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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은 환자안 의 요한

역이다.그동안 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에 한 국

내 연구는 일부 병원을 심으로 하거나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개

인수 특성이 부 약물 처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데

을 두었고,기 수 특성은 고려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한

부 약물 사용이 노인 장기요양자의 건강 결과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본 연구가 없었다.본 연구에서는 부 약물 사용을 잠

재 부 약물 사용(potentiallyinappropriatemedicationuse)

을 규정하는 3가지 외재 기 (다약제 복용,노인 부 약물 사

용,항정신병제의 부 사용)을 용하여 개인과 기 수 에서

련 요인을 악하고,잠재 부 약물 사용이 노인 장기요양

자의 건강 결과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2년 요양병원 52개소와 장기

요양 입소시설 91개소에서 수집한 것으로 국 기 을 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기 해 다단계 비례층화 무작 표본 추출법

을 사용하 다.65세 이상의 노인 장기요양자 1개월 이상 해당

기 에 입원/입소하고 있으며,처방약이 있는 2,459명(요양병원

1,204명,요양시설 1,255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주요 변

수인 다약제 복용은 동시에 5개 이상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로 규

정하 고,노인 부 약물 사용은 2012년에 개정된 노인주의 의

약품 기 인 BeersCriteria에 해당하는 약물을 2개 이상 복용하는

경우로 규정하 다.항정신병제의 부 사용은 2005년에 미국

FDA에서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항정신병제를 사용하는 것에 한



경고(theblackboxwarning)를 반하는 경우로 규정하 다.노인

장기요양자의 건강 결과는 약물 련문제 하나인 섬망과 성기

병원 입원 여부로 하 다.분석을 해 기술통계,t검정을 사용하

여 잠재 부 약물 사용 문제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았고,

개인 수 과 기 수 요인을 고려하여 임의계수모형을 가정한

다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노인 장기요양자에서 부 약물 사용 황에 한 분석 결

과 다약제 복용 인 비율은 요양병원에서 77.57%이고,요양시설

에서 69.80% 고,노인 부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은 요양병원

과 요양시설에서 각각 41.20%와 33.39% 으며,항정신병제 부

사용 비율은 요양병원에서 17.86%,요양시설에서 17.13% 다.부

약물 사용과 련된 요인을 살펴본 분석 I에서,개인 수 요

인(성,연령,교육수 ,배우자 유무,의료 여 여부,일상생활수행

능력,인지기능,의사소통기능,입소/입원 거주지)을 통제한 후

에도 기 수 의 변수인 규모,설립형태(민간,공공,법인),의사

방문 횟수,환자안 문화가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1)다약제 복용의 경우,기 의 규모가 클수록(요양병

원),설립형태가 민간이고(요양병원),의사방문 횟수가 을수록(요

양시설)에 다약제 복용이 증가하 다.(2)노인 부 약물 사용

의 경우,설립형태가 개인이고(요양시설),의사방문 횟수가 낮을

경우(요양시설),환자안 문화가 양호할수록(요양시설)노인 부

약물 사용이 증가하 다.(3)항정신병제 부 사용의 경우,

설립형태가 민간이고(요양병원,요양시설),환자안 문화가 나쁠수

록(요양병원)항정신병제 부 사용이 증가하 다.

다음으로 분석 II에서 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이

건강 결과에 미치는 살펴보았다.개인 수 요인과 기 수 요



인을 통제한 후에도 세 가지 부 약물 사용이 부정 건강 결

과에 련성이 있었다.(1)다약제 복용하는 노인에서 섬망 발 이

높은 양의 련성이 있었고(요양시설),(2)노인 부 약물을 사

용하는 노인에서 섬망 발 과 성기 병원 입원 확률이 높은 양의

련성이 있었으며(요양시설),(3)항정신병제 부 사용하는 노

인에서 섬망 발 과 성기 병원 입원 확률이 높은 양의 련성이

있었다(요양병원).

제시한 분석 결과는 장기요양에서 개인과 기 특성이 잠재

부 약물 사용에 향을 미치고,이들 부 약물 사용은

노인 장기요양자에게 부정 건강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허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 장기요양자의 약물 사용과

련된 환자안 수 을 높이기 해 체계 인 보건 정책 응이

필요하고,기 에서도 약물 사용에 있어서 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향후 잠재 부

약물 사용과 련된 다양한 수 의 요인들을 고려한 연구와 시계

열 분석과 같은 보다 엄 한 방법론을 용하여 인과성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 한다.

주요어 : , 장 요양,  안 , 잠재   약  처방, 건강 결과

학   : 2010-3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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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 필요성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기 수명의 연장 등으로 노인이 보건의료

정책에서 차지하는 요성은 차 커지고 있다.2015년 기 65세 이상

노인의 비 이 체 인구의 13.1% 고,2030년에는 24.3%,2060년에는

40.1%를 차지할 것으로 상되고 있으며,기 수명도 2011년 81.2세로

경제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의 평균을 상회하 다(통계청,2015).노인 의료이

용은 노인인구증가 속도를 넘어 가 르게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진

료비 유율은 35.5%에 이르고 있다.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이 진

료비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품비 비 도 노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a).

노인의 약물 사용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보건의료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클 뿐 아니라 환자안 에 한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이다.나이

가 들면서 약물 사와 련된 신체 변화가 나타나고,성인에 비해 의

약품을 장기간 복합 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사건(adverseevent)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노인의 약물 사용에 있어서 안 문제가 보

건의료의 주요 논제가 되고 있다.고령사회에 앞서 진입한 북미와 유럽

등에서 노인 약물 사용의 안 에 한 논의가 활발하다.미국 노인병학

회(American Geriatrics Society [AGS])는 노인 부 약물 목록인

Beers의 기 을 지속 으로 보완하고 있으며(AGS,2015).유럽에서는 유

럽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물을 상으로 노인 부 약물 기 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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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바 있다(Gallagher& O’Mahony,2008).각국은 다양한 기 을 마

련하여 노인의 약물 사용의 안 성을 담보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나,안 측면에서 최 의 수 이 아니다(Patterson,Cadogan, Kerse,

Cardwell,Bradley,Ryan,& Hughes,2014).노인 에서도 허약 노인은

부 한 약물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의 험이 높은 취약군이다(Lau,

Kasper,Potter,& Lyles,2004).신체 기능이 감소되어 있어 험 발

생에 민감하고,건강한 노인에 비해서 약물 사용량도 많다.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거주 노인이 평균 2개~6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반해

싱홈 입소 노인은 평균 8개~12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auetal.,2004).신체 ,정신 ,기능 으로 허약 노인들이 머

물고 있는 장기요양 기 에서 노인 약물 사용의 성이 면 히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이 약물을 안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하

기 한 심과 노력이 시작되고 있으나,일부 병원을 심으로 한 성

기 병원 환경에서의 후향 검토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홍유리,이

숙향,2010;신 정,2012;김동숙, 하림,박주희,2014).최근에 들어 장

기요양 역에서도 약물 사용의 성을 검토하는 시도가 있었으나(김

성옥,장선미,손 순,김유리,이주향,한은정,2013;김정선,강숙,2013;

이종경,2011),청구자료를 사용하여 자료의 제한으로 노인에서 요한

다양한 기능 건강 상태를 고려하기 어렵거나,소규모 자료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장기요양자의 약물 사용을 성을 왜재 기 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인의 다양한 건강 기능수 을 악할 수 있는 노인포 평가

(comprehensivegeriatricassessment[CGA])와 기 특성을 활용하여

황 자료를 결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부 약물 사용에 한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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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노인 장기요양 분야의 환자안 에 한 연구의 활성화에 석이 될

것이다.

2.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에 한 잠

재 가능성을 악할 수 있는 외재 기 을 용하여 황을 살펴보

고,부 약물 사용의 련 요인을 악하는 것이다.나아가 부 약

물 사용이 노인 장기요양자의 건강 결과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

다.분석 상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 나 어 분석한다.

구체 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1)노인 장기요양자의 잠재 부 약물 사용을 악할 수 있는

외재 기 을 용하여 황을 악한다.

(2)노인 장기요양자 특성과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특

성이 외재 기 의 부 약물 사용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3)부 약물 사용과 건강 결과(섬망, 성기 병원 입원)의 련

성을 탐색한다.

약물 사용의 성을 평가하기 해서 객 으로 평가할 수 있

는 외재 기 (explicitcriteria)을 용한다.본 연구에서 용할 잠재

부 약물 사용(potentiallyinappropriatemedication[PIM]use)의 외

재 기 은 다음 세 가지이다:다약제 복용(polypharmacy),노인 부

약물(PIM inolderadults)사용,항정신병제 부 사용(off-label

useofantipsychotics).다약제 복용은 약물의 개수를 기 으로 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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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노인 부 약물 사용은 노인에서 기 되는 효과보다 해가

더 클 것으로 평가받는 약물의 사용 여부를 기 으로 한다.장기요양 서

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 맞추어 개발된 후 다양한 환경의 노인에게로 확

용되고 있는 Beerscriteria의 2012년 기 (2012AGS)을 용하여

부 처방 여부를 악한다.마지막으로 항정신병제 부 사용은 항

정신병 치료제로 승인된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목 으로 사용했는지를

기 으로 악한다.장기요양 기 에서는 치매자의 문제행동을 제어하기

해 리스페리돈(risperidone)과 같은 항정신병 치료제를 허가받지 않은

목 으로 사용하는 사례(off-labeluse)가 여기에 속한다.잠재 부

약물 사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강 문제로 표 인 ‘섬망’과 ‘

성기 병원 입원’을 채택한다.

3.본 연구에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규정

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입소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입소 서비스 이용자를 상으로 분석한다.재가 방문 서

비스 이용자에 비해 입소 서비스 이용자는 더 허약하여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입소시설에서 약물 사용을 리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이 상주하

기 때문에 약물 사용의 성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입소 서비스에 한 규정은 국가마다 상이하나,본 연구에서는 요

양병원과 장기요양 입소시설(이후 요양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요

양병원은 “의사 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

에 한 의료를 행할 목 으로 개설하는 의료기 (의료법 제3조 5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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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건강보험이 용되며,2008년 장기요양 보험 도입 이 부터 장기 요

양이 필요한 상자에 입원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주로 노인성 질환

자,만성질환자,외과 수술 후 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주

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로 규정되어 있다.

요양병원의 수는 2010년 867개소에서 2014년 1,337개소로 증가속도가 완

만해진 최근에도 연 평균 10% 가량 증가하고 있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b),실인원수는 2007년 18.7만 명에서 2012년 29.6만 명으로 크게 증

가하 다(김동환,2013)

요양시설은 “치매, 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

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식,요양과 그 밖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이다.

입소할 수 있는 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는 64세 이하 치매,뇌

성 질환, 킨슨 병 련 질환과 같은 노인성질환자로 6개월 이상 혼

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 2등 이내 등 정자이거나 장기요양등

정 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15조,노인복지법 제34조).제도 도입 시 인 2008년에 1,754개소의

70,215명에서 2012년에 4,352개소의 133,629명으로 증가하 다(보건복지

부,2013)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의 복이 있고 서비스 이용자 간 건

강 기능 상태에 유사성이 있다(권순만,김홍수,원장원,이지윤,김호,

2013).이러한 복과 이용자의 유사성에도 두 종류의 장기요양 서비스

에 한 리 감독 체계가 다르다.약물 사용에 한정한다면,요양병원은

의료기 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의료기 평가에 따라

약물 사용 모니터링을 받는다.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기 으로 구분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약물 보 에 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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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약물 사용과 모니터링 등 반 약물 리에 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제도 규정이 다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약물

사용의 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한국 장기요양 역에서 약물

사용의 황과 특성에 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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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문헌 고찰

1.노인 장기요양에서 환자안

1)환자안 의 개념

환자와 보건의료 문가의 계가 형성되면서부터 치료의 실패 혹

은 오류로 인한 환자안 (patientsafety)문제는 존재해왔다.기원 4세

기 히포크라테스는 “해로운 것을 행하지 말라(first,donoharm)1)”고 언

한 것(North,2002)은 치료행 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다만 이와 같은 당 차원을 넘어 환자안 이 체계

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 최근의 일이다(Wachter,2009).미국

InstituteofMedicine은 보고서(InstituteofMedicineCommitteeonthe

QualityofHealthcareinAmerica[IOM],1999)에서는 의료 오류로 매

년 44,000명~98,000명 사망한다고 추정하 다.이는 매일 형 여객기가

추락하는 상황과 비슷한 수 이라고 설명하여 학계와 사회의 주목을 받

았다.이 보고서 발표 이후에 의료 오류 환자안 문제가 본격 으로

다루어졌다. 보건의료가 문화,거 화,기술화,자본화로 인해 변

화하고 있고,이에 응하는 안 에 한 새로운 원칙들이 제정되고 있

으며, 성기 병원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건의료 역에서 환자안

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여기서는 보건의료에서의 환자안 에 한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장기요양 분야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환자안

1)“prescriberegimensforthegoodofmypatientsaccordingtomyability

andmyjudgmentandneverdoharm toanyone.”



- 8 -

2)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안 의 개념은 다양한 개별 역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 개념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 으나,일반 으로 “의료에 의한 우연

한 는 방가능한 손상이 없는 것(KelleyandHurst,2006;Wachter,

2009)”혹은 “사고로 인한 손상이 없는 상황(IOM,1999)”으로 통용되고

있다.즉,환자안 은 의료 행 혹은 무행 로 인해 환자가 해(harm)

를 입거나,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서비스 제공자의 오류가 원인이라는 것은 편견이며 오류는 부분은

정상 인 인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개인의 행

에 국한될 수 없고 기 과 체계로부터 기인한 행 (혹은 무행 )를 포

함하여 하여야 한다(IOM,1999;Weingart,Wilson,Gibberd,Harrison,

2000).의료 오류(medicalerror)의 발생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인 요인

(교육훈련,경험,피로,우울 소진,다양한 환자 등,Reason,1995;

Vincent,2003)과 의료 복잡성(기술 복잡성,집 어 등)외에도 체계

의 실패(기 간/내 정보 교류의 실패,규제 리감독의 실패,

Wachter,2009)라는 에 최근 연구들이 주목하고 있다.환자안 문제

를 규정하고, 황을 악하며, 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시스템

근이 효과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이 시스템 근 방식으로 환자안 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안 이 보건의료 체계가 달성해야하는 당 목표이면서 동

2)장기요양 분야에서는 환자(patient)로 규정할 수 없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있

다.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요양자(carerecipient),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

다는 의미로 입소자(resident),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고

객(customer),이용자(user)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Pratt,2009).여기서는

장기 인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란 의미로 ‘요양자’로 부르고 있으며 특정 서

비스 형태를 반 할 필요가 있을 때 환자 혹은 입소자로 표 하기로 한다.

다만 환자안 (patientsafety)은 이미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미가 굳

어진 표 이기에 그 로 ‘환자안 ‘이라는 표 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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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보건의료 체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제이기 때문이다.안 에

한 인간의 욕구는 근원 인 것(Maslow,1943)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

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한 일군의 학자들은 환자안 의 문제에

체계 으로 응하는 것은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 역할

(Wachter,2009)을 한다고 보았는데,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외부의 힘(externaldrivers)이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IOM,1999).여기

서 외부의 힘은 ‘규제’와 ‘경제 /비경제 유인’을 포함하는데,비경제

유인에는 구매자(보험자),소비자, 문가의 가치 사회 가치가 속한

다(그림 1,IOM,1999).질 향상은 오류로 인한 사회 효용 감소를 방

지하고,제한된 자원의 가치를 높이며,나아가 보건의료비 지출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 하게 한다. 한 최신의 의료 지식에 부합하는

의료행 를 하는 것은 근거 기반의 보건의료(evidence-basedmedicine)

에 따르는 것으로 환자안 을 보장하기 한 방안이기도 하며,보건의료

의 변이를 여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와 같은 이유로 IOM에서

보건의료 체계의 6가지 목표 하나로 양질의 안 한 의료를 제시하며,

환자는 이를 기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 고(IOM,2001),이후 미국에

서는 ‘PatientSafety& QualityImprovementActof2005’를 통해 환자

안 사건 리를 하고 있다(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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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질에 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에 한 일반 모델(출처:IOM,

1999)

환자안 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주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환자안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다.Wachter(2009)는 그의

서에서 오류(error), 해사건(adverseevent)등 주요 개념을 정리하

다(그림 2).우선 환자가 손상(injury)혹은 해(harm)를 입은 것이 환자

의 복합 인 상태로 인한 것인지,의료행 로 인한 것인지로 오류로 구

분한다.손상 해가 방 가능한 사건이었다면 오류로 구분하나, 방

이 불가능한 사건3)이라면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손상 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 에

단된 경우에는 ‘근 오류(nearmiss)’로 분류하여 오류의 한 종류로

구분하 다. 를 들어,처방된 약과 비슷한 이름의 약이 환자에게 달

되었으나,복용 에 발견되는 경우가 근 오류에 해당한다.

3) 방가능성은 기술 수 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존하는 기술 수 과 근

거기반의 지침에 따라 오류 분류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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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오류의 구분(출처:Wachter,2009)

2)환자안 과 질의 개념 비교

환자안 과 보건의료의 질은 유사한 측면이 있고 때로는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보건의료의 질은

“개인과 인구집단에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바람직한 건강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재의 문 지식과 부합하는 정도(IOM,2001)”로

규정할 수 있는데,보건의료의 질은 달성할 수 있는 정 인 건강 결과

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환자안 보다 의의 개념이다

(Wachter,2009).미국 theJointCommission의 질에 한 규정도 이와

비슷하여 “질은 치료 효과로 얻을 수 있고,해를 최소화하며, 험을

피할 수 있는 최 화된 것”으로 규정하며 환자안 을 포함한 것으로 보

았다(JointCommissiononAccreditationofHealthcareOrganizations

[JCAHO],2002).구체 인 사례를 들어 생각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수술이 지연되어 환자가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면,이는 환자안

을 하는 해사건으로 볼 수 없었지만,보건의료의 질이 최 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열악한 질의 어와 안 하지 않은 어로

인한 향은 Donabedian(2003)이 제시한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도 이해

할 수 있다(그림 3).질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하될 때 좋은 질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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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건강과 질병의 궤 (출처:Donabedian,2003수정)

는 열악한 질의 어 혹은 치료하지 않은 경우보다 건강 상태의 악화를

막고,회복에 도움이 된다.안 하지 않은 어는 치료하지 않을 때 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Donabedian,2003).

3)환자안 을 바라보는

환자안 문제에 한 인식은 환자,보건의료 공 자와 사회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환자들은 보건의료의 질을 환자 심에서 처치가 효

과 이었는지,자신의 요구에 합한지를 심으로 단하며,공 자는

달성 가능한 최고 수 의 의료(효과성)를 제공하는 것을 심에 두며(염

호기,2013),사회에서는 효과성과 함께 투입된 자원에 비해 나타난 결과

가 효율 이었는지,사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 으로 지속가능한지를

고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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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맥락에서 볼 때,여러 명의 의료제공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

문에 사고 혹은 오류는 한 개인,기 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체계 인 응의 실패로 여겨진다. 한 오류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통해

유사한 오류를 방하기 해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다.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 에 검을 한 체계를 세우고,오

류로부터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오류보고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

하다(Wachter,2009).안 문제를 방지하기 한 략에 있어서도

에 따라 상이한데,환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과 단할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시한다(AHRQ,2013;2015).공 자 주도의

응에서는 스스로의 자율규제를 선호하고,내부 규율을 강화하고 교육 등

을 통해 안 수 의 향상의 꾀한다.사회 에서 외부 규제와 평가

를 통해 외부의 힘이 작동하도록 하는데,미국에서는 품질을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방지하기 해 성과기반의 지불보상

(pay forperformance)을 도입하기도 한다(AHRQ,2014;Centersfor

Medicare& MedicaidService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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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환자 공 자 사회

질의 개념 • 합성,효과성

•환자만족도,쾌

성

•의학(과학)/기술

수 ,효과성

•효율성,지속성

오류(환자안 문

제)발생 원인

•인 요인

•단일 원인

•과거: 기능주의

사고(행 자 )

• 재: 조직과정,

시스템의 문제

•시장의 실패

•불확실성

•시스템의 문제

오류(환자안 문

제) 향

•피해자 발생 •2차 피해자 발생 •피해자 발생

•비효율 야기

•추가비용 발생

•가치 하

오류(환자안 문

제)해결 략

•환자권리 향상,

참여

•정보공개(알권리,

선택권)

•소송

•자율규제, 문가

주의,자발 인증

•조직내부의 응,

안 문화( 워크,

커뮤니 이션)

•내부 보고,자발

보고

•기술 향상,교육/

학습

•외부규제,평가

•의무 인증

•지불보상 인센티

(P4P)

•책무성,가치창출

•정보공개, 오류

(Near-miss)보고

•의무보고

•표 지침,권고

출처:Reason(1995),Vincent(2003),Wachter(2004;2009),Mittmann,등(2012),

AHRQ웹 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표로 작성

표 1.환자안 에 한

4)노인 장기요양에서 환자안

환자안 문제는 최근 장기요양분야에서 새롭게 심을 받고 있다.

경제 력개발기구(OECD)는 각국의 장기요양 문가들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보고서에서,장기요양분야의 가장 시 하게 해결할 문제

의 하나로 “이용자 안 (usersafety:adverseeventsandme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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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s)“을 꼽았다(OECD/EuropeanCommission,2013).장기요양 서비스

는 건강 기능상태가 하되어 일상생활을 독립 으로 수행하기 어려

운 취약한 사람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로 야기된 오류가 건강결과

로 연결될 수 있는 민감성이 높아 이들의 안 문제가 요하게 인식된

데 따른 것이다. 한 장기요양분야에서 해사건이 한번 발생하면 다른

보건의료 분야에 비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크고,쉽게 회복하기 어렵

기 때문에 사 에 비하기 해 환자안 이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Gurwitz, Field, Avorn, McCormick, Jain, Eckler, Benser,

Edmondson,& Bate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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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인 장기요양자의 잠재 부 약물 사용 개념

1)노인 장기요양자의 잠재 부 약물 사용 개념

장기요양 분야에서 환자안 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환자안정

의 여러 주제 하나인 안 한 약물 사용에도 심이 증가하고 있다.

약물은 치료의 목 으로 사용하지만 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환자의 안 을 하는 험 요인이 된다.약물 사용의 결과로 손상이

발생했다면 약물 해 사건(adversedrugevents,ADEs4))이 나타난 것

이고,여기서 손상은 의도하지 않은 유해 반응(약물 이상 반응,adverse

drugreactions,ADRs), 한 약을 사용하지 못해 치료에 실패하여 나

타난 건강 상태의 악화(치료의 실패,therapeuticfailures,TFs),사용

인 약물을 하게 단하지 못해 나타나는 유해 반응(약물사용 단 반

응,adverse drug withdrawalreactions,ADWEs)을 모두 포함한다

(Aspden,Wolcott,Bootman,& Cronenwett,2007; Edwards &

Aronson,2000;Hanlonetal.,2010;Nebeker,Barach,& Samore,2004).

노인 장기요양자의 약물 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노인의 취

약성과 방가능성 때문이다.우선 노인이 약물 사용에 취약한 것은 노

화에 따른 생리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생리 변화로 약물의 수

용능력과 약물 효능의 차이가 생기고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약물 사용의

안 역이 좁아지며,노인 집단 내에서도 변이가 크기 때문에 약물의 효

능을 측하고,부작용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Fulton & Allen,

4)Adversedrugevents(ADEs)aredefinedasanyinjuriesresultingfrom

medicationuse,includingphysicalharm,mentalharm,orlossof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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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한 나이가 들면서 사가 느려지고,신장을 통한 약물 배출이

더디게 진행되어 약물 농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서국희,기백석,정희연,유승호,2006).주목할 은

약물사용과 련된 안 문제는 상당부분 방가능하다는 것이다.약물

해 사건의 방가능성을 정도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약물 해 사건으

로 인한 입원 4건 1건은 약물 오류가 련된 것으로 방 가능 하다

고 알려져 있다(Aspdenetal,2007).약물 오류(Medicationerrors,ME

s5))는 약물 사용 과정(처방,처방의 달,투약,모니터링)에서 발생한 실

수이며(Aspden etal.,2007;Lisby,Nielsen,Brock,& Mainz,2010;

Nebekeretal.,2004)약물 오류를 이는 것이 방가능한 ADEs를

이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 사용의 각 단계에서 오류 발생의 형태와 규모

를 악하여 응방안을 세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특히 약물 오류가 빈

번한 단계는 처방과 투약로 이 두 단계의 오류가 체 약물 오류의 부

분을 차지한다(Aronson,2009). 한 한번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응하기 해 혹은 다른 질병 발생으로 오인하여 추가 약물이 투여되어

부작용이 확 될 가능성(prescribingcascade,Fiavola& Onder,2009)이

있기 때문에 첫 단계인 처방에서 방지하는 것이 그 이후 과정보다 효과

인 략이 될 수 있다.따라서 하고 안 한 처방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에서의 약물 처방이 최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과다 처방(overprescribing, 를 들어 다약

제 처방), 과소 처방(underprescribing), 부 처방(inappropriate

prescribing)(Dimitrow,Airaksinen,Kivela, etal.,2011;Spinewine,

5) Medication errors (MEs) refer to any mistakes occurring in the

medication use process,regardless ofwhetheran injury occurred or

whetherthepotentialforinjurywas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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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ader,Barber,etal.,2007)이 그것이다.이들 유형에 따라 한지

를 악하기 해서는 객 인 기 이 필요하다.약물 사용의 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내재 방식(implicitmethods)과 외재 방식

(explicitmethods)으로 나뉜다(Fialova & Onder,2009;Marcum &

Hanlon,2013).내재 방식은 문가에 의해 환자의 상태를 반 으로

고려하여 처방된 약물의 성을 평가하는 것이고,외재 방식은 해당

인구집단에서 일반 으로 피해야할 약물의 객 기 을 정하고,지켜

졌는지를 악하는 것이다.내재 방식은 외재 방식에 비해 보다 정

확한 단이 가능하지만 규모 자료를 처리하는데 합하지 않고,외재

방식은 표 기 에 한 이행 수 을 악하여,다른 집단 간 비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재 방식의 기 에 해서 을 두어 살펴보

고자 한다.참고로 Fialova와 Onder(2009)가 제시한 처방 약물 성

평가의 내재 방식과 외재 방식의 장단 은 표로 제시하 다(표 2).

한 외재 방식과 내재 방식의 평가 도구에 해서 정리한 Marcum

과 Hanlon(2013)의 내용을 표로 제시하 다(표 3).내재 방식에 한

로토콜을 제시하고 있는 표 도구는 MedicationAppropriateness

Index(MAI,Hanlon,Schmader,Samsa,Weinberger,Uttech,Lewis,&

Feussner,1992),AssessmentofUnderutilizationofMedication(AOU,

Jeffrey,Ruby,Twersky,& Hanlon,1999),NaranjoScale(Naranjo,

Busto,Sellers,Sandor,Ruiz,Roberts,& Greenblatt,1981)등이 있고,

외재 방법의 표 기 들은 다음 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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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 방식 내재 방식

장

� 사례에 한 일 된 근이 가

능함

� 산 시스템 등으로 구 이 가

능함

� 문가 합의와 선형연구로부터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음

� 교육,약물 사용 모니터링,역학

연구 등에 쉽게 용할 수 있음

� 개별 환자에게 유연하게 용할

수 있음

� 문제 목록이 미리 필요하지 않

음

단

� 개별 환자에게 유연하게 용하

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양성(false-positive)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

� 사 에 규정된 문제 목록이 필

요함

� 환자의 포 사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놓칠 수 있음

� 보건의료 문가의 지식,경험,

기술 수 에 의존 임

� 일 된 (지속된) 용이 어려움

� 신뢰할 수 있고,타당한 방식으

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

움

출처:Falova&Onder(2009)를 수정함

표 2.약물 처방 성 평가를 한 내재 방식과 외재 방식의 장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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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 방식 내재 방식

과다

처방

� 다약제 복용

( ,5개 이상,9개 이상,10개

이상 약물 복용)

� 불필요한 약물

(지시,효과 근거 부족, 복,

MAI)

과소

처방

� 과소 처방

( ,ACOVE;START)

� AOU

부

처방

� 노인에서 피해야할 약물

( ,Beerscriteria,STOPP)

� 약물-질병 상호작용

( ,Beerscriteria,STOPP)

-

ACOVE Assessing Care ofVulnerable Elders;AOU Assessmentof

Underutilization, MAI Medication Appropriateness Index; STOPP

ScreeningToolofOlderPerson’sPrescriptions;START ScreeningTool

toAlertDoctorstoRightTreatment,(출처:Marcum & Hanlon,2013)

표 3.노인에서 과다,과소,부 처방 악을 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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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잠재 부 약물 처방 기 과 황

앞서 연구 목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외재 방법에

의한 약물의 부 성을 평가하고자 한다.외재 방식으로 장기요양 이

용자를 상으로 부 한 약물 사용을 단할 수 있는 기 들을 검토하

여 본 연구에 용할 수 있는 방식을 아래에 정리하 다.

우선, 통 인 방법으로 약물의 갯수를 기 으로 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이를 다약제 복용(polypharmacy)로 부르는데,다약제

복용은 다른 기 보다 단하기 쉬우며,약물 갯수의 증가가 약물 련

문제에 향을 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이 지침이 지지를 받았다.몇 개

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다약제 복용으로 단하는지에 한 규정은 연

구자마다 상이하 고(Fulton & Allen,2005;Jokanovic,Tan,Dooley,

Kirkpatrick,& Bell,2015),한 연구에서 여러 기 을 동시에 검토하기도

하 다(Kim,Shin,Kim,& Park,2014).최근 유럽(Onder,Liperoti,

Foebel,Fialova,Topinkova,vanderRoest,etal.,2011)에서 진행된 8

개 국가 57개 요양원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다약제 기 을 약물 종류가

0~4개인 경우 비해당(non-polypharmacy),5~9개인 경우 다약제 복용

(polypharmacy), 10개 이상을 과도한 다약제 복용(excessive

polypharmacy)로 규정하여 실증연구를 한 바 있다. 한 체계 문헌 고

찰 연구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장기요양 시설에서 다약제 황을 분석

한 연구에서 5개 이상,9개 이상,10개 이상을 기 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Jokanovicetal.,2015).

다음으로 노인이라는 상을 고려한 부 약물 사용 기 으로

일반 으로 사용되는 기 은 Beerscriteria이다.65세 이상 노인에서 특

정 약물은 약물 해 반응,약물 독성으로 인한 험이 약물 치료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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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효과보다 클 수 있거나,효과가 뚜렷하지 않거나,안 한 체약물

이 있는 경우에 이들 약물을 노인에서 험성이 높은 약물로 규정한다.

델 이 방식을 활용하여 임상 문가 패 의 합의에 의해 목록을 개발하

다.1991년 Beers와 그 동료들이 미국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노인의

질병진단,약물의 양과 빈도에 무 하게 피해야할 부 한 30개의 약물

목록을 발표한 것이 시작이었으며,1997년과 2002년에 미국 이외 다른

국가의 연구자들과 허약 수 과 계없이 모든 노인을 상으로 부

약물 목록을 발표하 다.2012년 발표된 근거와 새로 유통된 약물에

한 수정작업을 거쳐 보완된 새 기 을 2015년 말에 발표하 다.이 기

에는 피해야할 부 약물 목록 외에 주의하여 사용할 목록,변경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다(AGS 2015BeersCriteriaUpdateExpertPanel,

2015;Beers,1997;Campanelli,2012;홍창형,오병훈,2009).최 발표

이후 장기요양 입소시설,지역사회, 성기 병원,응 실 등 다양한 역

으로 확장하여 노인을 상으로 약물 사용이 성과 재의 효과성을

악하는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다(Levy,Marcus,Christen,2010).

마지막으로 항정신병제 부 사용은 항정신병제를 허가받지 않

는 목 으로 사용하는 것(off-labeluse)이다.약은 허가된 목 으로만 사

용해야하는데 허가받지 않은 목 으로 사용할 경우 상하지 못한 문제

혹은 윤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특히 노인 장기요양자 에 상당수

를 차지하는 치매환자에게는 어떤 이유로든 허가받지 않은 목 으로 항

정신병제를 사용하는 것이 부 하다고 미국 식품의약품안 처(FDA)가

공식 으로 경고한 바 있다(blackboxwarning,FDA,2005;2008)6).미

6)FDA ALERT [6/16/2008]: FDA isnotifyinghealthcareprofessionalsthat

both conventionaland atypicalantipsychotics a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riskofmortalityinelderlypatientstreatedfordementia-related

psychosis.InApril2005,FDA notifiedhealthcareprofessionalsthatpatientswith
dementia-related psychosistreated with atypicalantipsychoticdrugsare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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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FDA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목 으로 항정신병제(antipsychotics)를 사

용하는 것은 하지 않다는 규정한 이유는 사용으로 인한 편익보다 발

생할 부작용의 험이 크기 때문이다.보건의료 장에서는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작용을 이면서

항정신병제의 off-label사용을 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경고

에 한 논란도 있었지만(Currier,2003),잘 설계된 규모 연구로 항정

신병제의 off-label사용이 사망이나 입원과 같은 부정 인 건강결과를

낳는 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부 하다는 인식이 지지되고 있다.이로

인해 부작용이 빈번한 1세 항정신병제 사용이 감소하고,치매환자에

한 항정신병제의 사용도 일부 감소하는 등의 정 인 모습이 나타나

고 있다.다만 일선에서는 1세 를 신하여 2세 항정신병제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도 있어 지속 인 모니터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Alexander,Gallagher,Mascola,Moloney,& Stafford,2011;Borseyet

al.,2010;Simoni-Wastila,Ryder,Qian,Zuckerman,Shaffer,& Zhao,

2009).

언 한 부 약물을 악하는 세 가지 외재 방식은 각각의 특

성이 있다.다약제 처방은 약물의 종류와 계없이 처방된 약물의 수를

기 으로 단하는 것으로 악이 쉽고, 재도 용이한 측면이 있다.노

인 부 약물 처방을 Beers’criteria로 악하는 것은 상자의 연령을

기 으로 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 상이 되는지 명확하다는 장

이 있으나,해당 기 에 용되는 약물인지에 한 지식이 있어야 피할

increased risk ofdeath. Since issuing thatnotification,FDA has reviewed

additionalinformationthatindicatestheriskisalsoassociatedwithconventional

antipsychotics. Antipsychotics are not indicated for the treatment of

dementia-relatedpsychosis.

http://www.fda.gov/Drugs/DrugSafety/PostmarketDrugSafetyInformationforPatientsandP

roviders/ucm1248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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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마지막으로 항정신병제 부 사용은 상자의 질병 진단 혹

은 증상을 기반으로 악하기 때문에 특이성이 높으나,질병 진단 혹은

증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세 가지 외재

방식의 구분을 해 리스페리돈이라는 조 병 치료제를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설명한다면,다약제 복용에서는 처방 약물을 셈하는 한 가지

약물이 되는데 다른 추가 인 약물이 없다면,다약제 복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노인 부 약물에서는 노인에게 지연성 운동장애나 신

경이완 악성 증후군 등 추체외로(pyramidaltract)장애가 나타날 가능성

때문에 노인에서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약이므로 노인 부

약물을 처방받는 것이 된다.리스페리돈을 조 병이나 양극성 장애가

있는 상자에게 투약하는 것은 허가받은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하나,그 외의 목 으로 ( 를 들어 치매자의 문제행동을 통제하기

해)사용한다면,FDA의 Blackboxwarning을 반한 것이 되어 항정

신병제 부 약물 사용에 해당한다.즉,동일한 약물이라도 세 가지 외

재 기 에서 다른 용을 받을 수 있다.

언 된 기 들 외에도 유럽 등에서 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기

으로 처방의 부 성을 평가한 STOPP(Screening Toolof Older

Persons’ Prescription)과 처방이 필요한 경우를 알려주는

START(ScreeningTooltoAlertdocterstoRightTreatment)가 있고

(Gallagher & O’Mahony, 2008), 캐나다의 기 인 Improved-

PrescribingintheElderlyTool(McLeodcriteria,McLeod, Huang,

Tamblyn,& Gayton,1997)등 10여개의 다양한 기 이 있다(Kashyap

& lqbal,2014).

외재 방식의 부 약물 기 은 문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객 기 으로 장 이 있지만,환자의 상태에 따라 상되는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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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감수하고 사용해야하는 외 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앞서 제시

한 3가지 기 (다약제 복용,노인 부 약물 사용,항정신병제 부

사용)은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한 기 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약물

-질병 상호작용에 해서도 포 인 기 을 제시하지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외재 기 으로 약물 사용의 부 성을 단하는 것은 확정

인 기 이라기 보다는 잠재 인 기 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발생 가능성

을 이는 방식으로 근하는 것이 할 것이다. 한 처방된 약물의

성은 평가할 수는 있으나 필요한 약물의 처방이 락되는 과소 이용

(underuse)으로 인한 문제는 진단하기 어려워 이에 한 연구가 부족한

한계로 언 되고 있다(Corsonello,Onder,Abbatecola,Guffanti,Gareri,

& Lattanzio,2012;Gallagher,Barry,O'Mahony,2007).

잠재 부 약물 처방의 황을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살펴

보았다.부 약물을 악하는 기 이 연구마다 다소 다르지만 다약제

처방 황에 한 2000년 이후 체계 문헌 고찰 연구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5개 이상 기 시 최 91%,9개 이상 기 시 최 74%,10개

이상 기 시 최 65%로 보고하 고,각국의 노인 장기요양 입소자

500명 이상의 조사를 통해 보고한 약물 사용 황은 스웨덴 11.9개(

수 9개),미국 8개( 수 7개),9.2(±4.2)개,3.8(±3.8)개,핀란드 7.9(±3.6)

개,유럽 7개국 7(±3.6)개,호주 6.0(±3.0)개로 보고하 다(Corsonello,

Pranno,Garasto,Fabietti, Bustacchini,& Lattanzio,2009;Jokanovic

etal.,2015).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노인 부 약물 사용 비율은 25~49%의 수

치를 보고하고 있다(Gupta,Rappaport,Bennett,1996;Corsonelloetal.,

2012).이 에서 노인에서 부 한 약물 기 을 제시한 Beerscriteria

를 용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연구인 Beers등(199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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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SkilledNursingFacility(SNF)에서 1,106명의 입소자 약 40%

가 하나 이상의 부 약물을 처방받았고,10%는 2개 이상의 부

약물을 처방 받았다고 하 다(Beers,Ouslander,Fingold,Morgenstern,

Reuben,Rogersetal.,1992).이는 재가 거주 노인의 14%에 비해 높은

수 이었다(Aparasu& Mort,2000).이후 미국 역에서 조사된 규모

의료비 패 자료를 사용하여 장기요양 시설 입소 노인의 50%가 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Lau,2004).Fialova등(2005)

은 유럽 8개국에서 2,707명의 재가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19.8%가 최소

한 1개 이상의 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동유럽(체코 41.1%)과

서유럽(평균 15.8%)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보고하 다.북미와 유럽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라질 장기요양시설에서

2012 Beers criteria(AGS,2012)를 용한 Vieira de Lima,Garbin,

Garbin,Sumida,Saliba(2013)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 82.6%가 어도 하나 이상의 노인 부 약물을 복용하고 있

었다.노인의 부 약물 사용에 한 체계 문헌 고찰 연구(Gallagher

etal.,2007)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약 12%,입소시설에서 약 40~60%가

부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Tjia,Field,Lemay,Mazor,Pandolfi,Spenard등(2014)은 요양시

설에서 항정신병제 처방율을 약 19%라고 보고하 다.요양시설에서 항

정신병제는 치매가 아닌 노인보다 치매를 가진 노인에게 더 빈번하게 처

방되었다(Rolland,Andrieu,Crochard, Goni,Hein,Vellas,2012).FDA

가 치매자에게 항정신병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과 반 로

Cohen-Mansfield,Juravel-Jaffe,Cohen,Rasooly,Golander(2013)은 요양

시설에서 치매자의 불안(agitation)등의 문제행동에 응하기 해서

Haloperidol과 같은 항정신병제(psychotropicmedications포함)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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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의사가 92.5%에 이른다는 보고를 하 고, Ervin,

Finlayson,Cross(2012)도 치매자의 문제 행동에 응하기 해 항정신

병제를 빈번하게 처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다.Kamble등(2010)

도 요양시설에서 1세 항정신병제 보다 임상의에게 안 하다고 인식되

는 2세 항정신병제의 off-label사용이 빈번하다고 하 으나,FDA는 1

세 와 2세 항정신병제 모두 치매자에게 사용할 경우 사망의 험이

증가한다는 경고를 하고,병원 입원 험도 1세 와 2세 항정신병제에

서 차이가 없어(Aparasu,Chatterjee,& Chen,2014)임상 지침과 나타

난 안 문제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Catic,2011;Lieberman,Stroup,

McEvoy,Swartz,Rosenheck,Perkins,Keefe,Davis,Davis,Lebowitz,

Severe,Hsiao,2005;Schneider,Tariot,Dagerman,Davis,Hsiao,

Ismail,Stroup,2006).

국내에서는 정 ,서 원, 수정,이은숙,이병구,김 일(2007)은

종합병원 1개소에서 입원 노인 환자와 외래 방문 환자를 상으로 2002

Beers’criteria등의 기 에 따른 노인 부 약물 사용 황을 악하

여 입원 환자의 42.7%가 1개 이상의 노인 부 약물을 처방받았으며,

이들 2개 이상의 노인 부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는 27.2%로 보

고하 다.이후 장일 ,이 수, 민경,조형우,오진선,이윤경 등

(2013)은 종합병원 1개소의 외래 방문 노인 환자에서 2012 Beers’

criteria기 에 따른 노인 부 약물 황을 악하여 외래 방문 환자

의 5.2%가 1개 이상의 노인 부 약물을 처방 받았고,이들 2개 이

상 처방받은 경우는 33.1%라고 보고하 다.신 정(2012)은 일개 학병

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거주환자 42명을 상으로

약물사용을 검토하여 평균 8.8(±3.6)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15명

(35.7%)이 최소 1개 이상의 노인 부 약물을 복용했고,4명(9.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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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복용한 것으로 보고하 다.노인포 평가를 통해 노인 부

약물을 처방받는 노인 환자의 비율을 하게 감소시킬 수 있어(35.7%

->14.3%)개입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Hwang,Kim,

Lee(2015)은 한국의 20개 요양원에서 2012년도 수집된 약물 내역을

2012Beers’criteria를 용하여 529명 308명(58.2%)가 어도 하나

이상의 노인 부 약물을 처방 받고 있었고,가장 빈번한 약물은 추

신경계 약물이 58.7%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항콜린 약물이 21.2%의

순으로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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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 설명과 모델

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았다.특히 환자안 의 에서 직 으로 부 약물 사용을 다

루지 않았더라도 부 약물 사용에 한 이론 근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포함하여 살펴보았다.Sutker(2008)는 그림 4에 제시한 것처럼

환자 요인, 문가 요인,기 요인,제도 환경 요인이 환자 안 을

하는 요소로 보았다.이 설명은 직 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 이

있지만 환자 안 에 미치는 향을 병렬 인 계로 설명한다는 에서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기에 아쉬움이 남는다.본 연구에서는 안

요소를 Sutker(2008)이 제시한 4개의 요인의 하나인 환자 특성(노인 장

기요양자 특성)부터 시작하여 안 리의 미시 인 상을 설명하는

Reason(1997)이 제시한 근방법인 인 모델,공학 모델,조직 모델

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을 활용하여 미시 차원을 정리하고,이어서 보

건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물 사용과 련된 보건의료 달과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과 모델을 정리하며,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 환

경을 추가하고,이들을 통합한 융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 다.약물 사

용의 상자인 노인 장기요양자의 특성부터 정리하여 거시 차원으로

나가면서 련된 주요 실증연구도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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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보건의료에서 안 의 요소 (출처:Sutker,2008수정)

1)부 약물 사용에 한 노인 장기요양자의 특성

련 연구

부 약물 사용과 련하여 부분의 실증연구에서 을 둔

것이 환자 특성과 취약성이다.환자의 특성과 취약성은 부 약물 사

용과 련성이 있으며, 가 험성이 높은 군이며,어떤 특성이 나타날

때 약물 사용에 더 주의해야하는지 근거와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주로 인구사회학 요인,건강 기능상태 요인으로 구

분할 수 있다.환자의 다양한 특성을 세분하여 살펴보는데 환자가 진단

받은 질병의 종류,개수,특정 질병 보유 여부로 구분하고,간이나 신장

과 같이 약물 사에 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장기의 기능 수 을 포함

하거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같은 기능 상태에 따라 험성이 달라지는지

찰한다.이를 통해 부 약물 사용 문제를 미시 차원에서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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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즉,알려진 험 속성을 가진

노인에게 약물 사용을 더 주의하는 것으로 험을 응할 수 있다는 가

정하는 것이다.

부 약물 사용과 련한 노인 장기요양환자의 특성에 한 체

계 문헌 고찰들(urkovi,Dodig-urkovi,Eri,Kralik,Pivac,2016;

Gallagheretal.,2007;Hajjar,Cafiero,Hanlon,2007;Tamura,Bell,

Inaba,Masaki,2012)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고려한 개인 수 요인을 살

펴볼 수 있다.Tamura등(2012)과 Hajjar등(2007)은 다약제 처방 련

요인들을 고찰한 연구를 보고하 고,Gallagher 등(2007)은 Beers’

criteria처방 련 요인을 살펴보았고, urkovi등(2016)은 노인에서 항

정신병제 사용에 한 문헌 고찰 결과를 제시하 다.

(1)인구사회학 특성

인구사회학 특성으로 성,연령을 주로 살펴보았고,일부는 인종,

경제 근성,교육수 을 살펴보기도 하 다.건강 상태에서는 기능 상

태(인지,일상생활수행능력),질병 상태를 살펴보고,보건의료 근성에서

처방약물 개수,의료이용 횟수,입소기간을 살펴보았다.

성과 연령은 부 약물 사용과 련하여 노인의 취약성을 고려

하기 해 일반 으로 검토하는 요인이다.성별의 향은 Gupta 등

(1996)과 Ruthus등(2013)의 연구와 같이 일부 연구에서 여성 노인에서

부 약물 처방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고하기도 하 으나, 부분의 연

구에서 련성이 뚜렷하게 찰되지 않았다(Hajjaretal.,2007;Tamura

etal.,2012).다음으로 연령은 유의하지 않거나 고령 노인보다 연소 노

인에서 부 약물 사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다(Hajjaretal.,2007;

Tamuraetal.,2012).낮은 교육수 은 부 약물 사용의 련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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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되기도 하 다(urkovietal.,2016;Hajjaretal.,2007).경제

수 이 낮은 노인에서 항정신병제의 부 사용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urkovietal.,2016)

(2)건강 기능 상태

기능 상태는 연령보다 직 으로 노인의 생물학 취약성을 나타

내기며 동 인 변화를 반 할 수 있다(Bengtson& Schaie,1999).인지,

일상생활 수행능력,의사소통과 같은 기능 상태를 다수의 연구에서 고려

하고 있었다.인지 상태는 두분의 연구에서 인지 장애(cognitive

impairment)혹은 치매인 경우 처방약의 개수가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Hajjar et al.,2007; Ruggiero,Lattanzio,Dell'Aquila,Gasperini,

Cherubini,2009;Tamuraetal.,2012;).일상생활수행능력은 다약제 처

방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거나 일부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수행의

의존성이 높을 경우 다약제 처방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 다

(Tamuraetal.,2012)

질병 상태 혹은 복합질환은 거의 모든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이다.

질병 개수가 증가하거나 복합 일 때 부 약물 사용의 확률이 증가하

다.만성질환은 다약제 처방에 미치는 향이 연구마다 상이하여 혼재

되어 있었다(Tamuraetal.,2012).특정 질환으로 보면,심장 질환,빈 ,

천식,소화기계 문제,골다공증,천식,당뇨를 가진 환자에서 다약제 처방

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기도 하 다(Hajjaretal.,2007).우울은 다약제 처

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하나 다(Tamuraetal.,2012).

(3)보건의료 이용

보건의료 이용 측면에서 기존 약물 개수가 많고,방문 빈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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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원 기간이 길고,보충 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입소 병원이용이

있으면 부 약물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실증 연구에서 검증

하 다(Fulton& Allen,2005;Hajjaretal.,2007;Tamuraetal.,2012).

처방받은 약물의 개수는 부 약물 사용의 가장 향력이 큰 변수

다.약물 개수가 증가할수록 부 약물 사용의 가능성이 증가하 고,

연구에서 부분 일 된 결과를 얻었다(Fulton& Allen,2005;Gallagher

etal.,2007;Hajjaretal.,2007).이를 Rochon과 Gurwitz은 prescribing

cascade로 설명하기도 한다.복합 인 상태를 가진 노인이 약물 복용으

로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약물에서 기인한 것인지 복합 상태에서 기인

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발생한 이상 증상에 응하기 해

추가 약물을 투입되면,다른 약물 다른 이상 반응이 연쇄 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ochon & Gurwitz, 1997; Bürkle, Müller

Patapovas,Sonst,Pfistermeister,Plank-Kiegeleetal.,2013).특정 약물

종류(항 제,이뇨제,비스테로이드계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부

약물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기도 한다(Pretorius,Gataric,

Swedlund,& Miller,2013).

입원(입소)기간은 기간이 길수록 약물 사용량이 증가하고,노인에

서 잠재 으로 부 한 약물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

었으나,실증 분석에서는 입원(입소)기간이 부 약물 사용에 유의한

향이 없다는 연구(Monette, Alessa, McCusker, Cole, Voyer,

Champoux etal.,2012)도 다수 있어서 향이 연구마다 상이하 다

(Tamuraetal.,2012).의료의 근을 용이하게 하는 보충 보험이 있

는 것은 다약제 처방의 련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Hajjaretal.,

2007),보충 보험이나 입소 병원이용은 연구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Tamuraet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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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내 연구

국내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를 상으로 한 Hwang등(2015)의 연

구는 노인 부 처방 련 요인을 살펴보기 해 연령,성,처방약물

개수,복합질환 개수,일상생활수행능력,입소기간,장기요양 등 을 분석

모형에 투입하 다.이 처방약물 개수가 증가할수록 노인 부 약

물 처방 가능성이 증가하 고,장기요양등 이 최 증인 1등 에 비해 3

등 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다른 요인들은 유의한 련

성이 없었다.장기요양등 3등 에서 노인 부 약물 처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증도가 덜하고,치매가 많은 것으로 해석하 다.

(5)부 약물 사용에 향을 미치는 노인 장기요양자 특성 련

연구 모델

지 까지 살펴본 다수의 선행연구는 명시 으로 혹은 잠재 으로

부 약물을 투약 받은 노인의 특성에 밝 어떤 노인이 더 취약하며,

더 험한지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 임상 인 상황을 심으로 살

펴보고 이론 틀에 기반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최근 일부 선행연구에

서는 부 약물 사용에 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을 이론 기반에서

살펴보기 해 Andersen-Newman 모델을 활용하기도 하 다(이종경,

2011;Blalock,Byrd,Hansen,Yamanis,McMullin,DeVellis,etal.,

2005;Clifford,Barber,Home,2008).이 모델은 보건의료 이용이 환자

개인의 특성과 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최근에는 개인을 둘러싼 맥락

효과를 모델에 추가하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기본 으로 환자 개인의 특

성이 의료이용 행 를 결정하는데 향을 다고 본다.구체 으로 사회

특성,인구학 특성과 같은 진요인(predisposingfactor),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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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 상태나 보험가입 여부,사회 지지 등의

가능요인(enablingfactor),보건의료 이용의 행 가 필요한 건강 상태(주

건강 상태,질병 개수,기능 상태 등)를 나타내는 필요요인(need

factor)로 구분한다(이종경,2011).

기능 상태가 양호한 노인에서 부 약물 사용의 련 요인을

악할 때 Andersen-Newman모델에 기반을 두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그러나 본 연구의 상자는 노인 장기요양자로 인지나 일상생활수행

능력과 같은 기능 상태가 하된 (혹은 의존 인)경우가 일반 이며,입

원한 병원 혹은 입소한 시설에 어를 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

한 혹은 한) 약물 선택에 미치는 향은 히 어들어

Andersen-Newman모델이 충분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부 약물 사용에 한 인 ,공학 모델의 설명

안 과 련된 부 행 를 설명하는 통 인 방식은 행 자에

을 두는 것이다.안 사고나 오류가 발생하면 직 으로 혹은 마지

막 과정에서 여한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된다.이를 설명하는 모델이 인

요인 모델이며 인 요인의 한계를 공학 으로 개선한 것이 공학

설명모델이다.

(1)인 요인 모델

인 요인 모델은 인 요인(humanfactor)을 사고 혹은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보는 개인 근(personapproach)방식이다.이 모델은

사람은 자유 행 자로 보고 안 하지 않은 행동으로 특히 마지막 단계에

있는 개인(peopleatthesharpend)의 안 하지 않은 행동으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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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다고 여긴다.인 오류는 부주의,건망증,동기 부족,경솔함,지

식 숙련도와 경험 부족,태만,과실,소진과 같은 심리 요인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보상,처벌,비난,교육을 통해 교정하려고 한다

(Reason,1995).실수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기능주 사고 방

식을 기반으로 한다.인 요인 모델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비

난에 한 우려와 두려움 때문에 사고 는 오류에 한 보고가 활성화

되기 어렵다는 비난을 받는다.이는 오류로 부터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어들고,특히 발생할 뻔 했던 사고는 감추게 되어 교정하는 것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반복된다는 심각한 단 을 지 한 것이다.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역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서 여 히

인 요인 모델이 용되고 있다.특히 보건의료 분야 에서도 계

조직 문화를 가진 역에서 쉽게 발견된다.

인 요인 모델로 부 약물 사용을 설명한다면 처방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진 처방의사의 부주의,지식의 숙련도,과실과 같은 인 오

류에 주목할 것이다.오류는 아니라 하더라도 처방의사가 어디서 교육훈

련을 받았는지 문분야는 무엇인지에 따라서 변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수도 있다.처방의사와 함께 부 약물을 검하고 투약 에 악하

는 역할을 기 하는 문 인력으로 약사와 간호사를 생각할 수 있다.약

사는 처방 검토,조제,기록 리를 하며,간호사는 병상에서 환자에게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찰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약물 오류와

련이 있다(Bates,Cullen,Laird,Petersen,Small,Servietal.,1995).

부 약물 사용과 련된 문가의 인 요인에 을 둔 실증

연구를 살펴보았다.Cahir,Fahey,Teljeur,Bennett(2014)의 연구는 노인

부 약물 처방이 의사 특성(성,지역,박탁수 )과 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아일랜드 연구로 1,938명의 일반의사(Generalpractioners)와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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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자료에서 추출한 33만 명의 환자자료를 이용하여 다수 분석하

다.환자 특성을 통제하기 에 처방 의사에 따른 부 약물 처방 정

도는 상당한 변이를 나타냈으나( 수 35%,IQR30-40%),환자 특성을

통제한 후에 주요 처방 의사의 특성의 유의성이 사라졌다고 보고하 다.

Cohen-Mansfield등(2013)은 노인병 문의가 그 지 않은 의사에 비해

부 약물 처방을 덜하고 비약물 재를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여 처방자의 교육 문성이 부 약물 사용에 향을 다고

설명하 다.

노인 장기요양자에게 부 한 약물 사용이 건강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한 다수의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은 부 약물을 취약 노인의 첫 번째 치료방법으로 선택하

고 있다(Corsonello등,2012).이는 의사 개인의 선택 혹은 향으로 설

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가 개인에만 을 두

는 것 보다 방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한 체계를 만드는 방식이 문

제해결을 해 할 것이다.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를 더

욱 감추게 하여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여러 단계

를 거쳐 환자에게 달되는 과정에서 처방에 한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환자 보호자 특성,조직 특성,환경 요인)을 간과하고 드러난

인 요인들만을 강조할 수 있기에 인 요인 모델만으로는 충분한 개선

을 기 하기 어려울 것이다.

(2)공학 모델

인 오류를 기술을 활용하여 이기 해 공학 모델이 등장하

다.불완 한 인간의 단과 수행에 따른 험을 보다 안 하게 만들

기 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을 주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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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를 설명하는 기 이론은 Heinrich의 도미노 이론(Dominotheory,

Hayhurst,1932)이다.하나의 요인에서 출발하여 연속 인 과정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며 연쇄반응은 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도미

노 이론에서 사고는 인 혹은 기계 험(personalormechanical

hazards)에 의해서 발생하는데,개인의 부주의,장비의 부 한 설계

리와 같이 결함이 있을 때 험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이를 교정하

기 해서 제시된 3가지 방안은 험을 통제하기 한 공학

(engineering),작업자에 한 안 교육(education),표 지침과 규율

규제의 강화(enforcement)이다.

부 약물 사용의 이고,인 오류가 약물 해 사고로 이어지

지 않도록 인간 공학 장치들이 여러 역에서 도입되고 있다(Carayon,

Xie,Kianfar,2014;Reid,Compton,Grossman,Fanjiang,2005).약물처

방 달시스템에 정보통신 기술이 용된 를 들 수 있다.부 한 약

물 처방( 복 처방,연령 기 처방,복용량 과다 등)이 있는지 실시간으

로 검할 수 있는데 처방의사와 조제약사에게 사 에 설정된 기 에 따

라 부 약물 사용의 가능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Bates(2007)은 미국 IOM에서 제시한 안 한 약물 사용을 한 공학 기

술의 도입의 사례로 바코드 기술 실행 이후 잠재 ADE가 0.19%에서

0.07%로 63% 감소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안 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란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다.둘 이상의 처방의사가 각기 동일한

종류의 약을 처방하여 복 투여되지는 않았는지,고령자나 유아와 같

이 특정 연령에서 사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약물을 처방

했는지,실수로 상용량을 과하여 기입했는지 등을 검할 수 있다.의

약품안 사용서비스가 효과 으로 작동하기 해서는 제공하는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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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와 민감도가 요하다.정보의 정확도가 낮고,민감하지 않으면 사

용자는 불필요한 알람(잡음,noise)으로 취 하여 주목하지 않는다. 한

사용자가 노인 부 약물에 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DUR을

통해 발생한 정보를 쉽게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안 사용서비스

만으로 노인 약물 안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모델을 구성하면서 인 요인 모델과 공학 모델

의 요인들을 검토하 으나,최종 모델에 투입하지는 못하 다.우선 인

오류에 한 부분은 찰 혹은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내재

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처방 내역 외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외재 과는 거리가 멀다.처방의사의

특성에 한 것은 장기요양세 에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처방의사를

직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공학 모델의 사례로 제시했던

의약품안 사용서비스의 향은 2015년 10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 노인 부 약물 목록을 포함한 강화된 의약품안 사용서비스가 제

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c7))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그 이 에 수집

된 자료를 이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최종 연구 모델에서 고려하지 않았

다.

7)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도자료(2015.9.30.)를 통해 2012Beers’criteria를 근

거로 2015년 10월 1일부터 운동성실조,과진정 등이 나타나기 쉬운 장기지속

형 벤조다이아제핀 13개 성분,기립성 압,항콜린 작용에 의한 구갈,배

뇨골란 등이 나타나기 쉬운 삼환계 항우울제 7개 성분으로 소량부터 신 하

게 투여해야하는 것이 권장되는 의약품 20개 성분을 ‘노인주의 의약품’으로

발표하고, 의약품 안심서비스(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Drug

UtilizationReview,DUR)으로 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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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약물 사용에 한 조직 모델의 설명

앞서 설명한 인 요인 모델과 공학 모델이 직 인 사고 원인

과 과정에 을 두었다면,조직 모델은 조직의 특성과 맥락과 같은

잠재 요인에 을 둔다.조직 모델에서는 조직 시스템 반의 잠

재 상황이 사고 발생에 향을 다고 가정한다.오류의 기원은 상

단계의 시스템 요인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 오류를 사고의 원인이

라기보다 하나의 결과로 본다.핵심은 시스템 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며,

해 사건(adverseevent)이 발생하면 실수를 지른 사람이 아니라 어

떻게 방어 기제가 실패했고,왜 실패했는지를 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인 오류에 한 시스템 근(system approach)이라고 부르며,앞서 인

요인 모델의 개인 근(personapproach)과는 철학 기반이 다르다

고 볼 수 있다(Reason,2000).

(1)고신뢰 조직 이론과 정상 사고 이론

시스템 근에 따라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패러다임은 고신

뢰 조직 이론(highreliabilityorganizationtheory)과 연결된다. 험도가

높은 원자력발 산업,항공 산업에서 시작하 는데 이들 산업은 다양해

보이지만 안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용된 기술이 험과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인 오류 는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조직

시스템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신뢰 조직은 과거의 사고로부터

학습하고,안 수 을 높이기 한 방안을 마련하여 복 감시 체계를

통해 충분히 험한 시스템을 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Morone&

Woodhouse,1986).

고신뢰 조직 이론과 반 로 험은 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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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일상 사고 이론(정상 사고 이론,normalaccidenttheory,Perrow,

1994)은 사고는 인간의 의도하는 로 통제할 수 없고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그 이유를 복잡성

(interactivecomplexity)과 시스템 간의 한 련성(tightcoupling)으

로 설명한다.복잡성은 시스템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데 한 부분의 실패가 서로 의존 인 다른 기능의 실패로 이

어져 문제가 발생한다. 한 련성은 두 역 사이의 완충역이 매우

작아 강하게 결합된 것을 일컫는다. 한 련성은 과정이 빨리 진행

되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고 작은 실패가 큰 사고로 발 될 수 있다

(Perrow,1994).

잠재 부 약물 사용은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 으로 작용하고

처방부터 투약까지 강하게 련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이는 일반 으로

보건의료 달이 복잡하고 결합이 강한 시스템의 특성을 갖는 것과 같다.

이런 특징은 일상 사고 이론이 가정한 상황과 비슷한 도 있지만

IOM와 미국 NationalPatientSafetyFoundation은 일상 사고 이론을

용하기 보다는 고신뢰 조직 이론에 기반하여 설명하고자 하 다(IOM,

1999).즉,보건의료과정에서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시스템을 안 하

게 하여 사고를 일 수 있다고 본다.National Patient Safety

Foundation은 약물의 치료 효과를 최 로 하되 험은 감소시켜 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안 의 범 를 설정하는데 노력한다.

보증할 수 있는 안 수 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며 이 안 수 은 고

정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험이 악되면 그 험이 안 의 추가 인

요구 조건이 된다(IOM,1999).IOM의 보고서(1999)는 안 수 을 높일

수 있다면 사고 험과 그로 인한 해를 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 에서 부 약물 사용을 이기 한 지침이 제시되었



- 42 -

고,노인환자에게 더욱 신 할 것을 제안되고 있다.일례로 노인에서 합

리 약물 처치를 한 MASTER라는 지침8)(Garnett& Barr,1984)은

안 의 범 내에서 사용하기 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스 스 치즈 모델과 보건의료에의 용

앞서 조직 모델을 설명하면서 소개했던 시스템 근은 Reason에

의해 ‘스 스 치즈 모델’로 발 했다(Reason,1995).단순히 말단의 담당

자를 비난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 오류

를 이기 한 근을 제시한 것으로 어떤 인간도 행 의 완벽성을 추

구하는 불가능한 목표 신 구멍과 같은 잠재 오류를 축소하는데 보다

을 맞춘다.여러 개의 방어 기제가 겹쳐서 구멍들이 일렬로 배열되

어 오류가 사고로 이어지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방어 기제의

구멍은 가시 실패(activefailures)와 잠재 상태(latentconditions)로

발생한다. 자는 환자 혹은 시스템과 직 인 련된 사람에 의한 불

안 한 수행이다.빠뜨림(slips,lapses9)),실수(mistakes), 차 반

(proceduralviolations)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잠재 상태는 시스

템에 내재된 것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악될 수 있고, 해 사건이

일어나기 에 조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이는 험 발생에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 에 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Wachter,2009).

개인 근을 넘어 시스템 근이 필요성을 제시하 다는 에서

8)MASTER는 약어로 약물 종류와 수의 최소화,노인에게 합한 약물 안

고려,낮은 용량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증량,환자반응에 따라 용량 조 ,환

자 교육,주기 으로 반응을 찰하고,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slips  식  행동  아니라 동  행동 로 착 가 발생하는 것 다. lapses는 

slips  같  식  행동  아니지만 실  착 가 사고로 어지지 않아 찰할 수 

없다. 에 반해 mistakes는 잘못  택  하여 발생하는 것 로 출 한 지식, 경험

, 하지 못한 보, 잘못  규 나 차  용과 같  수행  계 한 도

가 반  것 다(Wacht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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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rganizational accident model (adapted from Reason,

1997)(Source:Vincent,2010)

 
요한 방향 환의 계기가 되었다.

Vincent는 Reason의 모델을 확장하여 보건의료 세 이 용한 모

델이다(Vincent,2010).Vincent의 모델은 Reason모델에서처럼 오류 발

생의 기여 요인과 조직 요인을 구분하여 여러 단계의 요인이 있다고 설

명하 다(Vincent,Taylor-Adams,& Stanhope,1998).구체 으로 사고

발생에 향을 주는 조직 요인으로 조직과 리,업무 환경, ,개별 직

원,과업,환자 요인이 있음을 설명하 다.Vincent(2003)는 오류와 사고

의 잠재 실패와 기여요인이 작동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잠재 실패는 조직과 리에서 리자가 안 문제에 한 불충분한 우

선순 를 설정하고, 해사건으로부터 학습의 기회를 박탈하며,수행자에

한 비난의 분 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 의 안 문화 형성에 부정

향을 주고 이것이 고착화되어 잠재 상태를 형성한다.다음으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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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오류/사고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들이다.(1)업무환경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환자와의 시간 감소,(2) 내부의 열악한 의사소통 방식,(3)

개별 직원의 지식과 경험 부족,피로와 스트 스,(4)과업과 련된 분

명한 지침이 부족한 경우,(5)환자 상황의 복잡성과 환자와 돌 자 사이

에 의사소통의 장애가 오류 기여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직 수 에서 잠재 부 약물 사용의 련 요인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조직 수 의 요인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규모,설립

형태,인력 수 ,환자 안 문화,지역,의사방문 횟수 등을 포함한다.

기 의 규모는 처방약의 개수와 련이 있었다.규모가 큰 시설에서 처

방약의 개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Tamuraetal.,2012). 규모의

조직은 나름의 규정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다만 다른 연구에서

는 규모의 향이 뚜렷하게 찰되지 않았다(Dwyer,Han,Woodwell,&

Rechtsteiner,2010;Fulton& Allen,2005).설립형태를 리와 비 리로

구분하면, 리 시설에서 비 리 시설에 비해 다약제 처방의 가능성이

낮았다(Tamuraetal.,2012). 리 시설을 더 좋은 질을 제공하기 한

동기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어의 문성 수 (intermediatecare

facility와 skillednursingfacility)에 따른 부 약물 사용은 유의하지

않았다(Dwyeretal.,2010;Fulton& Allen,2005;Tamuraetal.,2012).

인력 에서도 간호인력(nursestaffing)과 환자 안 의 계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결과는 혼재되어 나타났다.간호인력의 업무 부담 정도

를 요하게 여기고 인력 수 (staffinglevel)과 인력 구성(mix)으로 측

정하는 것이 일반 이며 간호 민감 질 문제에는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ge,2004).

환자 안 문화는 환자 안 수 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언

되어 왔으나 이를 부 약물 사용과 련하여 실증 연구로 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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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드물게 찾을 수 있었다.Barber,Alldred,Raynor,Dickinson,

Garfield,Jesson등 (2009)는 국 장기요양시설 55개소의 256명의 입소

노인을 상으로 향 연구 설계로 문제의 규모를 악하고, 련 원

인을 질 연구방법으로 악하 다.평균 8.0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69.5%의 입소자가 하나 이상의 오류에 노출된 상황에서 인터뷰를 통해

약물 오류는 환자 안 문화와 련되어 있다 것을 찰하 다.처방자

는 노인장기요양자에 한 정보가 부족했고,종사자들은 높은 업무량과

약물에 한 훈련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었고,정확하지 않은

처방 달 체계와 투약 체계가 오류의 원인으로 제시하여 Reason이 설

명한 latentfailures에 해당하는 조직 문화(organizationalculture)가

반 으로 향을 주고 있어 요성을 설명하 다.

4)보건의료제공 과정과 약물 사용의 건강 결과

앞서 언 한 설명이나 모델은 부 약물 사용을 야기하는 요인

을 설명하는 모델이었다.여기서는 부 약물 사용의 련 요인과 부

약물 사용이 노인 장기요양자의 건강 결과에 미치는 향을 통합하

여 설명할 수 있는 질 보장 련 보건의료제공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표 인 설명방식은 Donabedian(1988)이 개념화한 구조-과정-성과 측

정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다.Donabedian모델은 구조와 어의 과정이

환자에서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며 질 향상을 한 측정에서 가치

를 인정받고 있다.결과에 향을 미치는 어의 과정이 무엇인지 밝히

는 것은 질 향상과 환자안 을 해 요한 요소가 되었다(Werner,

2013).부 약물 사용은 어의 과정에 해당한다.조직의 구조 요인

이 부 약물 사용에 향 요인으로 작용하고,부 약물 사용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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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구조,과정 요인과 결과의 연계 개념도 (출처:Lilford등,2004)

인 장기요양자의 건강 결과에 향을 수 있다.

Donabedian모델은 직 이고 용가능성이 높은 장 을 갖지만

동시에 선형성의 한계가 있다.즉,구조가 과정에,과정이 결과에 향을

주는 선형 계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실을 단순화했다는

지 을 받는다(Carayon,Haundt,Karsh,Gurses,Alvarado,Smith,

Brennan,2006).최근에는 선형 계에서 벗어나 조직 수 의 과정과

재요인을 추가한 변형도 나타나고 있어(Lilford, Mohammed,

Spiegelhalter,& Thomson,2004)다른 모델과의 융합 가능성에 실마리

를 제시한다.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융합 모델 용한 사례가 있다.

Carayon등(2006)은 안 공학과 Donabedian의 모델,Vincent모델을 통

합하여 작업환경의 인체공학 요인을 강화한 모델(SEIPSmodel)을 새

롭게 제시하 고,Lau등(2004)도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처방의

험 요인과 건강 결과를 분석하기 한 통합 모델을 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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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bedian모델을 토 로 개인 수 요인과 기 수 의 요인을 통합

하여 제시한 바 있다.

한편,약물 사용이라는 임상 과정이 련된 건강 결과로 이어지는

것에 한 다수의 실증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었다.이들 연구에서 주목하

는 것은 약물 련 문제(Drug-relatedproblem)로 부 약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 결과(healthoutcome)이다.이를 통해 보건의료의 서

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정(process)지표와 결과지표를 동시에

찰할 수 있다(Jano& Aparasu,2007).Jano와 Aparasu(2007)은 부

약물 사용으로 인한 건강 결과를 살펴본 선행 연구를 체계 문헌 고찰

하여 약물 유해 반응(adversedrugreaction,낙상,신체 기능 하,통증,

섬망),비용(약물 구입 비용,건강 결과 련 비용),건강 련 삶의 질,

병원입원(입원 여부,입원 횟수,입원 기간),기타 보건의료 이용(응 실

방문, 원),사망(추 조사 시 사망률,동일 기 내 사망 험도)을 약

물 련 문제로 구분하 다.

부 약물 사용이 건강 결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실증 연구

는 많지 않았고 결과도 혼재되어 있다(Jano& Aprasu,2007).장기요양

분야에서 부 처방과 련되어 검토되었던 건강 결과는 사망(Lau,

Kasper,Potter,Lyles,& Bennett,2005), 성기 의료이용(Lauetal.,

2005;Perri,Menon,Deshpande,Shinde,Jiang,Cooperetal.,2005;

Reich,Rosemann,Rapold,Blozik,& Senn,2014),주 건강상태(Fu,

Liu, & Christensen, 2004), 약물 련 문제(Weech-Maldonado,

Meret-Hanke,Neff,Mor,2004)등이 있었다.Lau등(2005)에 따르면 부

약물을 사용한 장기요양입소자의 병원입원 험도는 약 1.27배 증

가하고,사망률도 약 1.28배 증가하 다.이 한편을 제외하고 사망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Ja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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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asu,2007).Perri등(2004)은 미국 메디 이드 청구자료를 분석하여

싱홈 입소자 노인 부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에 성기 병원 입

원 확률이 2.3배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노인 에서도 허약한 노

인들이 부 한 약물 사용으로 인한 험이 높으며,다약제 복용으로

낙상,섬망 같은 부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내에서도 취약한 군에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Hubbard,O’Mahony,Woodhouse,

2013)는 노인 장기요양자의 약물 사용 리의 요성을 다시 언 한 것

이다.

국내 선행연구 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결과로 성기 의료

이용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 이었다.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청

구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이용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으며(송 종,채정미,이병란,이경민,2010;이정면,박민정,한은정,

서은 ,2012;정 숙,2011),이들 연구는 장기요양 서비스와 의료 서비

스의 계(장기요양서비스의 의료이용 감소효과,이용경로,장기요양자의

의료서비스 필요도 등)를 악하는데 심을 두고 있었다.

한편,Donabedian모델은 구조 는 시스템을 조직 내부에 한정하

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조직수 에서 환자안 을 설명하

는 모델이나 사고원인을 밝히는 모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표

으로 근본원인분석(rootcauseanalysis[RCA])과 오류유형과 향분

석(failuremodeandeffectsanalysis[FMEA])의 논의는 조직 수 을

넘지 않는다.이는 환자안 문제가 조직 차원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응하는 것에 심을 두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제공과정에는 조직 수 을 넘는 련 요인들이 있

다.Reid와 동료들(2005)은 Ferlie와 Shortell(2001)이 보건의료시스템 구

조를 4-levelmodel로 설명한 것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시스템 구조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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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구성 요소 간 상호의존성,자원 할당,변화 수단을 살펴보는데 활

용한 바 있다.4-levelmodel은 환자(theindividualpatient), 어 (the

careteam),조직(theorganization),정치 경제 환경(thepoliticaland

economicenvironment)으로 구성된다.4번째 요인인 정치경제 환경은

구조와 성과에 향을 주는 다양한 개체로 구성되며 정부,구매자와 같

은 개체가 보건의료제도와 시장의 환경을 조성하고,교육,연구에도 향

을 미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노인 장기요양자의 약물 제공 과정

을 정리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따라 약물

제공 과정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일반 인 노인 장기요양자의 약물 제

공 과정은 의사가 처방을 하고,약사가 조제를 하며,장기요양 기 /병실

에서 투약 모니터링 등 리가 이루어진다.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부분 원내에서 처방/조제/투약 모니터링이 진행되며,요양시설 입소자

는 지역사회 병원/의원에서 처방되거나 혹은 탁의에 의한 처방을 받고

지역사회 약국을 거쳐 요양시설로 반입되고,간호인력 등에 의해 투약

리 된다.요양병원에서는 때로 다른 병의원에서 처방 받은 약(원외처

방약 는 지참약이라고 부르기도 함)을 병실로 반입하기도 하는데 이에

한 리 규정에 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10). 한 요양시설에서

탁의는 처방에 한 리와 책임에 있어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형식 인 수 에서 탁의 진료가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야 탁

의 진료비 등에 한 규정 신설이 논의되는 상황이다11).

보건의료체계는 좁게는 질병치료에 직 련된 인력과 시설

10)청년의사 인터넷 기사 (2015.05.22).요양병원 불법 원외처방 빈번...집

심사 실시

11)데일리메디 인터넷 기사 (2016.06.02).요양시설 탁의,행 수가 아닌 인

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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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작동하기 해서 보험기 ,교육기 ,행

정기 ,기업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그 외부에는 정치,경제,사회,문

화의 제반 요인들이 향을 미치게 된다.서로 연결되어 상호 향을 주

고받는 것이다(조병희,2015).이 에서 의료 오류(medicalerror)의

발생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인 요인과 의료 복잡성(기술 복잡성,집

어 등)외에도 체계의 실패(시장의 실패,기 간/내 정보 교류의 실

패,규제 리감독의 실패)가 부 약물 사용과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Wachter,2009).약물 사용의 안 수 을 확보와 같이 의료의

질을 리하기 해 보건의료체계는 질 리 방법으로 기 의 인정제도,

이용도 검사,질 감사,제공자에 한 지원,정보공개,성과에 따른 보상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김창엽,2009).그 질 감사(의료서비스 평

가)는 로그램 는 서비스의 운용과 결과에 하여 체계 으로 검토하

고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평가를 하는 목 은 행 의 잘잘못을 따지기

한 것이라기보다 의료의 과정을 개선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조

병희,2015).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정성 평가

를 받고 있고,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 마다 기 의

질 수 을 평가받고 있다.두 종류의 기 에 한 평가결과는 5등 으

로 환산되어 일반에 공개되며,요양시설 기 평가는 상 10%에 속하

면 가산을 받는 인센티 가 있다.평가항목 에 약물 사용의 안 과

련된 항목은 보 상황을 검하고,투약일지를 작성하는 등 일부이지만

기 별 세부 항목의 수는 공개되지 않는다.그 지만 반 인 기 의

질 수 을 객 으로 악할 수 있다는 에서 질 감사의 결과는 연

구 모델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제도 차원에서 장기요양분야의 약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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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낮은 수 이다.목표제시, 략 혹은 지침이 부재하다.일부 학회를

심으로 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에 반 되고 있지 못하다.미국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the Joint Commission

AccreditationLong-Term Care는 2013장기요양 국가 환자안 목표

(2013Long-Term CareNationalPatientSafetyGoal)를 제시하면서 안

한 약물 사용이 장기요양 환자안 달성을 한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지 이다.따라서 보건의료제도 수 의 요인들은

성 평가 결과와 같은 일부 요소만 본 연구의 연구모델에 반 할 수 있

을 것이다.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외국 연구에서도 보건의료 제도 요인을 고

려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Briesacher, Limcangco,

Simoni-Wastila, Doshi,Gurwitz(2005)은 약물 리감독 변경 후의

상황을 실증 분석한 연구로 미국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약물 사용 리

(drugutilizationreview)의 도입하고 약물 처방 련 지침을 배포한 이

후 부 약물 처방이 28.8%에서 25.6%로 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 약물 안 수 개선을 한 연구에서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원에서

부 약물이 덜 사용되고,노인병 문의가 주도하는 다학제 근

이 부 약물을 이는데 기여하며(Kaur,Mitchell,Vitetta,Robert,

2009),의사방문이 히 통제되지 않고,다수의 처방의사가 존재하면

다약제 복용 가능성이 증가하다는 보고도 있었다(Fulton& Allen,2005;

Dwyeretal,2010).노인 장기요양자는 복합 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물 사용에 한 리 주체와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

나 이에 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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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헌 고찰의 시사 과 본 연구의 모델

장기요양 분야에서 한 약물 사용의 문제제기는 1990년 반

부터 지속되고 있다.약물의 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 들이 제시되

고 있고,내재 방식과 외재 방식의 기 이 임상 장과 규모 연구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이들 기 들도 새로운 근거와 약물들이 추가됨에

따라 지속 으로 개편되어 왔으며,부 약물 처방과 련된 요인을

악하고,건강 결과를 평가하는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부 약물 사용과 건강 결과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으

며,그 결과도 혼재되어 있었다. 한 상당수의 연구가 황 악을 하

고,처방된 약의 패턴을 악하며,처방받은 개인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심을 두어 있었다.장기요양 기 의 특성이나 맥락 효과를 고려한

연구는 Lau(2004; 2005), Kamble 등(2010), Patterson 등(2014),

Weech-Maldonado등(2004)으로 소수에 그쳤으며 다양한 세 에서 다기

을 상으로 한 연구 역시 소수에 그쳤다.국내연구는 기에는 성

기 심으로 노인환자를 상으로 외국의 기 을 도입하여 황을 악

하고 노인의 약물 사용 안 성을 높이기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 약물 사용의 요인과 향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기 해 이론 설명을 제시한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지

까지 살펴본 모델 하나의 모델로 부 약물 사용을 설명하고 부

약물 사용으로 인한 건강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개

별 요인에 해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 결과와 모델을

검토할 때 제한 으로 (1)임상 상황을 벗어난 포 의 부재,

(2)측정할 수 있는 요인에만 집 하는 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이

로 인해 조직 수 과 제도 환경 요인을 고려한 실증 연구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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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따라서 기존 모델을 융합하고,노인 장기요양 역의 특

성을 고려한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융합 모델(융합

이론,combinationtheory)은 사고는 여러 모델의 요인들과 련되어 있

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하여 문제 해결을 하려는 근 방식이다(Yates,

2015).

기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노인 장기요양자 특성과 안 문제를

설명한 이론,보건의료제공 과정과 약물 리의 특성을 설명한 모델을

통합하여 본 연구를 한 융합 모델을 고안하 다(그림 7).노인 장기요

양자 특성은 인구사회학 특성과 건강 기능상태가 직 으로 부

약물 사용과 련되었다고 볼만한 실증연구들이 있다.연구마다 결과

가 일 되지는 않지만 노인 장기요양자의 기본 인 특성 하나로 이를

모델에 고려하는 것이 할 것이다. 한 기존에 처방된 약물의 개수

나 여러 기 에서 의료이용을 하는 것과 같이 기존 의료 이용 양상도 부

약물 사용과 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선행연구에서 기존 처방

된 약물 개수와 처방의사 수는 부 약물 사용에 향을 주는 요인이

었다.입소 병원 이용 여부도 부 약물 사용에 련성이 있다고

본 연구도 있었다.기존 의료 이용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건강 기능 상태에 련이 있을 것이다.이는 기존 의료 이용

에 향을 주는 진요인 가능요인이고,필요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간 으로 부 약물 사용에 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보호

자 요인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보호자는 노인장기요양자를 신하여 부

약물 사용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보호자가 자주 방문하여 노인

장기요양자의 상태를 살피고,부 한 약물 사용에 한 감시자 역할을

한다고 일부 연구에서 보고한 바 있다. 한 기존 의료 이용 기 을 이

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달과 의사소통이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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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 련 요인과 건강 결과

연구를 한 융합 모델

 
문에 기존 의료 이용의 향 정도에 간 으로 향을 수 도 있을

것이다.

부 약물 사용을 설명하는 조직 수 의 요인은

Donabedian(1988)의 구조-과정-결과 개념 틀과 Vincent등(2010)의 조직

사고 모델을 융합한다.좋은 구조 특징은 좋은 과정으로 연결되는 선

결요건이고,좋은 결과의 선결요건이고(Donabedian,1988),구조 는 과

정 지표는 그 자체로 어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Lohr,

1988).즉,기 의 구조 특징(structure)이 부 약물 사용이라는 과

정(process)에 향을 주고,이는 노인 장기요양자의 건강 결과(outcome)

에 이어지는 모델이다.마지막으로 제도 환경 요인은 장기요양기 을

둘러싼 외부 요인들로 향을 행사한다.기 의 인증과 평가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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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약물 사용 련 항목이 있는지,약물 사용 리를 한 제도

근 방식은 무엇인지,약물 사용과 련된 지불 보상 제도의 특성은 무

엇인지가 조직 수 의 행태에 향을 주고,결국 부 약물 사용과 건

강 결과에 향을 것이다.따라서 제도 환경 요인도 융합 모델의

한 부분이 된다.개인 수 ,조직 수 ,시스템 수 의 련 요인들이 부

약물 사용에 향을 주고,부 약물 사용은 건강 결과에 향을

주는 것을 융합 모델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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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 모형과 방법

1.연구 설계

1)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장기요양의 부 약물 사용 황을 악하

고 련 요인을 분석하는 ‘분석 I’과 부 약물 사용이 노인 장기요양

자의 건강 결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분석 II’로 구성되어 있다.분석

I에서는 노인 장기요양자(요양병원 입원환자,입소시설 입소자)의 건강

기능 상태에 한 포 평가 정보,처방 약물 목록,기 특성에

한 설문 조사 자료를 연결하여 부 약물 사용(다약제 복용,노인 부

약물 사용,항정신병제 부 사용) 황을 악하고,부 약물

사용과 련된 요인을 개인과 기 수 으로 악한다.분석 II에서는 노

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과 련된 건강 결과를 악하기 해

서 노인 장기요양자에서 요한 약물 련 문제인 ‘섬망’과 ‘성기 병원

입원’을 건강 결과 변수로 한다.그림 9의 융합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 I

과 분석 II에서 실증 연구로 검증할 수 있는 범 로 규정한다. 한 같은

시스템 내에 있는 기 들은 모두 동일한 향을 받기 때문에 시스템의

향력을 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층화하며 간

으로 비교하여 향 수 을 살펴보고자 한다.

2)연구 가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부 약물 사용이 다양한 수 의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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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이들의 련성 융합 모델로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 노인 장기요양자 개인 수 요인들을 통제 한 후에도

기 수 의 특성들이 부 약물 사용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따라서 분석 1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장기요양 기 의 특성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

용에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a.장기요양 기 의 특성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다약제 복

용 여부에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b.장기요양 기 의 특성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노인 부

약물 사용에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c.장기요양 기 의 특성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항정신병제

의 부 사용 여부에 향을 미칠 것이다.

융합 모델의 틀에서 부 약물 사용이 노인 장기요양자의 건강

결과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분석 II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2.부 약물을 사용한 노인 장기요양자는 부정 건강 결과

(섬망, 성기 병원 입원)의 험성이 더 높을 것이다.

§ 가설 2a.다약제 복용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섬망 험성을 높일

것이다.

§ 가설 2b.다약제 복용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성기 병원 입원의

험성을 높일 것이다.

§ 가설 2c.노인 부 약물 사용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섬망 험

성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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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2d.노인 부 약물 사용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성기 병

원 입원의 험성을 높일 것이다.

§ 가설 2e.부 항정신병제 사용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섬망

험성을 높일 것이다.

§ 가설 2f.부 항정신병제 사용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성기

병원 입원의 험성을 높일 것이다.

2.연구 방법

1)분석 I.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 황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

(1)자료원 연구 상

본 연구는 국의 요양병원과 장기요양 입소시설을 표할 수 있

는 표본을 선정하여 이용자의 건강 기능 수 의 특성을 비교하기

해 수행된 연구(권순만 등,2013)의 2차 분석이다. 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기 해 다단계 비례층화 무작 표본 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random sampling)을 채택하 다.우선 표본 기 의 선정을

해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국을 5 권역으로 나 고,기 규모를

규모, 규모,소규모로 나 어 각 셀에 포함된 모집단 에서 무작

표본 추출 하 다.셀의 크기가 작은 경우의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제곱근비례추출법을 사용하 다.이어서 입원환자/입소자를 선정하기

해서 선정된 기 에서 선정기 에 부합하는 상자 약 20%를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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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 다. 상자 선정기 은 (1)만 65세 이상,(2)자료 수집 기

일로부터 30일 입원/입소한 경우로 하 다.자료 수집 결과,요양병

원 입원환자 1,351명(52개소),장기요양 입소자 1,462명(91개소)의 자료를

얻었다.이는 각 서비스 형태별로 1,500명을 목표로 하 기 때문에 응답

률은 각각 90.0%,97.5% 다.조사기간은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으

며,자료 수집 기 IRB의 승인을 받았고,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

었다.

자료 수집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첫째,개인수 의

특성은 장기요양 이용자의 포 기능평가 도구인 interRAI장기요양

시설 평가도구(interRAI Long-Term Care Facility,이하 interRAI

LTCF,Morris,Belleville-Taylor,Fries,etal,2013)의 한국어 으로 수

집하 다.interRAILTCF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여 개국에서 사용하

고 있는 도구(www.interRAI.org)로 인구 사회 특성,일상생활수행능

력,인지기능 등 기능 상태,질병 건강 상태,의료 이용 등의 200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interRAILTCF의 한국어 은 우리나라

요양병원과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Kim,

Jung,Sung,Lee,Yoon,Yoon,2015).둘째,약물 정보는 처방 사본으

로 수집하 고,복용하는 약물은 있으나 처방 이 없는 경우에는 기 에

서 리하고 있는 복용 약물 정보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 다.셋째,기

특성은 참여기 의 리자에 한 설문으로 악하 다.주요 설문 내용

은 종사자 인력 수 등이었다.넷째,환자안 문화에 한 종사자 설문

을 진행하 다. 윤숙희, 김병수, 김세 (2013)이 미국 AHRQ의

NHS-PS(AHRQ,2004),미국 텍사스 학교 Center for Healthcare

Quality andSafety [CHQS]의 Safety AttitudesandSafety Climate

Questionnaire[SAQ],캐나다 AccreditationCanada[AC]의 MSI-20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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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한 환자안 문화 설문지를 활용하 다.환자안 문

화에 해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수 과 반 인 서비스 질 수 에 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기 의 리자와 간호사들을 상으로 조사하 으

며 요양시설에서만 진행되었다.

다섯 째,기 의 질 평가 결과는 리 기구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통해 수집하 다.요양병원은 2013년 요양병원 입원 여 성 평가결

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수집하 고,장기요양 입소시설은 2013년 장기요양

기 평가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를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g)에서 수집하 다.설문으로 수집한 기 특성

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수집된 자료 약물 정보가 락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여 요양병원 입원환자 1,190명,요양시설 입소자 1,239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각각 11.9%와 15.8%가 제외되었다.

(2)변수 설명

① 종속변수

분석 I의 종속변수는 부 약물 사용 여부이다.약물 사용 정보

는 처방 (혹은 복용 약물 목록)을 산으로 입력하고,성분과 약품 분류

코드를 의약품 정보 제공 웹 페이지(킴스온라인,www.kimsonline;드러

그인포 www.durginfo.co.kr)에서 추출하야 자료원으로 구축하 다.약품

분류 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AnatomicalTherapeutic

Chemical (ATC) index를 활용하 다(www.whocc.no/atc_ddd_index;

WHOCollaboratingCentreforDrugStatisticsMethodology,2015).처

방 을 기 으로 하 기 때문에 일반의약품,건강보조식품,한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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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필요시 복용하는 약물도 제외하 다. 여,비 여 약품이 모두

자료에 포함되었다.의약품 청구자료를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비 여

약품이 포함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두 포함하여 실제 복용에 가까

운 약물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 다.제형은 경구제,주사제,시럽제,연고

제,흡입제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하 다.모든 과정은 자를 포함하여 복

수의 인원이 입력 검하여 자료입력과 구축에 따른 오류를 수정하여

자료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 다.

종속변수는 구체 으로 (가)다약제 복용,(나)노인 부 약물

사용,(다)항정신병제 부 사용의 3가지 종속변수를 채택하 다.

(가)다약제 복용은 Onder등(2012)의 방법을 용하여 하루 복용한 약

이 5종류 이상인 것을 다약제 복용으로 규정하 다.(나)노인 부 약

물은 2012년에 개편된 Beerscriteria 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약물을

상으로 부 여부를 악하 다.Beerscriteria의 3가지 기 첫 번

째 기 인 노인에서 사용하는 것이 잠재 으로 부 한 경우로 2종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 노인 부 약물 사용군으로 구분한다. (다)항

정신병제 부 사용은 미국 FDA에서 제시한 기 에 따라 항정신병제

에 속한 약물을 처방 받는 자이면서 정신증(psychosis:조 병,양극성장

애,망상,환각,비정상 사고과정,우울,불안증)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

하 다.이는 허가받지 않은 목 으로 사용(off-labeluse)을 악했던 선

행연구(Chen,Briesacher,Field,Tjia,Lau,& Gurwitz,2010;Leslie,

Mohamed,& Rosenheck,2009;Leslie& Rosenheck,2012)에서도 활용

되었던 방식이다.

② 독립변수(기 수 )

기 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채택하 다.‘규모’는 정원을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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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병상수를 기 으로 한다.요양시설 9인 이하

시설은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되어 간호인력을 두지 않는 등 인력 기

과 운 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10인 이상 입소시설을 상으로 한

다.‘설립형태’는 공공,법인,개인으로 구분하 다.‘인력 수 ’은 직 돌

보는 어인력의 수 으로 환자( 는 입소자)1명당 어 인력 수를 산

출하 다.요양병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직 돌 업무를 하고 담

당하여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어 인력으로 보았고,장기요양 입소시설

은 간호인력(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요양보호사를 추가하여 직 돌

인력 수를 채택하 다.‘기 의 질 수 ’은 외부 감독 기 의 평가 결과

로 요양병원 정성 평가 결과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평가 결과로 측정

한다.요양병원은 1등 이 최상 등 이며,5등 이 최하 등 이다.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경우 A등 이 최상 이며 E등 이 최하 이다.

③ 독립변수(개인 수 )

부 약물 사용과 련된 개인 수 의 요인을 변수로 채택하

다.각 변수의 련성은 연구마다 혼재되어 있으나,융합 모델의 틀에서

실증 연구를 체계 으로 고찰한 논문들(Fulton& Allen,2005;Gallagher

etal.,2007;Levyetal.,2010;Tamuraetal.,2012)을 참고하여 변수로

선정하 다.인구사회학 특성으로 ‘성’,‘연령군’,‘배우자 유무’,‘의료

여 여부’,‘교육 수 ’,‘입원(입소) 거주지’를 포함했다.교육 수 은

무학(확인 불가 포함), 졸, 졸 이상으로 구분하 고,입원(입소)

거주지는 성기 병원과 자가 등 다른 기 (요양병원,장기요양 입소시

설,기타)으로 구분하 다.

기능 상태는 interRAILTCF평가도구에 포함되어 있는 검증된 척

도를 사용하 다.여기서는 interRAILTCF평가도구로 국가 간 비교치



- 63 -

를 산출했던 OECD 보고서(2013)에서 분류했던 기 을 용하여 기능

건강상태를 나 었다.‘인지기능 척도(CognitivePerformanceScale

[CPS])’는 인지장애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 0부터 6 까지 있으

며 수가 높을수록 인지장애가 심한 것이다.여기서는 0-3(독립 혹은

약간 장애),4-6(심각한 장애 혹은 매우 심각한 장애)로 구분하 다.‘일

상생활수행능력수 (ActivitiesofDaily Living Hierarchy [ADLH])’은

신체 기능의 의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0-6 의 분포로 수가 높을

수록 높은 의존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여기서는 0-3(도움 필요 없음,약

간 도움 필요),4-6(상당한 도움 필요 혹은 도움 필요)로 구분하

다.

건강 상태는 interRAILTCF평가도구에 포함된 항목을 사용하

다.‘통증 유무’는 지난 3일간의 통증 정도로 구분하 고,‘주요 질환 개

수’는 OECD 보고서(2013)에서 제시한 장기요양 이용자의 주요 질병인

뇌졸 , 킨슨병,심 질환,만성폐색성 폐질환,울 성 심부 ,암,당

뇨 에서 해당되는 질환의 개수이다.1개 이하와 2개 이상으로 구분하

다.

(3)분석 방법 분석 모형

부 약물 사용에 련 요인을 악하기 해 기 과 개인 수

의 변수를 이용한다. 측치가 특정 그룹에 속하거나 군집되어 있는 경

우에 실시하는 다수 분석을 포함하여 2가지 모델로 구성하 다.다수

로지스틱 모형은 계 자료의 분석을 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확

장하여 개인 수 (individuallevel)과 집단 수 (grouplevel)을 고려하여

집단 내 변동과 집단 간 변동을 고려하는 모형이다(Diez-Roux,2000).

개인 수 과 집단 수 의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자료를 단일 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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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면,집단 수 의 특성을 개인 수 변수로 설명하거나,집단 간 차

이를 설명할 수 없거나,집단 내 공유된 특성에 의한 자기상 성에 의해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이들 문제를 극복하기 한 방법의 하나

로 다수 모형에 권고된다(Diez-Roux,2000).종속변수가 이항변수

(binarydependentvariable)일 때 다수 로지스틱 모형에서 로짓 연결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2- 벨의 모형을 가정하면 하 벨(level1)과

상 벨(level2)으로 나 며,하 벨(level1)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log     log 


    

j는 하 벨의 설명변수이고,는 편,는 종속변수에 향

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효과를 나타낸다.상 벨은 측된 분산 집

단 수 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분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개인 수 의 편 를 분해하여 편 와 집단 수 의 공변량 zj가

포함되며 집단 j의 오차항 으로 이루어진다.하 벨 변수의 효과는

고정효과로 가정하고,상 벨에 의한 변동만이 종속변수에 향을 미

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하 벨과 상 벨을 결합하여 2-수 로지스틱 모형으로 나타

낼 수 있다.

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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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분석 I모식도

 

본 연구에서 하 벨은 이용자 개인 수 으로 를 이용자를 의

미하는 로 치환하며 j기 의 i번째 이용자의 개인 수 특성이다.

상 벨은 장기요양 기 (요양병원과 장기요양 입소시설)으로 를 기

을 의미하는 로 치환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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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분석은 generalized linearmixed models인 GLIMMIX

procedure를 이용하고,통계 분석은 SASver.9.3(SASInc.Cary,NC,

USA)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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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II.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이 건강

결과에 미치는 향

(1)자료원 연구 상

분석 II의 자료원과 연구 상은 분석 I과 동일하다.

(2)변수 설명

① 종속변수

분석 II의 종속 변수인 건강 결과를 섬망과 성기 병원 입원 여부

로 측정한다.섬망은 성 의학 상태가 원인이 되어 뇌의 반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임상 증후군이다.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theDiagnosticandStatisticalManualofMentalDisorders

[DSM])에서 주의력과 인식의 장애로 규정하 다.참여자 섬망 증상

을 악하기 해 Salih,Paul,Klein,Lakhan,Gray(2012)가 노인 포 평

가 자료로 산출한 섬망 도출(Delirium screening)기 을 채택한다.‘평소

와 다르게 하루 동안 정신기능이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경우’와 ‘평상시

정신 기능 상태가 갑작스럽게 변화’한 경우 둘 하나라도 해당되면 섬

망 도출에 해당한다.DSM IV 진단분류와 비교할 때 민감도 82%,특이

도 91%,양성 측치 72%,음성 측치 95%로 섬망 도출에 신뢰할 만

한 결과를 보 다.

성기 병원 입원은 최근 3개월간의 성기 병원 입원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응 실 방문 후 병원입원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 에서 리하는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기 종사자가 작성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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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립변수

분석 II의 독립변수는 분석 I에서 종속변수 던 부 약물 사용

여부이다.부 약물 사용이 분석 II의 종속변수인 건강 결과(섬망,

성기 병원 입원)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다른 독립 변수는 성별,연

령군,배우자,의료 여,교육수 ,입원 거주지,주요 질환 개수,인지

상태,일상생활수행능력,의사소통 기능이다.선행연구(Lau,2005;Jano

& Aparasu,2007;Tamuraetal.,2012)에서 유의하다고 보고된 변수들

로 주로 임상 상태의 작스런 변화 혹은 처치에 해당한다.“낙상”,

“골 ”,“폐렴”,“요로감염”“빈 ”,“ 양”,“카테터 이용”,“비뇨생식기

계 문제”는 단변량 분석결과 유의하지 않거나 발생 빈도가 낮아 검토 후

모델에서는 제외하 다.기 수 의 독립변수는 규모,설립형태,지역,

입원환자 1명당 간호인력(요양병원),입소자 1명당 돌 인력(요양시설)로

하 다.

(3)분석 방법 분석 모형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부 약물 사용이 노인 장기요양

자의 부정 건강 결과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개인 수 의 특성

이 건강 결과에 미치는 향을 모델 1에서 악하고,기 수 의 특성

을 추가한 모델 2에서 다수 분석을 실시한 후에도 부 약물 사용이

노인 장기요양자의 부정 건강 결과에 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log Pr  

Pr  
    

 는 j기 의 i번째 이용자의 부 약물 처방 여부이고,

는 j기 의 i번째 노인 장기요양자 개인 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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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분석 II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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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

황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

1.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

(1)인구사회학 특성

연구 참여자는 2,459명으로 요양병원 환자 1,204명,요양시설 입소

자 1,255명이다.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 특성을 <표 4>에 제시하

다.여성의 비율이 76.86%로 다수 고,연령군은 75-84세가 45.63%,85

세 이상이 37.74%로 고령노인의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약 82세

다.특히 요양병원에 비해 요양시설에서 8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5% 유의수 ).기혼자는 22.41%이며,요양병

원에서 기혼자 비율이 27.25%로 요양시설에서의 비율(18.73%)보다 높았

다(0.1% 유의수 ).의료 여 비율은 체의 24.56% 으며,요양시설에

서 의료 여 비율이 26.53%로 요양병원에서의 비율(22.51%)에 비해 통

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5% 유의수 ).교육수 은 무학(확인불가

포함) 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체의 약 85%를 차지하 다.입소(입

원) 거주지는 자가인 경우가 체의 59.17%를 차지했으며, 성기병

원이 14.88%,요양병원이 14.15%,장기요양시설이 6.26% 순이었다.요양

시설 입소자에서 이 거주지가 자가(집)인 경우가 66.77%로 높은 반면,

요양병원 환자에서 이 거주지가 자가(집)인 경우가 51.25%로 상 으

로 낮았고, 성기 병원인 경우가 25.83%로 상 으로 높아,두 군 간

의 입소(인원) 거주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5% 유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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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n=2,459)
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n % n % n % p-value

성별 여자 1890 76.86 914 75.91 976 77.77 0.2755

남자 569 23.14 290 24.09 279 22.23

연령군 65-74세 409 16.63 212 17.61 197 15.70 0.0160

75-84세 1122 45.63 572 47.51 550 43.82

85세 이상 928 37.74 420 34.88 508 40.48

연령(연속) Mean±SD 81.96±7.30 81.41±7.14 82.49±7.42 0.0002

결혼 유 551 22.41 316 26.25 235 18.73 <.0001

무 1908 77.59 888 73.75 1020 81.27

의료 여 비해당 1855 75.44 933 77.49 922 73.47 0.0204

　 해당 604 24.56 271 22.51 333 26.53

교육 무학,확인불가 1571 63.89 763 63.37 808 64.38 0.0312

졸 536 21.80 285 23.67 251 20.00

졸 이상 352 14.31 156 12.96 196 15.62

입소(입원)
거주지

자가 1455 59.17 617 51.25 838 66.77 <.0001

성기병원 366 14.88 311 25.83 55 4.38

요양병원 348 14.15 195 16.20 153 12.19

요양시설 154 6.26 38 3.16 116 9.24

기타 136 5.53 43 3.57 93 7.41

표 4.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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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능 건강 상태

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상태는 <표 5>에 제시하 다.인지수

은 CPS 수가 높을수록 인지 하된 것으로,CPS 평균 수가

3.09(±1.63)으로 체로 인지가 하된 상태 고,요양병원 환자의 CPS

수는 3.17(±1.59)으로 요양시설 입소자의 CPS 수(3.01±1.66)에 비해

높아 인지수 이 더 낮은 상태 다(5% 유의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ADLH 수가 높을수록 의존도가 높은 것인데 ADLH 평균 수는

3.61(±1.86) 으로 상당한 수 의 의존도로 나타났다.요양병원 환자는

3.62(±1.82) ,요양시설 입소자는 3.60(±1.90) 으로 비슷한 수 이었다.

우울 증상(DRS)의 평균 수는 2.83(±2.79) 이었으며 요양병원 환자

에서 우울 수가 더 높게 나왔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

다.약한 우울 증상(1-2 ) 우울 증상(3 이상)의 비율이 요양시설

입소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의사소통의 경우,평균 수는

4.23(±2.48) 으로 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임상 불안정성

의 평균 수는 0.49(±0.81) 이었고,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증은 12.21%의 연구참여자가 통

증이 있다고 하 으며,요양병원 환자 에 통증이 있다고 한 경우가

16.04%로 요양시설 입소자의 8.54%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다.다음으

로 질환개수를 살펴보았다.진단 받은 질환이 있는 경우가 부분이었고,

요양병원 환자 에 2개 이상의 질환을 가진 경우가 36.05%로 요양시설

입소자 2개 이상 질환을 가진 비율이 27.25% 요양병원에서 더 높았

다.연구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질환은 치매,뇌졸 /뇌 질환,

당뇨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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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n=2,459)
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n % n % n % p-value

인지상태
(CPS)

0-3(정상-약한
장애)

1560 63.44 768 63.79 792 63.11 0.7264

4-6(심각한 장애) 899 36.56 436 36.21 463 36.89

Mean±SD 3.09±1.63 3.17±1.59 3.01±1.66 0.0145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H)

0-3
(정상-약한 장애) 1022 41.56 505 41.94 517 41.20 0.7066

4-6
(심한 장애) 1437 58.44 699 58.06 738 58.80

Mean±SD 3.61±1.86 3.62±1.82 3.60±1.90 0.8195

우울증상
(DRS)

0-2
(없음-약함)

1331 54.13 634 52.66 697 55.54 0.1519

3-14
(우울증상) 1128 45.87 570 47.34 558 44.46

Mean±SD 2.83±2.79 2.91±2.71 2.76±2.86 0.1724

의사소통

0-3
(정상-약간
어려움)

1023 41.60 504 41.86 519 41.35 0.7992

4-8
(상당히-심각히
어려움)

1436 58.40 700 58.14 736 58.65

Mean±SD 4.23±2.48 4.23±2.36 4.24±2.59 0.8959

임상
불안정성

0(안정 ) 1664 67.67 805 66.86 859 68.45 0.2863

1-2 716 29.12 365 30.32 351 27.97

3-5(불안정) 79 3.21 34 2.82 45 3.59

Mean±SD 0.49±0.81 0.48±0.79 0.49±0.83 0.9158

통증

0-1(없음) 2156 87.79 1010 83.96 1146 91.46 <.0001

2-3(상당한 통증) 300 12.21 193 16.04 107 8.54

주요
질환 개수

0 345 14.03 142 11.79 203 16.18 <.0001

1 1338 54.41 628 52.16 710 56.57

2+ 776 31.56 434 36.05 342 27.25

주)인지상태 측정:CognitivePerformanceScale[CPS](Carpenter,Gill,Potter,
Maxwell,1999);일상생활수행능력 측정:ActivitiesofDailyLivingHierarchyScale
[ADLH](Morries,Fires,Morries,1999);우울 측정:DepressionRatingScale[DRS]
(Burrows,Morris,Simon,Hirdes,Phillips,2000);임상 불안정성 측정:TheChanges
inHealth,End-stagedisease,Signs,andSymptoms[CHESS](Hirdes,Frijters,Teare,
2003),주요 질환 개수:OECD보고서(2013)에서 제시한 장기요양에서 제시한 것으로
치매,뇌졸 ,울 성 심부 ,만성폐쇄성 폐질환,당뇨,암이 포함됨;모든 지표의
측정값이 증가할수록 상태가 악화된 것임

표 5.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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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참여자의 부 약물 사용 황

연구 참여자의 부 약물 사용 황을 <표 6>에서 살펴보았다.

평균 약물 개수는 6.78(±3.40)개 으며,약물을 5가지 이상 복용하고 있

는 다약제 복용(polypharmacy)의 비율은 73.61%이고,10개 이상 과도한

다약제 복용(excessivepolypharmacy)의 비율은 19.68% 다.노인 부

약물 사용을 확인하기 해 2012년 개정 Beerscriteria에 해당하는

약물을 1개 이상 복용 인 경우는 71.45% 고,2개 이상 복용하는 경우

는 19.68%에 이르 다.항정신병제의 부 사용(항정신병제의 허가받

지 않은 목 으로 사용)은 17.49%로 나타났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부 약물 사용 황을 비교할 때,

과도한 다약제 복용과 항정신병제 부 사용을 제외하고,요양병원에

서 부 약물 사용이 더 높은 수 이었다(0.1% 유의수 ).복용하는

평균 약물 개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7.08(±3.31)개,요양시설 입소자

에서 6.49(±3.46)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5개 이상 다약제를 복용하

는 비율이 요양병원에서 77.57%,요양시설에서 69.80% 다.Beers

criteria1개 이상 복용 인 비율이 요양병원에서 75.25%,요양시설에서

67.81%로 요양병원에서 높았고,2개 이상 복용 인 비율도 요양병원에

서 높았다(41.2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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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n=2,459)
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n % n % n % p-value

약물 개수 Mean±SD 6.78±3.40 7.08±3.31 6.49±3.46 <.0001

다약제 복용 5개 이상 복용 1810 73.61 934 77.57 876 69.80 <.0001

10개 이상 복용 484 19.68 255 21.18 229 18.25 0.0675

노인 부
약물 처방

Beerscriteria 용
약물 1개 이상 복용 1757 71.45 906 75.25 851 67.81 <.0001

Beerscriteria 용
약물 2개 이상 복용 915 37.21 496 41.20 419 33.39 <.0001

항정신병제의
부 사용 FDA기 * 430 17.49 215 17.86 215 17.13 0.6358

주)정신질환이 없는 자에게 항정신병제(antipsychoticdrug)사용

표 6.연구 참여자의 부 약물 사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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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참여 기 의 특성

연구 참여기 의 특성을 <표7>에 제시하 다.요양병원 52개,요

양시설 91개 기 이 참여했으며,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

후에 설립된 기 이 반을 약간 넘었다.병상수를 기 으로 한 요양병

원의 규모는 요양병원이 148.92(±68.57) 병상이고, 요양시설이

60.92(±51.69)병상이었다.설립형태의 경우 요양병원은 공공이 7.69%,

법인이 44.23%,개인이 48.08% 고,요양시설의 경우 공공이 6.59%,법

인이 60.44%,개인이 32.97% 다.지역을 도시와 농 으로 구분할 때 도

시에 속한 요양병원은 67.31% 고,요양시설은 51.65% 다.인력 수 은

정원 비 간호인력수로 측정하여 요양병원은 평균 0.16(±0.05)명,요양

시설은 평균 0.05(±0.02)명으로 악되었다.간호인력수에 요양보호사수

를 합산한 돌 인력수는 요양시설에서만 산출할 수 있었는데 0.44(±0.10)

명으로 나타났다.기 의 질 수 은 5개 그룹으로 정되는데 숫자가 낮

거나 알 벳이 빠를수록 질이 높은 그룹이다.요양병원 내에서는 그룹별

비율이 17-20%로 고르게 분포했으며,요양시설의 경우 A등 기 이

체의 9.89% 고,B등 은 23.08%,C등 은 29.67%의 분포를 보 다.

요양시설의 경우 A등 을 10%,B등 을 20%으로 선발하는 것을 고려

할 때 모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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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n=52) 요양시설 (n=91)

　 　 n % n %

설립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

23 44.23 42 46.15

이후 29 55.77 49 53.85

규모 Mean±SD 148.92±68.57 60.92±51.69

설립형태 공공 4 7.69 6 6.59

민간-법인 23 44.23 55 60.44

민간-개인 25 48.08 30 32.97

지역 농 17 32.69 44 48.35

도시 35 67.31 47 51.65

인력 간호인력수 (정원 비) 0.16±0.05 0.05±0.02

돌 인력수 (정원 비) - 0.44±0.10

질 수
(기 평가)

1등 /A등 9 17.31 9 9.89

2등 /B등 9 17.31 21 23.08

3등 /C등 10 19.23 27 29.67

4등 이하/D등 이하 10 19.23 19 20.88

결측 14 26.92 15 16.48

주)돌 인력수는 간호인력수과 요양보호사수의 합으로 산출함

표 7.참여 기 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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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I-1.다약제 약물 복용,노인 부 약물 사

용,항정신병제 부 사용 황

1)다약제 약물 사용 황

(1)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다약제 복용 황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다약제 복용 황은 <표 8>와

같다.요양병원에서 성별,연령군,결혼상태,의료 여,입원(입소) 거

주지에 따른 다약제 복용 황에는 차이가 없었으나,교육수 이 무학

(확인불가 포함)에서 졸, 졸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다약제 복용군의

비 이 높아졌다.요양시설에서는 성별,교육수 은 10% 수 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연령군,입소 거주지는 5%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다약제 복용 군에서 65-74세,75-84세 비율이 높았고,입소

성기 병원에 머물 던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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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다약제
복용 아님
(n=270,
22.43%)

다약제
복용
(n=934,
77.57%)

다약제
복용 아님
(n=379,
30.20%)

다약제
복용
(n=876,
69.80%)

　 　 col% col% p-value 　 col% col% p-value

성별 여자 77.78 75.37 0.4160 80.74 76.48 0.0960

남자 22.22 24.63 19.26 23.52

연령군 65-74세 15.93 18.09 0.6826 14.51 16.21 <.0001

75-84세 47.78 47.43 35.88 47.26

85세 이상 36.30 34.48 49.60 36.53

연령(연속)Mean±SD 81.8±7.2 81.3±7.1 0.3517 83.7±7.9 82.0±7.2 0.0002

배우자 유 22.59 27.30 0.1214 16.09 19.86 0.1162

무 77.41 72.70 83.91 80.14

의료 여 비해당 74.81 78.27 0.2318 76.25 72.26 0.1413

해당 25.19 21.73 23.75 27.74

교육 무학,확인불가 71.11 61.13 0.0078 68.87 62.44 0.0830

졸 20.00 24.73 16.89 21.35

졸 이상 8.89 14.13 14.25 16.21

입원(입소)
거주지

자가,시설 등 75.93 73.66 0.4541 98.42 94.41 0.0014

성기병원 24.07 26.34 1.58 5.59

표 8.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다약제 복용 황

(2)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 상태에 따른 다약제 복용 황

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상태 특성에 따른 다약제 복용 황은

<표 9>와 같다.요양병원에서는 다약제 복용군과 아닌 군에서 인지수

의 차이가 없었고,일상생활수행능력 수 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의사

소통 수 은 다약제 복용군에서 의사소통의 장애 정도가 낮았고(10% 유

의수 ),주요 질환이 2개 이상 가진 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0.1% 유의

수 ).요양시설에서는 다약제 복용군과 아닌 군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

수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심각한 인지 손상자 비율이 낮았으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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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 ),의사소통 수 은 다약제 복용군에서 장애 정도가 낮았고(5%

유의수 ),주요 질환 2개 이상 가진 자의 비율은 다약제 복용군에서 더

높았다(5% 유의수 ).

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다약제
복용 아님
(n=270,
22.43%)

다약제
복용
(n=934,
77.57%)

다약제
복용 아님
(n=379,
30.20%)

다약제
복용
(n=876,
69.80%)

　 　 col% col% p-value 　 col% col% p-value

인지상태(CPS)Mean±SD 3.3±1.6 3.1±1.6 0.1545 3.2±1.7 2.9±1.7 0.0014

일상생활수행능
력(ADLH)

Mean±SD 3.7±1.8 3.6±1.8 0.4223 3.7±1.9 3.6±1.9 0.1615

우울증상(DRS)Mean±SD 2.7±2.5 3.0±2.8 0.2095 2.7±2.9 2.8±2.8 0.3836

의사소통 Mean±SD 4.6±2.4 4.2±2.3 0.0703 4.6±2.6 4.1±2.6 0.0002

임상
불안정성

Mean±SD 0.4±0.7 0.5±0.8 0.0735 0.4±0.8 0.5±0.9 0.0696

통증 0-1(없음) 86.82 82.08 0.0519 92.59 90.78 0.2846

　
2-3(상당한
통증)

13.18 17.92 　 　 7.41 9.22 　

주요질환개수 0-1 72.59 61.46 0.0008 85.75 67.12 <.0001

2+ 27.41 38.54 14.25 32.88

주)인지상태 측정:CognitivePerformanceScale[CPS](Carpenter,Gill,Potter,
Maxwell,1999);일상생활수행능력 측정:ActivitiesofDailyLivingHierarchyScale
[ADLH](Morries,Fires,Morries,1999);우울 측정:DepressionRatingScale[DRS]
(Burrows,Morris,Simon,Hirdes,Phillips,2000);임상 불안정성 측정:TheChanges
inHealth,End-stagedisease,Signs,andSymptoms[CHESS](Hirdes,Frijters,Teare,
2003),주요 질환 개수:OECD보고서(2013)에서 제시한 장기요양에서 제시한 것으로
치매,뇌졸 ,울 성 심부 ,만성폐쇄성 폐질환,당뇨,암이 포함됨;모든 지표의
측정값이 증가할수록 상태가 악화된 것임

표 9.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상태에 따른 다약제 복용 황

(3)기 특성에 따른 다약제 복용 황

기 특성에 따른 다약제 복용 황은 <표10>과 같다.우선,요양

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 에 설립된 경우,규모가 규모

일 때,설립형태는 공공일 경우 다약제 복용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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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다약제 복용 기 에서 요양병원의 입소자 1명당 간호인력 수

가 많았다. 한 질평가(간호등 평가)결과 1등 을 받은 기 의 비율이

높았다.요양시설의 경우,다약제 복용 기 에서 규모가 규모 규

모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간호인력 등록간호사 비율이 높고,기

질평가 수 이 A 등 인 경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다약제
복용 아님
(n=270,
22.43%)

다약제
복용
(n=934,
77.57%)

다약제
복용 아님
(n=379,
30.20%)

다약제
복용
(n=876,
69.80%)

　 　 col% col% p-value 　 col% col% p-value
설립년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도입)

이 41.11 51.50 0.0026 54.62 57.08 0.4198

이후 58.89 48.50 45.38 42.92

규모 소 34.44 19.91 <.0001 29.29 22.15 0.0213

46.30 49.46 43.80 49.89

19.26 30.62 26.91 27.97

설립형태 공공 5.56 11.35 0.0186 5.80 3.65 0.0064

민간-법인 48.89 44.54 64.64 73.29

민간-개인 45.56 44.11 29.55 23.06

지역 농 29.63 34.48 51.98 50.11 0.5441

도시 70.37 65.52 48.02 49.89

간호인력수
(정원 비)

Mean±SD 0.15±0.06 0.16±0.05 0.0088 0.05±0.030.05±0.02 0.3464

돌 인력수
(정원 비)

Mean±SD - - 0.31±0.350.37±0.33 0.0073

질 수
(기 평가)

1등 /A등 19.28 27.37 0.0174 12.66 14.50 0.1065

2등 /B등 18.15 15.53 27.70 29.11

3등 /C등 15.9 17.11 25.59 29.79

4등 이하/D
등 이하

24.01 20.26 19.53 14.84

결측 22.66 19.74 14.51 11.76

의사방문
횟수

월 2회 이하 - - 62.36 62.41 0.9867

월 2회 과 - - 37.64 37.59

환자안 문화
(높을수록 양
호)

Mean±SD - - 4.13±0.324.19±0.37 0.0492

주)돌 인력수는 간호인력수과 요양보호사수의 합으로 산출함

표 10.기 특성에 따른 다약제 복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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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인 부 약물 사용 황

(1)연구 참여자 특성에 따른 노인 부 약물 사용 황

연구 참여자 특성에 따른 노인 부 약물 사용(Beerscriteria)의

황은 다음 <표 11>과 같다.성별에 따른 부 약물 사용 황에는

차이가 없었으나,요양병원 환자 에서 노인 부 약물 사용 군에서

직 거주지가 성기 병원인 경우가 더 많았다.요양시설 입소자 노

인부 약물 사용 군에서 입소 거주지가 성기병원과 교육수 이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

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노인
부
약물 복용
비해당
(n=708,
58.80%)

노인
부
약물 복용

(n=496,
41.20%)

노인
부
약물 복용
비해당
(n=836,
66.61%)

노인
부
약물 복용

(n=419,
33.39%)

　 　 col% col% p-value 　 col% col% p-value

성별 여자 77.54 73.59 0.1143 78.47 76.37 0.3996

남자 22.46 26.41 21.53 23.63

연령군 65-74세 17.23 18.15 0.3344 15.91 15.27 0.5216

75-84세 46.19 49.40 42.70 46.06

85세 이상 36.58 32.46 41.39 38.66

연령(연속)Mean±SD 81.8±7.2 80.9±6.9 0.0336 82.7±7.6 82.0±7.1 0.2565

배우자 유 26.41 26.01 0.8753 17.94 20.29 0.3155

무 73.59 73.99 82.06 79.71

의료 여 비해당 76.55 78.83 0.3518 72.85 74.70 0.4828

해당 23.45 21.17 27.15 25.30

교육
무학, 확인불
가

64.41 61.90 0.0819 66.63 59.90 0.0435

졸 24.44 22.58 19.63 21.48

졸 이상 11.16 15.52 14.11 18.62

입원(입소)
거주지

자가,시설 등 76.13 71.37 0.0633 96.89 93.08 0.0019

성기병원 23.87 28.63 3.11 6.92

표 11.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노인 부 약물 사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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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상태에 따른 노인 부 약물 사

용 황

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상태 특성에 따른 노인 부 약물

사용 황은 <표12>와 같다.요양병원 환자 부 약물 사용 군에

서 의사소통 기능의 장애수 이 낮고,통증 비율은 높았다(10% 유의수

).반면 요양시설 입소자 부 약물 사용 군에서는 우울증상이

심하고,임상 인 불안정이 높은 편이고,인지상태와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덜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5% 유의수 ).

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노인
부
약물 복용
비해당
(n=708,
58.80%)

노인
부
약물 복용

(n=496,
41.20%)

노인
부
약물 복용
비해당
(n=836,
66.61%)

노인
부
약물 복용

(n=419,
33.39%)

　 　 col% col% p-value 　 col% col% p-value

인지상태(CPS)Mean±SD 3.2±1.6 3.1±1.5 0.3523 3.1±1.7 2.8±1.5 0.0125

일상생활수행능
력(ADLH)

Mean±SD 3.6±1.9 3.6±1.8 0.4896 3.7±1.9 3.4±1.8 0.0052

우울증상(DRS)Mean±SD 2.8±2.6 3.1±2.8 0.1215 2.5±2.7 3.3±3.0 <.0001

의사소통 Mean±SD 4.3±2.4 4.1±2.3 0.0892 4.3±2.6 4.1±2.5 0.0775
임상
불안정성

Mean±SD 0.5±0.8 0.5±0.8 0.3658 0.4±0.8 0.6±0.9 0.0034

통증 0-1(없음) 85.59 81.62 0.0644 91.85 90.69 0.4903

　
2-3(상당한
통증) 14.41 18.38 　 　 8.15 9.31 　

주요질환개수 0-1 64.12 63.71 0.8828 74.04 70.17 0.1459
2+ 35.88 36.29 25.96 29.83

주)인지상태 측정:CognitivePerformanceScale[CPS](Carpenter,Gill,Potter,
Maxwell,1999);일상생활수행능력 측정:ActivitiesofDailyLivingHierarchyScale
[ADLH](Morries,Fires,Morries,1999);우울 측정:DepressionRatingScale[DRS]
(Burrows,Morris,Simon,Hirdes,Phillips,2000);임상 불안정성 측정:TheChanges
inHealth,End-stagedisease,Signs,andSymptoms[CHESS](Hirdes,Frijters,Teare,
2003),주요 질환 개수:OECD보고서(2013)에서 제시한 장기요양에서 제시한 것으로
치매,뇌졸 ,울 성 심부 ,만성폐쇄성 폐질환,당뇨,암이 포함됨;모든 지표의
측정값이 증가할수록 상태가 악화된 것임

표 12.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상태에 따른 노인 부 약물 사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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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특성에 따른 노인 부 약물 사용 황

기 특성에 따른 Beerscriteria를 기 으로 악한 노인 부

약물 사용 황은 <표 13>과 같다.요양병원에서 노인 부 약물 사

용을 하는 군과 그 지 않은 군 사이에 기 특성은 5% 유의수 에서

차이가 없었다.다만 정원 비 간호인력수와 기 평가에서는 10% 유의

수 에서 차이가 있었다.요양시설에서는 노인 부 약물 사용 군과

그 지 않은 군 사이에 기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가 있었다.

설립년도,설립형태,지역,정원 비 돌 인력수가 해당되는데,노인 부

약물 복용한 군에서 설립년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인 비율

이 더 높았고,설립형태가 개인인 경우가 많았고,도시에 치한 경우가

많았다.간호인력수와 요양보호사수를 합산하여 돌 인력수를 산출하고

정원 비한 수 으로 악할 때 노인 부 약물 복용군에서 돌 인력

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유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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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노인
부
약물 복용
비해당
(n=708,
58.80%)

노인
부
약물 복용

(n=496,
41.20%)

노인
부
약물 복용
비해당
(n=836,
66.61%)

노인
부
약물 복용

(n=419,
33.39%)

　 　 col% col% p-value 　 col% col% p-value

설립년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도입)

이 48.31 50.40 0.4735 59.69 49.64 0.0007

이후 51.69 49.60 40.31 50.36

규모 소 23.59 22.58 0.3732 23.68 25.54 0.3395

49.86 47.18 47.37 49.40

26.55 30.24 28.95 25.06

설립형태 공공 9.60 10.69 0.2212 5.02 2.86 0.0102

민간-법인 47.60 42.54 72.25 67.54

민간-개인 42.80 46.77 22.73 29.59

지역 농 34.89 31.25 0.1878 52.75 46.54 0.0379

도시 65.11 68.75 47.25 53.46

간호인력수
(정원 비)

Mean±SD 0.15±0.06 0.16±0.05 0.0505 0.05±0.03 0.05±0.02 0.3464

돌 인력수
(정원 비)

Mean±SD - - 0.31±0.35 0.37±0.33 0.0073

질 수
(기 평가)

1등 /A등 20.76 23.19 0.0981 14.23 13.37 0.3186

2등 /B등 19.49 14.92 28.11 29.83

3등 /C등 17.66 14.92 27.99 29.59

4등 이하/D
등 이하

22.46 23.39 17.70 13.37

결측 19.63 23.59 11.96 13.84

의사방문
횟수

월 2회 이하 - - 64.35 58.44 0.0503

월 2회 과 - - 35.65 41.56

환자안 문화
(높을수록 양
호)

Mean±SD - - 4.18±0.36 4.17±0.34 0.7382

주)돌 인력수는 간호인력수과 요양보호사수의 합으로 산출함

표 13.기 특성에 따른 노인 부 약물(Beerscriteria)사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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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정신병제 부 사용 황

(1)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항정신병제 부

사용 황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항정신병제 부 사용

의 황은 <표 14>와 같다.요양병원에서 항정신병제 부 사용 군에

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다른 인구사회학 특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요양시설에서항정신병제 부 사용 군에서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항정

신병제 사용 사용 군에 비해 높았으며,의료 여자의 비율은 항정

신병제 부 사용 군에서 게 나타났다.다른 인구사회학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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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항정신병제
사용

(n=989,
82.14%)

항정신병
제 부
사용
(n=215,
17.86%)

항정신병
제
사용
(n=1,040
82.87%)

항정신병
제 부
사용
n=215,
17.13%)

　 　 col% col% p-value 　 col% col% p-value

성별 여자 77.05 70.70 0.0484 78.17 75.81 0.4489

남자 22.95 29.30 21.83 24.19

연령군 65-74세 17.80 16.74 0.5836 15.96 14.42 0.4147

75-84세 46.81 50.70 42.98 47.91

85세 이상 35.39 32.56 41.06 37.67

연령(연속)Mean±SD 81.4±7.1 81.6±7.6 0.6731 82.6±7.5 82.1±6.9 0.3687

배우자 유 25.38 30.23 0.1427 17.69 23.72 0.0391

무 74.62 69.77 82.31 76.28

의료 여 비해당 77.35 78.14 0.8018 71.44 83.26 0.0004

해당 22.65 21.86 28.56 16.74

교육 무학,확인불가 64.21 59.53 0.0747 65.10 60.93 0.4577

졸 23.86 22.79 19.42 22.79

졸 이상 11.93 17.67 15.48 16.28

입소(입원)
거주지

자가,시설 등 73.81 75.81 0.5433 95.19 97.67 0.1056

성기병원 26.19 24.19 4.81 2.33

표 14.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항정신병제 부 사용 황

(2)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상태에 따른 항정신병제 부 사

용 황

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상태 특성에 따른 항정신병제 부

사용 황은 <표 15>와 같다.요양병원에서 항정신병제 부 사용 군

의 인지상태 수가 높아 항정신병제 사용 군에 비해 인지장애정도

가 심하 고,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증상 한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

로 나타났다.임상 불안정성과 통증,주요질환 개수는 유의한 련성을

없었다.요양시설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는데,항정신병제 부

사용 군의 인지장애정도가 높았고,의사소통에서도 장애정도가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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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체로 기능의 하 혹은 장애정도가 악화되어 있었다.통증의

경우에는 항정신병제 부 사용 군에서 통증이 덜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5% 유의수 ).

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항정신병제
사용

(n=989,
82.14%)

항정신병제
부
사용
(n=215,
17.86%)

항정신병
제
사용
(n=1,040
82.87%)

항정신병
제 부
사용
n=215,
17.13%)

　 　 col% col% p-value　 col% col% p-value

인지상태(CPS)Mean±SD 3.1±1.6 3.7±1.5 <.0001 2.9±1.7 3.5±1.5 <.0001

일상생활수행능
력(ADLH)

Mean±SD 3.6±1.9 3.9±1.7 0.0280 3.6±1.9 3.5±1.8 0.3025

우울증상(DRS)Mean±SD 2.8±2.7 3.3±2.9 0.0304 2.8±2.9 2.5±2.7 0.1561

의사소통 Mean±SD 4.0±2.3 5.1±2.3 <.0001 4.0±2.6 5.3±2.3 <.0001

임상
불안정성

Mean±SD 0.5±0.8 0.5±0.9 0.2144 0.5±0.8 0.5±0.8 0.8096

통증 0-1(없음) 83.81 84.65 0.7595 90.56 95.81 0.0121

　 2-3(상당한
통증)

16.19 15.35 　 　 9.44 4.19 　

주요질환개수 0-1 63.40 66.51 0.3887 72.31 74.88 0.4400

2+ 36.60 33.49 27.69 25.12
주)인지상태 측정:CognitivePerformanceScale[CPS](Carpenter,Gill,Potter,
Maxwell,1999);일상생활수행능력 측정:ActivitiesofDailyLivingHierarchyScale
[ADLH](Morries,Fires,Morries,1999);우울 측정:DepressionRatingScale[DRS]
(Burrows,Morris,Simon,Hirdes,Phillips,2000);임상 불안정성 측정:TheChanges
inHealth,End-stagedisease,Signs,andSymptoms[CHESS](Hirdes,Frijters,Teare,
2003),주요 질환 개수:OECD보고서(2013)에서 제시한 장기요양에서 제시한 것으로
치매,뇌졸 ,울 성 심부 ,만성폐쇄성 폐질환,당뇨,암이 포함됨;모든 지표의
측정값이 증가할수록 상태가 악화된 것임

표 15.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상태에 따른 항정신병제 부 사용 황

(3)기 특성에 따른 항정신병제 부 사용 황

기 특성에 따른 항정신병제 부 사용 황은 <표 16>과 같

다. 반 으로 항정신병제 부 사용 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 에 설립된 기 의 비율이 높았다.요양병원 내에서 살펴보면 항정신

병제 부 사용 군에서 공공병원 민간-개인의 설립형태로 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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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 의 비율이 높았다.정원 비 간호인력수,기 의 질평가 결과 등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요양시설의 경우,항정신병제 부

사용 군에서 설립년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에 개설된 곳의 비

율이 높았다.항정신병제 부 사용 군에서 간호인력수 높았고,간호인

력수와 요양보호사수를 합산한 돌 인력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의

사방문 횟수와 환자안 문화는 10% 수 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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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항정신병
제
사용
(n=989,
82.14%)

항정신병
제 부
사용
(n=215,
17.86%)

항정신병
제
사용
(n=1,040
82.87%)

항정신병
제 부
사용
n=215,
17.13%)

　 　 col% col% p-value　 col% col% p-value

설립년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도입)

이 47.52 56.74 0.0142 57.79 49.30 0.0224

이후 52.48 43.26 42.21 50.70

규모 소 23.46 21.86 0.8759 23.08 30.23 0.0112

48.63 49.30 49.90 39.07

27.91 28.84 27.02 30.70

설립형태 공공 9.00 14.88 0.0003 4.13 5.12 0.8064

민간-법인 48.03 33.95 70.87 69.77

민간-개인 42.97 51.16 25.00 25.12

지역 농 32.86 35.81 0.4054 52.60 41.40 0.0028

도시 67.14 64.19 47.40 58.60

간호인력수
(정원 비)

Mean±SD 0.16±0.05 0.16±0.05 0.2618 0.05±0.02 0.05±0.02 0.0404

돌 인력수
(정원 비) Mean±SD - - 0.43±0.09 0.43±0.09 0.5961

질 수
(평가등 )

1등 /A등 21.44 23.26 0.0510 13.85 14.42 0.2306

2등 /B등 16.68 21.86 28.08 31.63

3등 /C등 17.59 11.63 29.52 23.72

4등 이하/D
등 이하

23.66 19.07 16.63 14.42

결측 20.63 24.19 11.92 15.81

의사방문 횟수 월 2회 이하 - - 63.57 56.86 0.0725

월 2회 과 - - 36.43 42.14

환자안 문화
(높을수록
양호) - - 4.18±0.36 4.12±0.33 0.0808

표 16.기 특성에 따른 항정신병제 부 사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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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약물 사용 비 에 따른 연구 참여기 의 특성

(1)부 약물 사용 비 에 따른 연구 참여기 의 특성 비교

기 수 에서 일반 특성을 다약제 복용 비 ,노인 부 약물

사용 비 ,항정신병제 부 사용 비 이 낮은 1분 기 과 높은 5분

기 을 비교하 다.1분 기 과 5분 기 사이에 수로 악

한 부 약물 사용자 비율은 격차가 큰 편이었다.요양병원에서 하

1분 와 상 5분 에 속한 기 의 수 차이는 다약제 복용의 경우

50%와 100% 고,노인 부 약물 사용의 경우 23.3%와 70.6% 으며,

항정신병제 부 사용의 경우도 0%와 38.2%로 차이가 컸다.요양시설

에서 하 1분 와 상 5분 에 속한 기 의 수 차이는 다약제 복

용의 경우 37.5%와 90.8% 고,노인 부 약물 사용의 경우 7.7%와

56.3% 으며,항정신병제 부 사용의 경우도 0%와 36.3%로 차이가

컸다.

기 단 로 하 1분 와 상 5분 특성을 살펴보기 해 설립

시기,규모,설립형태,지역,돌 인력수,환자안 문화,기 평가를 비교

하 다.부 약물 종류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부 약물

사용 상 5분 에 속하는 기 이 체로 규모가 큰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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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약제 복용 사용 비 에
따른 기 특성 비교

노인 부 약물 사용
비 에 따른 기 특성 비교

항정신병제 부 사용 비 에
따른 기 특성 비교

　 　 요양병원 요양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비
낮은
1분
(10개
소)

비
높은
5분
(9개
소)

비
낮은
1분
(17개
소)

비
높은
5분
(18개
소)

비
낮은
1분
(11개
소)

비
높은
5분
(11개
소)

비
낮은
1분
(18개
소)

비
높은
5분
(19개
소)

비
낮은
1분
(11개
소)

비
높은
5분
(10개
소)

비
낮은
1분
(28개
소)

비
높은
5분
(18개
소)

　 　 % % % % % % % % % % % %

부 약물
사용 비율

( 수) 50.0 100 37.5 90.8 23.3 70.6 7.7 56.3 0 38.2 0 36.3

설립년도
(노인장기요양보
험 도입)

이 30.0 55.6 35.3 44.4 54.5 45.5 50.0 21.0 27.3 40.0 46.4 33.3

이후 70.0 44.4 64.7 55.6 45.5 54.5 50.0 79.0 72.7 60.0 53.6 66.7

규모 (병상) Mean±SD 102
±41

168
±86

29
±22

66
±52

125
±66

158
±86

44
±33

43
±25

120
±52

140
±73

44
±33

43
±25

설립형태 공공 0 22.2 5.9 0 0 18.2 16.7 5.3 0 20.0 7.1 16.7

민간-법인 30.0 33.3 41.2 66.7 54.6 27.3 50.0 47.4 54.5 10.0 57.1 50.0

민간-개인 70.0 44.4 52.9 33.3 45.5 54.6 33.3 47.4 45.5 70.0 35.7 33.3

지역 농 30.0 33.3 58.8 66.7 27.3 27.3 61.1 42.1 27.3 40.0 60.7 33.3

도시 70.0 66.7 41.2 33.3 72.7 72.7 38.9 57.9 72.7 60.0 39.3 66.7

돌 인력수
(정원 비)

Mean±SD 0.46
±0.10

0.43
±0.10

0.56±
0.12

0.47±
0.11

0.45±
0.11

0.44±
0.12

환자안 문화
(높을수록 양호)

Mean±SD
4.18
±0.23

4.30
±0.40

4.32
±0.33

4.24
±0.38

4.34±
0.31

4.22±
0.29

기 평가
(낮을수록 질
양호)

1등 /A등 0 22.2 5.9 11.1 9.1 27.3 11.1 5.3 0.0 30.0 0 11.1

2등 /B등 10.0 11.1 11.8 27.8 36.4 27.3 16.7 31.6 9.1 20.0 17.9 22.2

3등 /C등 20.0 22.2 35.3 33.3 18.2 9.1 33.3 31.6 36.4 20.0 46.4 27.8

4등 이하/D
등 이하

20.0 22.2 23.5 16.7 18.2 27.3 27.8 5.3 18.2 10.0 25.0 11.1

결측 50.0 22.2 23.5 11.1 18.2 27.3 11.1 26.3 36.4 20.0 10.7 27.8

표 17.부 약물 사용 비 에 따른 연구 참여기 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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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부 약물 처방 황

기 수 에서 부 약물 처방 경향을 악하기 해 boxplot을

확인하 다.그림10,11,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 약물 처방 비

율은 기 에 따라 큰 차이를 보 고,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3가지 부

약물 사용 모두에서 기 별 차이가 컸다.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비교하면,요양병원에서 다약제 복용 정도가 높았고,요양시설은 범 가

넓었다.노인 부 약물 사용의 경우도 요양병원이 평균 사용 비율은

높았으나,최소와 최 값의 범 는 요양시설에서 더 넓게 나타났으며,항

정신병제 부 사용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기 수 의 차이는 여

러 요인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이용자(환자와

입소자)의 증도가 반 된 것일 수 있고,기 의 규모,인력수 ,질

수 에 의하여도 향을 받을 수 있으며,문화와 같이 에 보이지 않는

요인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다음 장에서는 기 특성

과 이용자 개인 특성을 하나의 모델에 투입하여 다수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통해 개인 수 의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기 의 특성이 부 약물 처방과 사용에 향을 미치는지,어떤 특성

이 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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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기 종류에 따른 다약제 복용 분포

그림 11. 기 종류에 따른 노인 부 약물 처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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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기 종류에 따른 항정신병제 부 사용 분포 

3.분석 I-2.부 약물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1)다약제 복용 련 요인

다약제 복용과 련된 요인을 악하기 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로 나 어 살펴보았다(표 18,표 19).

요양병원에서 개인 수 요인을 살펴본 결과(model1),다약제 복

용과 련된 요인은 교육수 과 주요질환 개수 다.학력수 이 무학인

경우에 비해 졸이상일 때 다약제 복용 가능성이 높았고,주요질환이 2

개 이상인 경우에 1개 이하에 비해 다약제 복용 가능성이 높았다(0.1%

유의수 ).개인 수 과 기 수 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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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model2)에서 기 의 수 의 요인 에서 유의한 변수들이 있었

다.규모가 클수록 다약제 복용 가능성이 증가하 고,설립형태가 개인인

경우에 비해 법인인 경우에 다약제 복용 가능성이 감소하 다.요양병원

정성평가에서 3등 보다 2등 에서 감소하는 양상이었다.개인 수

에서 유의한 련성이 있던 변수 던 교육수 (5% 유의수 )과 통증

(10% 유의수 )은 모델 2에서 유의성이 사라졌고,주요질환개수은 0.1%

유의수 에서 5%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변경되었다.모델 2에서

모델의 합도가 개선되고,다수 분석에서 체 변이 기 수 의

변이가 설명하는 정도는 약 9%로 유의하 다(표 18).

요양시설에서 개인 수 요인을 살펴본 결과(model1),다약제 복

용과 련된 요인은 입원 거주지,주요질환갯수 다.입원 주지

가 성기 병원인 경우에 다약제 복용 가능성이 높았고(5% 유의수 ),

주요질환이 2개 이상인 경우에 1개 이하에 비해 다약제 복용 가능성이

높았다(0.1% 유의수 ).개인 수 과 기 수 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수 분석한 모델(model2)에서 의사방문 횟수가 월 2회 과로 빈번

한 경우에 다약제 복용 가능성이 감소하 다(5% 유의수 ).기 의 규

모,설립형태,지역,돌 인력수 ,기 평가결과 종사자가 인식한 환자안

문화는 유의한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다수 분석에서 체 분산

기 수 의 변이가 설명하는 정도는 약 10% 다(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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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1 model2

　 　
ß

(SE)
ß

(SE)

Intercept 1.14** 0.36 0.18 0.74

성별(ref.=남자) 여자 0.07 0.19 0.09 0.23

연령군(ref.=65-74세) 75-84세 -0.06 0.21 0.15 0.25

85세 이상 -0.01 0.22 0.24 0.27

배우자(ref.=있음) 배우자없음 -0.17 0.18 0.03 0.23

의료 여(ref.=비해당) 의료 여 -0.10 0.17 0.05 0.22

교육수 (ref.=무학) 졸 0.30 0.18 0.30 0.24

졸 이상 0.51* 0.26 0.27 0.32

입원 거주지(ref.=자가 등) 성기병원 0.02 0.17 -0.29 0.21

주요질환개수(ref.=1개 이하) 2개이상 0.47** 0.16 0.34* 0.15

인지상태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13 0.26 -0.25 0.32

일상생활수행능력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03 0.17 0.27 0.22

의사소통 기능 (높을수록 장애) -0.02 0.05 -0.08 0.07

통증(ref.=없음) 있음 0.37† 0.21 0.17 0.25

규모 0.01* 0.00

설립형태(ref.=개인) 공공 0.15 0.60

법인 -0.67* 0.34

지역(ref.=농 )
도시 -0.23 0.33

간호인력수(정원 비)
4.80† 2.76

요양병원 정성평가(ref.=3등 )
1등 (최상) -0.01 0.43

2등 -1.15** 0.43

4등 -0.15 0.44

5등 -0.19 0.59

-2LogLikelihood 1244.89 858.52

R-Square
Max-rescaledR-Square

2.2%
3.4%

Varianceoftheinterceptatthenuitlevel(

) 0.3414*

ICC 0.094

***p<.001,**p<.01,*p<.05,†p<.1

표 18.다약제 복용 련 요인(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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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1 model2

　 　
ß

(SE)
ß

(SE)

Intercept 1.07*** 0.27 -1.99 1.99

성별(ref.=남자) 여자 -0.13 0.18 0.08 0.26

연령군(ref.=65-74세) 75-84세 0.29 0.20 0.51† 0.27

85세 이상 -0.17 0.20 0.07 0.28

배우자(ref.=있음) 배우자없음 -0.10 0.19 -0.05 0.27

의료 여(ref.=비해당) 의료 여 0.24 0.15 0.19 0.23

교육수 (ref.=무학) 졸 0.17 0.17 0.37 0.26

졸 이상 0.03 0.20 0.35 0.29

입원 거주지(ref.=자가 등) 성기병원 1.11* 0.45 1.15† 0.63

주요질환개수(ref.=1개 이하) 2개이상 1.02*** 0.17 0.60*** 0.16

인지상태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06 0.21 -0.27 0.30

일상생활수행능력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06 0.14 -0.08 0.21

의사소통 기능 (높을수록 장애) -0.10* 0.04 -0.09 0.06

통증(ref.=없음) 있음 0.05 0.24 0.23 0.37

규모 0.00 0.00

설립형태(ref.=개인) 공공 -0.37 0.63

법인 0.42 0.38

지역(ref.=농 )
도시 0.07 0.30

돌 인력수(정원 비)
1.91 1.75

기 평가(ref.=C등 )
평가제외 -0.03 0.47

A등 (최우수) 0.27 0.46

B등 0.84 0.44

D등 0.12 0.44

E등 -1.59 1.02

의사방문 횟수(ref.=월 2회 이하) 월 2회 과 -0.63* 0.31

(종사자가 인식한)환자안 문화 (높을수록 양호) 0.27 0.43

-2LogLikelihood 1414.76 789.02

R-Square
Max-rescaledR-Square

7.1%
10.7%

Varianceoftheinterceptatthenuitlevel(

) 0.3860*

ICC 0.105

***p<.001,**p<.01,*p<.05,†p<.1

표 19.다약제 복용 련 요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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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인 부 약물 사용 련 요인

다음으로 노인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되는 노인 부 약물

사용과 련된 요인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 나 어 살펴보았다(표 20,

표 21).

요양병원에서 개인 수 요인을 살펴본 결과(model1),노인 부

약물 사용 련 요인은 교육수 과 다약제 복용수 이었다.학력수

이 무학인 경우에 비해 졸일 때 노인 부 약물 사용 가능성이 감소

하 고(5% 유의수 ),처방약이 4개 이하인 경우에 비해 5~9개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에 1.99배,10개 이상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3.08배 노

인 부 약물을 사용할 확률이 증가하 다(0.1%유의수 ).개인 수

과 기 수 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수 분석한 모델(model2)에서

요양병원 정성평가가 3등 에 비해 4등 에서 노인 부 약물 사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5% 유의수 ),모델 1에서 유의했던

개인 수 요인들의 련성도 유의하 다.다수 분석의 체 분산

기 수 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 다(표 20).

요양시설에서 개인 수 요인을 살펴본 결과(model1),노인 부

약물 사용 련 요인은 다약제 복용이었다.처방약이 4개 이하에 비

해 5~9개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에 1.68배,10개 이상 약물을 처방받는 경

우에 3.10배 노인 부 약물을 사용할 확률이 증가하 다(0.1% 유의수

).개인 수 과 기 수 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수 분석한 모

델(model2)에서 설립형태가 개인인 경우에 비해 법인인 경우에 다약제

복용 가능성이 감소하 고(1% 유의수 ),의사방문 횟수가 월 2회 과

로 빈번한 경우에 노인 부 약물 사용 가능성이 증가하 다(0.1% 유

의수 ). 한 종사자가 인식한 기 의 환자안 문화 수 이 높을수록



- 100 -

노인 부 약물 사용 가능성이 감소하 다(5% 유의수 ).다수 분석

의 체 분산 기 수 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7% 다(표 21).

model1 model2

　 　
ß

(SE)
ß

(SE)

Intercept -2.02*** 0.33 -2.17*** 0.66

성별(ref.=남자) 여자 -0.29† 0.17 -0.38† 0.20

연령군(ref.=65-74세) 75-84세 0.11 0.19 -0.03 0.23

85세 이상 -0.03 0.20 -0.05 0.24

배우자(ref.=있음) 배우자없음 0.22 0.16 0.20 0.20

의료 여(ref.=비해당) 의료 여 -0.06 0.16 -0.06 0.19

교육수 (ref.=무학) 졸 -0.40* 0.17 -0.54** 0.21

졸 이상 -0.04 0.21 0.22 0.27

입원 거주지(ref.=자가 등) 성기병원 0.15 0.15 0.08 0.19

주요질환개수(ref.=1개 이하) 2개이상 -0.27 0.14 -0.18 0.12

인지상태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11 0.24 -0.09 0.29

일상생활수행능력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07 0.15 -0.13 0.18

의사소통 기능 (높을수록 장애) -0.03 0.05 0.02 0.06

통증(ref.=없음) 있음 0.14 0.18 0.26 0.21

다약제 복용(ref.=0~4개) 5개~9개 1.99*** 0.22 2.27*** 0.30

10개 이상 3.08*** 0.25 3.28*** 0.34

규모 0.00 0.00

설립형태(ref.=개인) 공공 0.04 0.45

법인 0.09 0.26

지역(ref.=농 )
도시 0.22 0.26

간호인력수(정원 비)
-3.37 2.25

요양병원 정성평가(ref.=3등 )
1등 (최상) 0.21 0.34

2등 0.41 0.35

4등 0.76* 0.35

5등 0.70 0.48

-2LogLikelihood 1380.49 1047.62

R-Square
Max-rescaledR-Square

17.3%
23.3%

Varianceoftheinterceptatthenuitlevel(

) 0.1936*

ICC 0.055

***p<.001,**p<.01,*p<.05,†p<.1

표 20.노인 부 약물 사용 련 요인(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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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1 model2

　 　
ß

(SE)
ß

(SE)

Intercept -2.48*** 0.33 -0.77 1.66

성별(ref.=남자) 여자 -0.05 0.18 -0.10 0.26

연령군(ref.=65-74세) 75-84세 0.18 0.20 0.26 0.29

85세 이상 0.38† 0.22 0.49 0.31

배우자(ref.=있음) 배우자없음 -0.03 0.19 0.03 0.28

의료 여(ref.=비해당) 의료 여 -0.28† 0.16 -0.16 0.22

교육수 (ref.=무학) 졸 0.06 0.17 -0.03 0.25

졸 이상 0.28 0.20 0.51† 0.28

입원 거주지(ref.=자가 등) 성기병원 0.35 0.32 0.04 0.48

주요질환개수(ref.=1개 이하) 2개이상 -0.18 0.15 -0.17 0.16

인지상태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20 0.23 -0.51 0.32

일상생활수행능력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28† 0.15 -0.53† 0.22

의사소통 기능 (높을수록 장애) 0.07 0.04 0.11† 0.06

통증(ref.=없음) 있음 0.04 0.24 -0.36 0.37

다약제 복용(ref.=0~4개) 5개~9개 1.68*** 0.20 1.93*** 0.29

10개 이상 3.10*** 0.24 3.57*** 0.37

규모 0.00 0.00

설립형태(ref.=개인) 공공 -0.94 0.62

법인 -0.84** 0.33

지역(ref.=농 )
도시 0.73 0.26

돌 인력수(정원 비)
2.05 1.59

기 평가(ref.=C등 )
평가제외 -0.01 0.41

A등 (최우수) -0.36 0.38

B등 0.59 0.33

D등 -0.29 0.37

E등 1.07 0.95

의사방문 횟수(ref.=월 2회 이하) 월 2회 과 1.12*** 0.26

(종사자가 인식한)환자안 문화 (높을수록 양호) -0.76* 0.35

-2LogLikelihood 1325.42 708.24

R-Square
Max-rescaledR-Square

17.6%
24.5%

Varianceoftheinterceptatthenuitlevel(

) 0.1622*

ICC 0.047

***p<.001,**p<.01,*p<.05,†p<.1

표 21.노인 부 약물 사용 련 요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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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정신병제 부 사용 련 요인

항정신병제의 부 사용과 련된 요인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로 나 어 살펴보았다(표22,표23).항정신병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 병과 같은 정신증에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약물인데 허가받지 않은

목 으로 사용(일명 off-labeluse)하는 것을 부 사용으로 보았다.

요양병원에서 개인 수 요인을 살펴본 결과(model1),주요질환이

2개 이상으로 많을 때 1개 이하에서 보다 항정신병제 부 사용 가능

성이 낮았고(5% 유의수 ),의사소통 기능에 장애가 심할수록 항정신병

제 부 사용 가능성이 높았고(1% 유의수 ),다약제 복용하는 경우에

항정신병제 부 사용 가능성이 커졌다(0.1% 유의수 ).개인 수 과

기 수 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수 분석한 모델(model2)에서 규

모가 클수록 항정신병제 부 사용 가능성이 증가하 고(10% 유의수

),실립형태가 개인인 경우에 비해 법인인 경우에 항정신병제 부

사용 가능성이 감소하 다(5% 유의수 ).개인 수 요인 에서 주요질

환개수와 의사소통 기능은 model2에서 유의성이 사라졌고,심한 인지 장

애일 때 항정신병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유의해졌으며,다약제 복용의

향은 여 히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다수 분석의 체 분산 기

수 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 다(표 22).

요양시설에서 개인 수 요인을 살펴본 결과(model1),다약제를

복용할수록 항정신병제의 부 사용이 증가하 다(0.1% 유의수 ).개

인 수 과 기 수 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수 분석한 모델

(model2)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항정신병제의 부 약물 사용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10% 유의수 )요양병원과 같은 결과 다.종사자가

인식한 기 의 환자안 문화 수 이 높을수록 항정신병제 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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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유의수 )기 평가 등 의

향은 혼재된 양상이었다.다수 분석의 체 분산 기 수 이 차

지하는 비율은 약 5.3% 다(표 23).

model1 model2

　 　
ß

(SE)
ß

(SE)

Intercept -3.19*** 0.41 -3.27*** 0.78

성별(ref.=남자) 여자 -0.29 0.20 -0.42† 0.24

연령군(ref.=65-74세) 75-84세 0.18 0.23 0.18 0.28

85세 이상 -0.07 0.25 0.05 0.30

배우자(ref.=있음) 배우자없음 -0.01 0.19 -0.02 0.24

의료 여(ref.=비해당) 의료 여 -0.02 0.20 0.08 0.23

교육수 (ref.=무학) 졸 0.10 0.21 -0.05 0.26

졸 이상 0.47† 0.25 0.46 0.31

입원 거주지(ref.=자가 등) 성기병원 -0.22 0.19 -0.32 0.24

주요질환개수(ref.=1개 이하) 2개이상 -0.36* 0.17 -0.06 0.16

인지상태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51† 0.29 0.82* 0.36

일상생활수행능력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33† 0.20 -0.43† 0.24

의사소통 기능 (높을수록 심한 장애) 0.18** 0.06 0.10 0.08

통증(ref.=없음) 있음 0.14 0.22 0.11 0.28

다약제 복용(ref.=0~4개) 5개~9개 1.21*** 0.25 0.97** 0.30

10개 이상 1.22*** 0.29 0.79** 0.36

규모 0.01† 0.00

설립형태(ref.=개인) 공공 -0.23 0.49

법인 -0.65* 0.31

지역(ref.=농 )
도시 0.07 0.31

간호인력수(정원 비)
0.40 2.55

요양병원 정성평가(ref.=3등 )
1등 (최상) 0.11 0.38

2등 0.01 0.40

4등 0.30 0.40

5등 -0.33 0.59

-2LogLikelihood 1009.63 767.92

R-Square
Max-rescaledR-Square

7.0%
11.7%

Varianceoftheinterceptatthenuitlevel(

) 0.2015*

ICC 0.058

***p<.001,**p<.01,*p<.05,†p<.1

표 22.항정신병제 부 사용 련 요인(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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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1 model2

　 　
ß

(SE)
ß

(SE)

Intercept -2.48*** 0.33 1.12 2.15

성별(ref.=남자) 여자 -0.05 0.18 -0.36 0.30

연령군(ref.=65-74세) 75-84세 0.18 0.20 0.35 0.34

85세 이상 0.38† 0.22 0.47 0.36

배우자(ref.=있음) 배우자없음 -0.03 0.19 0.05 0.32

의료 여(ref.=비해당) 의료 여 -0.28† 0.16 -0.66* 0.29

교육수 (ref.=무학) 졸 0.06 0.17 0.06 0.29

졸 이상 0.28 0.20 -0.12 0.35

입원 거주지(ref.=자가 등) 성기병원 0.35 0.32 -0.74 0.65

주요질환개수(ref.=1개 이하) 2개이상 -0.18 0.15 -0.29 0.19

인지상태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20 0.23 0.20 0.37

일상생활수행능력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28† 0.15 -0.82** 0.26

의사소통 기능 (높을수록 장애) 0.07 0.04 0.29*** 0.08

통증(ref.=없음) 있음 0.04 0.24 -1.07 0.57

다약제 복용(ref.=0~4개) 5개~9개 1.68*** 0.20 0.57* 0.27

10개 이상 3.10*** 0.24 1.41*** 0.37

규모 0.01† 0.00

설립형태(ref.=개인) 공공 0.08 0.72

법인 -0.26 0.39

지역(ref.=농 )
도시 0.43 0.30

돌 인력수(정원 비)
-2.83 2.06

기 평가결과(ref.=C등 )
평가제외 0.97* 0.51

A등 (최우수) 1.16* 0.47

B등 0.88* 0.43

D등 0.33 0.45

E등 2.40* 0.91

의사방문 횟수(ref.=월 2회 이하) 월 2회 과 -0.45 0.32

(종사자가 인식한)환자안 문화 (높을수록 양호) -0.87* 0.45

-2LogLikelihood 1325.42 560.24

R-Square
Max-rescaledR-Square

17.6%
24.5%

Varianceoftheinterceptatthenuitlevel(

) 0.1845*

ICC 0.053

***p<.001,**p<.01,*p<.05,†p<.1

표 23.항정신병제 부 사용 련 요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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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이 건강

결과에 미치는 향

1.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건강 결과

(1)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건강 결과

분석 II는 연구 참여자의 건강 결과를 악하기 해 섬망과 성

기 병원 입원을 살펴보았다.섬망은 최근 3일간 나타난 모습으로 악하

다.요양병원 입원환자 16.1%,요양시설 입소자 20.6%가 섬망이

나타났다.섬망 여부에 따라 연구 참여자 특성을 악하기 해 단별란

분석을 실시하 다.인구사회학 특성 에서 요양병원 환자는 입원

에 성기 병원에 있었던 경우에 섬망이 나타나는 경우가 었고,요양

시설 입소자는 인구사회학 특성 에서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표 24).

성기 병원 입원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성기 병원 입원 여부로

악하 다.요양병원 입원환자 2.1%,요양시설 입소자 7.5%가 한

번 이상 성기 병원 입원 경험이 있었다. 성기 병원 입원 여부에 따

라 연구 참여자 특성을 살펴보기 해 단변량 분석을 하 다.인구사회

학 특성에서는 성기 의료이용과 련된 요인은 요양병원에서는 성별

과 입원 거주지 고,요양시설에서는 교육수 과 입소 거주지 다.

요양시설 입소자 성기 병원 입원을 경험한 그룹에서 교육수 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고,요양병원 환자 에서 성기 병원 입원을 경

험한 그룹에서 남성의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한 성기 병원 입

원을 경험한 그룹에서는 입소(입원) 거주지가 성기 병원인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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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모두 5% 유의수 에서 유의하

다(표 25).

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섬망 없음 섬망 있음 섬망 없음 섬망 있음

(n=1,010,
83.9%)

(n=194,
16.1%)

(n=996,
79.4%)

(n=259,
20.6%)

col% col% p-value col% col% p-value

성별 여자 75.94 75.77 0.960 78.01 76.83 0.685

남자 24.06 24.23 21.99 23.17

연령군 65-74세 17.52 18.04 0.057 16.16 13.90 0.671

75-84세 48.91 40.21 43.57 44.79

85세 이상 33.56 41.75 40.26 41.31

연령(연속)Mean±SD 81.3±7.1 81.9±7.3 0.260 82.5±7.4 82.5±7.4 0.991

배우자 유 26.63 24.23 0.485 19.48 15.83 0.180

무 73.37 75.77 80.52 84.17

의료 여 비해당 77.82 75.77 0.532 73.69 72.59 0.719

해당 22.18 24.23 26.31 27.41

교육 무학,확인불가 62.48 68.04 0.138 63.05 69.50 0.128

졸 23.76 23.20 20.48 18.15

졸 이상 13.76 8.76 16.47 12.36

입소(입원)
거주지 성기병원 27.62 16.49 0.001 4.62 3.47 0.423

기타(자가 등 ) 72.38 83.51 95.38 96.53

표 24.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섬망 황(단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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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n=1,198) 요양시설 (n=1,254)

성기
병원 입원
무

성기
병원 입원
유

성기
병원 입원
무

성기
병원 입원
유

(n=1,173,
97.91%)

(n=25,
2.09%)

(n=1,160,
92.50%)

(n=94,
7.50%)

col% col% p-value col% col% p-value

성별 여자 76.30 56.00 0.019 77.84 76.60 0.779

남자 23.70 44.00 22.16 23.40

연령군 65-74세 17.82 12.00 0.723 15.78 14.89 0.967

75-84세 47.23 48.00 43.79 43.62

85세 이상 34.95 40.00 40.43 41.49

연령(연속)Mean±SD 81.4±7.2 83.0±5.6 0.250 82.5±7.5 82.2±6.5 0.858

배우자 유 26.09 36.00 0.265 19.05 14.89 0.320

무 73.91 64.00 80.95 85.11

의료 여 비해당 77.58 84.00 0.445 73.53 72.34 0.801

해당 22.42 16.00 26.47 27.66

교육 무학,확인불가 63.51 48.00 0.258 65.60 48.94 <.0001

졸 23.53 36.00 18.62 37.23

졸 이상 12.96 16.00 15.78 13.83

입소(입원)
거주지 성기병원 25.23 44.00 0.001 3.79 11.70 0.0003

기타(자가 등 ) 74.77 56.00 96.21 88.30

성기 병원 입원 여부 결측 7명 (요양병원 6명,요양시설 1명)

표 25.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성기 병원 입원 황(단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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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상태와 건강 결과

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상태 특성과 건강 결과의 련성을

악하기 해 단변량 분석을 하 다.기능 건강상태 수가 높은 경우

에 손상이 심하고,장애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섬망의 경우,섬망과

유의한 련성이 있는 변수는 인지수 ,우울증상,의사소통 기능,주요

질환 개수 다.앞서 3가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모두 유의한

련성이 있었고,주요 질환 개수는 요양시설에서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

섬망이 나타난 군에서 인지수 ,우울증상,의사소통 기능의 손상이 심하

고 장애수 이 높았다(표 26).

성기 병원 입원의 경우,요양병원에서 의사소통 기능과 련성이

있었는데 성기 병원 입원군에서 의사소통 기능의 손상이 었다(의사

소통 수가 낮았다).요양시설에서는 성기 병원 입원군에서 인지수

(CPS) 일상생활수행능력(ADLH),의사소통 수,주요 질환 개수가

높았다.인지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장애수 이 높아질수록 요양시설

입소자의 성기 병원 입원 비율이 높았다(표 27).최종 분석 모델에서는

기능 건강상태의 여러 변수 다 공선성의 험을 이기 해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고,주요 질환 개수,의사소통 기능을 투입

하 다.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성기 병원 입원과 련된 요인인 낙상,

욕창, 양,카테터 사용,억제 사용,상태불안정성(Jano& Aparasu,

2007)을 검토하여 단변량 분석 결과 성기 병원 입원과 낙상,욕창은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요양시설).다만 빈도가 낮아 최종 분석 모델에

서는 제외하 고 양,카테터 사용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성

기 병원 입원과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이 없었다(결과제시 안함).물

리 억제 사용은 항정신병 약물 사용의 부 사용의 주된 이유가

약물로 입소자를 억제시키는 것(Castle& Engberg,2005)인 것을 고려하

여 물리 억제 사용과 항정신병 약물을 동시에 최종 모델에 고려하지

않기 해 물리 억제 사용 변수를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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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섬망 없음 섬망 있음 섬망 없음 섬망 있음

(n=1,201,
97.25%)

(n=34,
2.75%)

(n=1,168,
92.85%)

(n=90,
7.15%)

col% col% p-value col% col% p-value

인지상태(CPS) Mean±SD 3.1±1.6 3.5±1.4 0.005 2.9±1.7 3.6±1.4 <.0001

일상생활수행능력
(ADLH)

Mean±SD 3.6±1.8 3.6±1.7 0.970 3.6±1.9 3.6±1.9 0.7305

우울증상(DRS) Mean±SD 2.5±2.4 5.0±3.0 <.0001 2.3±2.6 4.5±3.2 <.0001

의사소통 기능 Mean±SD 4.1±2.3 5.0±2.3 <.0001 4.0±2.6 5.2±2.3 <.0001

주요질환개수 0 11.98 10.82 0.232 17.67 10.42 0.017

1 51.09 57.73 55.32 61.39

2+ 36.93 31.44 27.01 28.19

표 26.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상태와 섬망 황(단변량)

요양병원 (n=1,198) 요양시설 (n=1,254)

성기
병원 입원
무

성기
병원 입원
유

성기
병원 입원
무

성기
병원 입원
유

(n=1,173,
97.91%)

(n=25,
2.09%)

(n=1,160,
92.50%)

(n=94,
7.50%)

col% col% p-value col% col% p-value

인지상태(CPS)Mean±SD 3.2±1.6 2.8±1.7 0.246 3.0±1.6 3.6±1.8 0.001

일상생활수행능력
(ADLH)

Mean±SD 3.6±1.8 3.5±1.7 0.792 3.5±1.9 4.4±1.7 <.0001

우울증상(DRS)Mean±SD 2.9±2.7 3.7±3.0 0.155 2.7±2.9 2.9±2.6 0.627

의사소통 기능 Mean±SD 4.2±2.4 3.2±2.1 0.028 4.2±2.6 4.6±2.7 0.115

주요질환개수 0 11.76 16.00 0.259 16.55 11.70 0.005

1 52.60 36.00 57.33 46.81

2+ 35.64 48.00 26.12 41.49

성기 병원 입원 여부 결측 7명 (요양병원 6명,요양시설 1명)

표 27.연구 참여자의 기능 건강상태와 성기 병원 입원 황(단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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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약물 사용과 건강 결과

부 약물 사용과 련된 건강 결과의 련성을 악하기 해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교차표를 작성하 다.단변량 분석 결과 섬망이

발생한 군에서 다약제 복용과 유의한 련성이 없었다.노인 부 약

물 복용의 경우 1개 이상 복용하는 경우와 섬망 발생은 유의한 련성이

없었으나,요양시설에서 2개 이상 복용하는 경우에 섬망 발생과 련성

이 있었다(5% 유의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항정신병제 부

사용하는 경우에 섬망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다(0.1%와 5% 유의수 )(표

28).

이어서 부 약물 사용과 련된 건강 결과인 성기 병원 입원

의 황을 살펴보기 해 교차표를 작성하 다.요양병원에서 부 약

물 사용과 성기 병원 입원의 련성이 뚜렷하지 않고,2개 이상의 노

인 부 약물 복용에서만 10% 유의수 에서 성기 병원 입원과 련

이 있었다.요양시설에서는 성기 병원에 입원한 군에서 다약제 복용이

더 높은 비 으로 나타났고(5% 유의수 ),2개 이상의 노인 부 약물

복용도 10% 유의수 에서 련성이 있었다(표 29).

최종 분석 모델인 다수 분석에서는 여러 분석들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지 해 건강 결과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5개 이상 다약제

복용,Beerscriteria기 에 2개 이상 용되는 노인 부 약물 복용,

항정신병제 부 사용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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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n=1,204) 요양시설 (n=1,255)

섬망 없음
섬망
있음

섬망 없음
섬망
있음

% % p-value % % p-value

< 체>
n=1,010
(83.89%)

n=194
(16.11%)

n=996
(79.36%)

n=259
(20.64%)

다약제 복용 5개이상 복용 77.13 79.90 0.397 69.38 71.43 0.522

노인 부
약물 복용

Beerscriteria
1개 이상 복용

74.26 80.41 0.069 66.67 72.20 0.090

Beerscriteria
2개 이상 복용

41.19 41.24 0.990 31.43 40.93 0.004

항정신병제
부 사용 FDA기 16.04 27.32 0.0002 15.86 22.01 0.019

주)FDA기 :정신질환과 문제행동없이 환자/입소자에게 Antipsychoticdrug사용

표 28.부 약물 사용에 따른 섬망 황(단별량)

요양병원 (n=1,198) 요양시설 (n=1,254)

성기
병원 입원
무

성기
병원 입원
유

성기
병원 입원
무

성기
병원 입원
유

% % p-value % % p-value

< 체>
n=1,173
(97.91%)

n=25
(2.09%)

n=1,160
(92.50%)

n=94
(7.50%)

다약제 복용5개이상 복용 77.41 84.00 0.435 68.97 79.79 0.028

노인 부
약물 복용

Beerscriteria
1개 이상 복용

74.85 88.00 0.132 67.16 76.60 0.059

Beerscriteria
2개 이상 복용

40.75 60.00 0.053 32.33 46.81 0.004

항정신병제
부 사용

FDA기 18.07 12.00 0.434 17.59 11.70 0.146

주)FDA기 :정신질환과 문제행동없이 환자/입소자에게 Antipsychoticdrug사용

표 29.부 약물 사용에 따른 성기 병원 입원 황(단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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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II.부 약물 사용이 노인 장기요양자의 건

강 결과에 미치는 향

분석 II에서는 부 약물 사용이 노인 장기요양자의 건강 결과와

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건강 결과는 섬망과 성기 병원 입원으

로 측정하 다.선행연구와 단변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분석 모

델인 다변량 분석에 투입될 변수를 정리하 다.개인 특성 변수를 투입

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odel1)과 기 특성 변수를 추가로 투입

한 다수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odel2)을 통해 분석 II의 가설12)

에 한 검증을 실시하 다.

1)부 약물 사용이 섬망에 미치는 향

부 약물 사용이 섬망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개인 수

의 요인과 기 수 의 요인을 모두 통제 한 후에도 부 약물 사용이

섬망에 미치는 향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모델 2의 결과를 심으

로 해석하 다.요양병원에서 항정신병제의 부 사용이 있는 경우에

섬망이 나타날 확률이 증가하 고,기 수 요인을 고려한 다수 분

석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나타냈다(0.1% 유의수 ).다약제

12)모델 II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가설 2a.다약제 복용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섬망 험성을 높일 것이다.가설 2b.다약제 복용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성기 병원 입원의 험성을 높일 것이다.가설 2c.노인 부 약물 사용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섬망 험성을 높일 것이다.가설 2d.노인 부 약물

사용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성기 병원 입원의 험성을 높일 것이다.가설

2e.부 항정신병제 사용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섬망 험성을 높일 것이

다.가설 2f.부 항정신병제 사용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성기 병원 입원

의 험성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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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과 노인 부 약물 사용은 섬망에 유의한 련성이 나타나지 않았

다.부 약물 사용 외 다른 요인 에서는 입원 거주지,의사소통

기능 수 이 섬망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5% 유의수 ).입원 거주

지가 성기 병원인 경우에 섬망이 나타날 가능성이 감소하 고,의사소

통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섬망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하 다.기

요인 에서는 섬망에 유의한 향을 주는 요인이 없었다(표 28).

요양시설에서 개인 수 과 기 수 요인을 고려한 다수 분석

에서 다약제 복용과 노인 부 약물 사용이 섬망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5% 유의수 ),항정신병제의 부 사용도 섬망

발생에 향을 미쳤다(10% 유의수 ).부 약물 사용 외 다른 요인

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의사소통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섬망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하 고,기 요인 에서는

섬망에 유의한 향을 주는 요인이 없었다(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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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1 model2

　 　 ß (SE) ß (SE) ß (SE) ß (SE) ß (SE) ß (SE)

다약제 복용(ref.=비해당) 해당 0.28 0.20 0.58 0.23

노인 부 약물 사용
(ref.1개 이하) 2개 이상 0.11 0.16 0.20 0.18

항정신병제 부 사용
(ref.비해당)

해당 0.54** 0.19 0.80*** 0.22

성별(ref.=남자) 여자 -0.13 0.21 -0.12 0.21 -0.11 0.21 -0.10 0.23 -0.08 0.23 -0.05 0.23

연령군(ref.=65-74세) 75-84세 -0.34 0.23 -0.34 0.23 -0.35 0.23 -0.28 0.25 -0.29 0.25 -0.32 0.26

85세 이상 -0.05 0.24 -0.04 0.24 -0.04 0.24 0.06 0.26 0.07 0.26 0.07 0.27

배우자(ref.=있음) 없음 0.08 0.20 0.08 0.20 0.09 0.20 0.10 0.23 0.09 0.23 0.12 0.22

의료 여(ref.=비해당) 해당 -0.01 0.19 -0.01 0.19 -0.01 0.19 -0.04 0.21 -0.04 0.21 -0.05 0.22

교육수 (ref.=무학) 졸 0.10 0.20 0.13 0.20 0.10 0.20 0.06 0.23 0.10 0.23 0.10 0.23

졸 이상 -0.35 0.30 -0.34 0.30 -0.37 0.30 -0.24 0.33 -0.22 0.33 -0.26 0.33

입원 거주지
(ref.=자가 등)

성기 병원 -0.60** 0.21 -0.59** 0.21 -0.57** 0.21 -0.66** 0.24 -0.65** 0.23 -0.60* 0.24

주요질환개수
(ref.=1개 이하)

2개
이상 -0.19 0.17 -0.17 0.17 -0.15 0.17 -0.19 0.14 -0.15 0.14 -0.14 0.14

인지상태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52† 0.29 -0.53† 0.29 -0.57* 0.29 -0.56† 0.31 -0.57† 0.31 -0.64† 0.32

일상생활수행능력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34† 0.20 -0.34† 0.20 -0.32 0.20 -0.44† 0.22 -0.41† 0.21 -0.41† 0.21

의사소통 기능 (높을수록
장애)

0.31*** 0.06 0.31*** 0.06 0.29*** 0.06 0.38*** 0.07 0.37*** 0.07 0.35*** 0.07

규모(ref.=소) 0.23 0.37 0.29 0.36 0.28 0.36

-0.40 0.44 -0.30 0.43 -0.34 0.44

설립형태(ref.=개인) 공공 -0.91 0.61 -0.85 0.59 -0.87 0.61

법인 0.36 0.31 0.35 0.30 0.42 0.31

지역(ref.=농 ) 도시 0.26 0.34 0.22 0.33 0.25 0.34

간호인력수(정원 비) (연속) 0.63 2.82 0.90 2.75 0.86 2.83

Intercept -2.43*** 0.38 -2.27*** 0.36 -2.27*** 0.35 -3.40*** 0.70 -3.11*** 0.68 -3.20*** 0.69

-2LogLikelihood 1000.96 993.932 942.87 948.63 936.38

R-Square
Max-rescaledR-Square

4.6%
7.8%

4.5%
7.6%

5.0%
8.5%

Varianceoftheinterceptatthenuit
level(


) 0.55** 0.51** 0.55**

***p<.001,**p<.01,*p<.05,†p<.1

표 30.부 약물 사용이 섬망에 미치는 향(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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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1 model2

　 　 ß (SE) ß (SE) ß (SE) ß (SE) ß (SE) ß (SE)

다약제 복용(ref.=비해당) 해당 0.31† 0.17 0.38* 0.19

노인 부 약물 사용
(ref.1개 이하) 2개 이상 0.55*** 0.15 0.59*** 0.17

항정신병제 부 사용
(ref.비해당)

해당 0.18 0.18 0.35† 0.21

성별(ref.=남자) 여자 -0.37† 0.19 -0.37* 0.19 -0.37† 0.19 -0.26 0.22 -0.26* 0.21 -0.25 0.22

연령군(ref.=65-74세) 75-84세 0.10 0.23 0.09 0.23 0.10 0.22 0.08 0.25 0.06 0.25 0.07 0.25

85세 이상 0.02 0.24 -0.01 0.24 -0.01 0.24 -0.01 0.26 -0.06 0.26 -0.05 0.26

배우자(ref.=있음) 없음 0.35 0.21 0.35† 0.21 0.34 0.21 0.44† 0.24 0.46† 0.25 0.45† 0.24

의료 여(ref.=비해당) 해당 -0.04 0.17 -0.01 0.17 -0.01 0.17 -0.13 0.21 -0.12 0.21 -0.09 0.21

교육수 (ref.=무학) 졸 -0.26 0.20 -0.27 0.20 -0.25 0.20 0.09 0.24 0.10 0.24 0.11 0.24

졸 이상 -0.35 0.23 -0.39† 0.23 -0.35 0.23 -0.10 0.26 -0.12 0.26 -0.09 0.26

입원 거주지
(ref.=자가 등)

성기
병원

-0.17 0.39 -0.21 0.39 -0.11 0.39 -0.24 0.50 0.25 0.50 0.30 0.50

주요질환개수
(ref.=1개 이하)

2개
이상 -0.03 0.17 -0.01 0.17 -0.03 0.16 0.11 0.14 0.14 0.14 0.15 0.14

인지상태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04 0.23 0.06 0.24 0.05 0.23 0.18 0.26 0.21 0.26 0.18 0.26

일상생활수행능력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38* 0.16 -0.34* 0.16 -0.35* 0.17 -0.38† 0.19 -0.33† 0.19 -0.33† 0.19

의사소통 기능 (높을수록
장애)

0.22*** 0.05 0.22*** 0.05 0.21*** 0.05 0.25*** 0.06 0.24*** 0.05 0.23*** 0.06

규모(ref.=소) -0.16 0.39 -0.15 0.39 -0.10 0.39

-0.31 0.53 -0.31 0.53 -0.28 0.53

설립형태(ref.=개인) 공공 1.37† 0.67 1.42† 0.67 1.30† 0.68

법인 0.34 0.39 0.38 0.38 0.35 0.39

지역(ref.=농 ) 도시 -0.11 0.31 -0.14 0.31 -0.13 0.31

돌 인력수(정원 비) (연속) -1.04 1.66 -1.10 1.65 -0.91 1.67

Intercept -2.33*** 0.35 -2.32*** 0.33 -2.11*** 0.32 -2.82** 0.98 -2.77** 0.97 -2.70** 0.98

-2LogLikelihood 1191.75 1182.27 1194.40 1103.84 1096.55 1105.37

R-Square
Max-rescaledR-Square

5.0%
7.8%

5.7%
8.9%

4.8%
7.5%

Varianceoftheinterceptatthe
nuitlevel(


)

1.2235**
*

1.1768**
*

1.2417
***

***p<.001,**p<.01,*p<.05,
†p<.1

표 31.부 약물 사용이 섬망에 미치는 향(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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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약물 사용이 성기 병원 입원에 미치는 향

부 약물 사용이 성기 병원 입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

다.요양병원에서는 기 수 을 고려한 다수 분석의 모델 합도로

단할 때 모델이 하지 않아13)단일 수 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 다.요양병원에서 부 약물 사용이 성기 병

원 입원에 미치는 향은 5% 유의수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부 약

물 사용 외에 남성에서,입원 거주지가 성기 병원인 경우에,의사소

통이 덜 장애된 경우에 성기 병원 입원의 가능성이 증가하 다(표 30).

요양시설의 경우,3가지 부 약물 사용 노인 부 약물 사

용이 성기 병원입원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1% 유의수

),10% 유의수 에서 다약제 복용도 성기 병원입원 확률을 증가시

키는 것이로 나타났다.항정신병제 부 사용은 유의한 련성이 없었

다.개인 수 에서 성기 병원 련 요인은 교육수 이 무학에 비해

졸인 경우,주요질환이 2개 이상인 경우,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장애가 있

을 경우,입소 거주지가 성기 병원인 경우에 성기 병원 입원 가

능성이 높아졌고,기 수 에서는 기 규모가 규모일 때 성기 병원

입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요양시설에서 성기 병원 입원은

입소자의 증도를 나타내는 질환 요인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유의하고,

성기 병원에서 입소한 경우에 다시 병원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 취약한

군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규모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상태를 고

려한 후에도 유의하게 병원 입원 확률이 높았는데,이는 규모 시설에

서 성기 병원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더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

13) 요양병원에   병원 원 비 (1.8%)  낮아  다수준 모  한 합도는 

보 지 않  것 로 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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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기 병원 이용을 한 연계,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어 용이한

원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어 추가 인 근거를 가지고 해석해

야할 것이다.여기서는 개인과 기 수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요양시

설에서 노인 부 약물 사용이 성기 병원 입원 확률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del1 로지스틱 회귀분석주)

　 　 ß (SE) ß (SE) ß (SE) ß (SE) ß (SE) ß (SE)

다약제
복용(ref.=비해당)

해당 0.29 0.64 0.29 0.66

노인 부 약물 사용
(ref.1개 이하) 2개 이상 0.81† 0.47 0.86† 0.47

항정신병제 부
사용 (ref.비해당)

해당 -0.22 0.66 -0.23 0.68

성별(ref.=남자) 여자 -1.09* 0.52 -1.12* 0.52 -1.10* 0.66 -1.17* 0.54 -1.18* 0.54 -1.18* 0.54

연령군(ref.=65-74세) 75-84세 0.64 0.71 0.65 0.23 0.65 0.71 0.68 0.72 0.67 0.73 0.69 0.73

85세 이상 1.28 0.74 1.31† 0.74 1.28† 0.74 1.38† 0.75 1.40† 0.76 1.37† 0.75

배우자(ref.=있음) 없음 -0.30 0.74 -0.37 0.51 -0.30 0.51 -0.23 0.52 -0.31 0.52 -0.24 0.52

의료 여(ref.=비해당) 해당 -0.17 0.65 -0.16 0.65 -0.18 0.65 -0.11 0.66 -0.11 0.67 -0.12 0.66

교육수 (ref.=무학) 졸 0.28 0.55 0.32 0.55 0.31 0.55 0.10 0.56 0.16 0.57 0.13 0.56

졸 이상 -0.29 0.70 -0.32 0.70 -0.22† 0.71 -0.60 0.75 -0.63 0.76 -0.53 0.75

입원 거주지
(ref.=자가 등)

성기 병원 1.11* 0.47 1.05* 0.47 1.12* 0.46 1.22* 0.49 1.19* 0.49 1.21* 0.49

주요질환개수
(ref.=1개 이하)

2개
이상 0.50 0.46 0.51 0.46 0.52 0.46 0.55 0.47 0.53 0.47 0.57 0.47

인지상태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1.20† 0.90 1.26 0.91 1.20 0.90 1.46 0.94 1.49 0.94 1.50 0.95

일상생활수행능력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04 0.54 -0.05 0.52 -0.03 0.53 0.03 0.54 0.04 0.54 0.03 0.55

의사소통 기능 (높을수록
장애)

-0.41* 0.18 -0.43* 0.18 -0.41* 0.18 -0.51** 0.19 -0.53** 0.19 -0.51* 0.19

규모(ref.=소) 0.24 0.64 0.29 0.65 0.26 0.64

-0.62 0.78 -0.64 0.78 -0.62 0.78

설립형태(ref.=개인) 공공 1.47† 0.78 1.41† 0.77 1.49† 0.78

법인 0.56 0.53 0.56 0.53 0.54 0.53

지역(ref.=농 ) 도시 0.62 0.64 0.51 0.64 0.60 0.64

간호인력수(정원 비) (연속) -1.63 3.99 -2.14 4.08 -1.43 3.99

Intercept -3.61*** 1.04 -3.69*** 0.93 -3.38*** 0.90 -4.05** 1.31 -4.00** 1.23 -3.81* 1.21

-2LogLikelihood 186.384 183.455 186.493 179.656 176.476 179.745

R-Square
Max-rescaledR-Square

2.0%
12.5%

2.3%
13.9%

2.0%
12.4%

2.6%
15.9%

2.9%
17.5%

2.6%
15.8%

***p<.001,**p<.01,*p<.05,†p<.1
주)다수 분석의 모델 합도는 유의하지 않아 다수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함

표 32.부 약물 사용이 성기 병원 입원에 미치는 향(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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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1 model2

　 　 ß (SE) ß (SE) ß (SE) ß (SE) ß (SE) ß (SE)

다약제 복용(ref.=비해당) 해당 0.54† 0.30 0.60† 0.31

노인 부 약물 사용
(ref.1개 이하) 2개 이상 0.65** 0.24 0.69** 0.26

항정신병제 부 사용
(ref.비해당)

해당 -0.26 0.35 -0.18 0.37

성별(ref.=남자) 여자 -0.26 0.29 -0.26 0.29 -0.28 0.29 -0.16 0.32 -0.15 0.32 -0.17 0.32

연령군(ref.=65-74세) 75-84세 -0.01 0.34 -0.03 0.34 0.04 0.34 -0.02 0.35 -0.06 0.36 0.03 0.36

85세 이상 0.05 0.37 -0.01 0.37 0.06 0.37 0.07 0.38 0.02 0.37 0.07 0.38

배우자(ref.=있음) 없음 0.35 0.34 0.36 0.34 0.33 0.34 0.45 0.37 0.43 0.34 0.44 0.37

의료 여(ref.=비해당) 해당 0.19 0.26 0.21 0.26 0.19 0.26 0.07 0.29 0.06 0.30 0.11 0.29

교육수 (ref.=무학) 졸 0.85** 0.27 0.86** 0.27 0.88** 0.27 0.86** 0.30 0.88** 0.30 0.88** 0.30

졸 이상 0.13 0.36 0.08 0.36 0.15 0.36 0.21 0.39 0.16 0.39 0.22 0.39

입원 거주지
(ref.=자가 등)

성기
병원

0.93* 0.39 0.85* 0.39 0.97* 0.39 0.45* 0.53 0.45* 0.53 0.49* 0.52

주요질환개수
(ref.=1개 이하)

2개
이상 0.47 0.24 0.54* 0.24 0.55* 0.24 0.21 0.21 0.25* 0.21 0.27* 0.21

인지상태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0.35 0.39 0.35 0.39 0.33 0.39 0.27 0.41 0.29 0.41 0.25 0.41

일상생활수행능력
(ref.=정상~약한 장애)

심한 장애 1.14*** 0.30 1.17*** 0.30 1.11*** 0.30 1.28*** 0.32 1.32*** 0.32 1.28*** 0.32

의사소통 기능 (높을수록
장애)

-0.03 0.07 -0.03 0.07 -0.03 0.07 -0.03 0.08 -0.03 0.08 -0.03 0.08

규모(ref.=소) 0.70 0.51 0.67 0.51 0.70 0.51

1.77** 0.62 1.75* 0.62 1.75* 0.62

설립형태(ref.=개인) 공공 -0.52 0.95 -0.44 0.95 -0.55 0.95

법인 -0.73 0.46 -0.63 0.46 -0.69 0.46

지역(ref.=농 ) 도시 0.19 0.35 0.16 0.35 0.19 0.35

돌 인력수(정원 비) (연속) -19.62 12.14 -19.64 12.19 -17.94 12.07

Intercept -4.41*** 0.57 -4.29*** 0.54 -3.98*** 0.52 -4.69** 0.91 -4.58** 0.90 -4.40** 0.90

-2LogLikelihood 573.395 569.510 576.323 543.76 540.44 547.44

R-Square
Max-rescaledR-Square

4.1%
10.3%

4.4%
11.0%

3.8%
9.7%

Varianceoftheinterceptatthe
nuitlevel(


) 0.676* 0.683* 0.701*

***p<.001,**p<.01,*p<.05,†p<.1

표 33.부 약물 사용이 성기 병원 입원에 미치는 향(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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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고찰

1.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 황에 한

분석

분석 I에서 국의 표본 요양병원과 입소시설에서 수집한 2,426명

의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 황을 악하

고 련 요인을 살펴보았다.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 수

은 3종류의 부 약물 사용 기 으로 살펴볼 때 재 상황이 최 의

수 으로 보기 어렵다.우선 5개 이상의 다약제 복용한 경우가 73.7%이

고,평균 6.79(±3.41)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노인 부 약물을

복용 인 경우가 71.3% 으며,항정신병제의 부 사용자는 16.9%에

이른다.각각에 한 논의를 아래 제시하 다.

1)노인 장기요양자의 다약제 복용 황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약제 복용 수 은 김정선과 강숙(2013)이

270명의 입소자 에서 5개 이상의 다약제 복용자를 71.5%로 보고한 것

과 유사한 수 이고,서덕성,윤종률,김성재,박지상,이화진,김미

(2012)의 연구에서 종합병원 입원 노인 163명 입원 약물 처방개수

가 5개 이상인 경우가 73%인 것과도 유사한 수 이다.Kim 등(2014)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

32만 명 6개 이상 약물 복용한 경우가 86.4%라고 보고한 것에 비해

서는 다소 낮은 수 이다.다약제 복용을 단하는 기 약물 개수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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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다 다르고,노인 장기요양자의 필요 수 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

교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평균 약물 복

용 개수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 다.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선

행 연구에서는 요양시설 입소자가 평균 6~10개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Jokanovicetal.,2015).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고,본 연구에서 악한 국내 장기요양자의 다약제 복용 수

은 국외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 이다.다른 나라에 비해 우려할 만한

수 이 아닌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연

구자들은 자신이 보고한 노인 장기요양자의 다약제 사용 수 이 하

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자의 약물 사용 수 을 하게 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노인 장기요양자의 노인 부 약물 사용 황

노인 장기요양자의 노인 부 약물 사용 황은 Beers’criteria

를 기 에 해당하는 약물 1개 이상인 경우가 71.3%,2개 이상인 경우가

36.7% 다.Beers’criteria가 몇 차례 개정되고 다양한 세 에서 사용되

기 때문에 본 연구와 비교를 해 동일한 기 인 2012년 Beers’criteria,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보

았다.김정선,강숙(2013)은 국내 3곳의 입소시설에서 조사하여 노인 부

약물 사용 비율이 51.1% 고,Hwang등(2015)은 국내 20개 요양원

에서 58.2%로 보고하 다. 아일랜드 장기요양 시설입소자

53.6%(Sullivan,2013), 라질 장기요양 시설입소자 82.6%(Limaet

al.,2013)가 2012Beers’criteria기 에서 부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

로 보고하여 국내 다른 연구보다 다소 높은 수 이었다.국내 연구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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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연구가 편의 추출 방식으로 기 을 선정하고

비 여 약물 포함 여부와 같이 약물 자료 수집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

했을 가능성이 있다. 요한 것은 국내 노인 장기요양자를 상으로 진

행된 연구들에서 모두 50%가 넘는 입소자가 노인 부 약물을 복용하

고 있다는 것이다.노인 부 약물을 사용한 모든 경우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임상 인 단에 의해 해당 약물을 사용할 수 있

으나,그 동안의 국외 연구에서 노인 부 약물 사용의 험성에 해

서 언 하며 부 약물 사용으로 인한 추가 인 의료이용을 피하고,

건강 결과의 악화를 방지하기 해 노인 부 약물 사용을 리하는

것을 학회 차원에서 강조했던 것을 고려하면 (AGS,2012;2015),노인

부 약물 사용을 리하기 한 한 조치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

고, 황을 지속 으로 살펴보는 것이 요할 것이다.

3)노인 장기요양자의 항정신병제 부 사용 황

항정신병제의 부 사용 수 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노인

장기요양자의 16.9%로 나타났다.Kamble 등(2010)은 미국 National

NursingHomeSurvey를 이용하여 항정신병제 부 사용을 탐색한

연구에서 입소자의 23.5%가 해당된다고 보고하 고,Tjia등(2014)은 요

양시설에서 항정신병제 처방율이 약 19%라고 보고하 으며,북미에서는

항정신병제의 부 사용을 30% 내외 보고 있다(Crystal,Olfson,

Huang,Pincus,Gerhard,2009).항정신병제 사용의 성을 단하는

기 은 연구마다 다르고,이에 따라 황 보고 수 도 다르다.본 연구는

미국 FDA의 권고를 보수 으로 해석하여 체 입소자 정신증

(psychosis:조 병,양극성장애,망상,환각,비정상 사고과정,우울,불

안증)이 없이 항정신병제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 으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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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치매자에게 항정신병제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로 규정하기도 하여

본 연구보다 높은 문제 빈도를 보고하기도 하 다(Crystaletal.,2009;

Kamble,2010).미국에서 항정신병제 처방을 받은 노인 입소자 에서

사용이 허가된 경우(정신분열증,조울증 등)는 20.7% 고,73.7%에는 치

매가 있거나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고,정신증,치매,문제행동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5.7% 다(Crystraletal.,2009).항정신병제 부

사용 문제는 그동안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한 문제 하나이다.노인

장기요양자의 안 을 해 시 히 연구와 심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

된다.

4)부 약물 사용에 한 서비스 종류별 기 별 변이

부 약물 사용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모두 요한 문제이

다.본 연구 결과 평균 약물 개수는 요양병원에서 7.08(±3.33),요양시설

에서 6.50(±3.46)이었고,노인 부 약물을 1개 이상 복용하는 경우가

요양병원에서 75.1%,요양시설에서 67.6% 고,항정신병제 부 사용

은 요양병원에서 17.3%,요양시설에서 16.4%로 3가지 기 에서 모두 요

양병원이 높은 수 으로 나타났지만,그 차이가 어느 한쪽의 문제라고

보기에 어렵다.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모두 한 약물 사용을 한

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부 약물 사용 황이 기 에 따른 변이가 컸다.부 약물

사용자 비 이 높은 5분 기 과 낮은 1분 기 을 비교할 때 다약제

복용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49~52%p의 차이가 있었고,노인

부 약물 사용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17~18%p의 차이가

나타났고,항정신병제 부 사용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3~35%p의 차이가 있었다.노인 장기요양자의 증도를 보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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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이긴 하나 기 별로 약물 사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렵지 않

게 악할 수 있다.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기 별 변이를 살

펴보고 변이 수 을 여 반 인 질 수 을 향상하는 것이 략 하

나이며,주요한 과정 지표의 하나로 한 약물 사용 수 을 모니터링

하여 변이를 여나가는 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해 핀란

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핀란드 장기요양시설에서 수면제를

정기 으로 처방받는 입소자 비율이 2000년 38% 정도 는데,지속 으

로 측정하고 체 푯값을 벤치마크로 제시하여 변이를 리한 결과

2010년에는 16% 수 으로 감소하는 개선 효과가 있었다(Mor,Leone,

Maresso,2014).약물 사용과 련된 환자안 수 을 높이기 해서 기

간 상 인 치를 악하게 하고 기 이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측면에서 우선 으로 고려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 련 요인에

한 분석

부 약물 사용과 련된 요인을 악하기 해서 개인 수 요

인과 기 수 요인을 함께 모델에 투입하여 다수 분석을 하 다.다

수 분석하여 개인 수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기 수 의 요인이 노

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1의 가설 “장기요양 기 의 특성은 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

(다약제 복용 여부,노인 부 약물 사용 여부,항정신병제 부 사

용 여부)에 향을 미칠 것이다”를 지지하 다.분석 결과 체로 기

의 규모가 크고,민간 설립 기 이며,의사방문 횟수가 을 경우,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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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문화가 나쁠 경우 부 약물 사용이 증가하 다.인력과 지역,기

평가등 은 유의한 향이 없었다.선행연구에서는 기 규모가 작고,

공공인 경우에 장기요양자 혹은 보호자의 요구에 한 수용도가 낮고,

리 수 이 낮아 부 약물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 본 연구의 분석과는 달랐다.

1)부 약물 사용과 련된 개인 수 요인

개인 수 의 요인들로 연령,성,교육수 ,보험 가입 형태,배우

자 유무,기능 질병 상태,처방약물개수,입소(입원) 거주지 등을

모델에 투입하여 검토하 다.입소(입원) 거주지와 처방약물개수가 유

의한 향이 나타났다.입소(입원) 거주지는 선행연구에서는 결과가

뚜렷하지 않았지만,본 연구에서는 입소(입원) 거주지가 성기 병원

인 경우에 부 약물 사용과 그로 인한 부정 건강 결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노인장기요양자는 건강 기능상태가 하되어 있는 상

태로 안정 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 이다.그러나 성기 병원 입원

의 경험이 최근에 있었다면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약물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처방약물개수는 개인 수 요인 에서 가장 뚜

렷하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결과에서 처방약물개수

가 많은 경우에 부 약물 사용 가능성이 증가하 다. 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처방약물의 증가는 약물 련

문제가 발생하고,이를 응해야하는 상태 변화로 오인하여 추가 인 약

물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Fiavola & Onder,2009;Rochon &

Gurwitz,1997).투약 한 약물 사용 검과 투약 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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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상태가 하된 경우 혹은 의사소통 기능이 하된 경우에 부

약물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찰되었다.특히 항정신병제 부

사용에서 요양병원에서는 인지 상태가,요양시설에서는 의사소통이 유의

한 련성이 있었다.이는 노인 장기요양자의 인지 상태가 하되거나

의사소통 기능이 하되어 약물 사용에 한 호소와 요구를 표시하지 못

하는 것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Lau(2005)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

이 명확하지 않은 노인 입소자는 자신의 요구를 달하기 어렵고,투약

으로 나타난 이상 증상에 한 호소가 부족하여 드러난 상황을 종사자가

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물 사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지 않은 약

물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 다.

그 외 개인 수 요인들은 부 약물 사용과 련성이 뚜렷하지

않았다.일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보호자 요인이 부 약물 사용을

억제하는 강한 향을 다고 제시하기도 하 으나 본 연구에서 보호자

요인은 유의한 향력이 없었다.이는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자의 보호

자들은 체로 기 방문이 드물고, 극 으로 어에 여하는 모습도

드물게 찰되는데 이 때문에 보호자가 어에 극 으로 참여하는 국

가에서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를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부 약물 사용과 련된 기 수 요인

본 연구 결과 기 수 요인들도 유의미한 련 요인으로 나타났다.기

수 요인은 기 규모(다약제 복용-요양병원,항정신병제 부 사

용-요양병원,요양시설),설립 형태(다약제 복용-요양병원,노인 부

약물 사용-요양시설),의사방문 횟수(다약제 복용-요양시설,노인 부

약물 사용-요양시설),환자안 문화(노인 부 약물 사용-요양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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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기 규모

규모가 클수록 부 약물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국외 선행연구

와 다른 양상이었다.Dwyer등(2010)은 기 규모가 클수록 다약제 복

용이 감소하는데 그에 한 설명으로 규모의 기 은 작은 규모의 기

에 비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이들 자원을 통해 다약제 복용이 감

소했을 것이며, 한 규모가 클수록 약물 사용에 한 문가( ,컨설

약사)를 내부에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하 다.우리나라 요양

병원은 약사를 필요인력으로 구분하여 규모 요양병원에는 내부에 보유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소규모 요양병원에는 시간제로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Dwyer등(2010)의 설명이 용된다면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에서도

규모가 클수록 다약제 복용이 감소해야하는데 그 지 않았다.이에 해

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에 한 질의응답14)을 통해 황

을 유추해보았다.요양병원 근무 의사는 요양병원의 규모에 커짐에 따라

환자의 증도가 증가하고 검사 장비 등을 갖출 수 있어서 약물 사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 다.요양병원 근무 약사는 작은 병원에서는

여러 종류의 약을 비하지 못해서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기 규모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수 이 다르다는 것은

Dwyer등(2010)의 설명과 비슷한 이 있으나 이로 인한 나타는 결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약물 사용의 성을 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수 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자의 특성에 따른 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항정신병제 부 사용도 요양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사용이 증가

14) 본 연  결과에 한 해를 해  사  견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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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는 규모가 클수록 집단생활을 해 문제 행동을 통제하려는 경

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의하면 입소

자의 문제행동 등을 통제할 목 으로 (특히 야간에)항정신병제를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이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주인– 리인 계

모델(양 민,김진 ,이태진,배은 ,2013)과 연결하여 검토할 부분으로

보인다.환자는 정보 불균형 등의 이유로 의료 문가를 리인으로 하여

환자의 입장을 신하여 의사 결정하도록 하는데 리인은 비 칭 정

보상황을 활용하려는 속성이 있다(Wennberg,Barnes,Zubkoff,1982).

일반 인 보건의료 환경에서 보통 리인을 의사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

은데 노인 장기요양자의 경우에는 돌 인력도 일종의 리인 역할을 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돌 인력 입장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 장기

요양자는 통제의 상이 될 수 있고,다른 한 방안이 없을 때 문제

행동을 통제할 목 으로 주의가 필요한 혹은 허가받지 않은 목 으로 약

물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최근에는 요양시설이 통제 인 환경에서 벗

어나 집과 같은(home-like)장소로 변화하기 한 greenhouseproject

와 같은 노력이 있으나 여 히 통제 인 분 기가 있다.기 의 규모가

커지면 통제 인 분 기가 강해지고 항정신병제와 같은 통제수단의 약물

을 더 선택했을 수 있다.이는 본 연구에서 검증한 부분이 아니지만 여

러 정황을 통해 유추한 가능한 해석의 하나로 이후 연구에서 추가 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2)설립 형태

설립 형태가 개인일 때보다 법인에서 부 약물 사용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선행연구에서는 리시설에 비 리 시설에 비해 부

약물 사용이 감소하는 것과 반 경향이다.법인 기 들은 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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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 에 비해 외부의 지원이 더 있기 때문으로 업무 환경 요인에

서 나은 수 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기 규모에서 설명했던 조

직의 자원 수 의 여지(Slack)가 법인에서 더 찰되기도 한다.시립 기

에서 근무할 때보다 개인 기 에서 근무할 때 환자 이동과 같은 여유

들이 부족했다는 종사자의 설명을 통해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융합

모델의 한 부분으로 업무 환경 요인을 제시하 지만 직 으로 측정

했던 변수가 아니므로 이에 한 엄 한 해석과 검증은 이후 연구에서

진행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3)환자안 문화

환자안 문화는 종사자가 인식한 기 의 환자안 수 으로 자신

이 근무하는 기 의 환자안 수 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부 약물 사

용의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의 안 문화는 기 의 의

사결정에 여하는 주요 요인(Bonner,Castle,Perera,& Handler,2008)

으로 청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규모,설립형태 등으로 간 으로 악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 종사자를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

시하여 모델에 반 할 수 있었다.이는 기 의 문화가 어의 질에 향

을 다는 통 인 이론에 기반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요양병원

과 요양시설 모두 일당정액제를 지불 보상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이는

제공자가 비용지출을 최소하려는 동기를 가지며,필요인력을 최소화하고

재료/시설/장비에 한 투자 소홀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로 나타날 수

있다.한국 장기요양기 의 종사자를 상으로 면 조사한 보고서(오정

미,2014)를 살펴보면,요양시설은 직종에 계없이 노인 약물 리의

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처방약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탁의사나 처방

의사에게 문의해야하는 차들이 조치를 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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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의 안 을 우선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종사자와 조직의 문화 즉,환자안 문화이다.환자안 문화 수 이

양호한 기 에서는 극 인 조치로 나타나 부 한 처방을 이고자

할 것이다.

(4)의사방문 횟수

의사방문 횟수는 요양시설에서 약물 부 사용과 련된 주요

변수 하나이다.환자 안 에 있어서 의사방문 횟수는 두 가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의사방문 횟수가 증가하면 처방약이 늘어날

수 있다.혹은 장기요양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약의 처방을

일 수도 있다.한국의 요양시설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기에 의사방문이

증가하면 노인 장기요양자에 한 찰 수 이 향상되고 종사자들과의

의사소통 수 이 향상되어 한 응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특

히 처방 약물이 과도할 경우 이를 조 하는 노력은 융합 모델에서 언

한 감독자 역할로 설명할 수 있다.그러나 반면에 자신의 문진료과목

이 아닌 약이나 최신 지침에 한 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빈번한

진료는 노인 부 약물 사용을 증가시킬 수 도 있다.융합 모델에서

고려한 보건의료 문가의 지식과 경험 측면에 기 어 설명하자면 Beers

criteria와 같은 노인 부 약물 사용 지침은 노인의학을 공으로 하

거나 노인의학에 련된 지식을 습득한 경우에 작동하는 지침일 것이다.

자료 수집이 진행된 2013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

원과 같은 리기구,연구자들의 심들이 시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선 보건의료 문가들이 이에 한 지식과 경험 수 이 특정 문진료

과목을 심으로 하여 간과되었을 수 있고,노인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

하여 우선 으로 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일반 으로 노인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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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호소하는 증상인 통증,변비,불면 등에 응한 약물 사용을 했다면

진통소염제,변비약,수면제 등의 노인 부 약물의 처방이 증가했을

수 있다. 미국 청구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처방의사의 수가 증가

할수록 부 약물 처방의 가능성이 증가하 는데(Holmes,Luo,Kuo,

Baillargeon,Goodwin,2013),여러 증상의 응하기 한 약 처방으로

설명해보면,요양시설에서 의사의 방문이 증가하는 것은 처방 의사의 수

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부 약물 처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인력 수

인력 수 은 부 약물 사용에 유의한 련성이 나타나지 않았

다.인력 수 의 경우,일반 으로 돌 인력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을 좋

을 것을 기 하게 되고,미국 싱홈에서 부 약물 사용과 련된 요

인을 분석했던 Lau등(2004)의 연구에서도 돌 인력 수 이 높을수록

부 약물 사용의 가능성이 낮아져 이를 뒷받침한 바 있다.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 등의 돌 인력 수 과 부

약물 사용은 유의한 련성이 없었다.이에 한 가능한 해석은 부

분의 기 이 낮은 돌 인력 수 과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 인

력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요양병원과 요양시

설이 모두 간호 인력 상당수를 간호조무사로 채우고 있고,간호인력

의 기 이 낮고(요양병원 6:1,요양시설 25:1),이를 지키지 않는 요양병

원이 30%를 넘고 있다(권순만 등,2013).실제 처방과정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약사의 상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인력의

역할이 요할 것이다.다만 한 규정과 교육 훈련 등 리 기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해 한 인력수 과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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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고, 한 약물 리 역량을 강화시킬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장기요양에서 인력과 질을 다룬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요양병원의

간호인력 수 과 폐렴발생을 살펴본 연구(채정미,송 종,강근석,이지

윤,2015)에서 연구 상을 요양병원 간호등 1등 (최우수)으로 한정하

을 때,간호인력 수 이 낮은 곳에서 폐렴발생의 험이 증가하 다.

종속변수가 달라 직 비교는 어렵지만 반 인 간호인력이 낮은 수

이기 때문에 간호등 1등 으로 한정한 후에 유의한 련성을 보일 수

도 있을 것이다.이 에 착안하여 본 연구 자료에서도 간호인력의 수

이 양호한 기 (요양병원의 간호등 1,2,3등 )이거나 기 평가에서

양호한 결과를 받은 기 (요양시설의 기 평가 A,B,C등 )을 받은 곳

만을 상으로 추가 분석하 다.표본의 감소 등으로 간호인력과 부

약물 사용의 계에서 여 히 유의하지 않았다.앞으로 간호인력의 수

뿐 아니라 구성(mix)와 근무형태 등을 고려한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

며,약물 리 수 을 높이기 한 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이 건강

결과에 미치는 향

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약물 사용이 건강 결과에 미치는 살펴

보았다.약물 련문제인 섬망과 성기병원 입원 여부로 건강 결과를

악하 다.섬망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성기병원 입원은 요양시설

에서 부 약물 사용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부 약

물(다약제 복용 여부,노인 부 약물 사용 여부,항정신병제 부

사용 여부)을 사용한 노인 장기요양자는 부정 건강 결과(섬망,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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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원)의 험성이 더 높을 것이다.”를 지지하 다.

구체 으로 개인 수 과 기 수 의 요인을 모두 통제한 다수

분석에 의하면 요양병원에서 항정신병제 부 약물 사용이 섬망 발

을 증가시키는데 향을 주었고,요양시설에서 노인 부 약물 사용이

섬망과 성기 병원 입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얻었다.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연구에서 매우 드물게 보고되는 연구로 장기요양 분야에서 건강

결과에 부정 향을 주는 약물 사용에 한 리 수 을 높이는데 근

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3가지 부 약물 기 이 모두 부정 건강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보았다.검토한 건강 결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부정 건강 결과로 이어지는지 문제를 진단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 안 한 약물 사용을 한 연구와 심의 시작의 의미가 있을 것이

다.외국의 연구에서는 지속 으로 개정된 지침을 용하고,환자의 증

도 등을 보정한 결과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AGS,2015).부 한

약물 사용은 부정 건강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

와 같은 새로운 (혹은 간과되었던)기 을 국내에 소개하고 일선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기본 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기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이다.다만,개별 임상 상황에 한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 Fick,Milon,

Beers,Waller(2008)의 연구에서 제안한 임상 증상,비용, 성기 의료

이용 등 다양한 약물 련 문제(DrugRelatedProblems) 섬망과 병원

입원과 같이 일부만을 다룬 것은 이후 연구에서 더 진행이 필요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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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결론과 제언

1.이론 ,정책 함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한 지 과 심은 기부터 지속

되어 왔으나,질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기제 혹은 모델이 부족하다는 우

려도 같이 있었다.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자의 부 한 약물 사용에

한 황을 악하고,부정 인 건강 결과와 련성을 탐색한 연구로

규모,다기 연구를 통해 기 간 변이를 살펴보고 문제의 규모를 제

시하 으며,외재 방식으로 기 들을 용하여 정책차원은 물론이고

기 내부에서도 기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 를 제시하고자 하 다.

환자안 혹은 보건서비스 질과 련된 다수의 실증연구에서는 분

명한 이론 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는 이론 근 보다

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규모를 악하고 련 요인을 찾아 재하고

자 하는 문제 심 근 방식에서 나타난 경향으로 보인다.본 연구는

개인 수 의 요인,Donabedian의 구조-과정-결과의 개념틀,Vincent의

시스템 근,보건의료 달과정을 고려한 융합 모델을 도입하여 약물

사용과 련된 장기요양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지 을 조명하고자

하 다.이를 통해 취약한 노인 장기요양자가 부 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해를 입지 않도록 조직 혹은 체계가 응할 수 있는 지 을 모색하

고자 하 다. 통 으로 많이 언 되고 있는 기 특성 (인력 수 ,규

모,설립형태)뿐 아니라 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안 분

기 (문화)수 을 반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결과와 통합하여 반

인 서비스 질의 수 과 환자안 문화 수 을 투입하 다.실증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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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어도 일부분은 기 특성들이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추후

보다 정교한 연구 설계를 통해 련 요인을 악하고 응할 지 을 찾

는 것이 요구된다.

안 의 문제는 개별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스 스 치즈 모델”과 같이 여러 문을 통과하여 나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 를 움직이는 체계에 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한다.요양

병원과 요양시설로 구분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두

체계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할 것으로 기 하 다.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에서 비슷한 수 으로 기 간 변이를 보이고, 련 요인들이 특성이 나

타났다.요양병원은 병원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으로 의사가 상주하고 원

내 처방으로 약이 달되며,간호 인력도 요양시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약물 리 체계는 다르지만 부 약물 사용 황이나 련 요인들을

살펴볼 때, 한 약물 리는 두 곳에서 모두 최 의 수 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우리나라 여보상 체계를

포함한 시스템 근이 필요할 것이다.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모두 일당정

액제를 지불 보상의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지불방식은 서비스 제공

자가 비용지출을 최소하려는 동기를 가지며,필요인력을 최소화하고 재

료/시설/장비에 한 투자 소홀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로 나타날 수

험이 있다.특히 약물 사용 리는 외부의 규제가 느슨하고,잘 리하

기 한 유인 정책도 없기 때문에 최 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장기요양 분야에서 부 약물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최

근에서야 심이 시작되었고,규모와 심각성이 아직 명확히 악되고 있

지 않다.장기요양자의 건강 기능상태,기 의 특성을 포함한 포

자료를 이용한 황 악하여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을 악하고,기 의

질 수 에 따른 차이를 악하여 불필요한 혹은 방 가능한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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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탐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Beerscriteria를 기 으로 후향

약물 모니터링에 사용하고 있다.이는 환 할 부분이나 소극 인 감독하

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요양병원 정성 평가에서는 환자에게

사용된 약물의 개수를 기 으로 다약제 복용을 평가하고 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 으로 공개(publicreporting)하고 있다.모니터링과 공

개가 효과 이었다면,본 연구에서 어도 요양병원의 다약제 복용에 있

어서는 질 좋은 요양병원과 그 지 않은 요양병원 간 유의한 차이가 발

견되어야 했으나 결과는 혼재되어 있었다.

부 한 약물 사용과 련된 변이는 노인 장기요양자의 특성만으

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가지 형태의 부 약물

사용이 기 에 따라 상당한 변이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Bronskill,Gill,Paterson,Bell,Anderson,Rochon(2012)은 캐나다의 다약

제 처방이 기 별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고하 고,Chen등(2010)은 미

국 싱홈에서 항정신병제의 사용 패턴이 기 별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

고,그 차이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로 일종의 분 기(culture)가 자리 잡

고 있다고 지 하 다.우리나라도 장기요양 이용자에 한 환자 안

측면에서 분 기 환기가 필요하다.과도한 정신신경계 약물의 사용은 장

기요양 이용자의 안 을 한다.요양시설에서 항정신병제의 부 한

사용이 병원입원의 험을 증가시켰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미국 싱홈 입소자의 1/3정도가 정신신경계 약물을 복용하

고 있고,이 1/3이 방가능한 입원/사고와 겪는다는 것(Gilletal,

2007;Schneeweissetal.,2007)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기 병원 심으로 환자 안 에 한

논의가 발 되고 있는 것에서 외연을 확 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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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 에 한 논의를 시도하 다.장기요양 이용자는 외부의 변화에

취약하여 어의 오류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장기요양 환경에 맞는 환자 안 문제에 한 새로운 이 필요

할 것이다. 성기 의료 환경과 장기요양 환경은 인력,구조, 상자의

상태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맞닿는 지

으로 다학제 근도 필요할 것이다.장기요양자는 어 제공자에게 자

신의 어 제공자에게 자신의 건강과 기능을 탁하 으며 어 제공자

는 어 활동으로 장기요양자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

다.환자 안 은 그 자체로 달성할 목표이자 동시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투입된 재화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노인 장기요양 분야에서 환자안 수 향상을 한 정책 방향은

보건의료 질 향상의 략을 참고하여 제시될 수 있다.이상일(2013)은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질의 황을 악하고,정기 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하 다.이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요

양 분야에 용하면,요양병원 정성 평가,장기요양기 평가 등 외부

리 기 에 의한 모니터링이 있지만,조사되는 지표를 정비하여 질 향

상을 이끌 수 있는 략이 필요하며,공 자의 자발 질 개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를 들어 질 평가용 자료

제출 비용을 보 하거나(payforreporting),인력의 교육훈련 사업을 지

원하는 등 재정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노인 장기요양자

의 부 약물 사용 리에 유효한 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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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법론 함의

본 연구는 약물 사용 리에 있어서 성기 병원을 심으로 혹은

청구자료를 심으로 연구되어온 경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류의 실증자

료를 직 수집하고 통합하여 분석을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장기요

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의 부 한 약물 사용의 련 요인을 악하

고,부 약물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결과를 개인 수 과 조

직 수 으로 구분하여 다수 분석으로 살펴보았다.장기 으로 한 기

에 머무르는 특성이 있는 장기요양자는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기 의

특성에 따라서 향을 받을 수 있다.특히 기 간 약물 사용 경향에 있

어서 상당한 변이를 찰한 것은 기 요인을 고려해야하는 이유가 되기

도 한다.여러 선행연구에서 개인 수 의 넘어 여러 차원의 요인을 탐색

해야한다는 제언들이 많았지만 자료의 한계 등으로 연구가 충분하지 않

았었다.본 연구는 다양한 수 의 요인들을 통합하여 분석하기 해서

여러 자료를 사용하 다.

사용한 자료원은 다음 특성이 있다.첫째, 국 표성 있는 표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143곳에서 자료를 수집하 다.둘째,입소(입원)노

인에 한 포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환자/이용자의

건강 기능상태를 포 평가도구(interRAI)로 수집하 고,처방 을

통해 약물자료를 수집하 으며, 리기 의 자료 기 설문을 통해 기

수 의 자료와 종사자들의 인식하는 안 문화 수 을 수집하 다.셋

째,분석방법의 측면에서 환자/이용자 수 의 특성과 기 수 의 특성

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수 분석을 통해 부 약물 사용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악하 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3종류의 부 약물 사용에 한 기 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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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국가와 연구에서 용된 바 있다.건강 결과와의 련성에도 근거

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유용성이 있다.다만 국가별로 유통되는 약물

의 종류가 상이하고,사용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기 이 한국에

서 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무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국내 요양시설 노인 상 부 약물 사용

황을 악하기 해서 Beerscriteria,유럽에서 개발된 STOPP,독일

에서 개발된 PRISCUSlist를 종합하여 공통으로 포함된 국내 유통 약물

로 목록을 정리한 후 문가패 조사를 통해 노인주의 의약품 목록을

재정의 한 김성옥 등(2013)의 연구에서 이를 시도한 바 있다.국내에서

의 활용도를 고려한 노인 부 약물 목록 개발과 실무에서의 용을

한 방안 모색이 더 필요할 것이다.본 연구는 이를 한 기 단계의

근거와 방식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3.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부 약물 사용 여부를 악하기 해 처방 을 기

로 자료를 구축하 다.처방 에 기록된 로 실제 투약되었음을 가정하

으나,실제로 장기요양자의 복용순응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의 규모를 과소추계하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다만 기존의 연

구들이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하 기 때문에 처방된 약물 에서 비 여

약에 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처방 에 기록된 비

여 약물 정보는 청구자료와 비교하여 실에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

다. 한 분석 II에서 시도한 부 약 사용이 건강 성과로 이어지는 부

분에서 병원 입원 여부에 한 보고가 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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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 입원 사유도 수집되지 않아 약물 사용의 부 로 나타난 것

인지 단정하기 어렵다.약물 련 문제가 발생하고 성기 병원 입원까지

는 여러 경로로 요인이 련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 약물과 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본 연구는 섬망과 성기 병원 입

원만을 다루었다.Fick등(2008)의 연구에서 제안한 임상 증상,비용,

성기 의료이용 등 다양한 약물 련 문제(DrugRelatedProblems)를

다루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 하나이다.

4.제언

장기요양 분야에서 약물 달 과정은 복잡하며 약물 사용으로 인

해 환자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약물 사용을 하게 리하는 문

제는 장기요양자 개인 수 의 요인,조직 수 의 요인,제도 환경 요

인들이 복합 으로 련된 것으로 보인다.그 다면 약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 문제에 한 통 인 근방식(즉,우연이나 운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문제를 일으킨 행 자를 비난/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안 에 한 새로운 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환자안 에 한 새로운 근은 앞서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한 바와 같이

시스템 근을 하는 것이다.오류의 발생을 이고,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한 시스템 근이 필요하다.고 험 산업 등에서

오래 부터 용되어 왔으며, 성기 병원 역에서도 보편 으로 인식

되고 있다.장기요양분야,특히 장기요양분야에서 약물 사용 리 역에

서 환자안 에 한 새로운 근이 시도되어야 역일 것이다.이를

해 약물 사용으로 인한 문제의 규모를 악하고, 련 요인을 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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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며,개입을 한 지 을 발굴하고,지속 으로 개선될 수 있는

문화 변화와 기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이 모든 일

은 개인과 집단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해 노력해온 보건정책학이

라는 학문 역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앞서 언 한 일련의 과정은

보건정책학에서 문제를 다루어왔던 방식이기도 하다.따라서 본 연구에

이어 장기요양 분야와 노인 약물 사용 리에 있어서 환자안 문제에

응하는데 보건정책학의 심과 학문 노력들이 지속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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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ConventionalAntipsychoticDrugs AtypicalAntipsychoticDrugs

Compazine (prochlorperazine) Abilify (aripiprazole)

Haldol(haloperidol) Clozaril(clozapine)

Loxitane(loxapine) FazaClo (clozapine)

Mellaril(thioridazine) Geodon (ziprasidone)

Moban(molindone) Invega (paliperidone)

Navane(thiothixene) Risperdal(risperidone)

Orap(pimozide) Seroquel(quetiapine)

Prolixin (fluphenazine) Zyprexa (olanzapine)

Stelazine (trifluoperazine) Symbyax (olanzapineandfluoxetine)

Thorazine(chlorpromazine) 　

Trilafon(perphenazine) 　

Source:www.fda.gov

보충 표1. FDA  The Black Box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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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FactorsofPotentially

InappropriateMedicationUseand

ItsImpactonHealthOutcomes

inLong-term CareSettings

Jung,Young-il

DepartmentofHealthPolicyandManagement

TheGraduateSchoolofPublicHealth

SeoulNationalUniversity

Potentiallyinappropriatemedication(PIM)useamonglong-term

care resident is a significant policy concern in patient safety.

Research on PIM useamong long-term careresidentshavebeen

quite limited in Korea;moststudies have focused on selective

hospitalsorhaveused administrativedataonly toinvestigatethe

relationshipbetweenindividualcharacteristicsandPIM use,whereas

institutionalcharacteristicshavenotyetbeenconsidered.Mor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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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effectsofPIM useonlong-term careresidents’healthstatusare

stillundetermined.Hence,thisstudyaimstoexplorehow individual

andinstitutionalfactorsarerelatedtoPIM useby applying three

explicitcriteria:polypharmacy,PIM ofelderlypatients,andoff-label

useofantipsychotics,andfurthermore,toexaminetheeffectofPIM

useonthehealthstatusoflong-term careresidents.

Thisstudyusedsurveydatacollectedfrom 52long-term care

hospitalsand91long-term carefacilities,randomlysampledtheusing

multi-levelproportionatestratifiedsamplingmethod,whichrepresents

thelong-term carehospitalsandfacilitiesinKorea,asof2012.The

studyparticipants(n=2,459)werelong-term careresidents,aged65

and older,with a stay ofatleastonemonth and a medication.

Polypharmacy,oneofthemajorvariables,wasdefinedasreceiving5

ormoremedications;PIM ofelderlypatientswasdefinedasusing2

or more medications under Beers’ Criteria; off-label use of

antipsychotics was identified by applying FDA’s ‘the Black Box

Warning’in 2005;thelong-term careresidents’healthstatuswas

determinedbydelirium andadmissiontoacutehospital.Descriptive

statistics,t-testwereused toexplorescaleand characteristicsof

PIM use,logisticregression wasusedforindividual-levelanalysis

andmultilevellogisticregression,assumingrandom coefficientmodel,

wasusedafteraddinginstitutionalfactorstothemodel.

Amonglong-term careresidentswithprescriptiondrugs,77.57%

inlong-term carehospitals(LTCH)and69.80% inlong-term care

facilities (LTCF)received a polypharmacy prescription,41.20%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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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H and 33.39% in LTCF had atleasttwo PIMs ofelderly

patients, 17.86% in LTCH and 17.13% in LTCF were not

appropriatelyusingantipsychotics.

Afteradjustmentofindividualfactors-sex,age,educational

level,maritalstatus,medicalaidcoverage,activitiesofdailyliving

(ADLH),cognitivefunctionstatus,communicationproblems,residence

beforeadmission,someofinstitutionalfactors– size,ownership,

censusregion,staffinglevels,facilityratings,numberofdoctor’svisit,

patientsafetyculture,werefoundtohavesignificantassociationwith

PIM use.Resultssuggestthat1)institutionsoflargersize(LTCH),

thatareprivate-owned(LTCH),andhavelessdoctor’svisits(LTCF)

arelikelytohavemoreuseofpolypharmacy;2)institutionsthatare

private-owned(LTCF),havelessdoctor’svisits(LTCF)andhave

betterpatientsafetyculture(LTCF)arelikelytohaveanincreasein

PIM ofelderlypatients;3)institutionsthatareprivate-owned(LTCH,

LTCF),haveworsepatientsafetyculture(LTCH)arelikelytohave

anincreaseinoff-labeluseofantipsychotics.

Focusingonindividualfactors,theresultsindicatedthatthree

criteriaofPIM usehadassociationswithlong-term careresidents’

health status:1)high levelofdelirium wasfoundamong residents

with polypharmacy (LTCF),2)high levelof delirium and acute

hospitaladmissionswerefoundamongresidentswithPIM ofelderly

patients (LTCF), 3)high level of delirium and acute hospital

admissions were found among residents with off-label use of

antipsych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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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 use are notonly associated with individual,butalso

relatedtoinstitutionalfactors.Andalsonegativehealthoutcomesare

related with PIM use in long-term care residents.A systematic

approachinhealthcarepolicy isneededtoraisethepatientsafety

levels associated with medication among frail long-term care

residents,andcontinuousmonitoringtoensuremedicationsafetyin

long-term careinstitutions.Futurestudiesshouldbeabletoexplore

variousfactorsassociatedwithPIM useandemploytimesequential

analysistoexaminethecausalrelationship.

Keywords:elderlypatients,long-term care,patientsafety,potentially

inappropriatemedicationprescribing,drug-relatedhealth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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