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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질병부담이 큰 당뇨는 가장 중요한 외래 민감성 질환(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s)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시기적절하

고 효과적인 일차의료로 관련 질환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율(DRAHs)을

보이며, 이는 일차의료의 토대가 미약하여 분절적 의료이용이 발생하기

쉬운 보건의료체계로부터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뇨는

지속적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 의료진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

스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진료 연속성

(Continuity of Care, COC)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병의 양

상과 복잡성 등이 당뇨환자의 연령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NHIS-NSC)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분석대상은 45세 이상 당뇨환자로, 이들을 중년군(45-64세)과

고령군(65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는 DRAHs로 OECD HCQI(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방법론을

따라 비산과적 진단으로 퇴원한 건 중 주진단명이 당뇨인 입원건수로 정

의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진료 연속성은 진료 연속성 지수(Continuity of

Care Index, COCI)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분석은 중년군과 고령군

에서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 여부 및 횟수와 진료 연속성 수준을 파악

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 여부 및 횟수에 따른 환자 특성 차이 파악을 위하여 단변

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진료 연속성과 당뇨

관련 예방가능 입원 여부 및 횟수의 관계 차이 파악을 위하여 two-part

model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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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분석 대상자 42,422 명 중 중년군이 22,347명(52.68%), 고

령군이 20,075명(48.32%)이었으며 진료 연속성 지수의 평균은 중년군에

서 0.47, 고령군에서 0.42, 당뇨 관련 예방가능 입원횟수의 평균은 중년군

1.32회, 고령군 1.42회로 나타났으며, 입원비율은 중년군 1.07%, 고령군

2.03%로 나타났다.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여부의 경우 중년군에서 진료 연속성, 체질량

지수, 지역의 병상 수, Charlson 동반질환점수, 외래방문횟수가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고령군에서는 진료 연속성, 주거지역, 주간 음

주빈도, 지역의 병상 수, Charlson 동반질환점수, 외래방문횟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횟수의 경우 중년

군에서는 성별, 체질량지수, 소득수준, 병상 수, Charlson 동반질환점수,

외래방문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고령군에서는 병상

수, Charlson 동반질환점수, 외래방문횟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두 연령그룹에서 진료 연속성 수준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 여부 및 횟수의 수준에 차이가 있고, 나아가 관련 요인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군이 중년군에 비하여 진료 연속성 수준이 낮고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위험가능성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을 고려

하여, 향후 고령군 환자들이 의료진과 지속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일

차의료의 토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령군에 따른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발생의 여부 및 횟

수에 따라 진료 연속성과의 관계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보건의료체

계 맥락에서 당뇨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정책마련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노인, 예방가능 입원, 중고령, 진료 연속성, 일차의료

학 번 : 2017-2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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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당뇨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사용과 비용을 상당부분 증

가시킨다(Loenen et al., 2016). 현재 20-79세 성인 중 4억 2500만 명,

18-99세의 성인 중 4억 5100만 명이 당뇨에 이환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5년에는 18-99세의 인구 중 당뇨환자가 6억 2900

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2017). 한국의 경우에도 당뇨의 질병부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당

뇨는 한국인 사망원인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질병관리본부, 2017),

국민건강영양조사(2014)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률 현황은

만 30세 이상에서 11.9%이고, 연령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여 70세 이상

에서는 27.6%로, 10명 중 약 3명이 당뇨에 이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다.

이처럼 질병부담이 큰 당뇨는 가장 중요한 외래 민감성 질환

(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s)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데, 외래 민감성 질환(ACSCs)이란 적절한 외래치료로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을 뜻한다(Longman et al., 2015). 즉, 당뇨는 시기적절하고 효

과적인 일차의료로 관련 질환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OECD,

2015), 따라서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Diabetes-related Avoidable

Hospitalizations, DRAHs)은 일차의료의 질 지표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

다(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14).

한국은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비율이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OECD, 2017). 15세 이상 연령 중 인구 100,000명당 당뇨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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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원이 2008년에 352.9명으로, 같은 시기 일본의 191명보다 약 2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는 하지만 2015년에 100,000명당 281명으로 OECD 평균인 137명보다 여

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OECD 국가들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OECD, 2017). 한국의 높은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율은 일차의료의 토대가 미약하여 분절적 의료이용이 발생하기 쉬운

보건의료체계로부터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보건

의료체계는 보편적인 주치의 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의뢰시스템

혹은 게이트키핑(Gate-keeping)시스템이 약한 관계로(Gauld et al. 2006),

환자들은 규제 없이 비교적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로

부터 분절적 의료이용이 발생하게 되는데(Cho et al. 2016), 이와 같은

파편적이고 미약한 일차의료 내에서 예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은 더 증

가하게 된다(Kim & Cheng, 2018).

실제로 당뇨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의 분절적 의료 이용 혹은 만성

질환자와 의료진 간 진료의 불연속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

키며(Hong et al., 2013), 환자가 의료진과 지속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가능성을 낮추었음을 결과로 보이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John et al., 2009; Cheng et al., 2010; Hong et al, 2013;

Lin et al., 2015). 특히 비교적 외래서비스 이용이 빈번한 당뇨질환의 특

성상 환자들은 의료진과의 관계가 더욱 빨리 형성되어(Knight et al.

2009) 진료 연속성의 이점이 극대화 될 수 있고, 기존 선행문헌에서 행

해진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실험에서도 의료진과의 지속적

인 만남과 혈당관리가 당뇨병성 망막증 혹은 신장증의 시작과 진행을 지

연시킴을 확인하기도 하였다(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research group, 1993). 따라서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 진료 연속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료 연속성(Continuity of Care, COC)이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

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수 있으나(Bayliss et al.,

2015; Lin et al., 2010; Cho et al., 2016; Cheng et al., 2010; Joh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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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외 연구들이 대부분이고(Bayliss et al., 2015; Cheng et al.,

2010, Lin et al., 2010; John et al. 2009), 한국에서 수행하여 발표된 경

우는 20세 이상을 단일한 인구 집단으로 보고 분석을 시행하였거나(Cho

et al., 2016), 65세 이상 고령군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Hong et al.,

2010)하여 임상과 정책적 고려에서 중요한 연령별 차이(Ki et al., 2014)

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외국의 연구들에 따르면, 질병의 양상

과 복잡성, 그리고 관리 능력 등이 당뇨 환자의 연령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당뇨 유병률은 중년군에 비하여 고

령군에서 2배 이상이며(Corrier et al., 2013), 고령군은 다른 연령군에 비

하여 당뇨관련 입원율이 더 높다(Ki et al., 2014)는 점을 언급할 수 있

다. 따라서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관계를 연령군별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관계를 중

년군과 고령군에서 입원 발생의 여부 및 횟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파악함

으로써,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관리를 위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맥

락에서 일차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정책학적 함의를 마련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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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앤더슨 모델을 기반으로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진료

연속성(Continuity of Care, COC)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관계를

여부 및 횟수에 따라 파악하고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진료 연속성의 수준을 파악한다

2.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여부 및 횟수를 파

악한다.

3.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진료 연속성,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과 관련

된 소인, 가능, 필요 요인들을 파악한다.

4.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공변수들을 보정할 때,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

련 예방가능 입원의 여부 및 횟수의 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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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진료 연속성의 정의 및 현황

1. 진료 연속성의 개념과 정의 및 유형

일반적으로 진료 연속성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일관적이고 연결된 진

료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의 흐름, 의료

진과 환자와의 관계, 그리고 진료의 코디네이션이 필요하다(Reid et al.

2002). 새로운 치료기술들이 도입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제공자

가 다양해지면서 환자들이 의료이용의 분절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진료

연속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진료 연속성을 정의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진료 연속성의 개념과 정의는 각 보건의료세팅의 맥락에 따라

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 일부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 다른 일부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기도 한

다(Reid et al., 2002).

몇몇 문헌들에서 제시한 진료 연속성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면,

McWhinney(1975)은 진료 연속성을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성립된 계약

으로 정의하였고, 의료진은 환자에 대하여 지속적 책임을 가진다고 하였

으며, Shortell(1976)은 진료 연속성을 환자의 의료 니즈에 알맞게 지속

적으로 조정되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Citro

et al. (1997)은 진료 연속성을 의료진이 환자의 의료니즈에 따라 지속적

이고 조정된 방식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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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연속성의 유형으로는 정보 지속성(Informational continuity), 경

시적 지속성(Chronologic or longitudinal continuity), 대인간 지속성

(Interpersonal continuity), 지리적 지속성(Geographic continuity) 등이

있으며(Saulz, 2003), Reid et al.(2002)은 진료 연속성의 유형을 정보 지

속성(Informational continuity), 관계 지속성(Relational continuity), 관리

지속성(Management continuity)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 지속성은 과거에 행해졌던 진료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끊김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것을 뜻하는데, 서로 다른 의료진에게 같은 환자의

정보가 이전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을 안정성 있게

연결시켜준다. 관계 지속성은 환자와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음

으로써 진료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정도를 뜻하며, 정보 지속성

이 시간 흐름에 따른 정보의 이전을 강조한다면, 관계 지속성은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만남을 강조한다. 특히 관계 지속성은

만성질환자의 케어를 강화시키고(Cho et al. 2016), 일차의료에서 그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Reid et al., 2002), 대부분의 일반적인 의료진들

은 진료 연속성을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지속적 관계라고 이해하며

(Freeman, 1985), 동일한 의료진이 동일 환자를 장시간 지속적으로 진료

할 경우 진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진이 환자의 질환을 더 자세하

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의 정확성과 복약순응도가 향상되고, 결

과적으로 입원율이 감소한다(Starfield, 1998)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관

리 지속성은 주로 정신보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개념으로, 공통된 관리

계획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환자가 기관을 옮기고

난 후에도 이전 기관에서 행해진 관리계획을 일관적으로 제공함을 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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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 연속성의 측정 지표

진료 연속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매우 다양하며, 각 문헌별로 서로 다

른 기준을 토대로 지표를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Jee & Cabana (2006)은 진료 연속성 측정 지표를 지속기

간(duration), 집중정도(density), 분산정도(dispersion), 연속성(sequence)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표 1참고), 현재 주로 적용되는 지표 중 가장 흔

한 유형은 집중정도(density)와 분산정도(dispersion) 측정유형이며 각 유

형에서 주로 활용되는 지표는 Usual Provider Continuity(UPC)와 진료

연속성 지수(COCI)이다(신의철 외, 2015).

[표 1] 진료 연속성 유형별 지표와 장⋅단점

Duration Density Dispersion Sequence

대표적

지표

Length of

time with one

doctor

U P C ( U s u a l

P r o v i d e r

Continuity)

COCI(Continui

ty of Care

Index)

SECON

(Seq u en t i a l

Continuity)

장점 개념화가 쉬움 계산하기 쉬움

여러 의료제공

자들과의 관계

파악 가능

급성질환의 반

복관리에 유용

단점
구체적이지 않

음

한명의 의료제

공자와의 관계

만 파악가능

계산하기 복잡

함

연속적이지 않

은 방문은 동

일한 의료제공

자로 인식하지

않음

자료: Jee & Cabana (2006), 신의철 외 (2015)

이 중 UPC는 주된 의료제공자(primary provider)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써(Saults, 2003), 현재 주치의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

은 한국 보건의료체계 맥락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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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연속성 지수는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지만, 주된

의료제공자가 없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써, 환자의 서로 다른 보

건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분포를 반영하고(Cho et al., 2016), 의료진 방문

횟수에 가장 덜 민감한 지표로써(Cheng et al., 2010; Chen et al., 2013),

의료진 선택 폭이 넓고 접근성이 좋아 높은 외래방문횟수를 기록하고 있

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맥락에 가장 적합한 지표인 것으로 사료된다.

Cheng et al.(2010) 연구 역시 연간 의료진 방문 횟수가 세계 최고수준

인 대만의 보건의료체계 상황을 고려하여 본 지수를 활용하여 진료 연속

성을 측정한바 있다.

3. 당뇨환자에서 진료의 연속성

일부 문헌들에서 당뇨환자가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경

우, 즉 진료 연속성이 형성될 경우 환자의 건강결과가 긍정적으로 향상

됨을 연구 결과로 보이고 있다(Loenen et al., 2010; Chen et al., 2011,

Christakis et al., 2001). 다음의 연구들은 당뇨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

들과 의료진 사이의 진료 연속성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 혹은 당뇨 환자

의 진료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로, 당뇨환자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당뇨 외 만성질환자들 역시 의료진과의 지속

적 관계형성의 중요성 측면에서 가지는 성격이 유사하므로 본 고찰에 포

함하였다.

Shin et al. (2014)은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연속성이 환자의 사망률과 보건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써, 통제변수로 환자의 성, 연령, 소득수준, Charlson 동반질환지

수, 거주 지역,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체질량지수 등을 활용하였고, 진료

연속성 수준과 의료이용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진료 연속성이 낮은 그룹의 경우 높은 그룹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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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망의 위험비(hazard ratio)가 약 1.3배 유의하게 높았으며, 보건의료

비용도 $565.5만큼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박찬미 외 (2010)는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자료를 활

용하여 약물치료의 연속성과 합병증 발생, 보건의료비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약물치료의 연속성에 초점을 두고

MPR(Medication Posession Ratio)값을 활용하여 연속성을 측정하였으

며, 통제변수로는 환자의 연령, 성별, 보험종류, Charlson 동반질환지수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치료 연속성과 합병증 발생과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적용한 생존분

석을 실시하였고, 의료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화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당뇨환자의 경우 치료 연속성이 낮은 4

개 그룹(MPR:60-79%, 40-59%, 20-39%, 20%미만)이 높은 그룹에 비하

여 합병증 발생위험이 각각 1.10배, 1.18배, 1.67배, 2.31배 더 높게 나타

났으며, 보건의료비용은 약 15%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났다.

Mainous et al. (2004)는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제공자(usual

provider of care)의 연속성이 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HbA1c), 최고 및

최저 혈압치, 저밀도지질단백질(LDL)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써,

미국 건강영양조사(NHANES) 3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통제변

수로는 환자의 성, 연령, 인종, 소득수준, 교육수준, 보험종류 등을 포함

하였으며, 연구결과 연속성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당화혈색소 수

치(HbA1c)와 최고 및 최저혈압치, 저밀도지질단백질(LDL) 모두 유의하

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윤채현 외 (2007)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로써, 연구결과 여성과 고령자, 장애인, 의료급

여대상자, 지방거주 경우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진료 연속성 수준이 유

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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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관련 요인

진료 연속성과 함께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소인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등이 있었고, 가능요인으로는

소득수준, 보험종류, 일반의의 서비스 이용 정도, 의료진 수, 병상 수 등

이 고려되고 있었다. 그리고 필요요인으로는 동반질환개수, 그리고 외래

방문횟수 등이 있었다.

Ha et al. (2018)은 만 18세 이상 성인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 GP)의 서비스 이용정도와 예방가능 입원과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로써, 일반의의 서비스 이용정도를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통제변수로서 성별, 연령, 동반질환 개수,

질병의 지속기간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의의 서비스 이용이

전무한 그룹에 비하여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그룹 모두 당뇨관련 예방가

능 입원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그룹 중 예방가능 입원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그룹은 ‘보통’ 그룹으

로, 일반의 서비스 이용정도와 예방가능 입원의 위험 감소가 정비례하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여성, 고령자인 경우, 동반질환 개수

가 많을 경우 당뇨 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Kim & Cheng (2018)은 OECD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프로

젝트 방법론에 따라 측정한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율(DRAHs)을 활용

하여 한국과 대만의 일차의료 성과평가를 국가별로 비교한 연구로써, 개

인수준의 변수들과 함께 시스템수준의 변수(의료진 수, 병상 수)들을 연

구변수에 포함시켰다. 연구결과 한국에서는 여성과 지방거주의 경우, 그

리고 Charlson 동반질환점수가 높을수록, 병상 수가 증가할수록 예방가

능 입원위험이 유의하게 높았고, 외래방문횟수가 증가할수록 예방가능

입원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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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enen et al. (2016)은 국가별로 일차의료체계의 차이에 따라 당뇨관

련 예방가능 입원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연구로, OECD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방법론에 따라 예방가능 입원을 측정하였으며,

진료 연속성, 당뇨관리 프로그램, 병상 수 등 일차의료체계의 특성을 반

영하는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진료 연속성이 높을수록

예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은 감소하였으며, 병상 수가 많을수록 당뇨관

련 예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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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당뇨환자에서 진료 연속성과 예방가능 입원

의 관계

1. 국외연구

기존 선행문헌들의 고찰에 따르면 당뇨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진료 연

속성이 높을수록 예방가능 입원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Cree et al., 2006; Menec et al., 2006).

Chen et al. (2013)은 만 18세 이상 성인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연속성, 복약 순응도, 건강결과(입원, 응급실방문) 간 매커니즘을 파악한

연구로써, 진료 연속성 지수를 활용하여 진료 연속성을 측정하였으며, 관

련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외래방문 횟수, 당뇨 합병증 중증도 지수

(DCSI)등을 포함하였고, 연구결과 진료 연속성이 낮을수록 당뇨관련 예

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이 증가하였으며, 이 밖에 남성, 고령자인 경우와

외래방문횟수가 많을수록, 당뇨 합병증 중증도 지수가 높을수록 당뇨관

련 예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이 증가하였다.

Lin et al. (2010)는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연속성과 예방가능 입

원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UPC 지수를 활용하여 진료 연속성을 측정하

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합병증 혹은 동반질환개수, 외래방문횟수

등을 포함하였으며, 연구결과 진료 연속성이 높은 상위그룹을 기준으로

중위그룹과 하위그룹의 당뇨관련 장기입원 위험비가 각각 1.335, 1.315로

나타나 진료 연속성이 낮은 경우 예방가능 입원의 위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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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liss et al. (2015)는 65세 이상 고령군 중 복합만성질환자(당뇨, 고

혈압, 울혈성 심부전, 동맥경화, COPD 등 가운데 3개 이상 복합이환)를

대상으로 진료 연속성과 건강결과(입원, 응급실방문)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진료 연속성은 진료 연속성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통제변수

로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상태, 외래방문횟수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

과 진료 연속성이 높은 경우 예방가능 입원의 위험이 감소하였으며

(OR=0.97, CI=0.96-0.99), 응급실방문횟수 또한 감소하였다(OR=0.97,

CI=0.96, 0.98).

Cheng et al. (2010)는 연구대상을 당뇨환자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 의

과외래환자로 설정하였지만, 진료 연속성과 예방가능 입원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로써, 진료 연속성은 진료 연속성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고,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외래방문횟수, Charlson 동반질환 지수, 의료진

집중정도(physician density)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진료 연속성이

낮은 경우 예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이 증가하였으며, 이 밖에 고령자인

경우, 의료진 방문횟수가 많을수록, 복합 상병 지수가 높을수록 예방가능

입원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2. 국내연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중 Cho et al. (2016)은 20세 이상 성인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연속성과 예방가능 입원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진

료 연속성은 진료 연속성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 성

별, 연령, 보험종류, 소득수준, 거주 지역, 체질량지수, 혈당, 흡연상태, 음

주빈도, 신체활동 빈도, 약물순응도, Charlson 동반질환지수 등을 포함하

였다. 연구 결과 진료 연속성이 낮아질수록 예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이

증가하였으며, 그 밖에 여성, 고령자, 지방 거주인 경우와 소득수준이 낮

을수록, Charlson 동반질환지수가 높을수록 예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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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Hong et al. (2013)의 연구 역시 Cho et al. (2016)의 연구와 마찬가지

로 20세 이상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진료 연속성과

건강결과(입원, 사망률, 보건의료비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진료 연속성

의 측정지표로는 진료 연속성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 성별, 연

령, 외래방문횟수, 보험종류, Charlson 동반질환지수 등을 포함하였다. 연

구 결과 진료 연속성 지수가 가장 하위인 그룹은 가장 상위 그룹에 비하

여 예방가능 입원의 위험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OR=1.37,

CI=1.28-1.47), 보건의료비용도 더 높았다(B=0.037, p<0.001).

Hong et al. (2010)는 65세 이상 노인 중 당뇨, 고혈압, 천식,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진료 연속성과 건강결과(입원, 응

급실 방문, 보건의료비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때 진료 연속성을 중

간결과변수로 설정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진료 연속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 또한 살펴보았는데, 여성인 경우와 동반질환개수가 증

가할 경우, 그리고 일반병원 방문의 경우 진료 연속성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연속성의 측정지표로는 진료 연속성 지수를 활용

하였으며,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외래방문횟수, 주요방문 보건의료기관,

보험종류, 동반질환의 종류와 개수 등을 포함하였다. 진료 연속성과 건강

결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네 가지 질병 이환자에게서 모두 진료 연속

성 지수가 높아질수록 예방가능 입원의 위험가능성과 응급실 방문횟수,

그리고 보건의료비용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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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고찰의 시사점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

연속성의 측정지표로써 가장 많이 활용된 지표는 진료 연속성 지수로써,

특히 Cheng et al. (2010), Chen et al. (2013) 등의 연구들은 연간 외래

방문횟수가 세계 최고수준인 대만의 보건의료체계 상황을 고려하여 본

지수를 활용하여 진료 연속성을 측정하였는데, 대만과 마찬가지로 건강

보험에 기반한 보편적 의료보장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게이트키핑 시스템

의 부재와 환자들이 넓은 의료진 선택폭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체계 내

에서 비교적 높은 외래방문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

여 볼 때, 의료진 방문횟수에 가장 덜 민감한(Cheng et al., 2010; Chen

et al., 2013), 진료 연속성 지수(COCI)가 진료 연속성을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지표일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당뇨환자에서 진료 연속성의 효과 혹은 진료 연속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문헌들을 고찰한 결과 진료 연속성이

양호할수록 전반적으로 환자의 사망률, 보건의료비용, 입원위험 등의 건

강결과가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고, 진료 연속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로는 성별, 연령, 보험종류,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이 있었다.

세 번째로,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관련요인을 고찰한 결과, 소인

요인으로 환자의 성별, 연령, 주거지역, 체질량지수(BMI), 흡연상태, 음주

빈도 등이 있었으며 가능요인으로는 소득수준, 보험종류, 의료진 수, 병

상 수 등이 있었고, 필요요인으로는 동반질환, 외래방문횟수 등이 포함되

었다. 이 중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관계를 파악한 문

헌들을 고찰한 결과 진료 연속성과 예방가능 입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음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문헌들의 대부분은 만 18세 이

상 성인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관계를 파악하였거나 국내 연구 중 Hong

et al. (2010)의 연구처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있지만 연령별로 관계의 차이를 살펴본 문헌은 부족하였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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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상과 정책적 고려에서 중요하고(Ki et al., 2014), 질병의 양상이 당

뇨환자의 연령별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료 연속성과 예방가능 입

원의 관계를 연령별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

중 소인요인으로 성별, 주거지역, 체질량지수, 흡연상태, 주간음주빈도를

고려하고, 가능요인으로는 소득수준과 보험종류, 그리고 지역 의료자원

변수로써 시군구별 의료진 수, 병상 수를 고려하며, 필요요인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의 대리지표(proxy indicator)로써 동반질환과 외래방문횟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령을 중년군과 고령군으로 분류하여

각 연령군에서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여부 및 횟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차이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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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과 변수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룬 Andersen(1995)

의 앤더슨 모델을 기반으로, 선행연구(Hong et al., 2013; Ki et al., 2014,

Shayla et al., 2015; Cho et al., 2016; Loenen et al., 2016)의 예방가능

입원 관련요인 고찰을 기초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

였으며, 본 모형을 중년군과 고령군 각각에 적용하여 관계요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소인요인 및 가능요인, 그리고 필요요인이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에 영향을 미치며, 진료 연속성이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 여부 및 횟수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소

인요인으로는 성별, 주거지역, 체질량지수, 흡연상태, 주간음주빈도를 보

았으며, 가능요인으로는 소득수준, 보험종류, 의료진 수, 병상 수를 보았

다. 그리고 필요요인으로는 동반질환, 외래방문횟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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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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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세부변수 측정 비고

입원

발생 여부

발생 횟수

발생

미발생

총 횟수

OECD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1)활용하여 

비산과적 진단으로 

퇴원한 건 중 주진단

명이 당뇨인 입원 건

수로 정의

진료 

연속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진료 연속성 지수 

활용하여 측정

소인 요인

성별           

        

여성

남성

주거지역       

       

도시

지방

흡연상태     비흡연

과거 흡연

현재 흡연

주간 음주빈도  

      

0번

1~2번

3~5번

6~7번

체질량지수

(BMI)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WHO 기준에 근거2)

소득수준 1분위 표본코호트 내 보험

2. 연구변수

본 연구는 당뇨환자의 진료 연속성 및 예방가능 입원과 관련된 요인

을 연구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변수들을 연

구변수로 선정하였다[표 2 참조].

[표 2] 본 연구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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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요인

2분위

3분위

4분위

료분위 10분위 기준

으로 분류3)

보험종류 건강보험

의료급여

의료진 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지역(시군구)별

의료진 수 

병상 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지역(시군구)별

병상 수

   필요 요인

동반질환점수 0점

1점

2점

3점 이상

CCI4)(Charlson 

Comorbidity Index) 

활용하여 측정

외래방문횟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의과 외래방문횟수로 

측정

1) OECD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oecdhealthcarequalityindicatorsproject.

htm)

2)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apps.who.int/bmi/index.jspintroPage=intro_3.html)

3) 소득수준1분위: 보험료 1~3분위

소득수준2분위: 보험료 4~6분위

소득수준3분위: 보험료 7~8분위

소득수준4분위: 보험료 9~10분위

4) Charlson ME et al. (1987). A new method of classifying prognostic

comorbidity in longitudinal studies: development and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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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 자료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 빅데이터인 표본 코호트 데이터

베이스 (NHIS-NSC,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NHIS-NSC)는

2002년에 전체 자격조건이 갖추어진 대한민국 국민의 약 2%를 표본 추

출하여 2015년까지 추적 관찰한 데이터로써, 코호트 기간 내에 개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패턴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본 코호

트 데이터베이스(NHIS-NSC)는 국가 주도 아래 구축된 전국민 건강보험

데이터이므로 광범위하고 안정적이며, 정책 결정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

의 정책을 구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Lee et al., 2017).

2.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자료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 데

이터베이스 내 의과외래방문 환자 중 2014년에 당뇨를 진단받은 당뇨환

자이며, 노인연령에 진입하기 이전 연령대인 45-64세의 중년군과 65세

이상 고령군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당뇨는 선행연구

고찰(Hong et al., 2010)에 근거하여 한국 표준 질병 사인분류코드(KCD)

중 E10, E11, E13, E14인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

은 OECD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방법론을 참고하여 모든 진단

에 MDC-14(임신과 분만, 산욕 관련 코드) 혹은 MDC-15(신생아 관련

코드)가 포함된 경우, 재원시간이 24시간 이내 혹은 재원일수가 0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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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한 건 중 주진단명이 당뇨인 입원 건수로 정의하였으며

(OECD, 2017), 본 기준에 따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5세 미만이

거나 자료원 내 자격 자료와 건강검진 자료가 부재한 대상자는 제외하였

으며, 건강검진 자료가 부재한 군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보험종류를 제

외한 다른 특성이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외기준을 거친 후 수집된 최종분석대상자

는 총 42,422명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진료 연속성은 진료 연속성 지수

(Continuity of Care Index, COCI)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진료 연속

성 지수는 진료 연속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써, Bice et

al(1977)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위 공식에서 N은 총 의료진 방문 횟수이며, 는 j번째 의료진에게 방

문한 횟수, M은 환자가 잠재적으로 방문 가능한 의료진들의 총 숫자이

다. 진료 연속성 지수는 제 2절 선행연구 고찰의 [표 1]에도 제시한 바와

같이 환자가 의료진을 방문하는 분포(dispersion)을 반영하는 지표로써,

예를 들어 환자가 의료진 A, B, C를 모두 합해 총 8번을 방문하고 방문

분포가 AAAABBBC일 때, 진료 연속성 지수={(  )-8} /

8(8-1)=0.32이며, 만약 AAAABBCC라면 진료 연속성 지수={

(    )-8} / 8(8-1)=0.29가 된다. 본 지수는 0에서 1까지의 수치로

나타나며 수치가 높을수록 진료의 연속성이 양호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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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진료 연속성 지수를 4분위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분석과정에서 당뇨를 포함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 연속성

지수를 계산하는 코드를 생성 후 이를 당뇨 환자 데이터에 적용하여 당

뇨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연속성을 측정하였다. 진료 연속성 지수의 분포

를 히스토그램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진료 연속성 지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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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년군

과 고령군 각각 기술 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빈도(%) 및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진료 연속성의 수준과 당

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여부 및 횟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변량 분

석으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년군과 고령군 각 연령그룹에서 입

원여부에 따른 진료 연속성 및 소인, 가능 필요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단변량 분석으로 카이제곱검정 또는 t-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소인, 가능, 필요요인 중 진료 연속성과 관련된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다섯째,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

여부 및 횟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Two-part model을 활용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및 다중선형회귀분

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Two-part model은 의료 이용 자료를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의료이용 이

후 의료이용량(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용한 방법이다(이혜재 외, 2009). 따라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진료 연

속성이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입원이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횟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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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 대상자의 특성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인 중고령 당뇨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기술 분석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중년군에서 연구 대상 당뇨환자의 소인요인을 살펴보면 남성이

13,384명(59.89%)로 여성 8963명(40.11%)에 비하여 많았고 주거지역은

도시 거주인 경우가 19,452명(87.05%), 지방 거주인 경우가 2,895명

(12.95%)로 도시 거주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흡연 상태에서는

비흡연인 경우가 11326명(53.78%), 과거흡연인 경우 3975명(18.88%), 그

리고 현재 흡연인 경우가 5757명(27.34%)로 나타났으며, 주간 음주빈도

는 0번이 10254명(54.73%)로 가장 많고 6~7번이 622명(3.32%)로 가장 적

었다. 체질량지수는 정상체중인 경우가 10949명(49.74%)로 가장 많았고,

비만인 경우가 2048명(8.37%)으로 가장 적었다.

가능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은 각각 4개 분위 모두 거의 균

등한 분포를 보였으며, 보험종류에서는 건강보험이 94.32%, 의료급여가

5.68%를 차지하였고 의료진 수는 인구 1,000명당 0.57명(SD=0.28), 병상

수가 1.25개(SD=0.62)로 나타났다. 필요요인으로는 Charlson 동반질환지

수에서 1점인 경우가 6686명(29.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연간 평균 외래방문횟수는 24.92(SD=22.83)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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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에서는 소인요인 중 성별에서는 남성이 8496명(42.32%), 여성이

11579명(57.68%)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도시거주 경우가 17033

명(84.74%), 지방거주 경우가 3042명(15.15%)로 중년군보다 지방거주 비

율이 조금 더 높았다. 흡연상태에서는 비흡연이 13868명(71.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주간 음주빈도에서는 0번이 11972명(76.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체질량지수에서는 정상체중이 9573명

(54.41%)로 가장 큰 비중을 자지하였다. 가능요인을 살펴보면, 소득수준

에서 4분위가 7255명(39.42%) 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보험종류로는

건강보험이 92.32%, 의료급여가 7.68%를 나타냈으며, 의료진 수는 인구

1,000명당 0.58명(SD=0.29), 병상 수는 0.30개(SD=0.62)였다. 필요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Charlson 동반질환지수에서 1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중년군과 달리 고령군은 3점 이상인 그룹의 비율이 7536명(37.54%)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연간 평균 외래방문횟수는 39.93회

(SD=34.25)로 중년군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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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군

(n=22347)

고령군

(n=20075)

   

n % n %

성별               남

       여

13384

8963

59.89

40.11

8496

11579

42.32

57.68

주거지역          도시

       지방

19452

2895

87.05

12.95

17033

3042

84.75

15.15

흡연상태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흡연

11326

3975

5757

53.78

18.88

27.34

13868

3149

2484

71.11

16.15

12.74

주간 음주빈도     0번

                  1~2번

                  3~5번

                  6~7번

10254

5235

2623

622

54.73

27.94

14.01

3.32

11972

2159

1039

541

76.20

13.74

6.61

3.44

BMI          

(체질량지수)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10949

8290

2048

  

  49.74

41.89

8.37

    9573

6340

900

54.41

40.09

5.69

소득수준          1분위

        2분위

5279

5465

25.20

26.09

3703

3398

20.12

18.46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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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위

       4분위

4603

5598

21.98

26.73

4047

7255

21.99

39.42

보험종류        건강보험

                의료급여

21077

1270

94.32

5.68

18534

1541

92.32

7.68

†의료진 수       

mean± SD

    

0.57±0.28 0.58±0.29

†병상 수        

mean± SD 1.25±0.62

  

   0.30±0.62

Charlson           0

동반질환지수       1

                   2

                   3+

5249

6686

5694

4718            

23.49

29.92

25.48

21.10

2487

5001

5051

7536

12.39

24.91

25.16

37.54

외래방문횟수    

mean± SD 24.92±22.83 39.93±34.25

*p<0.05, **p<0.01, ***p<0.001. 

†인구 1,000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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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당뇨환자 

(n=42422)

Chisq/t P-value중년군(n=22347)

n(%)

고령군(n=20075)

n(%)

진료 연속성

mean±SD 0.47±0.26 0.42±0.24 18.00 <.0001***

진료 연속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4956(22.18)

9228(41.29)

4840(21.66)

3323(14.87)

5353(26.67)

8930(44.48)

3258(16.23)

2534(12.62)

152.49 <.0001***

2. 연구 대상자의 진료 연속성 수준 현황

진료 연속성 지수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진료 연속성 수준을 분

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중년군에서 진료 연속성 지수의 평균은

0.47(SD=0.26)이며, 진료 연속성 지수가 2분위인 그룹의 비율이 41.29%

로 가장 높았다.

고령군에서 진료 연속성 지수의 평균은 0.42(SD=0.24)였으며, 진료

연속성 지수가 2분위인 그룹의 비율이 44.48%로, 중년군과 마찬가지로 2

분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년군에 비해 진료 연속성의 수준이 가

장 낮은 1분위의 비율이 높고 가장 높은 4분위의 비율이 낮은 결과를 보

여 전반적으로 비교적 진료 연속성 수준이 낮았다.

[표 4] 연구 대상자의 진료 연속성 수준 현황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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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당뇨환자 

(n=42422) 

Chisq/t P-value중년군(n=22347)

n(%)

고령군(n=20075)

n(%)

입원횟수

mean±SD 1.32±0.89 1.42±0.91 -8.18 <.0001***

입원여부

입원

비입원

297(1.07)

22050(98.93)

432(2.03)

19643(97.97)

50.59 <.0001***

3. 연구 대상자의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여부 및 횟수

현황

연구 대상자의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여부 및 횟수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중년군에서 입원율은 전체 22347명 중 297명으로

1.07%였으며, 평균 입원횟수는 1.32회(SD=0.89)로 나타났다.

고령군에서는 입원율이 전체 20075명 중 432명으로 2.03%로 나타나

중년군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입원횟수 역시 1.42회(SD=0.91)로 비교적

높았다.

[표 5] 연구 대상자의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여부 및 횟수 현황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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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자의 진료 연속성 관련 요인

1. 연구 대상자의 진료 연속성 관련요인

연구대상자인 중고령 당뇨 환자의 진료 연속성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인요인, 가능요인, 필요요인과 진료 연속성의 관계를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중년군에서는 성별, 흡연상태, 체질량지수, 소득수준, Charlson 동반질

환지수, 외래방문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성별에

서 남성에 비해 여성일 경우(B=0.0387, p<0.001), 흡연상태에서 과거 흡

연인 경우(B=0.0309, p<0.001), 소득수준에서는 1분위에 비하여 2분위

(B=0.0118, p=0.0124), 3분위인 경우(B=0.0159, p=0.0003) 진료 연속성 수

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질량지수에서 과체중인 경우

(B=-0.0197, p<0.001), Charlson 동반질환지수에서는 점수가 0점인 분위

에 비하여 1점(B=-0.0397, p=0.0491), 2점(B=-0,0070, p<0.001), 3점 이상

(B=-0.0129, p<0.001)인 경우, 외래방문횟수에서는 1분위에 비하여 2분위

(B=-0.0209, p<0.001), 3분위(B=-0.3487, p<0.001), 4분위(B=-0.5490,

p<0.001)인 경우 진료 연속성 수준이 감소하였다.

고령군에서는 성별, 주거지역, 흡연상태, 체질량지수, 소득수준,

Charlson 동반질환지수, 외래방문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

타내었다. 도시 거주의 경우(B=0.0128, p=0.0039), 흡연상태에서는 과거

흡연인 경우(B=0.0274, p<0.001), 소득수준이 2분위((B=0.0294, p<0.001),

3분위(B=0.0245, p<0.001), 4분위(B=0.0162, p=0.0002)인 경우 진료 연속

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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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0290, p=0.0045), 체질량지수에서 과체중인 경우(B=-0.0212,

p<0.001), Charlson 동반질환지수에서는 점수가 0점인 분위에 비하여 1

점(B=-0.0239, p=0.0009) 2점(B=-0.0090, p<0.001) 3점 이상(B=-0.0223,

p<0.001)인 경우, 외래방문횟수가 1분위에 비하여 2분위(B=-0.1912,

p<0.001), 3분위(B=-0.3019, p<0.001), 4분위(B=-0.6099, p<0.001)인 경우

진료 연속성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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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군

              (n=22347)

  고령군

(n=20075)

     B(SE) p-value        B(SE) p-value     

소인

요인

성별                 

            남(ref)

  여 0.0387(0.003) <.0001***       -0.0290 0.0045**

주거지역             

           지방(ref)

도시 0.0079(0.049)     0.1480 0.0128(0.052) 0.0039**

흡연상태 

현재흡연(ref)

비흡연

과거흡연

-0.006(0.005)

0.0309(0.005)

                   

    

   0.2593

     <.0001***

-0.0036(0.004)

0.0274(0.005)

0.5267

<.0001***

주간 음주빈도  

0번(ref)

1~2번

3~5번

6~7번

-0.003(0.005)

-0.006(0.004)

-0.003(0.005)

0.4076

0.3302

0.7746

-0.0059(0.006)

0.0032(0.008)

0.0018(0.010)

0.2899

0.6687

0.8593

BMI   

정상체중(ref)

                   

      

[표 6] 연구 대상자의 진료 연속성 관련요인 (n=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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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

비만      

-0.0197(0.004)

0.0017(0.007)

<.0001***

0.8024           

-0.0212(0.003)

-0.0015(0.008)

<.0001***

0.8447

가능

요인

소득수준        

1분위(ref)

2분위

3분위

4분위

0.0118(0.045)

0.0159(0.044)

0.0046(0.046)

0.0124*

  0.0003*** 

0.3272             

0.0294(0.005)

0.0245(0.005)

0.0275(0.004)

<.0001***

<.0001***

0.0002***

의료진 수    

1분위(ref)

2분위

3분위

4분위

0.0048(0.007)

0.0132(0.005)

-0.0145(0.008)

     

0.6097

0.3347

0.1043         

0.0409(0.004)

0.0182(0.005)

-0.0751(0.009)   

0.9639

0.7893

0.0719

병상 수

1분위(ref)

2분위

3분위

4분위        

0.0138(0.005)

0.0190(0.004)

0.0032(0.003)

       

0.8912

0.3928 

0.4985        

0.0092(0.005)

0.0248(0.004)

0.0340(0.008) 

0.5893

0.1092

0.4905

필요

요인

Charlson

동반질환지수

0(ref)

1

2

      

-0.0397(0.005)

-0.0070(0.019)

0.0491*

<.0001***

-0.0309(0.005)

-0.0090(0.005)

0.00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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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0129(0.078) <.0001*** -0.0223(0.031) <.0001***

외래방문횟수    

         1분위(ref)

       2분위

       3분위

       4분위 

                 

-0.0209(0.005)

-0.3487(0.005)

-0.5490(0.009)  

<.0001***

<.0001***

<.0001***          

-0.1912(0.005)     

-0.3019(0.007)

-0.6099(0.008)

<.0001***

<.0001***

<.00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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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대상자의 예방가능 입원여부 관련요인

1. 연구 대상자의 예방가능 입원여부 관련요인(단변량)

연구 대상자인 중고령 당뇨환자의 예방가능 입원여부 관련요인 파악

을 위해 진료 연속성 및 소인, 가능, 필요 요인의 특성과 예방가능 입원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중년군에서는 체질량지수와 병상 수, 그리고 소득수준

(p<0.05), 보험종류, Charlson 동반질환지수, 외래방문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고령군에서는 주거

지역, 보험종류, 병상 수, Charlson 동반질환지수, 외래방문횟수(p<0.001),

의료진 수(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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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군

(n=22347)

고령군

(n=20075)

입원군

(n=297)

비입원군

(n=22050)

Chisq/t 입원군

(n=432)

비입원군

(n=19643)

Chisq/t

진료 연속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37(12.46)

72(24.24)

82(27.61)

106(35.69)

2732(12.39)

5241(23.77)

6186(28.05)

7891(35.79)

   

  0.05 69(15.97)

118(27.31)

131(30.32)

114(26.39)

2802(14.26)

5536(28.18)

5712(29.08)

5593(28.47)

1.84

소인

요인

성별 

남 

여

176(59.26)

121(40.74)

13208(59.90)

8842(40.10)

0.05 175(40.51)

257(59.49)

8321(42.36)

11322(57.64)

0.59

주거지역       

도시

지방

254(85.52)

43(14.48)

19198(87.07)

2852(12.93)

0.62 340(78.70)

92(21.30)

16693(84.98)

2950(15.08)

12.96***

흡연상태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흡연     

115(52.75)

37(16.97)

66(30.28)

9848(53.06)

3438(18.53)

5269(28.40)

   0.55 199(70.82)

41(14.59)

41(14.59)

11014(71.12)

2505(16.17)

1968(12.71)

1.20

[표 7] 연구 대상자의 예방가능 입원여부 관련요인(단변량)

(n=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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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음주빈도  

0번

1~2번

3~5번

6~7번       

131(60.09)

63(28.90)

21(9.63)

3(1.38)

10123(54.67)

5172(27.93)

2602(14.05)

619(3.34)

6.75 224(80.29)

39(13.98)

8(2.87)

11748(76.13)

2120(13.74)

1031(6.68)

533(3.45)

6.93

BMI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112(55.16)

72(32.88)

24(10.96)

9239(49.67)

7813(42.00)

1550(8.33)

7.92*   155(55.16)

110(39.15)

16(5.69)

8418(54.20)

6230(40.11)

884(5.69)

0.11

가능

요인

소득수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9(25.32)

76(32.62)

56(24.03)

42(18.03)

5220(25.20)

5389(26.02)

4547(21.95)

5556(26.83)

10.98*

77(20.37)

70(18.52)

77(20.37)

154(40.74)

3626(20.12)

3328(18.46)

3970(22.02)

7101(39.40)

0.64

보험종류

건강보험

의료급여

237(79.80)

60(20.20)

20840(94.51)

1210(5.49)

118.37*** 379(87.73)

53(12.27)

18155(92.42)

1488(7.58)

13.14***

의료진 수

(mean±SD) 0.56±0.30   0.57±0.28 0.29 0.54±0.26 0.58±0.29 2.53**

병상 수

(mean±SD) 1.32±0.63    1.25±0.62 -1.98* 0.42±0.66 1.29±0.62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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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요인

Charlson

동반질환지수

           0

           1

           2

           3+

30(10.10)

72(24.24)

79(26.60)

116(39.06)

5002(22.68)

6832(30.98)

5178(23.48)

5038(22.85)

59.51*** 34(7.87)

77(17.82)

78(18.06)

243(56.25)

2640(13.44)

4737(24.12)

4752(24.19)

7514(38.25)

58.87***

외래방문횟수

(mean±SD)

       

31.51±37.85 22.55±37.85 -3.04*** 44.09±44.43 38.82±33.99 -2.4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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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예방가능 입원여부 관련요인(다변량)

연구 대상자에서 진료 연속성과 예방가능 입원여부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중년군에서는 진료 연속성과 체질량지수, 병상 수,

Charlson 동반질환지수, 외래방문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

났으며, 진료 연속성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에 비하여 2분위(OR=0.89,

CI=1.05-1.49), 3분위(OR=0.86, CI=1.04-1.61), 4분위(OR=0.71,

CI=1.13-1.99)인 경우와 외래방문횟수 2분위(OR=0.93, CI=0.49-1.26), 3분

위(OR=0.78, CI=0.61-1.94), 4분위(OR=0.69, CI=0.27-1.42)인 경우 예방가

능 입원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병상 수에서 2분위(OR=1.02,

CI=1.03-1.32), 3분위(OR=1.29, CI=1.09-1.26), 4분위(OR=1.31,

CI=1.10-1.39)인 경우, Charlson 동반질환지수가 0점인 그룹에 비하여 1

점(OR=1.42, CI=1.02-1.98), 2점(OR=2.99, CI=1.31-2.89), 3점 이상

(OR=4.13, CI=2.92-4.49) 인 경우 예방가능 입원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

다.

고령군에서는 진료 연속성과 주거지역, 주간 음주빈도, 병상 수,

Charlson 동반질환지수, 외래방문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

났으며, 진료 연속성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에 비하여 2분위(OR=0.98,

CI=1.02-1.96), 3분위(OR=0.93, CI=1.36-1.94), 4분위(OR=0.58,

CI=1.29-2.04)인 경우, 도시거주의 경우(OR=0.82, CI=1.32=2.04)와 외래방

문횟수에서 2분위(OR=0.80, CI=0.73-1.91), 3분위(OR=0.79, CI=0.45-1.69),

4분위(OR=0.61, CI=0.36-1.78)의 경우 예방가능 입원위험이 유의하게 낮

았으며, 주간음주빈도 0번에 비해 3~5번의 경우(OR=2.00, CI=1.29-7.00),

병상 수에서 2분위(OR=1.19, CI=1.09-1.37), 3분위(OR=1.20,

CI=0.99-1.48), 4분위(OR=1.43, CI=1.02-1.99)인 경우, Charlson 동반질환

지수가 0점인 그룹에 비하여 1점(OR=2.04, CI=1.55-2.33), 2점(OR=3.21,

CI=1.89-2.90), 3점 이상(OR=6.22, CI=3.22-5.94)인 경우 예방가능 입원발

생 위험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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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년군(n=22347) 고령군(n=20075)

     OR(95%CI)  p-value OR(95%CI) p-value

진료 연속성    

                  1분위(ref)

2분위

3분위

4분위

0.89(1.05-1.49)

0.86(1.04-1.61)

0.71(1.13-1.99)

<.0001***

<.0001*** 

<.0001*** 

0.98(1.02-1.96)

0.93(1.36-1.94)

0.58(1.29-2.04)

0.0059**

<.0001***

<.0001***

소인

요인

성별                  

남(ref)

여 0.68(0.43-1.08) 0.0581 1.09(0.77-1.53) 0.6371

주거지역        

지방(ref)

도시 1.08(0.69-1.68) 0.7507 0.82(1.32-2.04) 0.0398*

흡연상태       

현재흡연(ref)

비흡연

과거흡연

0.69(0.40-1.17)

0.93(0.57-1.52)

0.1646

0.7835

0.93(0.61-1.44)

0.77(0.50-1.18)

0.7501

0.2342

주간 음주빈도  

0번(ref)

[표 8] 연구 대상자의 예방가능 입원여부 관련요인(다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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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3~5번

6~7번

0.86(0.58-1.27)

1.29(0.74-2.26)

3.13(0.74-13.21)

0.1381      

0.1020

0.1211  

0.99(0.66-1.48)

2.00(1.29-7.00)

1.97(0.89-4.37)

0.0962

0.0113* 

0.0967

BMI            

정상체중(ref)

과체중

비만

1.42(1.01-2.01)

0.72(0.47-1.27)

             

0.0480*

0.3053  

0.69(0.16-2.89)

0.79(0.17-3.68)

0.8893

0.6103

가능

요인

소득수준          

1분위(ref)

2분위

3분위

4분위

0.67(0.44-1.03)

0.83(0.52-1.31)

1.06(0.65-1.71)

0.0679 

0.4250

0.8265   

1.08(0.72-1.63)

1.16(0.78-1.72)

1.16(0.82-1.64)

0.7029

0.4572

0.4058

의료진 수 

1분위(ref)

2분위

3분위

4분위

0.89(0.81-1.04)

0.96(0.99-1.40)

1.01(0.99-1.83)

                   

0.0983

0.3821

0.8472   

0.73(0.54-1.74)

0.80(0.91-1.07)

0.98(0.99-1.52) 

0.2091

0.3099

0.8593

병상 수        

1분위(ref)

2분위

3분위

4분위

1.02(1.03-1.32)

1.29(1.09-1.26)

1.31(1.10-1.39)

                   

0.0019*

0.0003**

0.0013*  

1.19(1.09-1.37)

1.20(1.14-1.48)

1.43(1.02-1.99)

0.0010**

0.004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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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요인

      

Charlson 동반질환지수

0(ref)

1

2

3+         

1.42(1.02-1.98)

2.99(1.31-2.89)

4.13(2.92-4.49)  

<.0001*** 

<.0001***

<.0001***

2.04(1.55-2.33)

3.21(1.89-2.90)

6.22(3.22-5.94)

<.0001***

0.0019**

<.0001***

외래방문횟수     

              1분위(ref)

          2분위

          3분위

          4분위

0.93(1.04-1.26) 

0.78(1.61-1.94)

0.69(1.09-1.42)

              

                  

0.0198*

0.0376*  

<.0001***        

     

0.80(1.73-1.91)  

0.79(1.32-1.69)  

0.61(1.36-1.78) 

0.0003***

0.0072**

<.00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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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대상자의 예방가능 입원횟수 관련요인

1. 연구 대상자의 예방가능 입원횟수 관련요인(단변량)

연구 대상자인 중고령 당뇨환자의 예방가능 입원횟수 관련요인 파악

을 위해 진료 연속성 및 소인, 가능, 필요 요인의 특성과 예방가능 입원

횟수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 중년군에서는 체질량지수, 병상 수(p<0.05)와 Charlson 동

반질환지수(CCI), 외래방문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p<0.01), 고령군에서는 성별, 주거지역, 외래방문횟수

(p<0.001), 주간 음주빈도(p<0.01), 병상 수, Charlson 동반질환지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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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군(n=22347)

Mean      SD t/F

고령군(n=20075)

Mean     SD t/F

진료연속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35     0.98

1.40     0.93

1.40     0.84

1.40     0.92

0.03 1.46     1.29   

1.25     0.51

1.47     1.05

1.39     0.71

1.43

소인

요인

성별 

남 

여            

1.40       0.89

1.39       0.93

    0.09 1.49      1.14

1.31      0.68

1.79***

주거지역

도시

지방             

1.39       0.90

1.41       0.93

0.28 1.40     0.95

1.35     0.69

0.59***

흡연상태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흡연

1.44     1.11

1.19     0.57

1.42     0.82

1.04 1.34     0.73  

1.37     0.62

1.44     1.48

    0.24

주간 음주빈도

0번 1.44     0.98 0.57 1.34     0.73 4.11**

[표 9] 연구 대상자의 예방가능 입원횟수 관련요인(단변량)

(n=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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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3~5번

6~7번         

1.38     1.02

1.19     0.60

1.01     0.20

1.28     0.56

1.13     0.35

2.38     3.11

BMI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1.17     0.89

1.47     0.41

1.56     1.83

3.51* 1.31     0.99

1.38     0.70

1.42     0.72

0.17

가능

요인

소득수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29     0.72

1.42     1.06

1.20     0.62

1.33     1.07

0.71 1.38     1.23

1.43     0.83

1.49     1.19

1.32     0.56

0.63

보험종류

건강보험

의료급여

1.32     0.89

1.70     0.93

-2.97 1.39     0.92

1.40     0.77

-0.06

의료진 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31     0.42

1.56     0.96

1.22     0.89

1.78     1.10

1.59

1.46     0.33

1.59     0.43

1.43     0.65

1.47     1.23

2.89

병상 수

1분위 1.44     0.32 1.49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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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위

3분위

4분위

1.52     0.77

1.56     1.34

1.80     1.25

-3.55* 1.68     0.80

1.70     0.99

1.87     1.72

-1.48*

필요

요인

Charlson

동반질환지수

             0

             1

             2

             3+  

1.07    0.25

1.22    0.54

1.44    1.05

1.55    1.05

    3.50**

1.21     0.41

1.23     0.65

1.27     0.66

1.50     1.06

3.02*

외래방문횟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24    0.81

1.34    0.96

1.32    0.66

1.49    0.85

1.03** 1.31     1.35

1.39     0.62

1.40     0.61

1.51     0.87

0.32***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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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예방가능 입원횟수 관련요인(다변량)

연구 대상자에서 진료 연속성과 예방가능 입원횟수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중년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성별, 체

질량지수, 소득수준, 병상 수, Charlson 동반질환지수, 외래방문횟수로 나

타났으며, 여성인 경우(B=0.24, p=0.0310), 과체중일 경우(B=0.57,

p=0.0417), 병상 수에서 3분위(B=0.64, p=0.0092), 4분위(B=0.93, p=0.0011)

인 경우, Charlson 동반질환지수에서는 0점인 경우에 비해 1점(B=0.11,

p=0.0019), 2점(B=0.23, p=0.0009), 3점 이상(B=0.69, p<0.001)인 경우 입

원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소득수준에서는 1분위에 비하여 2분위

(B=-0.32, p=0.0386), 3분위(B=-1.50, p=0.0467), 4분위(B=-0.34, p=0.0353)

인 경우, 외래방문횟수에서 2분위(B=-0.05, p<0.001), 3분위(B=-0.20,

p<0.001), 4분위(B=-0.98, p<0.001)인 경우 입원횟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고령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병상 수, Charlson 동반질환지

수, 외래방문횟수로 나타났으며, 병상 수에서 2분위(B=0.33, p<0.001), 3

분위(B=0.84, p=0.0059), 4분위(B=0.82, p=0.0010)인 경우, Charlson 동반

질환지수에서는 1점(B=0.53, p=0.0009), 2점(B=0.22, p<0.001), 3점 이상인

경우(B=0.23, p=0.0320)인 경우 입원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외래

방문횟수가 2분위(B=-0.03, p=0.0003), 3분위(B=-0.08, p<0.001), 4분위

(B=-1.42, p<0.001)인 경우 입원횟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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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 (다중 선형 회귀분석)

중년군(n=22347)   고령군(n=20075)

     B(SE)       p-value     B(SE) p-value

진료 연속성  

                1분위(ref)

2분위

3분위

4분위

-0.10(0.19)

-0.03(0.09)

-0.01(0.23)

          

0.6134      -0.36(0.12)

-0.03(0.32)

-0.19(0.94)

0.8329

소인

요인

성별                  

남(ref)

여 0.24(0.11)

                   

0.0310*   0.17(0.10) 0.0873

주거지역           

지방(ref)

도시 -0.08(0.11)

                   

0.4622     -0.06(0.11) 0.5436

흡연상태       

현재흡연(Ref)

비흡연

과거흡연

  

-0.09(0.20)        

-0.04(0.17) 

0.6513            

0.8234          

-0.12(0.22)

-0.06(0.21)

0.5756

0.7404

주간 음주빈도  

0번(ref)

[표 10] 연구 대상자의 예방가능 입원횟수 관련요인(다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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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3~5번

6~7번       

0.02(0.15)

0.25(0.23)

0.02(0.47)

0.8443          

0.2579           

0.9634            

          

0.14(0.16)

0.29(0.32)

1.01(0.33)

0.2655

0.3221

0.0510

BMI            

정상체중(ref)

과체중

비만

0.57(0.13)

0.26(0.20)

                   

              

0.0417*      

0.2463        

0.01(0.19)

0.50(0.25)

0.5473

0.8172

가능

요인

소득수준 

1분위(ref)

2분위

3분위

4분위

-0.32(0.14)

-1.50(0.14)

-0.34(0.16)

0.0386*           

0.0467*          

0.0353*           

0.02(0.12)

0.04(0.16)

0.12(0.12)

0.8824

0.7096

0.3102

의료진 수 

1분위(ref)

2분위

3분위

4분위

0.18(0.19)

0.49(0.43)

0.61(0.33)

      

0.3892

0.2901

0.0984     

0.09(0.11)

0.20(0.25)

0.18(0.22)

0.3912

0.3802

0.8723

병상 수        

1분위(ref)

2분위

3분위

-1.02(0.99)

0.64(0.31)

                   

0.0693

  0.0092**

0.33(0.20)

0.84(0.39)

<.0001***

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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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0.93(0.65)   0.0011**    0.82(0.40) 0.0010**

필요

요인

Charlson 

동반질환지수

0(ref)

1

2

3+

0.11(0.12)

0.23(0.22)

0.69(0.47) 

0.0019**        

0.0009***         

<.0001***         

               

0.53(0.39)

0.22(0.28)

0.23(0.11)

0.0009***

<.0001***

0.0320*

외래방문횟수     

           1분위(ref)

          2분위

          3분위

          4분위 

           

-0.05(0.10)     

-0.20(0.18) 

-0.98(0.89)

<.0001***         

<.0001***       

<.0001*** 

-0.03(0.09)

-0.08(0.17)

-1.42(0.73)

0.0003***

<.0001***

<.00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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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본 연구는 중고령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연속성 수준과 예방가능

입원여부 및 횟수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진료 연속성

과 예방가능 입원여부 및 횟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

을 시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소인, 가능, 필요 요인 특성

연구 대상자인 당뇨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년군에서 여성의 비율(40.11%)이 남성

(59.89%)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것과 반대로 고령군에서는 여성의 비율

(57.68%)이 남성의 비율(42.3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65

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Hong et al. 2013)의 결과

와 일치한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된다. 주거지역에서는 중고령군 모두 지방 거주 비율보다 도시

거주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흡연상태에서는 비흡연, 체질량 지수에

서는 정상체중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Cho et al.

(2016)의 결과와 일치한다. 환자 건강상태의 대리 지표로서 활용된

Charlson 동반질환 지수에서는 가장 건강상태가 나쁜 3점 이상인 비율과

연간 평균 외래방문횟수 모두 고령군에서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중년군

에 비해 연령이 높은 고령군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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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령 당뇨환자의 진료 연속성 수준 및 예방가능 입원 현황

연구 대상자인 중고령 당뇨환자의 진료 연속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중년군에서는 진료 연속성 지수가 평균 0.47(SD=0.26)이었으며,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비율이 22.18%로 나타났다. 고령군에서는 진료 연속

성 지수가 평균 0.42(SD=0.42)였으며, 1분위의 비율은 26.6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중년군에 비해 고령군의 진료 연속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Ki et al. (2014)의 연구에서 연령그룹별로 진료 연속성 수

준을 살펴보았을 때, 진료 연속성 수준이 하위인 그룹의 비율이 비교적

연령이 높은 그룹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인 것과 일치한다.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비율 및 횟수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중년군에

서는 입원 비율이 전체 22347명 중 297명으로 1.07%였으며 입원횟수는

평균 1.32회(SD=0.89)로 나타났고, 고령군은 입원 비율이 전체 20075명

중 432명으로 2.03%, 입원횟수는 평균 1.42회(SD=0.91)로 나타나 고령군

이 입원율과 입원횟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eng et al.

(2010)의 연구에서 18세 미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연령군별

분류하여 예방가능 입원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연령군이 증가할수록 예

방가능 입원비율이 높아짐을 결과로 보인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

다. 정리하자면, 중년군에 비하여 고령군에서 진료 연속성 수준은 비교적

낮고,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위험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65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Hong et al. 2010), 향후 65세 이상 고령

군을 대상으로 한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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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령 당뇨환자에서 진료 연속성 관련요인

중고령 당뇨환자의 진료 연속성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의 소

인요인, 가능요인, 필요요인과 진료 연속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년군

에서 관련요인으로 성별, 흡연상태, 체질량지수, 소득수준, Charlson 동반

질환지수, 외래방문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즉

여성인 경우와 과거흡연인 경우, 소득수준이 2분위, 3분위인 경우 진료

연속성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과체중인 경우, Charlson 동반질환지수가 0

점에 비해 1점, 2점, 3점 이상일 경우, 외래방문횟수가 2분위, 3분위, 4분

위일 경우 진료 연속성 수준이 감소하였다.

고령군에서는 성별, 주거지역, 흡연상태, 체질량지수, 소득수준,

Charlson 동반질환지수, 외래방문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

타내었는데, 도시 거주와 과거흡연인 경우, 그리고 소득수준이 2,3,4분위

인 경우 진료 연속성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인 경우와 과체중, 그리

고 Charlson 동반질환지수가 1점, 2점, 3점 이상일 경우, 외래방문횟수가

2분위, 3분위, 4분위인 경우 진료 연속성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진료 연속성과의 관계방

향에 차이가 나는 변수는 성별로, 중년군에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진료 연속성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고령군에서는 여성의 진료 연속

성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각 두 연령군에서 성별에 따라 진료 연속성

과의 관계방향에 차이가 나는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두 연령그룹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중년군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의 종류 중 일반병원의 방문 비율이 약 2.1% 정도 더

낮았고, 고령군에서는 반대로 일반병원의 방문 비율이 여성에서 약 3.7%

높았는데, 선행연구(Hong et al. 2010)에서 일반병원 방문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 방문의 경우에 비해 진료 연속성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던 결과

를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군에서는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일반병원 방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남성의 진료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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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고령군에서는 반대로 남성에 비하여 여

성의 비교적 높은 일반병원 방문비율로 인하여 여성의 진료 연속성 수준

이 낮게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병원 방문의 경우 진료

연속성이 낮은 이유는 일반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은 비교적 더 많은 동

반질환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으며(Hong et al.

2010),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비교적 개수가 많은 일반병원은 접근성이

좋아 환자들이 여러 일반병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체중인 경우에는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모두 유의하게 진료 연속성

수준이 낮았는데, 과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중년군

에서 과체중군은 의료급여의 비율이 2.20%로 정상 체중군(2.13%)에 비

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고령군에서도 역시 의료급여의 비율

이 과체중군에서 2.32%로, 정상 체중군(2.1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003). 이는 선행연구 윤채현 외 (2007)에서 의료급여자가 건강보험

자에 비하여 진료 연속성이 낮음을 보인 결과와 일맥상통하는데, 의료급

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반질환이 있는 비율이 더 높으며, 만성질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러 의료제공자를 방문함으로써 진료

연속성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과 상대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적어

서 여러 의료제공자를 방문하기 때문에 진료 연속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질량지수 외에 흡연상태에서도 중고령군 모두

과거 흡연군에 비하여 현재 흡연군에서 의료급여의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이는 앞에 설명된 과체중에서 진료 연속성 수준이 낮은 이유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의료급

여자의 비율이 높은 과체중군과 현재 흡연군에서 진료 연속성 수준이 낮

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이 외에 중년군과 고령군 모두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료 연속성

수준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윤채현(2007)의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소득수

준이 낮을수록 진료 연속성이 낮아진 결과와 일치한다. 즉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비교적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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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

진료 연속성 수준이 낮은 의료급여자의 비중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진

료 연속성 수준이 높아졌을 가능성 역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모두 Charlson 동반질환지수와 외래방문

횟수가 진료 연속성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환자의 건강상태

대리변수인 두 변수의 분위가 올라갈수록(건강상태가 나빠질수록) 비교

적 여러 진료과를 방문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으로 인

하여 진료 연속성이 감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외래방문횟수

의 경우 앞의 해석처럼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써 Charlson 동반질환지수

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의료이용의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진

료 연속성과 음의 관계를 보인 결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아래 게이트

키핑 시스템이 부재하고 의료 접근성 비교적 뛰어난 한국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환자들이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과잉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을 하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 역시 존재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중년군과 달리 고령군에서 도시 거주의 경우 진료 연속성 수준이 유

의하게 높게 나온 결과는 최용준(2006) 선행연구에서 농촌지역의 거주하

는 환자일수록 진료 연속성 수준이 낮은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농촌지

역 거주자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비교적 다양한 의료서비스

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Charlson 동반질

환점수로 환자 건강상태의 영향을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

과가 나온 것은 동반질환점수 외에 진료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건강상태 관련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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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여부의 관계

연구 대상자 중 중년군 당뇨환자에서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여부의

관련요인으로는 진료 연속성과 체질량지수, 병상 수, Charlson 동반질환

지수, 외래방문횟수로 나타났으며, 진료 연속성 지수가 1분위인 그룹에

비해 2,3,4분위에서 예방가능 입원의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과체중인

경우와 병상 수에서 1분위에 비하여 2분위, 3분위, 4분위인 경우 유의하

게 예방가능 입원확률이 높았다. Charlson 동반질환지수에서도 0점인 경

우에 비해 1점, 2점, 3점 이상인 경우 유의하게 예방가능 입원의 확률이

높았으며, 외래방문횟수에서는 1분위에 비하여 2분위, 3분위, 4분위에서

유의하게 예방가능 입원의 확률이 낮았다.

고령군에서는 진료 연속성과 주거지역, 주간 음주빈도, 병상 수,

Charlson 동반질환지수, 외래방문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

났으며, 중년군과 마찬가지로 진료 연속성 수준이 1분위인 경우에 비해

2,3,4분위에서 입원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도시 거주의 경우도 지방거

주에 비하여 입원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주간 음주빈도에서 3~5번의

경우와 병상 수에서 2분위, 3분위, 4분위인 경우, Charlson 동반질환지수

에서 0점에 비하여 1점, 2점, 3점 이상인 경우 예방가능 입원확률이 유의

하게 높았고 외래방문횟수에서 1분위에 비하여 2분위, 3분위, 4분위인 경

우 예방가능 입원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중년군과 고령군 모두에서 진료 연속성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

예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이 감소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의 선행연구

(Loenen et al. 2016; Hong et al. 2013; Cheng et al., 2010; Lin et al.

2009; Cree et al. 2006; Menec et al., 2006)들의 결과와 일치하는데, 의

료진이 동일한 환자를 규칙적으로 진료할수록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정

보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질이 높은 진

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환자 역시 의료진에 대한 더 큰 신뢰

와 만족으로 인해 더 나은 자기관리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예방가능

입원의 위험이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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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중년군에서 과체중일 경우 예방가능 입원의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정상체중에 비하여 과체중일 경우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확률

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 Cho et al. (2016)의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체질

량지수와 예방가능 입원 간에 관계가 없음을 보고한 Ki et al. (201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Ki et al. (2014)는 당뇨로 인한

입원만을 결과변수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당뇨 외 심혈관계 질환과 신장

질환 모두를 포함하여 관계를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생긴 것이라 해석된다.

병상 수의 경우 예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는

데, 이는 일차의료체계의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관계를 살펴본 Loenen et al. (2016)와 Kim & Cheng (2018)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Loenen et al. (2016)은 이 관계를

‘Roemer's Law'로써 설명하는데, 즉 병상 수가 많으면 그만큼 입원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빈 병상이 많아지면 의료기관은 병상을 채우기 위해

입원 조건을 완화하고 의료진 역시 환자를 더 많이 입원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병상 수가 증가할수록 예방가능 입원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

명한다(Delamater et al. 2013; Vijsel et al. 2011; Brown et al. 1992;

Roemer et al. 1961). 그러나 사회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

을 대상으로 병상 수와 예방가능 입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아 관계의 기전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령군에서는 지방거주의 경우 입원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도시와 지방의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위험을 비교한 Chen et al. (2017)

의 연구에서 도시에 비하여 지방의 입원위험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지방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물 복약순응도와 높은 질의 당뇨관리

케어에의 시기적절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환자가 자기관리를 도와주는

당뇨 교육프로그램을 받는데 있어 장애를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

방가능 입원위험의 가능성이 비교적 도시거주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Chen et al. 2017). 또한 고령군에서 주간 음주빈도 0번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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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5번인 경우 예방가능 입원위험이 높았는데, 이는 Cho et al. (2016)

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며, 비교적 나쁜 건강행태로 인하여 입원의 위

험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간음주빈도에서 1~2번 혹은 6~7

번과 입원여부와의 관계양상이 3~5번과 다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역시 선행연구(Cho et al. 2016)과 일치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현재 부족한 상황이며 추후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 외에 중고령군 모두에서 Charlson 동반질환점수가 증가할수록 예

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Ha et al., 2018;

Kim & Cheng, 2018; Cho et al. 2016; Knight et al. 200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환자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 활용된 Charlson 동반질환지수가

1점, 2점, 3점 이상인 경우는 0점인 경우에 비해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입원위험이 커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래방문횟수가 높은 분위일수록 예방가능 입원의 확률이 유의

하게 낮은 결과는 Hong et al. (2013)과 Kim & Cheng (2018)의 연구결

과 중 한국의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는데, 비교적 빈번한 외래방문을 통한

의료진과의 상담으로 환자의 복약순응도가 높아지고, 혈압 등을 정기적

으로 체크하는 등의 예방치료를 통해 환자의 예방가능 입원발생 위험을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중 Cheng et al.

(2010)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Cheng et al. (2010) 연구의 경우

상해와 독극물로 인한 입원을 제외한 모든 질환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본 연구와는 설계가 다르고, 또한 국내 연구가 아닌 대만의 보건의료체

계에 기반하여 시행된 연구인 관계로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까지는 외래방문횟수와 예방가능 입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하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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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횟수의 관계

중년군에서 예방가능 입원횟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 변

수는 성별, 체질량지수, 소득수준, 병상 수, Charlson 동반질환지수, 외래

방문횟수로 나타났으며, 여성인 경우, 과체중인 경우, 병상 수가 3분위, 4

분위인 경우, Charlson 동반질환지수가 1점, 2점, 3점 이상인 경우 입원

횟수가 증가할 확률이 높았고, 소득수준에서는 2분위, 3분위, 4분위인 경

우와 외래방문횟수가 2분위, 3분위, 4분위인 경우 입원횟수가 감소할 확

률이 높았다. 현재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여부와의 관계

를 살펴본 국내외 문헌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입원횟수와의 관계를 살펴

본 문헌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선행연구와의 일괄적인 결과 고찰은 용이

하지 않지만, 입원위험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여성인 경우 예방가능 입원횟수가 증가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국내 선행연구 중 Cho et al. (2016)의 연구결과에서 성별

과 예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과의 관계양상과 일치하는 결과였으나, 국

외 선행연구들 중 Chen et al. (2013) 과 Lin et al. (2009) 과는 반대되

는 결과로써, 향후 이와 같은 결과의 기전을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밖에 과체중인 경우와 Charlson 동반

질환지수가 비교적 높은 경우 입원위험의 증가하는 결과는 국내 선행연

구 중 Cho et al. (2016) 의 연구결과와 그 흐름을 같이하였으며 앞서 진

료 연속성과 예방가능 입원여부와의 관계 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

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우 입원횟수가 증가한 결과는 소득수준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Booth & Hux

(2003)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선행연구는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

은 경우 의료기관까지의 교통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진료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노동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향

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이 비교적 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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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설명한다(Booth & Hux, 2003).

고령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병상 수, Charlson 동반질환지

수, 외래방문횟수로 나타났으며, 병상 수가 2분위, 3분위, 4분위인 경우,

Charlson 동반질환지수가 1점, 2점, 3점 이상인 경우 입원횟수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 외래방문횟수가 2분위, 3분위, 4분위인 경우 입원횟수

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병상 수가 많아질수록 예방가능 입원횟수가 증가하는 것은 앞서 예

방가능 입원여부와의 관계고찰에서 해석한 바와 같이 'Roemer's Law'

에 의하여 병상 수가 많아져 빈 병상이 생기게 되면 의료기관은 입원조

건을 완화하고 의료진 역시 환자들을 더 쉽게 입원시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입원여부 뿐만 아니라 입원횟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외에 다른 가능성 역시 존재할 수 있으며 본 기전을 보다 명

확히 파악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harlson 동반질환지수가 높아질수록 입원의 발생횟수가 증가한 결과

는 앞서 예방가능 입원여부와의 관계고찰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즉 Charlson 동반질환지수에서 1점, 2점, 3점 이상인 경우는 0점인

경우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원 횟수가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 외에 외래방문

횟수가 증가할 경우 입원횟수가 유의하게 낮아진 결과는 앞선 입원여부

와의 관계고찰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즉 비교적 빈번한 외

래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료진과의 상담이 예방가능 입원의 위험을

낮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의 고찰과 함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현황

은 고령군에 비해 중년군에서 비교적 수준이 양호하였으며, 진료 연속성

수준이 높은 경우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진료 연속성 외에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발생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환자의 건강행태 혹은 건강상태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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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지 못한 경우 입원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정책결정자들이 일차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료 불연

속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시사하며,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보건정책학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군에 비하여 고령군에서 진료 연속성 수준이 낮고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위험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중년

군과 구별되는 고령군의 보건의료적 니즈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보건정책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가운데 고령군에서 진료 연속성의 관련 요

인과 예방가능 입원여부 관련요인 중 모두 주거지역이 유의한 변수로 나

타났다. 즉 도시거주에 비하여 지방거주의 경우 진료 연속성 수준이 낮

고, 예방가능 입원 발생위험이 비교적 높은 결과를 고려하여 도서산간

등의 지방에 고령 당뇨환자의 자기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확

대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예방가능성을 줄이고, 보건의료 자원을 확대하여

의료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중년군과 고령군에서 진료 연속성이 당뇨관련 예방가

능 입원의 위험을 낮춤을 분석결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책 결

정자들은 환자와 의료진 간 진료 연속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

하여 일차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비용을 절약하는 효과

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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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인 표본 코호

트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주도 아래 구축된 전국민 건강보험 데이터이므

로 해당 자료원을 활용한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과의 관계를 단일 연령군을 대상으로 살펴본 것과 달리 관

계의 양상을 중년군과 고령군으로 분류하여 연령별로 살펴봄으로써, 성

인과 구별되는 노인그룹(고령군)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

러한 특성으로부터 타 연령군과 구별되는 고령군의 니즈를 기반으로 고

령화에 대비하는 노인보건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민 건강보험데이터를 2차분석한 연구로써, 당뇨

관련 세부적인 임상특성 관련 변수들을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환

자의 특성을 소인요인, 가능요인, 필요요인으로 분류하여 환자의 건강상

태와 건강행태를 반영하는 변수들과 지역의 의료진 수, 병상 수 등 지역

사회 차원의 의료자원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건강상

태의 대리변수로 Charlson 동반질환점수와 외래방문횟수 역시 공변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진료 연속성과 예방가능 입원과의 관계 파악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진료 연속성 측정은 당뇨 진단명을 포함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는데,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과 그렇지 않은 질

환들의 진료 연속성 특성에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

바이어스 등의 편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써 진료 연속성과 당뇨관련 예방가능

입원의 연관성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에는 한계점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중년군과 고령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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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연령별로 관계의 차이를 비교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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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continuity

of care and Avoidable

hospitalizations among middle

and old age diabetes patients

Bo Ah Kim

Dep.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abetes is know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ACSC), and its related illnesses and complications

can be prevented by effective primary care in timely manner.

However, Korea's DRAHs(Diabetes-related avoidable hospitalizations)

rate is significantly high in comparison to the rates of other OECD

countries, due to Korea's thinly-linked primary health care system

and the vulnerability such system poses to fragmented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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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use among patients. Diabetes, especially, required systematic

management through consistent and s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 provider and patients. Among many elements that can impact

the risk of DRAHs, Continuity of Care(COC), which ass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giver and patient, should be considered

and understood further. Considering the disparities of onset and

complexity of diabetes among groups by age,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extent of COC and DRAHs of a group of middle age

patients and of old age patients, and observing the relationship of the

two elements by the two age groups.

This study utiliz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National

Sample cohort data(NHIS-NSC) which follows the cohort's personal

health status and service utilization patterns during its observation

peri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diabetes patients of 45 and

over, classified into two groups of 'middle-aged'(45-64) and

'old-aged'(65+). DRAHs, as a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of the OECD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COC, as a in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by COCI in this study.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descriptive statics has been executed in

order to explore the current state of COC and rate of avoidable

hospitalizations among the 'middle-aged' and the 'old-aged' groups,

along the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COC and rates of avoidable

hospitalization by employing the two-part model.

Among the total of 42,422 subjects, 22,347(52.68%) were categorized

as 'middle-aged' and 20,075(48.32%) were categorized as 'old-aged'.

The average score of COCI among the 'middle-aged' was 0.47 and

0.43 among the 'old-aged', with the average number of DR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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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middle-aged' group being 1.32 and 1.42 among the

'old-aged' group, and the average rate of DRAHs among the

'middle-aged' group as 1.07% and the 'old-age' group as 2.03%.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tatus of DRAHs differed by each age

group. For the 'middle-aged' group, higher level of COC showed

lower probability of hospitalization, along with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and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For the 'old-aged'

group, factors associated with such status included COC, residential

area, weekly drinking frequency, Charlson Comorbidity Index and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DRAHs differed by each group as well. For the 'middle-aged' group,

sex, Body Mass Index(BMI),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and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ppea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reas among the 'old-aged' group, factors of weekly drinking

frequency,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and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ppea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rough this study, the two age groups showed clear disparity in

not only the levels of COC and DRAHs status, but also i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level and the status. Considering that the

'old-aged' group showed lower levels of COC and higher risk of

DRAHs than the 'middle-aged' group, the need for strengthening

primary care system to encourage continuous and stable relationship

between older patients and care providers seems paramount.

Through analyz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tatus and number of

DRAHs, and the continuity of care among middle- and old-aged

diabetes patients, this study hopes to provide health policy insights

and implic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primary care system for

further improvement of diabet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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