*** 1.30 0.86-1.94
3≥ 1.90 1.25-2.87** 1.37 0.91-2.06

Major multi-morbidity
No 1.00 1.00

only diabetes 2.01 1.37-2.95*** 1.65 1.18-2.31**

vascular disease included 6.45 4.34-9.60*** 7.05 5.05-9.84***

Health status
Good 1.00 1.00

Moderate 0.90 0.70-1.15 1.07 0.83-1.38
Bad 1.06 0.76-1.48 1.41 1.06-1.87*

Limitation of activity
No 1.00 1.00
Yes 1.35 0.91-1.98 1.13 0.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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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Ⅳ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만성질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중 고혈압은 유병률이 높고 에서 발표한 대 사망원인 중 위 위WHO 10 1 , 2

를 차지하는 허혈성 심질환과 뇌졸중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꾸준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조절률과 합병증으로 인한 비용을 고려

할 때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편리하게 자주 방문할 수 있

고 비용 효과적으로 지속적인 질환관리에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전달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질병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대형병원을 선

호하여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을 파악함으

로써 고혈압 관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혈압 환자의 의원

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여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함께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1.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고혈압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유형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면 선행 연구, (Lee et al., 2011; Choi et al.,

에서는 세 이상의 고혈압을 주진단명으로 외래를 방문한 건수를 기2016) 30

준으로 하거나 세 이상의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외래를 방문한 대상자를, 20

기준으로 의료기관 이용 유형을 분석하였다 외래방문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

우 대상자의 방문횟수에 따라 반복 측정되어 각각의 관측치로 분석이 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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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방문 횟수에 따른 가중치가 부여되고 표본 수가 충분히 확보되며 외래,

자료 중 방문유형 교통이용수단 검사여부 처방전 발행여부 등의 변수요인을, , ,

추가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환자의 방문 횟수에 따라 과대 또

는 과소 추정될 수 있어 고혈압 환자 단위의 이용요인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또한 등의 연구에서는 환자 단위로 분석하였으나 고혈압과. Choi

당뇨병 환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설문. ‘ ’

자료에 만성질환 중 고혈압을 앓고 있는 세 이상 환자 중 지난 년 동안30 1

해당 만성질환을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고 응답하

고 고혈압을 주진단명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의료기관 유형 분류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등의 연구에서는 의료기관Lee

유형을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으로, ( , , )

분류하였으며 외래 방문건수를 단위로 하여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 , ,

병원의 의료기관 유형을 이용한 모든 고혈압 환자를 연구대상자에 포함하였

다 등의 연구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 Choi , ( , ,

원)으로 분류하였으며 환자 단위로 하여 가지 이상의 의료기관 유형을 이용한2

환자를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 단위로.

하여 고혈압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의원급과,

병원급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로 구분하였다( , , ) .

이때 의원만 이용하거나 병의원을 혼합하여 이용한 대상자를 본 연구에서 지,

향하는 준거집단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였고 병원급 의료기관만 이용,

하는 경우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선행연구(Lee et al., 2011; Choi et al.,

에서 년 상반기 조사자료 또는 년 년 년 자료를2016) 2008 2008 , 2010 , 2012

이용하여 각 조사차수별로 카이제곱 검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함께 시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년 기준의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카이제곱 검정으. 2010

로 분석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수가 적고 연도별로 유의한 변수들의 차이가 있어 년20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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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통계적 검정력을 높이고 패널자료의 특성을 반영하

고자 하였다 이때 연도별 반복측정에 따른 상관성을 고려하여. , Generalized

인 를 이용하여 병원급Linear mixed model (GLMM) SAS PROC Glimmix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다변수 분석에 포함할 변수를 선정하였

다 인구사회적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요인의 모든 독립변수에 대하여 다중공. ,

선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성별 변수의 가 로 엄(multicollinearity) VIF 3.14

격하게 적용 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성별 변수는 통제가 필요한 주요

변수로 판단하여 다변수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 모든 변수의 가. VIF 3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변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 ,

교육수준과 결혼상태 변수의 모든 구간에서 유의수준이 이상으로 매우50%

유의하지 않았으며, 교육수준(p=0.9064, 0.5323) 변수의 경우 다변수 분석

시 포함 또는 제외하여도 교육수준 및 다른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없어 제외하였다 결혼상태. (p 변수의 경우에는 다변수 분석 시 성=0.5623)

별에 따른 교호작용으로 남성에게는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과 유의한 관련

성을 보여 다변수 분석 시 포함하였으며 성별을 구분한 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의 하위집단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선행연구에서 고혈압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한 선행연구. (Lee et al.,

에서 대졸이상의 교육수준 월 만원 이상의 소득가구 의료보장 가입2011) , 400 ,

형태 복합만성질환 수 장애여부 검사여부 처방전 발행여부 의료비 지원유무, , , , , ,

교통수단의 변수가 있었다 또 다른 선행연구 에서는 당뇨병. (Choi et al., 2016)

질환이 연구대상자에 포함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요인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

우나 대졸이상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여부 의료보장형태 경제활동 유무, , , , ,

나쁜 수준의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유무 중증도의 변수에서 연도별로 차이는, ,

있었으나 의료기관 유형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변수 선정은 년 한국의료패널 자료에서 제공하는20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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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중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관심 있는 변수를 추가하여 이루어졌

고 각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 , ,

건강상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각 변수는 독립변수의 정의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범주화하였으며 변수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변수를 살펴보면 연령은 연령별 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세 이상부터 년30 10

단위로 구분하여 개 범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연령 간 가 높게 나타5 VIF

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었으며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노년기 전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 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30-64 , 65 .

결혼상태는 한국의료패널의 자료구분에 따라 혼인중 이혼 사별 별거 미혼, , , ,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나 이혼 별거 미혼이 로 적은 비중을 보였다· · 5.3%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선행연구 와 같이 유배우자 혼인중 무배우자(Choi et al., 2016) ( ),

이혼( 사별 별거 미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 ) .

세대구성 형태는 선행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혼합세대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하였으며 인가구가 많아지는 사회적 세태를 반영하여 인가구, 1 1 ,

인가구 외 세대가구 세대가구 세대가구로 분류하였으나 결혼상태 변수1 1 , 2 , 3 ,

와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어 세대가구 세대가구 세대가구로 구분하여1 , 2 , 3

분석하였다.

거주지역은 한국의료패널에서 개의 시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17 ,

개 군으로 범주화하여 분석 시 범주별 표본수가 지나치게 적은 지역이 포17

함되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유형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리학적 위치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보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

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제주 강원 대전 충청 세종(Yoo et al., 2012) · · · , , · · ,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개 광역진료권으로 범주화하· , · , · · 6

였으며 제주, 지역은 지리학적으로 전라권에 속하나 섬의 특성 상 제주지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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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용 시 서울지역을 주로 이용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선행연구와 같이

수도권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흡연상태는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현재 가끔 흡연자 현재 매일 흡연자로, , ,

분류하였으나 현재 가끔 흡연자가 미만으로 적게 나타나 현재 매일 흡연, 1%

하는 군을 바람직하지 않은 군으로 보고 건강행태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외

래이용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비흡연자 과거 및 간헐적 흡연자 현재 매일, ,

흡연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 보유 여부는 외래의료 이용 건을 대상으로 병원급3

의료기관 이용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 에서 암 심혈관질환(Yoo et al, 2012) , ,

뇌혈관질환의 보유여부로 중증도를 구분한 것을 참고하여 고혈압 외에 동반한

만성질환을 고지혈증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악성종양으로 분, , , ,

류하였으나 고지혈증 악성종양 변수가 단변수 분석 다변수 분석에서 모두, , ,

유의하지 않았다 고지혈증 보유여부는 고혈압 환자의 질병의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악성종양 보유여부는 종양을 보유하고 있더,

라도 급성기가 지난 암 질환으로는 추적관찰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

하지만 고혈압 질환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 보유 여부에 따른. , 3 병

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을 파악하고자 하여 고지혈증 악성종양 변수를 제외하,

고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고혈압과 관련성이 있으면서 고혈, ,

압 환자의 중증도를 높이는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허3 . ,

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로 적은 빈도를 나타내고 는7.9%, 7.2% 1.0%

두가지 질환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단변수 분석, 시 오즈비가 유사

한 결과를 보여 혈관질환으로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이에 대 주요 복합만성. 3

질환 없음 고혈압 외에 당뇨병만 보유함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을 포함, ,

하여 보유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순수한 고혈압 환자 당뇨병을 동반, ,

한 고혈압 환자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차 질환을 동반한 고혈, 2

압 환자로 구분하여 고혈압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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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손상으로 인한 활동제한 여부는 선행연구/ (Lee et al., 2012; Choi et

에서는 장애유무를 변수에 포함하였으나 장애에 한정하지 않고 환자al., 2016)

의 건강상태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의 관련성을 보고자 본 연구에

서는 질병 손상으로 인한 활동제한 여부를 제한 없음 제한 있음으로 구분하여/ ,

분석하였으며 고혈압 환자가 인식하는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주관적 건강상,

태 변수도 좋음 보통 나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자료의 특성 상 환자의 답변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자의 이해도,

및 기억에 따라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둘째 상병명이 청구자료 또는 의무기록에 근거하지 않고 환자의 응답에 기,

초하여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병분류의 정확도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는 고혈압을 만성질환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환자 중 동일한 상병을 주진단명으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를 중복 확인하였고,

복합만성질환 종류는 해당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환자로 구분하

여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셋째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의뢰, 및 회송여부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복합만성질환 수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 당뇨병 심 뇌혈관질환 보, 3 ( , · )

유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 손상으로 인한 활동제한 여부를 통제하여 질, , /

병의 중증도를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의뢰 회송 여부를 반영하여 분석, ·

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년부터 년까지 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표본 수의 한계, 2010 2016 7

점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고혈압 환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한 환

자의 표본 수가 적어 일부 변수의 경우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의 관련 요인을 분석,

한 연구로 의료수요자인 환자의 특성만을 분석하였으며 의료공급자의 요인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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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의료수요자와 함께 지역별 거주인구 수 대비 특정 전문의수 지역의,

상급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특성 및 의료기관의 질 등 의료공급자의 요인을 포

괄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고혈압 환자가 외래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환,

자의 입원여부가 고려되지 못하였다 환자가 입원한 경우 입원 전 후 병원급. ·

의료기관의 외래를 이용할 수 있어 입원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고혈압 외의 질환 및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병의원을 혼

합하여 이용하는 군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여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

였다.

일곱째 의원의 경우 환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우며 자주 방문할 수 있어 고, ,

혈압 환자가 병원에 비해 질환 관리에 장점이 있다는 전제하에 분석한 연구로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의 치료효과 차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

했다 현재까지 한국의료패널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혈압 혈당 등의. ,

환자의 객관적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주어진다면 혈압 조절률 등

의 치료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인구사회적 건강행태 건강상태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

분석을 시행하였지만 환자의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인식 의료기관 유형 선택,

시 차적 고려사항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등 환자의 인식과 관련된 특성1 ,

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2.

본 연구를 통해서 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과 관련된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적 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경제활동상태, , , ,

가구 연소득수준 의료보장형태가 건강행태요인에서는 음주상태가 건강상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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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서는 복합만성질환 수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 당뇨병 심 뇌혈관질환, 3 ( , · )

보유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었다, .

본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과 관련이 있다고 분

석된 요인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인구사회적 요인 중 성별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의원급에 비해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서는 여성이 상급(Choi et al., 2016)

종합병원 이용은 더 낮았지만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의,

료기관 유형 이용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 에서는 남성보다(Lee et al., 2011)

여성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의 고혈압 유병률이 높고(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남성의 고혈압and Prevention, 2017) stage3)가 여성보다 높거나

본 연구에서 통제되지 못한 기타 질환의 중증도가 관련이 있(Park, 2005),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활동이 남성에 비해 적은 여성이 집에서 가깝. ,

고 본인부담금액이 적은 의원을 이용하는 반면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의 경우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워 내원일당 평균 처방일수가 높

은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에서는 세30-64 에 비해 세 이상의 고령 고혈압 환자가 병원급 의료65

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낮았다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과의 단변수.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세30-64 에 비해 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가65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세 이상의 고령 고혈압 환자의 경우 복합상병 수가 많. 65

고 중증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더 많이 이용하

지만 이와 같은 요인들을 통제할수록 거주지에서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3) 고혈압학회의 혈압분류기준 (2004)
정상 수축기혈압 그리고 확장기혈압(normal): <120mmHg <80mmHg
고혈압 전단계 수축기혈압 또는 확장기혈압(Prehypertension): 120-139mmHg 80-89mmHg
제 기 고혈압 수축기혈압 또는 확장기혈압1 (1 Stage Hypertension): 140-159mmHg 90-99mmHg
제 기 고혈압 수축기혈압 또는 확장기혈압2 (2 Stage Hypertension): 160mmHg 100mm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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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자주 방문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세 미만 환자65

의 경우 사회활동 및 바쁜 일상과 편의에 따라 내원일당 평균 처방일수가 높

은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제주의 수도권 지역에 비해 대전 충청 세· · · · ·

종 지역에 거주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낮게 나타났

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거주할 때는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과 관련된 선, · · .

행연구에서는 거주지역 변수가 없었으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년 기준 시도별 병 의원 의사 인력 활동 규모가 지2016 ·

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수가 인구 천명당 경. , 1

남 명 세종시 명 경북 명 울산 명 순으로 낮게 나타나0.63 , 0.63 , 0.64 , 0.64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ial Academic Cooperation Group,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별 일차의료기관의 분포와 의사 수 등의 보건의2017)

료자원 일차, 의료 서비스 수준 지역별 유명한 병의원 및 의사 유무 지역별 환, ,

자의 선호도 환자의 거주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나쁘거나 좋은,

지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본.

수의 한계로 개 시도를17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지는 못했으나 향후 세부지

역별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지역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경제활동상태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보다 참여할 때 병원급 의

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

태와 관련된 선행연구 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Choi et al., 2016)

군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군이

질병의 중증도가 높아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군이 다수 포함되어 병원급 의

료기관 외래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 연소득수준은 가구의 연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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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관련된 선행연구.

에서는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Choi et al., 2016; Lee et al., 2011) 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

적으로 적어 본인부담률은 높으나 보건의료자원 및 의료의 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보장형태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급 의

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형.

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가능

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Choi et al., 2016; Lee et al., 2011),

급여 종 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노인 및 장애인 인구의 비1

율 및 중증도가 높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원 본인부담금이(Shin, 2006),

없거나 적음으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에서 외래 진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

을 시키거나 오갈데 없는 환자의 편의를 봐주는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

에 비해 입원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Kim et al., 2012).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충분한 건강관리 등에 따른 높은 중증

도 입원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의 수요자 및 공급자 유인,

수요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의 관련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행태요인 중 음주상태는 지난 년간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보다1

술을 마시는 날의 평균 음주량이 잔 이상일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3

용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서는 음주와 관련된 변수는 없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단면연구에 따른 역,

인과관계에 의한 편향 으로 의원급 이용환자에 비해(reverse causation bias)

병원급 외래이용 환자의 높은 중증도와 연관되어 평균 잔 이상의 과음을 하지3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알코올중독의 가장 큰 위험집단은 저. ,

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세민이 일반인보다 알코올(Park, 2004),

중독 이환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 것과 같이 한 번 음주 시(Kim,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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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이상의 과음을 하는 고혈압 환자 군에 저소득층이 많이 포함되어있어 의3

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높은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 요인을 건강행태와 연계시키기 위해.

서는 한국의료패널 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변수 외에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혈압 조절유무 등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고려하거나 전향적 연구에 따른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상태요인 중 복합만성질환 수는 복합만성질환 보유 개수가 많을수록 병

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만성질환 수와 관련된 선행연구 에서는 고혈압 환자의 부상(Lee et al, 2011)

병 수가 많을수록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더 낮았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 고혈압 환자보다 복합상병 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진료과목의 진

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 보유 여부는 고혈압만 보유한 환자보다 당뇨병을3

동반할수록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의 차 질환을 동반할수록 질, 2

병의 중증도가 높아짐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의 중증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Choi et al.,

에서는 동반질환지수 로2016) Charlson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중증도를 분류하였는데 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CCI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높았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질병의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진료과목이 다양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의료수준이 우수하다· ·

고 생각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좋은 고혈압 환자에 비

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

할 오즈비가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선행연구. (Choi et al., 2016)

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때보다 나쁠 때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상

급종합병원 이용이 더 높았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복합만성질환 수. ,

대 주요 복합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같은 맥락에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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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할수록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요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에서는 고,

혈압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 시 세 이상의 고혈압환자에서 병원급 의료65

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낮게 나타났으나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 시 여성

에게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

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세 이상 고령, 65

의 여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 집에서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혈압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던

결혼상태에서 남성 고혈압 환자가 배우자가 없을 때보다 배우자가 있을 때 병원

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결혼상태와 관.

련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서는 결혼상(Lee et al., 2011)

태가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과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로 구분하,

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자 없음은 유배우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낮고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

는다는 것과 같이 남성이 배우자가 없을 때보다 배우자가 있을(Jeon, 2008) ,

때 가족의 지지에 따른 질환 관리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혈압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던

세대구성에서는 여성 고혈압환자가 세대가구에 비해 세대가구에 속해있을1 3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남성이.

배우자가 있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이 낮게 나타난 것과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여성의 경우 세대가구원으로부터의 가족의 지지, 3

에 따른 질환 관리의 장점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활동상태 변수는 남성 고혈압 환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성 고혈

압 환자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군의 경우 질병의 중증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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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군이 포함되어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

로 보이며 남성의 경우 질병의 중증도가 높더라도 생계 등의 이유로 경제활,

동을 유지하거나 여성의 경우 질병의 중증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에 더

제한을 받는 등의 이유로 여성에서만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 연소득수준에 있어서는 남성 고혈압 환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

성 고혈압 환자에서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

할 오즈비가 높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본인부담률은 높으나 보건의료자원 및 의료의 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남,

성에 비해 여성이 소득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상태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남성,

의 경우 지난 년간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술을 마시는 날의 평1

균 음주량이 잔 이상일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낮았다3 .

반면에 여성의 경우 평균 음주량이 잔일 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1-2

할 오즈비가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면연구에 따른 역인과관계에 의한.

편향 으로 의원급 이용환자에 비해 병원급 이용환자(reverse causation bias)

의 높은 중증도와 연관되어 과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한 번 음주 시,

잔 이상의 과음을 하는 고혈압 환자 군에 저소득층이 많이 포함되어 의원급3

의료기관보다 본인부담금이 높은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이 낮은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음주량이 적은 여성에 비해 월간음주율 및 월간폭음율이 높은. ,

남성(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에게는 평and Prevention, 2017)

균 잔 이상의 음주량에서3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여성에게는 평균 잔의, 1-2

음주량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복합만성질환 수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복합만성질환을 많이 보유할

수록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할 오즈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에서만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여성의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은 로 남. 76.2%

성의 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여성 고혈압60.7% (O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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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복합만성질환을 많이 보유하더

라도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가구 연. ,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을 남성에 비해 크게 받는 것과 관련되어 복합만성질환

을 많이 보유하고 중증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급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여성에서만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좋은 고혈압 환

자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를 이용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복합만성질환 수 대 주. , 3

요 복합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같은 맥락에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대상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Kim et al.,

2014;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성이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Bae, Kim, 2015)

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거주지역 변수는 전체 고혈압 대상 군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성별로 구분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거주지역에 따른 범주별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별, 개 세부 시도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7 .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선호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실제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일차의료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 일차의료체

계가 우수한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한 확산이 가능하도록 의원급 의료기관 이

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된 대전 충청 세종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일차의료기관 및 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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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 등 의료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와 함께 고혈압 환자를 위한 일차의

료 가이드라인 마련 시 적극적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둘 째 고혈압 환자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에서의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할 시 환자의 선호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되는 군을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

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남성 세 미만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거주 높은 소득수준의 고혈압, 65 , · · ,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요구도 조사

를 바탕으로 대상자 개인의 특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실제적인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증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셋 째 고혈압 환자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에서의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을 개,

발할 시 취약계층으로 질병의 관리가 잘 안되어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군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환자 의료급여 수. ,

급자 무배우자의 남성 고혈압환자 세대가구의 여성 고혈압환자 등의 지속, , 1

적 의료이용 복약순응도 개선 및 혈압 조절 등을 위해 일차의료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

넷 째 바쁜 사회생활로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남성 세 미만, , 65

의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일차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의 혈압조절 여부 복약순,

응도 평가 환자교육 약 처방일수 등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프, ,

로그램 및 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한 대처.

가 가능하고 환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일차의료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고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째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의료기관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응급이송 시,

스템을 마련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 시 신속하게 상급의료기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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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만성질환 보유자에 대하여 체계화된 응급이송 시스템을 마련하여 상급의

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고려하여 질병의 중증도가 높지 않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만을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

기관 선호 환자 취약계층 사회생활로 바쁜 환자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 ,

고 인식하는 환자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고혈압 환자들에게 의원급 의료기관

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 스스로 일차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수

가인상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함께 모니터링 등 국가차원의 정책방안 마련이 우

선되어야할 것이다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율을 높이고 일차의.

료가 강화되어 질을 담보할 수 있을 때 환자의 인식이 개선되고 상급의료기,

관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 상향 및 상급의료기관 접근 제한 등의 제도적 통제

를 할 경우 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 의료공급. ,

자 의료수요자가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행될 때 바람직한 의료전달,

체계가 확립되고 고혈압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율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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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본 연구는 고혈압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적 건강행태 건강상태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 .

남성 세 미만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거주 경제활동 미참여 높은 가구, 65 , · · , ,

연소득수준 의료급여 수급자 복합만성질환 수 당뇨병 및 혈관질환 동반 나, , , ,

쁜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의원급에 비해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

를 보이며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남성의 경우 무배

우자 복합만성질환 수 여성의 경우 세대가구 세 미만 경제활동 미참여, , 1 , 65 , ,

높은 가구 연소득수준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였다, .

이 연구는 최근의 자료를 포함한 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화2010~2016

선형 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패널자료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통계적,

검정력을 높이고자 하였고 성별을 구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선호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하는 것으,

로 판단되는 남성 세 미만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거주 고소득 고혈압 환, 65 , · · ,

자에게는 개인의 요구도 및 특성에 맞는 실제적인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일차의료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으로 질환관리가 잘 안되어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제활동 미참여자 의료급여 수급자 무배우자 남성 세대, , , 1

가구의 여성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료를 이용하고 혈압관리율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차의료강화를 통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고혈압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고 고혈압

관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를 기대한다.



- 62 -

참고문헌.Ⅵ

Bae YH, Kim HN.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health state among Korean elderly: analysis of 2012 and 2013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J

Korean Soc Integr Med. 2015;3(4):79-90

Breslow N.E. and Clayton, D. G. Approximate inference in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993;88:125 34–

Byeon JN, Ghang HY, Lee HB. Differential cost-sharing and utilization

of outpatients care by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Korea

Social Policy Review. 2014;21(2):35-55

Cheong CL, Lee TJ. The Effect of Increase in Coinsurance Rate for

Tertiary Hospital Visits on the Choice among Different Types

of Medical Facilities Stratified by Income Level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2015;21(1):

103-24

Choi JW, Park SH, Choi YS, Kim TK, Yun HJ, Kim TH.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oice of tertiary hospitals in patients with

diabetes or hypertension.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2016;21(4):13-22



- 63 -

Coleman K, Austin BT, Brach C, Wagner EH. Evidence on the chronic care

model in the new millennium. Health Aff (Millwood). 2009;28:75-85

Dearinger AT, Wilson JF, Griffith CH, Scutchfield FD. The effect of

physician continuity on diabetic outcomes in a resident continuity

clinic. J Gen Intern Med. 2008;23(7):937-41

Diggle, P. J., Heagerty, P., Liang, K.-Y. and Zeger, S. L.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2nd Edition. Oxford Statistical Science Series

25, 2002

Fitzmaurice G. M., Laird N. M., Ware J. H. Applied Longitudinal

Analysis, 2nd Edition. Wiley. 2011;200,234

Gam Sin,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family doctor registration

program.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08(2);161-82     

Go GG, Categorical data analysis. moonwoosa. 2018;232-41

Jee SH, Suh I, Kim IS, Appel LJ. Smoking and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in men with low levels of serum

cholesterol. the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Study.

JAMA. 1999;282(22):2149-55

Jeon GS.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Factors of Old Age Health.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08;28(3);459-75



- 64 -

Jung CL, Lee TJ, The Effect of Increase in Coinsurance Rate for

Tertiary Hospital Visits on the Choice among Different Types

of Medical Facilities Stratified by Income Level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2015;21(1):103-24

Jung Y, Byeon J. The Association between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and Adherence to Medicines in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Korean J Clin Pharm. 2016;26(2);128-36

Kathleen Kiernan. Insights into Using the GLIMMIX Procedure to

Model Categoracal Outcomes with Random Effects. SAS

Institute Inc.. Paper SAS. 2018

Kim DR. The Effect of Having Usual Source of Care on the Choice

among Different Types of Medical Facilitie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16;26(3);195-206

Kim ES, Lee SK, Yoon HJ, Nam HM, Kim KM, Kwon GH.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relative factors of old elderly of more than 75

year old based on 2011 Korea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J Korea Acad Ind Cooper Soc. 2014;15(7):4279-89

Kim HJ, Kim YH, Kim HS, Woo JS, Oh SJ. The Impact of Outpatient

Coinsurance Rate Increase on Outpatient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in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13;23(1):19-34



- 65 -

Kim JY, Park JS, Lee EJ. Analysis of the Medical Services Utilization

among patient of Korea Medical Aid Progra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J Korea Welfare Panel Study

Conference. 2012;5(0);561-79

Kim KH, Lee JC, Kim HN.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Health

Care Institutions. Chung-Ang University National Policy Institute.

2011;25(4):161-77

Kim MY, Kim JH, Choi IK, Hwang IH, Kim SY. Effect of having usual

source of care on preventive services and chronic disease

control: A Systematic Review. Korean J Fam Med. 2012;33(6):

336-45

Kim YJ, Cho HS, Kim TW, Yang YH. The Preliminary Study of

Prevalence of Alcohol Dependency and Developement of

Treatment Model for the Low-Income Families of Urban Area.

The Korean Journalof stress research. 1995;3(1):11-20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Statistic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Ⅶ

2017;26-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Korean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Focusing

on Hypertension and Type 2 Diabetes Mellitus. 2016; 5-6,21,233



- 66 -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for

Hypertension in Primary Care. 2018;47-8

Lee JC, Kim KH, Kim HN, Park YH. Factors associated with the

hypertension outpatients' choice of healthcare provider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1;54(9):961-70

Lee JH. If there was a family doctor registration program in Swine

Flue Epidemics.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Monthly Welfare Trend. 2010;135:40-4

Meyer K. Factor-analytic models for genotype × environment type

problems and structured covariance matrices. Gene Sel Evol.

2009;41:21

Murray J, Dunn G, Tarnopolsky A. Self-assessment of health: an

exploration of the effect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Psychol Med. 1982;12(2):371-8

Oh YH. The Health Status of Older Koreans and Policy

Consider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5;223:29-39

Park CK. Hypertension update. The Korean Academy of Clinical

Geriatrics spring academic conference report. 2005;90-104



- 67 -

Park JS and Sung MO. A Study on the Risk Factors of Alcoholism of

the Urban Low Income Group-Based on Ecosystems

Perspectiv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004;20(1);

189-222

Park SK. National Health Care Survey. Korea Healthy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7

Schmidt M. Predictors of self-rated health and lifestyle behaviours in

Swedish university students. Glob J Health Sci. 2012;4(4):

1-14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ial Academic Cooperation Group.

Institutional Supplementary Study of Public Health Scholarship.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1-2

Shin YS. On the appropriate use of health services. Health Welf

Policy Forum 2006;114:91-101

Statistics Korea. Causes of death statistics. 2017. Avaliable from

http:// kostat.go.kr

Statistics Korea. The Top 100 Statistical indicator table. 2019.

Avaliable from http:// kostat.go.kr

Van den Akker et al., Problems in determining occurrence rates of

multimorbidity. J clin Epidemiol. 2001;54:675-9



- 68 -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top 10 causes of death. Retrived May. 2018.

Avaliable from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

detail/the-top-10- causes-of-death

Yoo CH, Kwon YD. Factors influencing medical institution selection for

outpatient services. J Korean Med Assoc. 2012;55(9): 898-910

Yoon HJ, Choi JW, Lee SH, Park EC. Influence of Usual Source of

Care on Outpatient Visit and Expense of Hypertension Patient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2017;22(1):1-9



- 69 -

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healthcare utilization of hospital types

among hypertensive outpatient service users

- Using the Korea Medical Panel data from 2010 through 2016 -

Su Mi Lee

Dept. of Health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jin Chung, Ph.D.)



- 70 -



- 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