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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항불안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노인환자에게 위험이 증가할 수 있

어 주의를 필요로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은 비정신과 의사에 의한 처방이 주를 이루며 65세 이상 노인환자

처방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은 2016년 12월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처방률(환자안전지

표)’을 도입하여 30일 이상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를 처방한 비정신과 의사

를 대상으로 분기별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피드백을 자

율주의적 개입(Nudge)으로 보고, 비정신과 의사의 처방양상에 미친 영향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환자안전지표는 도입 이후 요양기관들이 빠르게 순응하여 장기처방률

기준초과 대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처방률 변화와 별도

로 본 연구는 지표의 도입이 노인환자 처방비율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기존 처방일수 30일에서 1~2일만 감소하는 방식으로 표면적

정책 순응을 보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 향후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비정신과 서울시 의원급 4,224개소의 건강보험 외래 청구 명

세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입 전 2개년, 도입 후 2개년으로 구분

하여 처방양상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패널데이터로 Pooled

OLS, 임의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였고, 설명력과 유의성을 비

교한 결과에 따라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아울러 건당 처방일수의 범

주별 변화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안전지표 도입은 노인환자 처

방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자안전지표 도입

이후 건당 처방일수는 장기처방 기준이 되는 30일 바로 아래인 ‘28-29

일’ 처방이 증가하였고, ‘60일이상’ 장기처방의 감소보다 ‘30일’ 처방의 감

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표면적 정책 순응을 의심할 수 있었다. 셋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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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 지원에서 시행하는 개별 피드백(유선, 문서, 대

면) 횟수는 노인환자 처방비율과 건당 처방일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시성과 구체성이 낮은 분기별 문서안내보다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노력에 중점을 두는 유선, 대면, 문서 중재가 보

다 효과적인 피드백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제공되는 지표값이 최소 4~6개월 전 진료분이므로 보다 ‘현재’와 가

까운 지표 값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 평가군의 처방률을

제공하여 해당 기관이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게 한다면 적정진료 유도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 밖에도 단기처방의 무분별한 반복 등 표면적

정책순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진자당 연간 총 처방일수 등 관리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서울시 의원급에 한정하였고, 동일 수진자의 연

속적인 처방일수 합산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벤

조디아제핀계 약물에 한정된 처방률 피드백 효과분석으로 동일 조건의

타 약제와 비교하지 못했으며, 양적연구의 한계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을 처방하는 의사의 심리적·환경적 요인 등을 알 수 없어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넛지’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정책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최초로 분석 하였으며, 적은 비용으로 적정진료를

높이기 위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요양기관

들이 빠르게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환자안

전지표의 표면적 정책 순응 가능성에 대해 건당 처방일수의 변화를 통해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넛지, 표면적 정책순응, 벤조디아제핀,

비정신과, 피드백

학 번 : 2020-2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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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수면제나 항불안제로 주로 쓰이는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은 향정

신성의약품으로 진정, 항불안작용, 근육이완 등의 효과를 가진다. 벤조디

아제핀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

며 특히 노인 환자에게 장기사용 시 인지기능의 잠재적 약화로 인해 낙

상·골절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국내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국내 건강보험 외래진료분 중 20세 이상 성인 환자 벤

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건수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비율

은 47.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중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처방

은 10.7%였고 나머지 89.3%는 비정신과 의사에 의해 처방되었다(홍대의

외, 20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오남용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이용 향상을 위해 2016년 12월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처방률’1)을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새로운 항목으로 도입하였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요양기관에게 지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진료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새롭게 도입된 환자안전지표는 기존

처방률 지표와 달리 경제적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항생제 처방률은2)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과 연계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하거나 감산하고 요양기관

별 등급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지만, 환자안전지표는 국민에게 정보 공

개 없이 기관에게만 지표를 안내하여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이러한 점

1) 이하 ‘환자안전지표’라 한다.

2) 의료의 질지표=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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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환자안전지표는 강제적 규제 없이 처방의사에게 자율주의적 개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넛지(Nudge)를 적용한 보건의료정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실제 국외에서 처방의사에게 처방률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적정진료 개선을 유도한 사례가 존재하며, 이를 넛지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영국과 같은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넛지를 공공정책에 활

용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통찰팀(Behavioural Insights Team)’을 구성하

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넛지를 공공정책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선행연구 중 넛지

(Nudge)의 관점에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

다. 또한 신규 지표인 환자안전지표를 단독 분석한 연구보다는 주로 항생

제처방률, 내원일수와 같은 기존 지표와 연관된 선행연구가 주를 이루었

으며, 지표 간 상이한 정책과 그 결과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환자안전지표를 넛지(Nudge)의 관

점에서 분석하고 비정신과 의사 처방양상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

다. 환자안전지표가 도입 된지 약 4년이 지난 현재, 요양기관들은 빠르게

지표에 순응하고 있어 기준초과 대상 기관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

러나 환자안전지표 대상 요양기관들의 실제 처방행태가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다. 본 연구는 처방 의사의 선택에 대

한 자율주의적 개입(Nudge)을 통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비율이 변

화하였는지 확인함으로써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장기처방 기간이 줄어든

정도를 살펴 표면적 정책 순응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

과를 토대로 향후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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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수 제외 기관수

노인환자 대상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1회 이상 처방기관
6,240 -　

2015~2018년 사이 개·폐업 기관 제외 4,389 1,851

연도별 외래 청구가 없는 기관 및

지역 또는 세부표시과목 변경된 기관 제외
4,224 165

최종 대상 4,224 2,016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의원급 전체 요양기관 중 65세 이상 노인 환

자에게 1회 이상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처방한 기관이다. 해당 약제에

전문 수련을 받은 정신과와 신경과는(세부표시과목 기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비정신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개년이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도입 전,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도입 후로 나누었다. 이

기간에 개업이나 폐업한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1년 이상 외래

청구가 없는 기관, 지역이나 세부표시과목에 변동이 생긴 기관 또한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 연구대상 요양기관은 4,224개소로 산

출기준은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대상 기관 산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

표연동자율개선제에서 관리 중인 15개 성분의 약물로 [표 1-2]와 같다.

동일 명세서 처방내역에서 해당 약물이 두 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총 투

여 일수가 가장 긴 약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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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환자안전지표 관리 대상 약물

순번 성분명

1 알프라졸람(alprazolam)

2 브로마제팜(bromazepam)

3 에티졸람(etizolam)

4 토피소팜(tofisopam)

5 클로티아제팜(clotiazepam)

6 트리아졸람(triazolam)

7 클로나제팜(clonazepam)

8 클로바잠(clobazam)

9 클로르디아제폭시드(chlordiazepoxide)

10 로라제팜(lorazepam)

11 디아제팜(diazepam)

12 에칠로프라제페이트(ethyl loflazepate)

13 프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14 플루라제팜(flurazepam)

15 졸피뎀 타트레이트(zolpidem tar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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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사전 예방

사업’으로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

에 대해 요양기관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적

정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심사’업무는 건 단위로 진료내역을 확인하

여 요양급여비용을 삭감을 하는 데 반해 동 제도는 기관 단위로 지표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개선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심사보다 강제성이 낮은 자율적인 관리 방안

으로 볼 수 있다.

동 제도는 1986년 자율시정통보제로 시작하여 2003년 급여적정성 종합

관리제, 2009년 적정급여자율개선제, 종합정보서비스제, 2011년 지표연

동관리제, 2014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변경되어 시행되어왔다. 2016년

12월에 환자안전지표(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률)가

추가됨에 따라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비용, 의료의 질, 환자 안전이라는

3가지 영역에 대하여 총 7가지 항목(내원일수는 2항목: ECI, VI)3)의 지

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 선정기준은 아래 [표 2-1]과 같다(이

성우 외, 2019).

3) 2020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개편으로 의료의 질지표의 ‘6품목이상 처방률’

이 ‘75세 미만 6품목이상 처방률’로 대체되었고, 환자안전지표에 ‘75세 이상 5품

목 이상 처방률’이 추가 신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에 시행

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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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리 항목

성과측정 영역 비용 의료의질 환자안전

지표 종류

내원일

수

(ECI&V

I)

입원

진료비

(ECI)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

65세 이상

벤조디아

제핀 관련

약제

장기처방

률

진료 구분 외래 입원 외래 외래 외래 외래

관리 대상 선정 기준
CI: 1.0&

VI: 1.1

종병:

1.35

병원:

1.20

70% 40% 40% 30%

관리 대상 선정 시

보험자 구분

건강

보험

건강

보험

건강보험

+

의료급여

건강보험

+

의료급여

건강보험

+

의료급여

건강보험

관

리

분

야

종합병원이상

(진료과목)
○ ○ ○ ○

기

관

단

위

병원 ○ ○ ○ ○ ○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

원

의과 ○ ○ ○ ○

한방 ○

치과의원 ○

한의원 ○

의원(표시과목) ○ ○ ○ ○ ○

출처: 이성우, 김선미, 진다빈, 김진휘. (2019).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 p.2

지표연동자율개선제에서 각 지표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요양기관들은

미적정 기관으로 분류되고, 분기별로 안내 문서(또는 Web)를 통보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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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통보 시에 받게 되는 지표의 값은 통보분기의 직전분기 심사결정

내역으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월 단위 청구를 한다고 가

정할 때, 이는 최소 4~6개월 전 진료내역에 해당한다(표 2-2).

[표 2-2]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지표 안내방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통보시기 3월 6월 9월 12월

지표값

전년도

4분기 심결분

(10월, 11월,

12월)

1분기 심결분

(1월, 2월, 3월)

2분기 심결분

(4월, 5월, 6월)

3분기 심결분

(7월, 8월, 9월)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p.310 재구성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안내문 내용을 살펴보면(그림 2-1) 의료의 질 지

표에 해당하는 항생제 처방률은 동일 평가군의 처방률을 공개하지만,

환자안전지표는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률만을 제공하며 동일 평가군의

처방률은 제공하지 않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안내문 서식 (’21년 3월 통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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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환자안전지표 산출식

▹ 산출식

 이상벤조디아제핀 관련 약제 처방건수
세이상 벤조디아제핀관련약제 일이상 처방건수



▹ (통보기준) 장기처방률 30%이상 기관

▹ (관리범주) 병원, 의원 (신경과 및 정신과 제외)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와 같은 정기적 문서 통보 외에도 각 지

원에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유선, 대면, 문서 피드백

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피드백은 정기적 문서 안내보다

최근에 접수된 청구 자료를 토대로 보다 현재에 가까운 지표 수준을 안

내할 수 있고, 처방의사가 실제 사용하는 약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

하는 등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자안전지표의 산출식은 [표 2-3]과 같다. 노인환자에게 졸피뎀을 포

함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1회 30일 이상 장기 처방하는 비율을 산출

한 것이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재구성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환자안전지표 도입 전부터 향정신성약물로 [표

2-4]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심사에서 인정하고

있었으며, ‘30일 초과’ 처방에 대해서는 말기환자, 선원, 장기출장 등 특

정 사유가 있을 경우만 90일까지 인정하였다. 하지만 환자안전지표 도

입 이후 ‘30’일 처방 시 심사에서는 고시에 따라 급여가 인정되어도 지

표연동자율개선제에서는 ‘장기처방’으로 ‘기준초과 관리대상’에 포함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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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향정신성약물 일반원칙4)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나. Chloral hydrate(품명: 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 이내

다. Zolpidem 10mg(품명: 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4.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

검사(간ㆍ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ㆍ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

5. 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

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Pinazepam,

Triazolam, Zolpidem.

4) 고시 제2013-210호(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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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환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처방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1960년대 처음 사용된 수면진정제로서 1963년

Diazepam 출시로 점점 더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전 세대 약물보다 안

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임상에서 항불안제와 수면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Lader, 2011). 벤조디아제핀은 소량으로도 효과가 좋고

약효의 반감기가 길다는 이점이 있으며, 이전에 쓰이던 Barbiturates 약

물은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진정, 수면 단계를 넘어 혼수상태나 사망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이 높은데 반해 벤조디아제핀은 용량이

증가하여도 반응의 증가가 느려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약물로 평가된다

(Katzung& Trevor, 2015).

하지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부작용으로 졸음, 어지럼증, 기억력 감

퇴, 과민성 등이 있으며 노인환자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감수성이 증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령인구에서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사망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약제별 반감기,

복용량, 사용기간 등에 따른 위험성 정도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여러

논란이 있다. Lader(2011)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사용에 대한

문제는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많은 임상의들과 공식기관에

의해 경시되어 왔으며, 벤조디아제핀의 위험-이익 비율은 대부분의 환

자에서 단기간 (2-4주) 동안 긍정적으로 유지되나, 그 이상 사용 시 약

물 의존성 위험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장

기 사용 후 급작스러운 중단은 발한, 구토, 설사, 경련, 복통, 근육통, 환

각, 간질 등의 금단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Ashton(2005)은

Bonzodiazepine의 의존성은 단기 처방(2-4주)에 대한 권장사항을 준수함

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rett & Murnion

(2015)는 3-4주 이상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복용한 모든 환자에서 약

물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1-2주의 단기 처방을 통해 의존성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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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환자안전지표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 함께 관리하는

Zolpidem은 수면제로서 경구복용 후 빠른 효과를 보이나 노인환자에게

사용 시 수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 낙상 위험과 인지기능 저하 위험

이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Antai-Otong, 2006).

국내 처방 현황을 국외와 비교해 보면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환

자의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5)은 2019년 기준 10.5명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보다 낮으나 장기작용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6)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

권진원 외(2012)는 국내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 처방용량은 WHO에서

권고한 일일 평균 유지 용량보다 적으나 처방 빈도가 높고 노인환자에

서 더 높다고 하였다.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연간 벤조디아제핀계 약

물 처방 명세서 분석 결과 외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94.6%였으며 의원

급에서 7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벤조디

아제핀계열 약물을 1년에 1일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46%였고, 30일 이

상은 23.3%, 90일 이상은 15.2%, 180일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10.7%였

다. 또한 65세 미만의 연간 평균 총 처방일수는 62일인데 반해 65세 이

상 노인 환자는 129일로 장기처방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골

절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처방환자의

질병군이 정신신경계 질환보다 소화기 질환에서 처방빈도가 높음을 밝

히며, 적절한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의 사용을 위한 의료인 및 환자 대

상 교육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홍대

의 외(2020)도 2013~2018년 청구자료 분석 결과 벤조디아제핀계 약제가

처방된 질환군이 주 진단명을 기준으로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5) 산출식: 최면제 및 수면진정제 등으로 분류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365

DDD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 수/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수

6) 산출식: 장기작용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한 번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

자 수 /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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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이 가장 많았고,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군은 2.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환자에 대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위험성 논란에도 불구

하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빈번한 처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연구들은 의사의 벤조

디아제핀 처방 사유에 대한 질적 연구이다.

Cook et al.(2007)는 필라델피아에서 일차 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33명

의 의사를 대상으로 노인환자 벤조디아제핀 처방에 대한 의사의 관점에

대해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인터뷰에서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불안 증

상 치료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치료는 빠른 효과와 강한 환자 만족

을 얻을 수 있어 지지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진료지침 권장사항에 대해

알고 있으나 벤조디아제핀 사용이 노인에게 심각한 임상문제라고 답변

하는 사람은 없었고, 시간적 제약 환경이 벤조디아제핀 사용을 촉진시

키고 중단하려는 노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실제 그들 중 일부는 벤

조디아제핀을 감량 및 중단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하였고 이 과

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없

었다고 했다. 또한 그들은 벤조디아제핀의 감량 및 중단을 위한 노력을

할 때 환자의 저항을 예상했고, 환자와 의사의 동맹을 위협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벤조디아제핀을 처방해줄 다른 의사를 찾

아 주치의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 환자를 잃고 싶어 하지 않았다.

Anthierens et al.(2007)은 벨기에 겐트와 브뤼셀 지역의 35명의 일반

의를 대상으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개시에 대한 일반의(GP)의

관점에 대해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의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사

용을 시작할 때 신중하게 행동하지만 환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에 압도

당하고, 약물의 처방을 통해 공감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특

정 상황에서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느끼고 벤조디아제핀을 ‘덜 악한 것’

으로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제한과 대안의 부족 때문에 이 약에

의지하게 된다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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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넛지(Nudge)를 활용한 공공정책

넛지(Nudge)는 행동경제학에 포함된 개념으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을 바탕으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자유주의적 개입)’

을 말한다. 즉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경제적 인센티브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을 이끄는 것이

다. 넛지의 대표적 사례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에서 소변기 중앙

에 파리 모양의 그림을 배치해 주변에 소변이 튀는 가능성을 낮춘 일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피아노 계단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대신 피아노 계단을 사용하도록 이끌었다. (탈

러 & 선스타인, 2009)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넛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정

책을 수행 중이다. 정부 또는 민간단체 등이 넛지를 행하는 주체, ‘선택

설계자’가 되는 것이다. 넛지 전담조직은 행동통찰력(BI, Behavioural

Insights)팀이나 조직으로도 불리고 있다. OECD는 행동통찰력(BI,

Behaviroural Insights)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심리학,

인지과학, 사회과학의 통찰력과 인간이 실제 어떻게 선택하는지 밝히는

실증적으로 검증된 결과를 결합하여 정책 결정에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에 공공정책에 행동통찰력(BI)을 적

용 중인 기관은 202개에 이른다(OECD, 2021년 4월 3일). 영국은 2010

년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에 BIT(Behavioural Insights Team)을 설

치하였다. 이 조직의 설립목적은 시민들이 스스로를 위해 더 현명한 선

택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실현하는 것

이다.

행동통찰력 분야의 또 다른 선두주자 중 하나인 캐나다 Ontario주는

2015년 Ontario BIU(Behavioural Insights Unit)을 설립하였다.

BIU(2018)는 장기기증을 온타리오주 사람들 85%가 찬성하는데 반해

26%만 장기기증자로 등록한 사실에 기반하여 그 격차를 줄이고자 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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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였다. 장기기증 등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양식을 나눠주는 타

이밍을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장기기증 등록률을 143% 증가시켰

다. 이 밖에도 BIU는 온타리오주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아편

유사제(opioid)의 처방률 증가 문제를 해결을 위해 처방 의사에게 아편

유사제 처방률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통찰력

(BI)’ 전담 조직의 활동은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지 않고 더 적은 비

용으로 더 나은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의 경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넛지 전담 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넛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하거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넛지를 공공정책에 활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한

예로 교통부문에서 고속도로 출구 노면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줄인 사례, 도로 곡선부 가로선 간격 조정으로

운전자가 과속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감속으로 사고를 줄인 사례 등

(한국경제, 2021년 6월 15일)이 있다.

권남호(2018)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간섭주의로 개인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려는 정책들을 ‘넛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넛지는 정책대상

자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의 반발이 낮고, 정책의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환자안전지표’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한

항목으로 사업의 본 목적은 요양기관이 적정진료를 하도록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장기처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개입(피드

백)’을 시도하지만, 장기처방을 30% 이상 처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환

자안전지표는 앞에서 설명한 특성에 따라 넛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

다. 환자안전지표를 넛지로 볼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탈러와 선스타인(2009)은 ‘기준선(anchoring) 휴리스틱’이 넛지의 기능

을 담당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설계자가 설정하는 기준점에 따라 선

택하는 수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기부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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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안(기준점)이 없는 것보다 최소 50달러라는 선택안이 있을 때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하게 되며, 50달러에서 시작할 때보다 100달러에서 시

작하는 값으로 선택안이 제시된다면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지표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외래를 방

문한 노인환자에게 30일 이상 장기 처방하는 경우가 30% 미만으로 하

도록 처방의사에게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넛지에서 인간은 틀

에 따르기 좋아하여 “사회적 영향력”의 작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 사

례로 캘리포니아주 샌마커스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들 수 있

다.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보와 더불어 이웃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 결과 평균 이상의 에너지

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소비량을 줄였고, 낮았던 사람들은 소비량을 늘

렸다. 탈러와 선스타인은 후자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기준보

다 나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 기준 초과 기관에게 통보되는 안

내문에서 동일 진료과목 의사들의 평균값에 대한 정보를 일부 지표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기준 미만의 양호 지표에 대해서는 ‘대상 아님’과 같

이 공란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피드백은 인간들의 성과를 개선하

도록 돕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영국 BIT의 팀원이기도 한 Gallagher(2017)는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한

세 가지 황금규칙이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규칙은 목표와 관련하여

현재 대상이 있는 위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시기적절

하며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하게 하는 노력에 중점을 두어 실행하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규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와 같이 의학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에게 이러한 넛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러와 선스타인(2009)은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인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대해 설명하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생명

과 건강에 대한 위험영역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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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낙관주의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넛지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환자에게 약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은 전문교육을 받

아 향정신성 약물 등 주요 약물의 처방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비

현실적 낙관주의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Clyne et

al.(2016)는 3,196명의 유럽의 의료진들을(의사, 간호사, 약사)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신의 환자에 대한 약제 순응 정도에 대

한 낙관적 편견의 발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이 자신이 맡은

환자의 행동에 대해 다른 일반 환자들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더 낙관

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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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인한 진료행태 변화

본 연구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지표는 2016년 12월에 지표연동자율개선

제에 도입된 지표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국내에 아직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라는 동일 제도 내에 존

재하는 타 지표들을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항생제 처방률은 요양기관별 등급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는 지표로 정

광호와 전대성(2011)은 이러한 정보공개제도가 항생제 처방에 미친 영

향에 대해 서울시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감기항생제 처방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총 존속기간, 소아

과 의원 여부, 인구 천 명당 요양기관 밀도, 65세 이상 인구비율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2005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항생제 처

방률 분석결과 정보공개 이후 의원의 경우 9.53%p, 병원의 경우

8.32%p, 종합병원은 9.88%p만큼 항생제 처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남현미(2018)는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요양기관별 평

가 정보공개가 타 상병으로 전환 청구를 유도하여 표면적이고 비자발적

인 정책 수용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로 급

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상병별 내원일수를 두었고, 통제변수로

개원연수, 지역구별 천 명당 의원밀도, 표시과목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할 때 급성 상기도감염 상

병의 내원일수는 줄어들고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상병의 내원일수가 증

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정보공개 방식이 표면적인 정책 수용

을 보이며 항생제 처방에 대한 의사의 내재적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기

에 부족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지애 외(2019)도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가감지급 사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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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들이 급성 하기도감염 상병으로 전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가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상병 전환한 기관이 양호로 평가되어

가산을 받게 되면 요양기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하

였다. 또한 연구에서 평가 결과에 따른 감산의 경우 의료제공자는 감산

금액 규모에 반응하기보다는 감산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공격적 행위

로 받아들여 더 큰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허경숙 외(2018)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항목 중 치과의사에 대한 내원

일수 지표의 중재 활동(유선, 대면, 문서)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종속

변수인 내원일수와 진료비 고가도 지표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요양

기관의 개원 기간, 인구 만 명당 치과의원 수, 중재 여부 등을 사용하였

다. 연구 결과 중재 집단은 내원일수 지표와 진료비 고가도 지표가 모

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비중재 집단은 내원일수 지표가 유의하게 상

승하였다. 피드백을 통한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 중재 행위는 내원일수

지표와 진료비 고가도 지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특히 중재

유형 중 유선 중재가 진료행태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기간은 2년 미만에 비해 3년 이상에서 내원일수 지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의형(2018)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리지표 중 급성상기도감염 항생

제 처방률과 주사제처방률의 관리기준 강화가 의사의 처방양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서울지역 의원 중 일반의,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전

문의 표시과목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관리기준 강화 후(항

생제 처방률 80%이상→70%이상, 주사제처방률 60%이상 →40%이상)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처방률 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중재를

시행한 집단에서 처방률의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우 외(2019)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지표의 관리대상 선정기준이

요양기관의 목표치로 작용하여 일부 기관에서 처방률 개선을 이끌었지

만 기관 간 편차가 커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환자안전지표의 경

우 장기처방의 선정기준을 벗어나기 위해 30일 처방에서 28-29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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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수를 변경할 수 있어 실제 진료행태 변화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상위 종별일수록 지표 값의 기관 간 편차가 작았고,

의원, 병원급 등의 하위 종별에서는 대상 환자 전체가 장기처방을 받는

기관들이 있어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넛지를 활용한 약제처방 관리 정책

BIU(2020)는 의사는 종종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

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제한적으로 집중할 수 있고, 불확실한 미

래 이득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에 대해 심한 편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Sacarny et al.(2018)도 의사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임상

데이터와 의학적 근거를 종합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휴리

스틱에 자주 의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사들의 의사결정

을 돕기 위한 넛지의 활용은 국외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환자안전지표는 약제처방에 대해 처방의사에게 피

드백을 제공하는 넛지로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Sacarny et al.(2018)는 넛지가 항정신병제인 quetiapine의 부적절한 처

방을 줄이고 임상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Medicare프로그램에서 전국적으로 quetiapine 처방건수가

가장 높은 처방의사 5,0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가정의학과

48%, 일반의 4.6%, 내과 전문의가 47.4%를 차지하였다. 중재군에게는

동료에 비해 처방이 매우 높음을 나타내는 ‘비교 편지’를 보내었다. 연

구결과 편지 중재 후 9개월 동안 평균 중재군(편지를 받은그룹)은 대조

군(편지를 받지 않은 그룹)보다 quetiapine을 11.1% 더 적게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tajczak et al.(2019)는 영국의 CMO(Chief Medical Officer)가 항생

제 처방이 높은 일반의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효

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편지는 “영국의 대부분의 의사는 1인당 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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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처방을 당신보다 적게 처방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분석

결과 편지를 받은 일반의의 항생제 처방률은 3.69%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나 사회적 규범 피드백이 반복될 때 지속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적으로 항생제 처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Gerber et al.(2014)는 감사 및 피드백 중단 후에도 외래환자 항생제

처방 개선이 지속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감사 및 피드백이 종료

되자 광범위 항생제 처방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에 항생제 처방의 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

드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Suffoletto와 Landau(2020)는 아편유사제(opioid) 처방을 줄이기 위해

37명의 서부 펜실베니아의 응급치료제공자를 대상으로 감사 및 피드백

(A&F), 동료 처방 비교를 통한 처방양상 변화를 연구하였다. 중재 전

설문조사에서 연구 대상자의 57%는 자신이 아편유사제를 동료와 비슷

한 수준에서 처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32%는 동료보다 적게,

11%는 동료보다 많이 처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동료보다 아

편유사제를 많이 처방하는 치료제공자 10명 중 1명만이 실제 자신이 동

료보다 더 많이 처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연구 결과

A&F만 제공된 중재 그룹은 중재 후 opioid 처방이 52.9% 감소하였고,

동료 처방 비교 정보를 포함한 A&F 중재 그룹의 처방은 75.5% 감소하

여 동료의 처방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약제 처방

관리에 효과적임을 나타냈다.

Elliott et al.(2001)는 호주 빅토리아 9개 공립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입원환자의 벤조디아제핀 처방의 질에 대해 의료진들에게 회의에서 다

학제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피드백 이전

벤조디아제핀 처방비율은 36%에 달하였고 적정한 처방은 20%에 해당

하였다. 피드백 4-6주 후 벤조디아제핀 처방비율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31%, p=0.125) 적절한 처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44%,

p<0.0001), 피드백 이전보다 허용 가능한 처방 및 중단과 감량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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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었다. 6개월 후에도 피드백을 통한 처방의 개선은 유효한 것으로 나

타났다.

앞서 설명한 연구들에서는 약제 관리를 위해 처방의사의 처방률에 대

한 넛지 정책이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다른 결과를 보인 연구도 존재한다.

O'Connell et al.(1999)는 호주의 비도시지역에서 일하는 2,440명의 일

반의를 대상으로 5개의 주요약물(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지질저

하제, 히스타민H2 수용체 길항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경구항생

제)의 처방수준에 대한 피드백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중재군

과 대조군의 처방률의 차이가 없어,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 기반의 중앙

집중식 우편 피드백은 일반진료의 처방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피드백이 비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모호하여

처방률만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처방이라고 할 수 없는 약제들이 있었

고, 처방시점과 피드백 시점이 가깝지 않았으며, 대안을 제공하지 않았

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부기관에

의한 정보 제공은 교육자라기보다 조사자로서 역할이 모호하여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 하였다.

Søndergaard et al.(2002)는 일반의에게 보내는 처방패턴에 대한 피드

백이 영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의는 요청하지 않은 피드백을 받는 것이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인식하였고, 데이터의 타당성에 대해 불신이 있었

다. 또한 환자를 식별할 수 있기를 원했고, 피드백 된 데이터를 해석하

기 어려워하였으며 치료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기를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Pimlott et al.(2003)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65세 이상 벤조디아제

핀의 부적절한 처방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평가하기 위해 1,624명의

일차 의료의사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시험을 하였다. 중재군에게는 6

개월 동안 2개월마다 증거기반 교육과 함께 벤조디아제핀 처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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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프로필이 발송되었고, 대조군은 1차 항고혈압 약물처방에 대한 피

드백과 교육을 받았다. 실험 결과 중재군에서 장기 지속형 벤조디아제

핀 처방비율이 0.7% 감소하였고, 대조군에서는 1.1% 증가하였으나 이

는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는 효과

가 있었던 기밀 피드백이 벤조디아제핀 처방 감소에 실패한 이유에 대

해 항생제는 일회성 약물 처방으로 의사의 처방을 바꾸기 쉬운 데 반

해 벤조디아제핀은 만성 요법으로 처방되는 약물이며, 장기간 복용한

노인들이 피해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약물 중단 및 변경이 어려울 수 있

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항생제 처방 감소 필요성에 대한 높은 대중의

인식, 항생제 처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과 달리 벤조디아제핀

계 약물에 대한 유사한 지침은 없음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결과 및 시사점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강제적 규제가 아닌 간접적이며 자율주의적인

개입을 시도한다. 따라서 남현미(2018)와 김지애 외(2019)의 연구와 같

이 ‘표면적 정책순응’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지표 개선여부 외에 실제

진료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한 ‘하기도 감염으로의 상병 전

환’에 주목한 것처럼 신규지표인 환자안전지표도 ‘30일’이라는 장기처방

선정기준을 벗어나기 위해 처방의사가 ‘1회 처방일수’에 변화를 주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국외 주요 선행연구들은 처방의사를 행동경제학적 관점에

서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상으

로 보고 적정 진료를 이끌기 위해 넛지(처방률 피드백)를 시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약제 처방률과 관련한 피드백을

넛지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가 현재까지 없었다. 지표연동자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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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의 환자안전지표를 ‘넛지’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한

다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처방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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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환자안전지표

- 지표 도입 여부(model 1)

- 추가 개별 피드백 횟수(model 2)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양상

- 노인환자 처방비율

- 건당 처방일수

통제변수

- 세부표시과목

- 의료기관 존속기간

- 외래 노인환자 비율

- 지역구별 인구 1000명당 의원밀도

- 지역구별 노인인구비율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인 환자안전지표 도입이 비정신과의사의 노인환자 벤

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3-1]과

같은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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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환자안전지표는 약제의 처방수준에 대해 요양기관에게 개별적으로 문

서를 통해 안내하고 자율적으로 진료 개선을 유도한다. 이는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이라는 요양기관의 한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안내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가 없어 자율주의적 개입(Nudg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넛지(처방의사에 대

한 피드백)의 효과와 표면적 정책순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model 1) 환자안전지표 도입 전·후 노인환자 처방비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model 1) 환자안전지표 도입 전·후 건당 처방일수 변화로

표면적 정책 순응이 나타났을 것이다.

환자안전지표 도입 이후 건당 처방일수는 장기처방 기준 30일

과 1-2일 차이나는 ‘28-29일’ 처방이 증가하였을 것이며, ‘60일

이상’의 처방 감소보다 ‘30일’ 처방의 감소가 클 것이다.

가설 3. (model 2) 개별 피드백 횟수에 따라 노인환자 처방비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model 2) 개별 피드백 횟수에 따라 건당 처방일수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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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노인환자 처방비율과 건당

처방일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에서 환

자안전지표에 대해 노인에게 처방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처방일수가

‘30일 이상인 건이 30%가 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문서 통보에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후 요양기관들은 이러한 신규지표에 대해 빠르게 순응하

여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기관수가 2016년 3분기(도입 전) 전체 의원의

12.74%였는데 반해, 2017년 4분기(도입 후) 8.45%로 크게 감소하는 상

황에 이르렀다(이성우 외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출방식과 다르게

‘노인환자 처방비율’을 성과변수로 확인하고자 한다. 노인환자 처방비율

은 전체 외래 노인 환자 명세서 수 대비 벤조디아제핀이 처방된 노인환

자 명세서 수를 의미한다. 이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처방하는 횟수가 줄었는지 보여줄 수 있어 장기처방 변화 외

환자안전지표 도입으로 인한 처방양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표면적 정책순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당 처방일수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건당 처방일수는 외래 노인환자 명세서당 벤조디아제

핀계 약물의 처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1회 처방일수’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향정신성 약물 일반원칙은 환자안전지표 도입 이전

부터 1회 처방 당 처방일수를 30일까지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요양기관

들이 ‘30일 이상’이라는 환자안전지표 관리 대상 기준을 벗어나기 위해

기존 처방패턴 ‘30일’에서 1~2일만 줄여(28~29일) 표면적 정책순응을 하

였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처방내역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연구 model 1에서 건당 처방일수는 중점적인 변화가 주목되는

‘28-29일’ 및 ‘30일’ 처방을 중심으로 ‘27일이하’, ‘28-29일’, ‘30일’,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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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0일이상’의 범주로 분류하여 환자안전지표 도입 전·후 처방양상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지표 도입 여부와 개별 피드백 누적 횟수이다.

우선 model 1의 ‘지표 도입 여부’는 환자안전지표가 2017년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전체 의원급을 대상으로 장기처방 기준을 초과한 기관에게

문서로 안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기점으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

다. 요양개시년도 2015년, 2016년을 도입 전 “0”으로, 2017년과 2018년

을 도입 후 “1”로 구분하였다.

model 2의 ‘개별 피드백 횟수’는 환자안전지표 도입 이후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각 지원에서 담당 직원이 환자안전지표 개선을 위해 중재가

필요한 기관을 선택하여 안내한 문서, 유선, 대면 피드백 횟수를 의미한

다. model 1의 환자안전지표 분기별 문서 안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전체 기준 초과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해, 개별 피드

백은 각 지원에서 선택한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시행된다

는 차이가 있다. Gallagher(2017)는 앞서 피드백의 3가지 황금규칙에서

현재 위치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시기적

절한 피드백,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 점에서

model 2의 개별 피드백 횟수는 model 1의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분기별

문서의 적시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분기별 문서에 나와 있는 지

표 값은 최소 4~6개월 전 진료분에 대한 것이지만, 개별 피드백은 해당

기관의 최근 청구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 직원이 1:1로 처방 경향을 분

석하여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담당 직원의 구체적인 설

명을 통해 지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돕고 개선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분기별 문서안내보다 피드백의 3가지 황금 규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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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노인환자

처방비율

노인환자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처방하는 비율

= 65세 이상 환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명세서건수

/ 전체 65세 이상 환자 명세서건수*100

건당

처방일수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명세서당

1회 처방일수

-‘27일이하’, ‘28-29일’, ‘30일’, 31-59일’, ‘60일이상’

3. 통제변수

요양기관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

하여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는 제 3변인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정광호

와 전대성(2011)은 감기 항생제 처방률의 정보공개 효과 측정을 위해

요양기관 수준의 독립변수로 의료기관 존속기간, 의사 수 등을 사용하

였고, 지역 단위 수준의 독립변수로 지역구별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밀도와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사용했다. 남현미(2018)도 전문의 수련

및 진료 경험으로 인해 생긴 신념과 연관된 요양기관 존속기간, 세부표

시과목(내원일수 합 상위 4개과목과 기타과목으로 분류)을 통제변수로

두었고, 경제적 환경으로 지역구별 천 명당 의원밀도를 통제변수로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문과목 분야(세부표시과목), 의료기관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지역적 특성으로 지역구별 의원밀도, 지역구별 노인인구비율로 설정하

였다. 또한 Cook et al.(2007)의 연구에서 처방의사가 환자에게 벤조디

아제핀을 처방하지 않을 경우 타 의료기관에게 환자를 빼앗길 수 있어

우려된다는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환자 유치목적 처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래 노인환자 비율’을 통제변수로 선택하였다.

[표 3-1] 변수의 정의 및 산출방법



- 29 -

독립

변수

지표

도입여부

도입 전 : 0, 도입 후: 1

(도입전: 2015년, 2016년/ 도입후: 2017년, 2018년)

개별

피드백

횟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원에서 지표안내를 위해

개별적으로 안내한 문서, 유선, 대면 피드백 횟수

통제

변수

의료기관

존속기간
2018-개원년도

외래노인

환자비율

전체 외래환자 중 노인환자의 비율

= 65세이상 외래 환자 명세서건수

/ 전체 외래 환자 명세서건수*100

세부표시

과목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건수 상위 4개 표시과목 기준

0: 기타 1: 내과 2: 일반의 3: 가정의학과 4: 이비인후과

*기타 : 결핵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비뇨의학과, 산

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예방의

학과, 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

의학과,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피부과, 흉부외과

의원밀도

인구 1000명당 의원밀도

= 지역구별 의원급 요양기관 수

/지역구별 총 인구수*1000

노인인구

밀도

노인 인구 비율

= 지역구별 65세이상 인구수/지역구별 총 인구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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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의원급 4,224개소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건강보험 외래 명세서를

대상으로 하였고, 약제 산출 기준으로 원내 및 원외처방 내역을 포함하

였다. 진료과목은 각 기관의 “세부표시과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정신

과와 신경과를 제외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외 통제변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특성

및 지역에 관한 자료는 서울시에서 공개 운영하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

장’에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수집 자료는 서울시 연도별 각 지역

구의 의원급 요양기관 수, 전체 인구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수가 있

다. 의원급 요양기관 수는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였고, 인구수는 연도별

4/4분기 값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 SAS 9.4를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통

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패널데이터로 동일한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패널데이터 분석 모형

으로 POLS(Pooled least square model), 임의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을 추정하고, 설명력과 유의성을 비

교한 결과에 따라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둘째, 환자안전지표 도입(Nudge) 전·후 건당 처방일수 변화로 표면적

정책 순응이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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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연구윤리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RB(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를 받았다(과제번호: 2021-023 / 접수번호:

2021-0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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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기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

변수

노인환자

처방비율
4,224 5.24 7.06 0.00 100.00

건당 처방일수 4,224 13.88 13.34 0.00 400.00

통제

변수

의료기관

존속기간
4,224 15.44 8.53 4.00 39.00

외래노인

환자 비율
4,224 24.95 15.90 0.00 99.70

의원밀도 4,224 0.90 0.62 0.44 2.90

노인인구 밀도 4,224 13.11 1.69 10.23 18.02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일반적 현황

본 연구는 4,224개소 서울시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변수별 기

술통계량은 [표 4-1]과 같다. 2015년 1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개업

및 폐업한 기관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의료기관 존속기간은 최솟값이 4

년이며 최댓값은 39년에 이른다. 지역구별 의원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인구 1000명당 2.9였고, 가장 낮은 곳은 0.44였다. 지역구별 노인인구 밀

도의 평균은 13.11%로 노인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10.23%였고, 가장

높은 지역은 18.02%에 달하였다.

[표 4-1] 주요 변수별 기술통계량

(단위: %, 일, 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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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횟수

계 0 1 2 3 4 5 6

기관수 4,224 1,285 2,593 270 56 14 2 4

비중 100 30.42 61.39 6.39 1.33 0.33 0.05 0.09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노인환자 처방비율은 평균 5.24%였고 가장 낮은

기관은 0%에서 높은 기관은 100%에 이르렀다. 건당 처방일수는 평균

13.88일이었고 최댓값이 400일에 달하며 표준편차가 13.34로 요양기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개별 피드백 횟수는 매 분기 정기적 문서안내 외 각 지원

에서 실시하는 유선, 대면, 문서를 활용한 개별 중재의 횟수를 의미한

다. 환자안전지표 도입 이후(2017-2018년) 시행되었으며, 방법은 문서가

86.5%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유선 11.4%, 대면이 2.06%

를 차지하였다(표 4-2). 개별 피드백 총 시행 횟수는 3,391회였고 중복

기관을 제외하면 2,939개소에 해당하였다(전체 대상기관 4,224개소의

69.58%). 개별 피드백 누적 횟수는 기관별로 최대 6회에 달하였고, 1회

인 기관이 61.39%로 가장 많았다.

[표 4-2] 개별 피드백 유형별 시행내역

(단위: 회, 개소, %)

피드백 유형 계 대면 유선 문서
중복제외
기관수

계 3,391 70 387 2,934 2,939

비중 100 2.06 11.40 86.50 69.58

[표 4-3] 개별 피드백 누적 횟수별 기관수

(단위: 회,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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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표시과목 기관수
비중
(%)

처방건수
(2015~2018)

비중
(%)

계 4,224 100.0 4,572,879 100.0

내과 918 21.7 2,195,445 48.0

일반의 696 16.5 895,510 19.6

이비인후과 506 12.0 418,924 9.2

가정의학과 224 5.3 413,976 9.1

정형외과 345 8.2 162,556 3.6

외과 160 3.8 140,050 3.1

소아청소년과 337 8.0 72,576 1.6

비뇨의학과 171 4.0 58,330 1.3

마취통증의학과 145 3.4 54,606 1.2

피부과 202 4.8 51,814 1.1

신경외과 41 1.0 50,031 1.1

재활의학과 등7) 479 11.3 59,061 1.3

2. 세부표시과목별 기술통계량

노인환자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량은 요양기관의 세부표시과목

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구 대상 기간 4년 동안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건수의 48%를 내과가 차지하였고 이어서 일반의 19.6%, 이비인후

과 9.2%, 가정의학과 9.1% 순으로 높았다(표 4-4). 이들 4개 세부표시

과목들 처방건수의 합은 전체 대상기관 처방건수의 85.8%를 차지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실증 분석을 위해 4개 표시과목 외

나머지 세부표시과목을 ‘기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1: 내과, 2: 일반

의, 3: 가정의학과, 4: 이비인후과, 0: 기타)

[표 4-4] 세부표시과목별 노인환자 처방건수

7) 처방건수 비중이 1% 미만인 기관들: 재활의학과, 안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 결핵과,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예방의학과,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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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표시과목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내과(1) 14.42 10.51 1 360

일반의(2) 12.73 10.32 0 180

가정의학과(3) 12.79 10.67 1 180

이비인후과(4) 6.49 6.75 0 180

기타(0) 10.77 9.93 1 400

[표 4-5] 세부표시과목별 노인환자 처방비율

(단위: %)

세부표시과목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내과(1) 3,672 8.51 6.74 0.00 59.63

일반의(2) 2,784 7.00 8.41 0.00 100.00

가정의학과(3) 896 9.21 7.59 0.00 75.00

이비인후과(4) 2,024 4.75 7.70 0.00 82.68

기타(0) 7,520 2.66 5.07 0.00 53.88

종속변수인 노인환자 처방비율을 세부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

과의 처방비율이 9.21%로 가장 높아 노인환자에게 처방하는 빈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세부표시과목은 기타그룹으로 처방비율

이 2.66%였다. 일반의의 처방비율은 평균 7%였으나 최댓값이 100%에

이르는 기관이 있었고, 표준편차가 8.41로 가장 높아 기관 간 격차가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건당 처방일수 또한 세부표시과목별로 차이를

보였다(표 4-6). 내과가 평균 14.42일로 처방 기간이 가장 길고, 이비인

후과가 6.49일로 가장 짧았다. 건당 처방일수 표준편차가 가장 큰 그룹

은 가정의학과였으며 가장 작은 그룹은 이비인후과였다.

[표 4-6] 세부표시과목 그룹별 건당 처방일수

(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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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계 5.24 7.06 0.00 100.00

강남구 1,524 5.02 8.16 0.00 100.00

강동구 800 4.97 6.45 0.00 42.80

강북구 596 5.98 7.28 0.00 50.17

강서구 872 5.90 8.33 0.00 82.68

관악구 720 5.61 7.21 0.00 53.88

광진구 616 5.03 5.96 0.00 44.51

구로구 664 6.06 7.07 0.00 45.24

금천구 384 6.33 9.21 0.00 58.33

노원구 816 5.03 6.68 0.00 37.66

도봉구 420 5.86 6.18 0.00 27.73

동대문구 656 5.01 5.99 0.00 47.12

동작구 680 5.45 7.43 0.00 59.63

마포구 712 4.83 6.00 0.00 35.03

서대문구 448 5.34 6.91 0.00 43.73

3. 지역구별 기술통계량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노인환자 처방비율은

[표 4-7]과 같다. 서울 전체 지역 처방비율 평균은 5.24%였고, 표준편차

는 7.06이었다. 대상기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순이었고, 가장 적은 지역은 용산구, 종로구, 금천구 순이었다. 노인환자

처방비율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구는 중구로 6.44%였고, 표준편차 또한

11.66으로 가장 커 동일지역구 내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구는 서초구로 4.33%이었다.

[표 4-7] 지역구별 노인환자 처방비율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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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서초구 912 4.33 6.47 0.00 50.00

성동구 448 4.84 6.23 0.00 37.86

성북구 632 5.84 7.53 0.00 54.82

송파구 1,056 4.86 6.17 0.00 43.82

양천구 700 5.29 6.28 0.00 41.50

영등포구 728 4.42 4.83 0.00 27.49

용산구 320 5.73 5.60 0.00 27.78

은평구 808 5.10 6.33 0.00 56.98

종로구 364 4.68 7.12 0.00 50.30

중구 432 6.44 11.66 0.00 88.00

중랑구 588 5.07 7.02 0.00 75.00

지역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강남구 16.29 11.62 1 180

강동구 12.96 10.38 1 150

강북구 12.25 10.46 1 188

강서구 11.27 9.8 1 120

관악구 11.39 9.89 1 180

지역구별 건당 처방일수에서 처방일수가 가장 긴 지역구는 강남구로

평균 16.29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가 11.6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표

4-8). 건당 처방일수가 가장 짧은 지역구는 금천구로 평균 10.27일이었

다.

[표 4-8] 지역구별 건당 처방일수

(단위: 개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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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12.84 10.09 1 101

구로구 12.17 10.34 1 180

금천구 10.27 9.32 1 120

노원구 13.24 10.78 1 360

도봉구 12.57 10.34 1 180

동대문구 13.27 10.25 1 400

동작구 12.72 10.28 0 180

마포구 14.42 10.34 1 258

서대문구 12.98 10.2 1 120

서초구 16.64 10.56 0 200

성동구 11.45 9.79 1 120

성북구 12.16 10.57 1 100

송파구 12.25 9.95 1 180

양천구 11.72 9.67 1 120

영등포구 12.70 10.88 1 180

용산구 14.74 10.59 1 90

은평구 12.70 10.39 1 301

종로구 13.86 10.26 1 90

중구 12.66 11.45 1 180

중랑구 11.92 9.9 1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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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 요양기관, t= 1,2,3,4, k= 변수 수{지표 도입

여부, 개별 피드백 횟수, 의료기관 존속기간, 외래 노인환자 비율, 세부표시

과목, 의원밀도, 노인인구밀도}

= 시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 개별효과

= i와 t에 따라 변하는 고유 오차

제 2 절 처방양상 변화 실증분석

1.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노인환자 처방비율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통합회귀

모형(Pooled_OLS),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임의효과모형(Random-Effects)

을 활용하였다. 연구에 적합한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Breusch & Pegan

검정, Hausman 검정을 시행하였다. Bruesch & Pagan 검정의 귀무가

설은 “개별효과의 분산은 0이다.(즉, 임의효과가 없다)”이다.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분산이 0이 아니므로 임의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반

면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면 POLS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Hausman 검정의 귀무가설은 ‘개별효과와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이며, 기각되면 개별효과와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임의효과모형에서 추정된 계수가 불일치성을 보이게 된다. 따

라서 이 검정은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 중 어느 모형이 연구에

더 적합한지를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표 4-9] 패널데이터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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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노인환자 처방비율

변수명 POLS RE FE

Intercept　
0.359 4.609

***
10.474

***

(0.47) (0.62) (1.48)

지표 도입여부
-0.778

***
-0.350

***
0.033

(0.11) (0.07) (0.08)

표시과목_기타
0 0 -

(0.00) (0.00) -

표시과목_이비인후과
2.107

***
2.094

***
-

(0.16) (0.31) -

표시과목_가정의학과
6.367

***
6.420

***
-

(0.23) (0.44) -

표시과목_일반의
4.360

***
4.458

***
-

(0.15) (0.28) -

표시과목_내과
5.512

***
5.586

***
-

(0.14) (0.26) -

의료기관 존속기간
0.128

***
0.131

***
-

(0.01) (0.01) -

우선 지표 도입 여부에 따른 노인환자 처방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모형을 실시한 결과 Bruesch-Pagan 검정과 Hausman 검정 모두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표 4-10).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고정효과모형은 시간불변 변수

(time-invariant)의 계수추정이 불가능하며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작은 변수의 계수추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세부표시과목,

지역구, 의료기관 존속기간 변수의 계수는 추정되지 않았다.

[표 4-10] 지표 도입여부에 따른 노인환자 처방비율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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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노인환자 처방비율

변수명 POLS RE FE

외래 노인환자비율
0.016

***
0.01 0.00

(0.00) (0.01) (0.01)

의원 밀도
0.194

*
-0.017 1.929

***

(0.09) (0.15) (0.49)

노인인구 밀도
0.017 -0.308

***
-0.685

***

(0.03) (0.04) (0.07)

R-square 0.16 0.07 0.91

Breusch-Pagan test 18848.5
***

-

Hausman test - 75.94
***

F-value - 26.37

N 4,224

*p<0.05 **p<0.01 ***p<0.001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변인들을 통제한 결과 지표 도

입 여부는 도입 후 0.033%p 만큼 노인환자 처방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4-10). 이에 <가설 1>

은 기각하였다. 한편 의원밀도, 노인인구 밀도 변수는 모두 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역구별 인구 1000명당 의

원수를 나타내는 변수인 의원밀도는 1%p 증가할수록 노인환자 처방비

율이 1.929%p 증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광호와 전대성(2011)의 연구에서 의원급 요양기관들이 해당지역의 의

원밀도가 높을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높아지는 결과와 일치하며, 경쟁

환경에 따라 수요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진다. 반면, 노인인구

밀도가 1%p 높을수록 노인환자 처방비율은 0.685%p 감소하여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정광호와 전대성(2011)의 연

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는 항생제 처방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 하였다. 한편, 환자 유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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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노인환자 처방비율

변수명 FE

Intercept
7.994

***

(1.31)

개별 피드백 횟수
-0.366

***

(0.06)

외래 노인환자비율
0.01

(0.01)

의원 밀도
1.766

***

(0.49)

노인인구 밀도
-0.54

***

(0.04)

R-square 0.92

Breusch-Pagan test 18706.2
***

Hausman test 477.33
***

F-value 26.56

N 4,224

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외래 노인환자 비율은 노인환자 처방비율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개별 피드백 횟수에 따른 노인환자 처방비율의 변화 또한 고정효과 모

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고정효과 모형에서 개별 피드

백 누적 횟수가 1회 증가할 때 노인환자 처방비율은 0.366%p 감소하였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즉, 개별 피드백 횟수가 늘

어날수록 노인환자 처방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을 채택할 수 있었다.

[표 4-11] 개별 피드백 횟수에 따른 노인환자 처방비율 회귀분석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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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7일이하 28-29일 30일 31-59일 60일이상 합계

계 3,659,512 479,562 408,570 4,912 20,323 4,572,879

　 (80.03) (10.49) (8.93) (0.11) (0.44) (100.00)

도입 전 1,946,755 202,549 240,440 2,657 11,194 2,403,595

(%) (80.99) (8.43) (10.00) (0.11) (0.47) (100.00)

도입 후 1,712,757 277,013 168,130 2,255 9,129 2,169,284

(%) (78.95) (12.77) (7.75) (0.10) (0.42) (100.00)

2. 건당 처방일수

건당 처방일수의 변화로 표면적 정책 순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

처방 기준이 되는 ‘30일’을 중심으로 범주를 5개로 나눈 뒤 다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앞서 범주

별 빈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 노인환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중 ‘27일이하’ 처방 건이 80.0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30일’ 처방이

8.93%를 차지했으며 31일 초과 처방은 0.55%에 해당하였다(표 4-12).

[표 4-12] 건당 처방일수 범주별 빈도분석

(단위: 건, %)

환자안전지표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전체 건수에서 ‘27일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4%p 감소하였고 ‘28-29일’ 처방 비중은 4.34%p 증

가하였으며, ‘30’일 처방 비중은 2.25%p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안

전지표 도입 이후 타 범주에 비해 ‘28-29일’ 처방이 가장 큰 증가를 보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논리를 확장시킨

것으로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범주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즈를 계산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사건 확률에 대하여 다른 사건이 일

어날 확률의 비율을 계산한다(고길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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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집단: 건당 처방일수 ‘27일이하’

Parameter
건당

처방일수
DF

Estim
ate

SE
Pr >
ChiSq

Exp
(Est)

Intercept

28-29일 1 -3.633 0.016 <.0001 0.026

30일 1 -2.202 0.016 <.0001 0.111

31-59일 1 -7.941 0.144 <.0001 0.000

60일이상 1 -5.964 0.069 <.0001 0.003

지표 1 28-29일 1 0.326 0.003 <.0001 1.385

본 연구에서는 ‘27일이하’ 처방 확률을 기준으로 다른 처방일수가 발생

할 확률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모형 회귀식은 아래와 같으며, 다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이 수렴하며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log


        

(1 = 27일이하, 2 = 28-29일, 3 = 30일, 4 = 31-59일, 5 = 60일이상)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지표 도입 전보다 도입 후 건당

처방일수는 ‘27일이하’ 처방 대비 ‘28-29일’ 처방의 오즈가 1.385배이며,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13). 즉, 환자안전

지표 도입 전과 비교하여 도입 후 27일 이하 단기처방 할 확률보다

28-29일을 처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30일’ 처방의 경우 지표

도입 전보다 도입 후 ‘27일이하’ 처방 대비 오즈가 22.2% 감소하였고

‘60일이상’ 처방의 경우 오즈가 15.4% 감소하여 60일 이상의 장기처방

확률 감소보다 30일 처방의 확률 감소가 컸다. 따라서 60일 이상의 처

방 감소보다 30일 처방의 감소가 크다는 <가설 2>를 채택할 수 있었다

(p<0.001).

[표 4-13]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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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집단: 건당 처방일수 ‘27일이하’

Parameter
건당

처방일수
DF

Estim
ate

SE
Pr >
ChiSq

Exp
(Est)

도입이후

1 30일 1 -0.251 0.004 <.0001 0.778

1 31-59일 1 -0.141 0.031 <.0001 0.868

1 60일이상 1 -0.167 0.015 <.0001 0.846

내과

1 28-29일 1 0.923 0.006 <.0001 2.518

1 30일 1 0.405 0.005 <.0001 1.499

1 31-59일 1 0.820 0.055 <.0001 2.271

1 60일이상 1 0.126 0.021 <.0001 1.134

일반의

2 28-29일 1 0.504 0.006 <.0001 1.656

2 30일 1 0.171 0.006 <.0001 1.187

2 31-59일 1 0.691 0.060 <.0001 1.996

2 60일이상 1 -0.182 0.025 <.0001 0.834

가정의학과

3 28-29일 1 0.598 0.007 <.0001 1.819

3 30일 1 0.135 0.007 <.0001 1.144

3 31-59일 1 0.781 0.068 <.0001 2.184

3 60일이상 1 0.202 0.028 <.0001 1.224

이비인후과

4 28-29일 1 -1.603 0.014 <.0001 0.201

4 30일 1 -1.105 0.011 <.0001 0.331

4 31-59일 1 -0.219 0.089 0.0141 0.803

4 60일이상 1 -1.374 0.045 <.0001 0.253

외래 노인

환자 비율

28-29일 1 -0.002 0.000 <.0001 0.998

30일 1 0.002 0.000 <.0001 1.002

31-59일 1 0.008 0.001 <.0001 1.008

60일이상 1 -0.005 0.001 <.0001 0.995

의료기관 28-29일 1 -0.024 0.000 <.0001 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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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집단: 건당 처방일수 ‘27일이하’

Parameter
건당

처방일수
DF

Estim
ate

SE
Pr >
ChiSq

Exp
(Est)

존속기간

30일 1 -0.017 0.000 <.0001 0.983

31-59일 1 -0.026 0.002 <.0001 0.974

60일이상 1 -0.011 0.001 <.0001 0.989

의원밀도

28-29일 1 0.399 0.003 <.0001 1.490

30일 1 0.113 0.004 <.0001 1.120

31-59일 1 0.621 0.025 <.0001 1.861

60일이상 1 0.526 0.013 <.0001 1.692

노인인구

밀도

28-29일 1 0.076 0.001 <.0001 1.079

30일 1 0.006 0.001 <.0001 1.006

31-59일 1 0.033 0.010 0.0006 1.033

60일이상 1 0.063 0.005 <.0001 1.065

오즈비의 신뢰 구간을 보면 지표 도입 이후 ‘28-29일’의 처방할 오즈

가 95% 신뢰수준에서 1.376배와 1.395배 사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4). 세부 표시과목을 살펴보면, 기타 그룹을 기준으로 가정의학

과가 ‘27일이하’ 단기처방에 비해 ‘60일이상’ 장기처방을 할 로짓이

1.224만큼 높으며 오즈는 1.292배 높다고 볼 수 있다. 내과의 경우 기타

그룹보다 ‘27일이하’ 처방 확률 대비 ‘28-29일’ 처방 로짓이 2.518만큼

높으며 오즈는 2.5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과가 기타 그룹보다

‘27일이하’ 단기처방에 비해 ‘28-29일’ 처방할 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기관 존속기간은 길수록 ‘27일이하’ 처방할 확률 대비 28일 이상

모든 범주에서 처방할 확률이 부(-)의 영향을 보여 존속기간이 길수록

단기처방 가능성이 높아짐을 나타내었다.

외래 노인환자 비율, 의원밀도, 노인인구 밀도는 높아질수록 ‘27일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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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집단: 건당 처방일수 ‘27일이하’

Effect
건당

처방일수
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지표

도입 후 vs 도입 전

28-29일 1.385 1.376 1.395

30일 0.778 0.773 0.784

31-59일 0.868 0.817 0.923

60일이상 0.846 0.821 0.872

내과 vs 기타

28-29일 2.518 2.490 2.546

30일 1.499 1.484 1.514

31-59일 2.271 2.040 2.529

60일이상 1.134 1.090 1.181

일반의 vs 기타

28-29일 1.656 1.635 1.677

30일 1.187 1.173 1.201

31-59일 1.996 1.776 2.245

60일이상 0.834 0.794 0.876

가정의학과 vs 기타

28-29일 1.819 1.793 1.845

30일 1.144 1.128 1.161

31-59일 2.184 1.913 2.494

60일이상 1.224 1.159 1.292

이비인후과 vs 기타

28-29일 0.201 0.196 0.207

30일 0.331 0.324 0.338

31-59일 0.803 0.674 0.957

60일이상 0.253 0.232 0.277

외래 노인

환자 비율

28-29일 0.998 0.998 0.999

30일 1.002 1.002 1.003

31-59일 1.008 1.006 1.011

60일이상 0.995 0.994 0.997

처방할 확률보다 28일 이상 처방 모든 범주에서 정(+)의 영향을 보였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14] 추정된 오즈비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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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집단: 건당 처방일수 ‘27일이하’

Effect
건당

처방일수
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의료기관

존속기간

28-29일 0.976 0.976 0.977

30일 0.983 0.982 0.983

31-59일 0.974 0.971 0.978

60일이상 0.989 0.987 0.991

의원밀도

28-29일 1.490 1.48 1.499

30일 1.120 1.111 1.129

31-59일 1.861 1.772 1.955

60일이상 1.692 1.649 1.735

노인인구

밀도

28-29일 1.079 1.077 1.081

30일 1.006 1.004 1.009

31-59일 1.033 1.014 1.053

60일이상 1.065 1.055 1.075

[그림 4-1]은 다른 연속형 독립변수들이 평균값으로 고정되어 있고(의

료기관 존속기간= 18.63년, 외래 노인환자 비율= 37.66%, 의원밀도

=0.744% , 노인인구비율= 13.39%) 세부표시과목이 “기타” 그룹의 값을

가질 때 각 범주별 처방이 이루어질 한계를 보여준다. 환자안전지표 도

입 전(0)보다 도입 후(1) ‘28-29일’ 처방일수가 처방할 확률은 증가하였

고, ‘30일’을 처방할 확률은 감소하였다. 반면 ‘31-59일’ 및 ‘60일이상’ 장

기처방 범주는 ‘30일’ 범주에 비하여 도입 전후 차이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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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건당 처방일수의 예측된 확률값

[그림 4-2] 의원밀도에 따른 건당 처방일수의 예측된 확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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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원밀도(clinic_rate)가 높을수록 ‘27일이하’ 범주의 단기처방을

할 확률이 낮아지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28-29일’ 범주의 처방이 증가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는 의원밀도가 높은 경쟁적 환경에 있는 요

양기관들이 표면적 정책 순응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그림 4-2).

[그림 4-3] 세부표시과목별 건당 처방일수 확률값

세부표시과목(dep_dummy)별로 환자안전지표 도입 전·후 건당 처방일

수 범주별 확률은 [그림 4-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0), 내과(1),

일반의(2), 가정의학과(3), 이비인후과(4)는 ‘28-29일’ 또는 ‘30일’ 처방을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환자안전지표 도입 전후 차이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내과, 일반의, 가정의학과에서 공통적으로 ‘28-29일’ 처방 범주

와 ‘30일’ 처방범주의 처방확률이 도입 전후 역전되는 모습이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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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건당 처방일수

변수명 FE

Intercept　
-0.19

(4.04)

개별 피드백 누적 횟수
-0.35

*

(0.17)

외래 노인환자비율
0.04

(0.03)

의원 밀도
-3.376

*

(1.52)

노인인구 밀도
0.827

***

(0.14)

고 기타 그룹과 이비인후과는 해당 범주 확률의 역전이 확인되지 않았

다. 즉 기타 그룹이나 이비인후과 대비 내과, 일반의, 가정의학과가 ‘30

일’ 처방에서 ‘28-29일’ 처방으로의 전환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별 피드백 누적 횟수가 건당 처방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15). BP 검정과

Hausman 검정 실시 결과 모두 기각되어 고정효과모형을 최종 선택하

였다. 고정효과모형에서 개별 피드백 누적 횟수가 1회 증가할 때마다

건당 처방일수는 0.35일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따라서 개별 피드백 누적 횟수가 건당 처방일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4>를 채택하였다. 의원밀도는

1%p 증가할 때마다 –3.376일씩 건당 처방일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

타났고(p<0.05), 노인인구 밀도가 1%p 늘어날 때 건당 처방일수는

0.827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표 4-15] 개별 피드백 누적 횟수에 따른 건당 처방일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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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건당 처방일수

변수명 FE

R-square 0.70

Breusch-Pagan test 7590.58
***

Hausman test 384.61
***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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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넛지(Nudge)’로서 환자안전지표 도입이 비정신과 의사의 처

방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노인환자 처방비율 및 건당 처방일수의

변화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환자안전지표의 도입은 연구 결과 노인환자 처방비율에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처방일수의 변화는 지표 도입 후 장기처

방의 기준선인 ‘30일’ 바로 아래 ‘28-29’일 처방의 증가가 나타났고, ‘60일

이상’의 장기 처방보다 ‘30일’ 처방의 감소가 장기처방률 감소에 큰 영향

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이하’와 같은 기타 범주에서는 환자안전지

표 도입 전·후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요양기관들이 기존 30

일 처방에서 ‘28-29일’로 변경하여 환자안전지표의 기준 초과를 피하려

는 표면적 정책 순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건당 1회 처방일수’

기준 30일 이상 장기처방률 관리 방식은 표면적 정책 순응으로 30일 미

만 단기처방을 연속 반복하여 환자에게 장기처방을 지속하게 할 우려가

있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서 환자안전지표 도입 이후 중재

가 필요한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개별 피드백(문서, 유선, 대면)에

따른 처방양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개별 피드백 횟수가 증가할수록

노인환자 처방비율 및 건당 처방일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환자안전지표 도입(분기별 문서안내)은 노인환자 처방비율에 영향을 주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개별 피드백 횟수는 노인환자 처방

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피드백이 적시

성을 갖추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노력에 중점을 둘 때 효과적이라

는 Gallagher(2017)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54 -

제 2 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다. 우

선 지표연동자율개선제에서 제공되는 지표값의 적시성 문제 해결이 필요

하다. 현행 분기별 문서안내에서 제공되는 지표값은 통보분기의 직전분

기 심사결정분으로 최소 4~6개월 전 진료분에 대한 결과이다. 이는 시기

적절한 피드백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방의사가 개선을 시도하려고 하여도

과거 처방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

월 청구정보’와 같이 ‘현재’와 보다 가까운 지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건당 1회 처방일수 관리와 더불어 수진자당 반기별 또는 연간 총

처방일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연속되는 처방일수를

합산하여 장기처방률을 관리하게 되면 본 연구에서 드러난 표면적 정책

순응을 막을 수 있고, ‘기준선 휴리스틱’에 따라 향후 처방의사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처방 상위 기관에게 동일 평가군의 평균 처방률 정보를 제공하여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앞서 탈러와 선스타인(2009)

은 넛지에서 인간은 틀에 따르려는 ‘사회적 영향력’의 작용을 받는다고

강조하였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동료 의사의 평균 처방률과 비교하는 정

보 제공이 처방률 감소에 주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기술통계

량에서도 종속변수인 노인환자 벤조디아제핀 약제 처방비율 및 건당 처

방일수의 값이 요양기관 간 격차가 큰 것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료 의

사의 처방률을 그래프 등으로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기 쉽

게 제공한다면 처방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처방의사가 자신이 처방한 약 명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를 제공하여 처방의사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의존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처방의사의 약물 감량

및 중단 노력에 대한 보상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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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연구대상을 서울시 의원급에 한정하여 환자안전지표의 대상이 되

는 전국 병·의원급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다. 지역이나 기관 규모에 따

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향정신병제 약물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에 대한 처방

명세서만을 분석한 것으로, 타 약제와 동일한 조건에서 변화를 비교하지

않았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장기사용 환자의 약물 의존으로 갑작스

러운 중단이 어려운 약물이며, 처방의사가 중단을 시도하여도 환자가 다

른 요양기관에서 약 처방을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약물 의존을 보이지

않는 약제보다 동일한 피드백에 대한 정책 순응 효과가 낮을 수 있다.

동일한 피드백 조건에서 타 약제와 처방률 변화를 확인을 위한 후속 연

구가 요구된다.

셋째, 수진자당 총 연속 처방일수 비교를 하지 않아 환자안전지표 도입

전·후 실제 장기처방률 감소 여부를 살펴볼 수 없었다. 본 연구 결과에

서 확인한 표면적 정책 순응에도 불구하고, 처방의사가 환자안전지표 도

입 후 단기간 연속 처방하던 방식을 자발적으로 중단하였다면 총 처방일

수가 감소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

지부(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을 장기 처방받은 환자는 10.5명으로 2012년부터 10명대를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로 국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처방하는 의

사의 심리적·환경적 요인 등을 알 수 없어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국외 선행연구와 같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을 노인환자에게 처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등 추가적인 질

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넛지’의 관점에서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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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정책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최초로 분석하였으며, 적은 비용으로 적

정진료를 높이기 위한 더 나은 피드백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

다. 또한 요양기관들이 빠르게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표연동자

율개선제 환자안전지표의 표면적 정책 순응 가능성에 대해 건당 처방일

수의 변화를 통해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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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Benzodiazepine

Long-term Prescribing Rate

Management in the Elderly on

Non-psychiatrist's Prescribing

Pattern

Park, Sumi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Benzodiazepines(BDZs) are known to require caution because they

may increase the risk in elderly patients. However, in Korea, it was

found that benzodiazepines were mainly prescribed by non-psychiatric

doctors and the largetst proportion of patients who were prescribed

BDZs were aged 65 or older.

In December 2016,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HIRA)

introduced the “Long-term Prescribing Rate of benzodiazepines to

aged 65 or older(also called 'Patient Safety Indicator')” and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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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ly feedback to high prescribers. This study considered the

feedback a gentle push(Nudge) and tried to confirm the effect it had

on prescribing patterns of non-psychiatrist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atient Safety Indicator,

non-psychiatrists have readily adapted to it and the number of

long-term prescriptions that exceed 29days have rapidly decreased.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Patient Safety Indicator also had an

effect on reducing prescribing rate of BDZs to the elderly not only

reducing the prescription period and examines whether or not they

showed superficial policy compliance in a way that shorten the

prescription period by only 1 to 2 days from '30days' which belong

to the long-term prescribing definition.

The data for this study are medical billing collected by HIRA from

4,224 non-psychiatric clinics in Seoul, and the comparison was made

before and after each two years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Patient

Safety Indicator. For the analysis method, pooled OLS, random-effects

model, and fixed-effects model were estimated with panel data, and

the final model was sele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aring

explanatory power and significance. In addition, a multinomial logistic

model was used to effectively analyze the change in prescription

period categories.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Patient Safety Indicator did not affect the

prescribing rate for the elderly. Seco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ndicator, '28-29 days' prescriptions increased, which is just below

the 30days long-term prescription standard, and the decrease in

'30days' prescriptions was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60days or

more'. This could lead to suspicion of superficial policy compliance.

Third, the number of HIRA branch's individual feedbacks (phone

consultation, letter, and face to-face consultation)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prescribing rate and the prescription period. This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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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IRA branch's interventions that focus on concretely actionable

efforts were more effective feedback than quarterly document guides

with low timeliness and specific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can be

mad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most recent

prescribing rate, since the current data is from billing at least 3 to 6

months ago. And peer comparison feedback to high prescribers would

be more effective to induce appropriate treatment.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 superficial policy compliance problem such as repeat

prescribing BZDs in short-term,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total

prescribed amount per patient for a year.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the analysis target was limited

to the clinics in Seoul, and it did not reflect the sum of consecutive

prescribing days per patient. In addition, it didn't compare

benzodiazepine with other medications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as this study is a quantitative research, it couldn't find out

psychological or environmental factors of doctor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Patient Safety Indicator for the first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Nudge’, and suggested a better direction to increase appropriate

treatment at a low cost. And It also revealed the superficial

compliance possibility of the feedback through the change in

prescribing days per case.

keywords : Nudge, Policy non-compliance, Benzodiazepine,

Non-psychiatrist, Feedback

Student Number : 2020-2776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지표연동자율개선제 
	2. 노인환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처방 
	3. 넛지(Nudge)를 활용한 공공정책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인한 진료행태 변화  
	2. 넛지를 활용한 약제처방 관리 정책  
	3. 선행연구의 검토결과 및 시사점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제 2 절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3. 통제변수   

	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2. 분석방법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일반적 현황 
	2. 세부표시과목별 기술통계량 
	3. 지역구별 기술통계량 

	제 2 절 처방양상 변화 실증분석 
	1.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노인환자 처방비율 
	2. 건당 처방일수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 2 절 정책적 함의  
	제 3 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startpage>10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이론적 배경  5
    1. 지표연동자율개선제  5
    2. 노인환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처방  10
    3. 넛지(Nudge)를 활용한 공공정책    13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7
    1.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인한 진료행태 변화   17
    2. 넛지를 활용한 약제처방 관리 정책   19
    3. 선행연구의 검토결과 및 시사점   22
제 3 장 연구방법  24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24
    1. 연구모형  24
    2. 연구가설  25
 제 2 절 변수의 정의  26
    1. 종속변수  26
    2. 독립변수  27
    3. 통제변수    28
 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30
    1. 자료의 수집  30
    2. 분석방법  30
제 4 장 연구결과  32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32
    1. 일반적 현황  32
    2. 세부표시과목별 기술통계량  34
    3. 지역구별 기술통계량  36
 제 2 절 처방양상 변화 실증분석  39
    1.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노인환자 처방비율  39
    2. 건당 처방일수  43
제 5 장 결론  53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53
 제 2 절 정책적 함의   54
 제 3 절 연구의 한계   55
참고문헌  5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