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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보훈의료지원 인구의 외래 처방의약품 사용경향과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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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national claims data of elderly veterans to generate scientific evidence over the
trends and appropriateness of their drug utilization in outpatient setting. National claims data of elderly veterans during
2014-2015 were provid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HIRA). We selected two comparable groups
through random sampling and matching the data between elderly veteran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or Medical
Aid (MAID) patients. We made comparisons among groups in drug use and costs using multivariate gamma regression
models, and in two inappropriate prescribing indicators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s. Given the same
environment, elderly veteran patients, in comparison to NHI patients, visited medical institution less with 0.82 times, had
1.83 times more drug use, and paid 1.22 times more drug costs (p<0.05). In comparison to elderly MAID patients, elderly
veteran patients visited medical institution less with 0.94 times, had 1.24 times more drug use, and paid 1.04 times more
drug costs (p<0.05). Elderly veteran patients were exposed to the risk of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PIM)
prescribed 1.3 times more than comparison groups (OR=1.26 in those compared to NHI patients, or 1.28 in those
compared to MAID patients, p<0.0001), and to the risk of therapeutic duplication 1.6 times more than comparison groups
(OR=1.62 in those compared to NHI patients, or 1.56 in those compared to MAID patients, p<0.0001). There were greater
worries in drug use behaviors of elderly veteran patients over inefficient and potentially unsafe drug utilization.
Keywords elderly, veterans, drug utilization,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therapeutic duplication

서 론(Introduction)

한 자원낭비 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제3자지불
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보건의료체계는 소비 측면에서 도덕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약물유해반응은 불확실성을

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수반하고 있다.6,7) 이는 의료이

완벽히 배제할 수 없는 의약품의 물적 특성에서 기인하기도 하

용 시점에서 제3자(정부 또는 보험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개인

나, 개인특성 및 사회경제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적절 사

의 부담이 현저히 낮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8) 국내의

용 행태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1-3) 처방된 대로 복용되지 않는

사례로 건강보험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낮은 의료

의약품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4) 이러한 경우

급여인구에서 의료이용 및 의약품 소비가 높은 것이 보고되고

교육, 제도적 정비 등의 노력으로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므로 더

있다.9-11)
보훈의료지원은 공훈의 내용 또는 공훈과 관련성을 가진 질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인구집단에서 의약품 부적
절 사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요인은 오남용, 다

병의 내용에 의해 본인과 유족에 제공되며, 보훈의료지원 대상

약제사용, 노령 등이다.5) 또한,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약품을 필

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감면

요이상으로 보유할 경우 오남용의 위험, 폐기의약품 증가로 인

의 정도는 본인부담금의 50~100%에 이른다.12) 2015년 말 현재
보훈대상자는 본인 656,864명, 유족 201,995명, 총 858,859명이
며, 이들에게 6,002억원 규모의 국비의료지원이 제공되었다.1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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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국가를 위한 공훈 또는 희생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므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의료급
여제도와는 근원이 다르나 의료이용 시점에서 본인의 부담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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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낮다는 현상적 측면에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16)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소수의

의료이용 및 의약품 사용 행태에 있어서도 의료급여 인구와 유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이 부족하거나, 보훈환자를 모

사한 비효율이 상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고되고 있다. 일개

두 포함하여 이질성이 높은 집단을 연구대상으로함으로써 동질

보훈병원 외래를 전액 무료로 이용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성을 높인 대표성있는 연구대상에 대한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남

7,047명의 의약품 처방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는 연구대상 중

겼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령 보훈의료지원 인구의 외

57%가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다약제 복용군’이며, 이 중

래 처방의약품 사용 현황 및 적정성을 동일 조건의 건강보험 및

70%가 부적절한 약물 사용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

의료급여 인구와 비교함으로써 그 크기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고

고하였다.

14)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과도한 다약제 복용군’

자 하였다.

도 12.4%에 이르렀고, 이 중 부적절 약물 사용 위험에 처한 이
는 88%에 해당하였다.14) 해당 연구에 따르면 다약제 복용군은
연령, 만성질환 개수, 동반질환 등을 보정한 이후에도 비교군에
비해 사망률(1.53배), 입원횟수(1.36배), 총재원일수(1.63배) 및 평
균재원일수(1.6배) 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보훈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보훈의료지원 인구의 의약품 사용 양상 및 규모,

병원입원 노인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의식을 설문 조사한 또 다

의약품 사용 적정성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인구와 비교하여

른 연구는 현 보훈의료지원제도가 보훈환자의 약물의존경향을

평가하였다(Fig. 1). 본 연구는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높이는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고 합리적 평가와 향상된 지원방

를 완료 하였다(7002016-E-2016-004).

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15) 건강보험청
구자료를 분석하여 보훈환자 전체에 대한 외래처방의약품 사용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자

경향을 분석한 가장 최근 연구는 보훈 환자가 유사한 특성을 가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연구 목

진 건강보험 환자보다 1.9배 높은 사용량과 1.4배 높은 약품비

적으로 제공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를 소비하고 있으며, 치료군 중복 처방을 받을 위험도 1.7배 높

였다. 본 연구의 중재군인 노령 보훈의료지원 인구(이하 보훈군)

해당 연구에 따르면 보훈 환자의

는 2014~2015년 2개년간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자격으로 외래에

외래처방의약품 사용 경향이 건강보험 환자보다는 의료급여 환

서 약처방을 1회 이상 받은 65세 이상의 자로 정의하였다. 이

자와 유사하며, 치료군 중복 처방 경향(1.3배)은 의료급여 환자

중 여성은 대상인구의 0.25%에 해당하였으므로 자료의 동질성

게 나타났음을 보고 하였다.

16)

Fig. 1. Study design and identifica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MAID=Medic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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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비교군을 설정하고 건강보험 및 의료

• 1인당 약품당 처방일당 약품비(daily costs per drug per
si pi
patient)= Σ -------- / n by year
di

급여 노령인구로 각각 정의하였다(이하 각각 건강보험군, 의료

단, 방정식에 사용된 기호는 다음을 뜻한다.

회 이상 받은 남성 보훈환자 중 노령 인구는 79.3%에 해당하였

급여군). 비교가 가능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인구를 선정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2014, 2015년 고령환자데이터셋(HIRAAPS)을 이용하였다. HIRA-APS는 매년 구축되는 표본 자료로
65세 이상 고령환자 건강보험 청구자료의 20%에 이르는 약 100
만 명의 자료를 포함한다.17) HIRA-APS에 포함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후, 중재군인 보훈군과 기본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여성 인구를 제외하였다. 자료분석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보훈군, 건강보험군에 대해 주요 특성변수(연령군, 동
반상병점수군, 지역, 연도)를 층화하여 5% 무작위 샘플링을 실
시하였다. 의료급여군은 포함환자수가 소수이므로 50% 무작위
샘플링을 실시하였다. 최종 포함대상은 보훈군:건강보험군, 보훈
군:의료급여군을 각각 1:1 매칭하여 주요 특성변수(연령, 동반상
병점수, 지역, 연도)에 대해 비교 가능한 특성을 가진 대조군을
선별하였다(Fig. 1). 다만, 포함환자수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령은
±1세의 편차를 허용하였다.

변수의 정의
결과변수
요양기관 이용행태 1종, 의약품 사용양상 6종, 의약품 사용규
모 2종, 의약품 사용 적정성 2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요양기관 이용행태
1인당 연간 방문의료기관수(annual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visited by a patient): 연구대상환자 1인에 대해 1년간 외래
명세서를 발행한 의료기관의 수. 단, 동일 의료기관에 중복 방
문한 경우 기관수는 1개임.
의약품 사용 양상
• 1인당 연간 처방전수(annual number of prescriptions per
patient): 연구대상환자 1인에 대해 1년간 발행된 외래명세서
의수
• 1인당 연간 처방량(annual amount of drugs prescribed per
patient)=Σsi / n by year

n: 환자수
si: 약품i의 처방총량=1회투약량×1일투여횟수×투여일수,
단, 단위는 건강보험급여목록의 단위에 따름, 단 외용제는 포
장단위에 의함. 건강보험급여목록의 단위; 정, 캡슐, mL, 포, 병 등
nM: 총약품수
nRx: 총처방전수

di: 약품i의 투여일수
pi: 약품i의 보험청구자료 단가

의약품 사용 적정성
잠재적 부적절 약품 처방 환자율: 분석대상 환자 중 연구기간
동안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품이 1회 이상 처방된 환
자의 비율. 단, 잠재적 부적절 약품의 정의는 2015년 개정 Beers
criteria에 의함.18)
치료군중복 환자율: 분석대상 환자 중 연구기간 동안 치료군
중복이 1회 이상 있는 환자의 비율. 단, 치료군 중복은 WHO
ATC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코드 5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4일 이상 함께 사용한 경우로 정
의함. 1-3일까지의 중복 처방은 휴일, 출장 등의 특수경우에 환
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중복처방이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므로, 이를 제외함으로써 치료군 중복 현황을 과대 평가하지
않고자 함.

독립변수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독립변수는 보훈지원환자 여부이다.
그 외 중재군과 대조군의 기본 환자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개인
특성 변수, 질병 특성 변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및 자료년도
를 수집하고 필요 시 추론분석의 공변량으로 그 영향을 통제하
였다. 개인 특성 변수는 연령(만)을 포함하며, 연구대상자를 65
세 이상 75세 미만은 5세 구간 2개 그룹, 75세 이상 한 그룹 등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질병 특성 변수는 동반상병지수와
수술횟수를 수집하였다. 동반상병지수는 Elixhauser comorbidity
index를 측정하였다.19-21) Elixhauser comorbidity index는 합병증을

• 1인당 연간 총처방일수(annual total prescribing days per
patient)=Σdi / n by year

동반한 고혈압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고혈압을 분리하는 31

• 처방전당 약품수(number of drug items per prescription)=
ΣnM / nRx by year

세서 주상병 및 부상병 10순위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수술횟

• 약품당 처방일수(prescribing days per drug)=Σdi / nM by year
• 약품당 일사용량(daily amount of drugs prescribed per drug)
=Σ(si / di )/ nM by year
의약품 사용 규모

개 질환 분류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환자의 입원 및 외래명
수의 측정 시에도 입원 및 외래명세서에 포함된 자료를 모두 활
용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는 연구대상자의 거주지역을 포
함하였다. 연구대상환자의 거주지역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자
의원급 요양기관 방문자료를 분석하여 방문빈도가 가장 높은 지
역을 각 개인의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 1인당 연간 약품비(drug costs per patient)=Σsi pi / n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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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품의 처방 유무 또는 치료군중복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개별환자이다. 연구대상자의 기본 특

의약품의 처방 유무의 이분형 변수로 설정하고 의약품 사용에

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고, 연속형 자료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공변량으로 하는 multivariate logistic

서는 평균 및 표준편차,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는 빈도 및 백분

regression models을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를

율 등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보훈군과 비교군의 기본 특성

검증하고 Hosmer and Lemeshow Goodness-of-fit 결과와 c sta-

을 비교하기 위해 연속형 자료인 경우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tistics를 제시하였다. Gamma regression과 logistic regression의 결

않았기에 비모수 통계방법인 Wilcoxon rank-sum test를 실시하였

과는 eβ 또는 adjusted Odds Ratio를 95% confidence interval

고, 범주형 자료인 경우 chi-squared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변수

(CI)과 함께 제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9.4 ver로 실시하였고,

중 9종(이용행태 1종, 의약품 사용양상 6종, 의약품 사용규모 2

유의성 수준은 p<0.05에서 결정하였다.

종)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

결 과(Results)

포를 가졌기에 일반화선형모형인 gamma regression을 이용하여
보훈군과 비교대상인 두 군의 차이를 각각 계량하였다.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약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공

연구대상자 기본특성

변량으로 하는 복수의 multivariate gamma regression models을

연구대상 환자의 기본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보훈군-건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최종 모형은 AIC (Akaike information

강보험군 매칭자료는 그룹당 12,096명을 포함하였다. 평균 연령

criterion), BIC (Bayes information criterion)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은 72세로 유사하였으나, 연령군별 구성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선정하였다. 모형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modified park test와

보훈군은 건강보험군에 비해 65~69세가 약 7% 더 많았고, 70대

잔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변수 중 의약품 사용 적정성은 보

이상이 약 7% 더 적었다(p<0.0001). 포함환자들이 앓고 있는 만

훈군과 비교대상인 두 군을 비교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노령환

성질환은 평균 약 4종이었으며, 6개 이상의 동반상병을 가진 이

Table 1. Patient basic demographics
Veteran patients
(N=12,096)

NHI patients
(N=12,096)

p-value

Veteran patients
(N=12,093)

MAID patients
(N=12,093)

p-value

mean±SD

71.69±6.19

72.05±6.02

<0.0001

71.79±6.23

72.18±6.06

<0.0001

65~69

6,045 (49.98%)

5,225 (43.20%)

5,966 (49.33%)

5,106 (42.22%)

Variable
Age
Age group, n (%)
Elixhauser score

Elixhauser group, n
(%)

Number of operations

Number of operations,
n (%)

Region, n (%)

Year, n (%)

70~74

3,343 (27.64%)

4,002 (33.09%)

75~

2,708 (22.39%)

2,869 (23.72%)
1

3,365 (27.83%)

4,060 (33.57%)

2,762 (22.84%)

2,927 (24.20%)

mean±SD

4.06±2.26

4.06±2.26

4.18±2.38

4.18±2.38

0

320 (2.65%)

320 (2.65%)

320 (2.65%)

320 (2.65%)

1

1,112 (9.19%)

1,112 (9.19%)

1,112 (9.20%)

1,112 (9.20%)

2

1,820 (15.05%)

1,820 (15.05%)

1,793 (14.82%)

1,793 (14.82%)

3

2,131 (17.62%)

2,131 (17.62%)

2,049 (16.94%)

2,049 (16.94%)

4

2,043 (16.89%)

2,043 (16.89%)

1,958 (16.19%)

1,958 (16.19%)

1

5

1,716 (14.19%)

1,716 (14.19%)

1,629 (13.47%)

1,629 (13.47%)

6 and more

2,954 (24.42%)

2,954 (24.42%)

3,232 (26.73%)

3,232 (26.73%)

mean±SD

1.05±1.64

0.89±1.31

0

6,356 (52.5%)

6,389 (52.8%)

1.07±1.67

1.02±1.71

6,264 (51.8%)

6,440 (53.3%)

1

2,609 (21.6%)

3,048 (25.2%)

2,625 (21.7%)

2,821 (23.3%)

2

1,550 (12.8%)

1,461 (12.1%)

1,575 (13.0%)

1,334 (11.0%)

3 and more

1,581 (13.1%)

1,198 (9.9%)

1,629 (13.5%)

1,498 (12.4%)

Seoul

2,543 (21.02%)

2,543 (21.02%)

2,424 (20.04%)

2,424 (20.04%)

Six metropolitan
cities

3,462 (28.62%)

3,462 (28.62%)

3,542 (29.29%)

3,542 (29.29%)

Ten provinces

6,091 (50.36%)

6,091 (50.36%)

6,127 (50.67%)

6,127 (50.67%)

2014

5,999 (49.6%)

5,999 (49.6%)

5,865 (48.50%)

5,865 (48.50%)

2015

6,097 (50.4%)

6,097 (50.4%)

6,228 (51.50%)

6,228 (51.50%)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MAID=Medical Aid;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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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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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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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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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4% 가량 되었다. 보훈군-의료급여군 매칭자료는 그룹당

는 평균 27.3일, 약품당 일사용량은 2.55단위였다. 보훈군의 1인

12,093명을 포함하였다. 평균 연령은 72세, 보훈군에 60대가 7%

당 연간처방량은 건강보험군의 183% (eβ=1.829, 95% CI=1.792~

더 많고 의료급여군에 70대가 7% 더 많은 인구구성을 보이는

1.867, p<0.0001), 총처방일수는 건강보험군의 149% (eβ=1.488,

것은 보훈군-건강보험군과 유사하였다. 포함환자들이 앓고 있는

95% CI=1.461~1.515, p<0.0001)였다. 약품당 처방일수는 건강보

만성질환은 평균 4종, 6개 이상의 동반상병을 가진 이들이 27%

험군의 127% (eβ=1.269, 95% CI=1.248~1.290, p<0.0001), 약품

였다. 보훈군은 건강보험군에 비해 연간 수술횟수가 0.16회

당 일사용량은 건강보험군의 116% (eβ=1.157, 95% CI=1.139~

(p=0.0002), 의료급여군에 비해서는 0.05회(p=0.0004) 많았다. 그

1.1759, p=0.0347)였다. 처방전당 약품수는 건강보험군과는 유의

밖에 지역별, 연도별 환자 구성은 보훈군-건강보험군, 보훈군-의

한 차이가 없었다(p=0.1285).

료급여군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건강보험군과 매칭된 보훈군은 1인당 연간 약 86만원을 외래
처방의약품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이는 약 74만원을 지출한

건강보험군과 비교한 보훈군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의약품 사용

건강보험군의 122%에 해당한다(eβ=1.218, 95% CI=1.192~1.245,

양상
Table 2는 보훈군과 건강보험군 환자들의 의료기관 및 의약품

p=0.0026). 한 환자의 약품당 처방일당 약품비는 보훈군이 약

사용행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보훈군의 연간 방

513원으로 건강보험군 약 635원의 80%에 해당하였다(eβ=0.804,
95% CI=0.790~0.817, p<0.0001).

문요양기관수는 4.05개로 5개인 건강보험군의 82%에 해당하였
다(eβ=0.819, 95% CI=0.807~0.831, p<0.0001). 보훈군의 연간 처

의료급여군과 비교한 보훈군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의약품 사용

방전수는 30.40회로 건강보험군에 비해서는 9.5% 정도 많았다
(eβ=1.095, 95% CI=1.077~1.114, p<0.0001).

양상
Table 3은 보훈군과 건강보험군 환자들의 의료기관 및 의약품

건강보험군과 매칭된 보훈군은 1인당 연간 62,043단위의 약품

사용행태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보훈군의 연간 방문요양기관수

을 외래에서 처방 받았고, 모든 약품의 처방일수 합은 2,585일

는 4.06개로 4.36개인 의료급여군의 94%였다(eβ=0.943, 95%

이었다. 처방전당 약품수는 평균 3.86개였으며, 약품당 처방일수

CI=0.929~0.957, p<0.0001). 보훈군의 연간 처방전수는 의료급여

Table 2. Comparison of drug utilization and costs between vetera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patients
Veteran patients
(N=12,096)

NHI patients
(N=12,096)

4.05±2.50

5.00±2.98

4 (2, 5)

4 (3, 7)

mean±SD

30.40±25.69

27.62±24.41

median (Q1, Q3)

24 (15, 39)

21 (13, 35)

mean±SD

6,204±11,328

3,426±5,499

median (Q1, Q3)

4,206 (2,228, 7,467)

2,558 (1,361, 4,344)

Variable
mean±SD
Annual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visited by a patient median (Q1, Q3)
Annual number of
prescriptions per patient
Annual amount of drugs
prescribed per patient, unit○
Annual total prescribing
days per patient

mean±SD

2,585±1,734

1,778±1,271

median (Q1, Q3)

2,279 (1,296, 3,538)

1,569 (813, 2,516)

Number of drug items per
prescription

mean±SD

3.86±1.37

3.85±1.29

median (Q1, Q3)

3.65 (3, 4.46)

3.68 (3, 4.49)

mean±SD

27.28±16.79

21.83±17.50

median (Q1, Q3)

23.70 (16.16, 34.44)

17.74 (10.52, 27.52)

mean±SD

2.55±8.01

2.20±3.45

median (Q1, Q3)

1.87 (1.49, 2.50)

1.68 (1.35, 2.25)

mean±SD

1,213,030±1,441,070

1,022,944±1,405,285

Prescribing days per drug
Daily amount of drugs
prescribed per drug, unit○
Drug costs per patient,
Korean Won

median (Q1, Q3) 864,558 (445,119, 1,554,891) 740,242 (359,440, 1,306,434)

Daily costs per drug per
patient, Korean Won

mean±SD

513±818

635±1,567

median (Q1, Q3)

428 (275, 587)

485 (377, 623)

Multivariate gamma regression●
eβ
(95% CI)
p-value
0.819

(0.807, 0.831)

<0.0001

1.095

(1.077, 1.114)

<0.0001

1.829

(1.792, 1.867)

<0.0001

1.488

(1.461, 1.515)

<0.0001

1.006

(0.998, 1.015)

0.1285

1.269

(1.248, 1.290)

<0.0001

1.157

(1.139, 1.175)

0.0347

1.218

(1.192, 1.245)

0.0026

0.804

(0.790, 0.817)

<0.0001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CI=confidence interval; SD=standard deviation; Q1=1st-quantile; Q3=3rd-quantile.
●Controlled by age, Elixhauser comorbidity index, location, year and number of operations.
○Unit=A unique unit for each pharmaceutical product is designated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reimbursement list and generally defined
depending on the formulation of the product, for example, 1 tablet, 1 capsule, 1 pack, 1ml, 1 ampule, 1g, and so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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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연간 처방량은 의료급여군의 124% (eβ=1.240, 95% CI=

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9897).
의료급여군과 매칭된 보훈군은 1인당 연간 6,338단위의 약품

1.212~1.269, p<0.0001), 총처방일수는 의료급여군의 128%

을 외래에서 처방 받았고, 모든 약품의 처방일수 합은 2,622일

(eβ=1.276, 95% CI=1.252~1.301, p<0.0001)에 해당하였다. 처방전

이었다. 처방전당 약품수는 평균 3.88개, 약품당 처방일수는 평

당 약품수는 의료급여군의 92% (eβ=0.915, 95% CI=0.907~0.923,

균 27.14일, 각 약품의 일당사용량은 2.56단위였다. 보훈군의 1

p<0.0001)였다. 약품당 처방일수는 의료급여군의 137% (eβ=1.371,

Table 3. Comparison of drug utilization and costs between veteran and Medical Aid patients
Veterans patients
(N=12,093)

MAID patients
(N=12,093)

4.06±2.51

4.36±2.80

4 (2, 5)

4 (2, 6)

mean±SD

30.81±25.87

30.36±26.12

median (Q1, Q3)

25 (15, 39)

24 (14, 39)

mean±SD

6,338±12,168

5,012±13,707

median (Q1, Q3)

4,282 (2,251, 7,635)

3,331 (1,613, 5,887)

2,622±1,763

2,077±1,557

2,307 (1,304, 3,596)

1,818 (871, 2,976)

Variable
mean±SD
Annual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visited by a patient median (Q1, Q3)
Annual number of
prescriptions
per patient
Annual amount of drugs
prescribed per patient, unit◯

mean±SD
Annual total prescribing days
per patient
median (Q1, Q3)
Number of drug items per
prescription
Prescribing days per drug
Daily amount of drugs
prescribed per drug, unit◯

mean±SD

3.88±1.38

4.25±1.58

median (Q1, Q3)

3.67 (3, 4.48)

4 (3.24, 4.96)

mean±SD

27.14±16.63

19.96±15.26

median (Q1, Q3)

23.66 (16.17, 34.05)

16.97 (10.13, 25.56)

mean±SD

2.56±7.98

2.69±10.74

median (Q1, Q3)

1.88 (1.49, 2.52)

1.91 (1.50, 2.58)

mean±SD

1,239,357±1,499,373

1,197,045±1,488,030

Drug costs per patient,
Korean Won

median (Q1, Q3) 875,604 (448,869 1,585,738) 889,109 (387,576, 1,600,420)

Daily costs per drug per
patient, Korean Won

mean±SD

516±829

661±2,058

median (Q1, Q3)

429 (275, 588)

506 (394, 650)

Multivariate gamma regression●
eβ
(95% CI)
p-value
0.943

(0.929, 0.957)

<0.0001

1.000

(0.983, 1.018)

0.9897

1.240

(1.212, 1.269)

<0.0001

1.276

(1.252, 1.301)

<0.0001

0.915

(0.907, 0.923)

<0.0001

1.371

(1.350, 1.393)

<0.0001

0.953

(0.938, 0.970)

<0.0001

1.041

(1.018, 1.065)

0.0004

0.782

(0.768, 0.795)

<0.0001

MAID=Medical Aid; CI=confidence interval; SD=standard deviation; Q1=1st-quantile; Q3=3rd-quantile.
●Controlled by age, Elixhauser comorbidity index, location, year and number of operations.
○Unit=A unique unit for each pharmaceutical product is designated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reimbursement list and generally defined
depending on the formulation of the product, for example, 1 tablet, 1 capsule, 1 pack, 1ml, 1 ampule, 1g, and so forth.

Table 4. Comparison of Inappropriate prescribing between vetera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Medical Aid patients,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nappropriate
prescribing
indicator
Patients prescribed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Beers criteria

Patients in therapeutic
duplication

Patients with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Group

N

NHI patients

N (%)

adj. Odds Ratio
(95% confidence limits)

12,096

9,592 (79%)

®

Veteran patients

12,096

10,015 (83%)

1.264 (1.183-1.351)

MAID patients

12,093

9,751 (81%)

®

Veteran patients

12,093

10,045 (83%)

1.283 (1.199-1.374)

NHI patients

12,096

7,621 (63%)

®

Veteran patients

12,096

8,768 (72%)

1.624 (1.533-1.721)

MAID patients

12,093

7,841 (65%)

®

Veteran patients

12,093

8,807 (73%)

1.558 (1.470-1.652)

p-value

p-value of HL c statistics

<0.0001

<0.0001

0.660

<0.0001

<0.0001

0.672

<0.0001

0.0784

0.702

<0.0001

0.1428

0.699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MAID=Medical Aid; adj. Odds Ratio=adjusted odds ratio; ®=reference group; HL=Hosmer and Lemeshow
Goodness-of-Fit.
●Controlled by age, Elixhauser comorbidity index, location, year, number of operations and number of drug items per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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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1.350~1.393, p<0.0001). 약품당 일사용량은 의료급여군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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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약품 사용 현황 및 적정성을 동일 조건의 건강보험 및 의
료급여 인구집단과 비교 분석하였다. 노령 보훈환자가 동일 조

의 95% (e =0.953, 95% CI=0.938~0.970, p<0.0001)였다.
의료급여군과 매칭된 보훈군은 1인당 연간 약 124만원을 외

건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환자에 비해 방문의료기관수가 적

래 처방의약품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이는 약 120만원을 지출

고(6~18%), 의약품 사용량이 많고(24~83%), 총처방일수가 길고

한 의료급여군의 104%에 해당하였다(eâβ=1.041, 95% CI=1.018~

(28~49%), 약품비가 높았다(4~20%). 노령 보훈환자는 치료군 중

1.065, p=0.0004). 한 환자의 약품당 처방일당 약품비는 보훈군

복 처방 및 잠재적 부적절 약물의 처방 경향도 높게 나타나 의

이 약 516원으로 의료급여군 약 661원의 78%였다(eβ=0.782, 95%
CI=0.768~0.795, p<0.0001).

약품 사용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인구집단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노령 보훈환자의 잠재적 부적절 약품 처방 경향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와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가 최초임을

의약품 사용 적정성

밝힌다.

보훈군-건강보험군 매칭자료에서 노인에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본 연구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지표를 6개로 세분화하여 제

약물이 처방된 환자 비율은 각각 83, 79%로 보훈군에서 4% 높

시하였다. 연간 처방량은 연간 처방전수, 처방전당 약품수, 약품

았다. 보훈군-의료급여군 매칭자료에서는 보훈군 환자 중 83%,

당 일사용량 및 약품당 처방일수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

의료급여군 환자 중 81%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 처방이 발생

으므로, 이들 하위 요소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처방량 증감의 주

하여 보훈군에서의 발생률이 2% 높았다. Logistic regression 결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간 처방전수와 총처방일수는 의약

과, 보훈군이 잠재적으로 부적절 약물을 처방을 받을 위험 오즈

품 사용 행태에 대한 서로 상반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연

가 건강보험군에 비해 1.26배(OR=1.264, 95% CI=1.183~1.351,

간 처방전수가 많다면 진료간격 및 처방일수가 짧을 것이고, 연

p<0.0001), 의료급여군에 비해 1.28배(OR=1.283, 95% CI=1.199~

간 처방전수가 적다면 진료간격 및 처방일수가 길어질 것을 예

1.374, p<0.0001) 높게 나타났다(Table 4).

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령 보훈환자의 경우 장기처

보훈군-건강보험군 매칭자료에서 치료군중복이 발생한 환자

방을 받는 것이 의약품 사용량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임을 보

비율은 각각 72, 63%로 보훈군에서 9% 높았다. 보훈군-의료급

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의약품 안전사용에 부정적 영향

여군 매칭자료에서는 보훈군 환자 중 73%, 의료급여군 환자 중

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치료군 중복 처방이 높게 나타나는 것

65%에서 치료군중복이 발생하여 보훈군에서의 발생률이 8% 높

과도 유관할 것이다. 사용량 증가가 오롯이 약품비 상승으로 이

았다. Logistic regression 결과, 보훈군에서 치료군중복의 발생 위

어지지 않은 것은 노령 보훈환자의 약품당 일당 비용이 낮아 비

험 오즈가 건강보험군에 비해 1.62배(OR=1.624, 95% CI=1.533~

용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보훈환자가 보훈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

1.721, p<0.0001), 의료급여군에 비해 1.56배(OR=1.558, 95%

할 때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

CI=1.470~1.652, p<0.0001) 높았다(Table 4).

에 보훈환자 일반이 건강보험 환자나 의료급여 환자에 비해 방

고 찰(Discussion)

문요양기관의 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본 연구는 노령
보훈환자의 방문요양기관수가 노령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서는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령 보훈의료지원 인구집단의 외래 처

18%, 노령 의료급여 환자에 비해서는 6% 낮은 것을 관찰하였

Table 5. Summary comparison of outcomes● between veteran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Medical Aid patients
Veterans vs. NHI patients

Veterans vs. MAID patients

Overall◯

65 or older

Overall◯

65 or older

Annual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visited by a patient

88%

82%

96%

94%

Annual number of prescriptions per patient

115%

110%

93%

100%

Annual amount of drugs prescribed per patient

186%

183%

111%

124%

Annual total prescribing days per patient

157%

149%

112%

128%

Number of drug items per prescription

101%

101%

93%

92%

Prescribing days per drug

129%

127%

128%

137%

Daily amount of drugs prescribed per drug

113%

116%

99%

95%

Drug costs per patient

140%

122%

95%

104%

Daily costs per drug per patient

87%

80%

74%

78%

Outcome variable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MAID=Medical Aid.
●Numbers are standardized values for veteran patients when the corresponding outcome of other groups is 100%.
○Data source: Lee & Shi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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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전체 보훈환자와 해당 비교군과의 차이(각 12, 4%)보

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록 모형적합성 검증을 만족하는 모형

다 그 격차가 더 커진 것이다(Table 5).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은 찾기 어려웠으나 여러 모형의 결과값을 비교했을 때 회귀계

는 노령 보훈환자에 있어 의료기관 접근성 제한이 커지는 것이

수와 95% 신뢰구간의 차이가 미미했으며 통계적 유의성 결과

아닌가 우려를 갖게 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꼭 접근성 제한

가 번복되지 않아 결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본

이라는 부정적인 현상만을 내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최

연구의 결과는 조건이 같은 경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인구집

근 주목 받고 있는 의료지속성의 향상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

단과 대비한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효

석할 수도 있다.22) 그 결과 치료적정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현상

율적인 연구진행을 위해 보훈환자 전수를 분석하기 보다 층화

그러나 본 연구의 의약품 사

샘플링과 매칭을 통해 보훈환자와 비교 가능한 특성을 가진 건

용 적정성 평가 결과는 이러한 기대와 거리가 있었다. 노령 보

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를 선별하여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럼

훈환자는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의약품을 처방 받을 위

에도 불구하고 최종분석에 포함된 보훈환자의 평균연령, 평균동

험이 동일조건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환자에 비해 약 1.3배

반상병지수, 평균수술횟수 등이 65세 이상 전체 보훈환자의 평

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3-25)

높았고, 동일한 치료군의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될 위험은 약

균과 유사하여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다소간

1.6배 높았다. 노인환자의 잠재적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과 치

의 차이가 존재하는 주요 변수는 회귀분석 시 보정변수에 포함

료군 중복처방이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있음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26-29) 사망률과 입원율을 높이

결 론(Conclusion)

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
다.30-32) 우리 사회가 부적절한 약물 사용(avoidable adverse drug
reactions)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적정사용(Drug Utilization

노령 보훈의료지원 대상 인구는 동일 조건의 건강보험 또는

Review, DUR)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환

의료급여 인구에 비해 방문하는 요양기관의 수는 적으나, 의약

경에서 보훈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 이유에

품 사용량 및 비용의 크기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탐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품 사용량의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원인은 긴 처방일수였다. 이

지금까지 토의한 65세 이상 노령 보훈환자의 외래 처방의약

들은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및 치료군 중복 처방을 받을

품 사용 경향은 전체 보훈 환자의 외래 처방의약품 사용 경향16)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높아 의약품 안전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인

과 유사한 것이다. 다만, 노령인구 간 보훈환자-건강보험 환자의

구집단으로 기저요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 탐구가 시급한

차이는 전체 보훈환자-건강보험 환자의 차에 비해 격차가 줄어

것으로 판단된다.

드는 반면, 노령인구 간 보훈환자-의료급여 환자의 차이는 전체
보훈환자-의료급여 환자의 차에 비해 격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5). 노령 보훈환자의 의약품 사용량은 전체
보훈환자에 비해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이는 86%p에서 83%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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