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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cation non-adherence could be of two types: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non-adherence. This study was
aimed at determining the ratio of intentional to unintentional non-adherence among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and
related factors. To this end, household members were targeted according to the 2017 annual data of the Korean Medical
Panel Study (version 1.6), and the ratio of intentional to unintentional non-adherence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arthropathy was determined. The independent variables studied we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rug satisfaction, side
effects, psychosocial factors, diagnosis time, and financial parameters. The percentage of individuals with unintentional
non-adherence was quite high among those with hypertension. On the other hand, the percentage of individuals with
intentional non-adherence was quite high among those with arthropathy. Among individuals with hypertension,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adherence and non-adherence rates according to age, diagnosis time, drug satisfaction, average
monthly drug cost, drug cost burden and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non-adherence rates according to average monthly drug cost and diagnosis time. In patients with arthropathy,
there were differences in adherence rates according to age, household income, side effects, satisfaction, stress, and anxiety.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non-adherence rat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methods for managing non-adherence.
Keywords non-adherence, arthropathy, intentional, unintentional, hypertension

서

론(Introduction)

경우 40~70%, 천식은 43%, 에이즈 치료제는 37~83%로 보고되
고 있다.1) 복약 이행은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 뿐만 아니라, 만
성질환의 합병증 예방 그리고 의료 비용 감소와도 관계가 있기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2003)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들의 복약 이행률은 평균

때문에 지난 반 세기 동안 약업계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

50% 이다.1) 복약 이행률은 질환 별로 차이가 나며, 항우울제의

왔다.2,3)
이에 많은 연구들이 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과 그에 따른 중재(intervention) 프로그램을 제언하였고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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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적용 전후의 결과를 비교해 왔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복약 이행률을 높인 중재 프
로그램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결과 복약 비 이행률은 여전히
높다. 50년간 발표된 복약 이행과 비 이행에 대한 569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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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인 복약 비 이행은 24.8%

자 한다. 또한 질병에 따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

로 알려져 있다. 특히 꾸준한 약물 복용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

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고혈압과 관절병증 두 가지 질병

환자의 복약 비 이행률은 단기간 복용 환자의 복약 비 이행률

군을 비교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6)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7,8)

이 같은 만성질환자의 복약 비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이행은 합병증 위험을 상승시키고,9,10) 입원 및 사망의 위험을 높
이며,11,12) 의료비를 상승시킨다.13,14)
이러한 복약 비 이행은 약물 복용을 하는 주체의 의도에 따
라 의도적 복약 비 이행과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으로 나눌 수

자료원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

있다.15) 의도적 복약 비 이행은 의약품 소비자가 의식적으로 약

로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008~2017년 연간 데이터(Version 1.6)

을 중단하거나 줄여서 복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은

를 활용하였다.

약 복용자의 주체적 결정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비의

의도적 복약 비 이행과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을 평가하기 위

도적 복약 비 이행은 주의가 부족하거나, 약 복용을 잊음으로

해서는 복약 비 이행 행동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필요하며 이

해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16) Mentz (2018)의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 인터뷰나 설문 조사 같은 방법을 사

연구에 따르면 만성 질환자의 72.9%의 환자들에게서 복약 비

용해야 한다.19,20) 설문에 의한 연구는 환자의 약물 복용 행동에

이행이 관찰되었고, 이 중에서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은 35.3%,

대한 영향 요인을 구체화하여 질문하고, 변인과 변인의 관계를

의도적 복약 비 이행은 12.3%, 두 가지가 복합된 사례는 52.4%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는 약물 복용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의

로 나타났다.15)
의도적 복약 비 이행과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은 영향 요인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설문에 의해 생성된 자료로 약물 복용과

이 다르다. Wroe (2002)17)는 환자들이 약물 복용의 장단점을 각

관련하여 약물 복용 이행 및 약물 복용 행동에 대하여 평가할

자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등 패널

을 통하여 의도적 복약 비 이행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의도적

의 다양한 특성을 함께 조사하여 인과 관계 분석이 가능하다.

복약 비 이행 의사 결정에 미치는 요인은 질병 신념(illness

또한 의도적 복약 비 이행과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을 구분하

beliefs), 인지된 위험(예, 약물 의존성, 부작용 등에 대한), 잠재

여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을 분리하여 분석할 수

적 치료적 이점 및 필요성, 환자-전문가와의 관계, 신체적 정신

있다. 이에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는 의도적 복약 비 이행과 이에

적 질병, 재정적 제약 및 약리학적 문제(다제약물, 처방의 복잡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성) 등으로 알려져 있다.

16)

반면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은 환자

수 있다.

의 의사 결정 균형과 연관성이 적고, 인구 통계학적 변인 특히

의료 패널 데이터의 설문은 만성 질환과 의약품 복약 관련한

또한, 비의도적 복약 비 이

설문 부분이 따로 있고, 각 질환 별로 특정하여 답을 하게 되어

행은 생활 습관의 규칙성, 일과, 약물 복용 기억 등의 패턴화된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질환이 여러가지인 경우 각 질환 별로

행동(patterned behaviors)과 관련이 있다.

복약 이행에 관련한 답을 할 수 있다.

연령과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17)

18)

의도적 복약 비 이행과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은 앞서 설명
한 대로 정의가 다르고, 영향 요인이 다르다. 따라서 복약 이행

연구 대상

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약 비 이행 유형에 따라 중재의 방법과

한국의료패널 연간 데이터(Version 1.6)에서 2017년 자료에 해

접근도 달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도적 복약 비 이행을 하는

당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성질환을 확인하는 질문에

환자들에게 약물 복용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기 위한 중재 방

서 ‘의사 진단 여부’에 대해 ‘예’라고 답한 사람을 만성질환 환

법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의도적으

자로 정의하였다. 만성질환 질환명인 고혈압과 관절병증의 정의

로 약물 복용을 자주 잊어 버리는 환자에게 약물 복용의 이점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를 기준으로 하였고, 고혈압에

에 대한 인식을 높여 복약 행동 신념(medication belief)을 개선

해당되는 코드는 I10-I15로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고

하고자 하는 중재 방법 역시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17) 따

혈압성 신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이차성 고혈압을 포

라서 복약 이행과 관련된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약 비 이

함하였다. 관절병증에 해당하는 코드는 M00-M25로 감염성 관

행의 두 가지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절병증,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관절증, 기타 관절 장애를 포함하

국내에서는 의도 여부에 따라 복약 비 이행을 구분한 연구가 미

였다. ‘의약품 복용 여부’ 항목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복

진한 실정이다.

약 이행 분석을 위한 대상(adherence analysis cohort)에 포함하였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를 이용하여 만성질

다. 고혈압과 관절병증 질환이 모두 있는 경우 같은 환자이지만

환자의 의도적 복약 비 이행과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의 비율

질환 별로 복약 순응도에 대한 답변이 다르며, 따라서 각각을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도출하고

해당 질환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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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과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 측정
복약 이행률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은 환자 설

준으로 구성하였고 가구 소득은 5분위로 측정된 데이터(1분위=

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복약 순응’ 확인 질문에서 ‘예’ 라고 답

다’, ‘보통’, ‘부담 되지 않는다’로 측정되었다. 만성질환 수는 해

한 경우 복약 이행군, ‘아니요’ 라고 답한 경우 복약 비 이행군

당 질환을 포함한 총 만성질환의 수로 측정하였다.

최소, 5분위=최대)를 활용하였다. 약제비 부담 수준은 ‘부담 된

으로 정의하였다. ‘모름/무응답’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
된 불순응 이유’ 확인 질문에서 ‘증상이 완화되어서(나아서)’, ‘효

분석 방법

과가 별로 없어서’, ‘부작용이 나타나서’, ‘약을 자꾸 먹으면 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AS version 9.4 통계 프로그램을 사

에 나쁠까봐’로 답한 경우 의도적 복약 비 이행으로 정의하였고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응답자 집단의 특성과 각 질환별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려서’로 답한 경우에 대해서만 비의도적 복

복약 비 이행률 및 의도적 복약 비 이행 사례의 비율을 파악하

약 비 이행으로 정의하였다.

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각 질환별로 독립 변수와 복
약 이행률 또는 의도적 복약 비 이행률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 카이 제곱 검정 또는 Mann Whitney U test를 활용하였다. 독

독립 변인
인구통계학적 독립 변인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이다.

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령은 설문 시점의 연령으로, 선행 연구21)에 따라 범주형 변수

기대 빈도가 5보다 적을 경우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실시하였다.

로 변환하였으며, middle-aged (55-64세), young-old (65-74세),

독립 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경우 정규성 검정 이후 Mann Whitney

old-old (75세 이상) 3군으로 구성하였다. 결혼 여부는 결혼, 별

U test를 실시하였다. 미 응답의 경우 모두 결측치 처리하여 분

거, 사별, 이혼, 미혼으로,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 고등학교 졸업,

석을 시행하였다. 유의 수준은 0.05 이하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4군으로 구성하였다. 약물 만족도는

의하다고 판단하였다.

범주형 변수로 만족, 보통, 불만족 3군으로 구분하였고, 부작용

결 과(Results)

여부는 부작용 발생, 부작용 없음 2가지 범주형 변수로 구성하
였다. 심리사회학적 변인은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해당 약물
복용 여부로 구성하였다. 우울증은 ‘있다’, ‘없다’로 측정되었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응답자

고혈압과 관절병증에서 의도적 및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 비율
2017년 한국의료패널데이터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 수는

가 지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한 데이터(1=전

9,818명 이었다. 고혈압 환자 3,636명 중에서 의약품을 복용하는

혀 없었다, 3=종종 여러 번 있었다, 5=항상 있었다)를 사용하였

사람은 3,448명(94.83%)이며 이 중에서 복약 이행은 95.24% 복

다. 관련 약물 복용 여부는 ‘있다’, ‘없다’로 구성하였고 진단 시

약 비 이행은 4.76%였다. 복약 비 이행 중 의도적 복약 비 이

기는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15년 이상으로 범주화하

행은 35.98%,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은 60.98%로 비의도적 복

였다. 재정적 변인은 가구 소득, 월 평균 약값, 약제비 부담 수

약 비 이행이 더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001,

Fig. 1. Study Cohort of Hypertensio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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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udy Cohort of Arthropathy patients

Fig. 1). 관절병증 환자 3,196명 중에서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람

왔다(Table 2). 관절병증 환자의 경우 증상이 사라져서(69.0%)가

은 1,988명(62.2%)이며, 이 중에서 복약 이행은 79.38%, 복약 비

복약 비 이행의 가장 큰 이유였다. 이어서 약을 자꾸 먹으면 몸

이행은 20.62% 였다. 의도적 복약 비 이행은 95.85%, 비의도적

에 나쁠까봐(12.4%), 효과가 별로 없어서(12.0%)의 순이었다.

복약 비 이행은 3.9%로 의도적 복약 비 이행이 더 많았고 이는

고혈압 환자에서 변수에 따른 복약 비 이행과 의도적 또는 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001, Fig. 2).
고혈압 환자보다 관절병증 환자에서 복약 비 이행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더 많았다(p< .0001). 의도적 비 이행과 비의도적 비

의도적 복약 비 이행 비율 차이
고혈압 환자에서 나이, 진단 시기, 약물 만족도, 월 평균 약값,

이행의 비율도 고혈압과 관절병증에서 차이를 보였다. 관절병증

약제비 부담 수준, 만성질환 수에 따라서 복약 이행과 복약 비

에서 의도적 비 이행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고혈압 환자에서는

이행률에 차이를 보였다. 나이가 어린 64세 이하(middle-aged),

비의도적 비 이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Table 1).

진단 시기가 짧은 경우, 약물 만족도가 낮은 경우 복약 비 이행

관절병증 환자는 고혈압 환자보다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의 종

비율이 높았다. 월 평균 약값은 복약 비 이행군은 12,034원, 복

류가 더 많았다. 고혈압 환자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는 평균

약 이행군은 22,850원으로 차이(p< .0001)를 보였으며, 복약 비

4.48개(표준편차 2.38)이며, 관절병증 환자가 앓고 있는 만성질

이행군의 월 평균 약값이 더 낮았다. 약제비 부담 수준에 따라

환 수는 평균 4.75개(표준편차 2.42)이었다(p= .0001).

복약 비 이행의 비율은 달랐으며, 부담이 덜 되는 경우에 복약
비 이행 비율이 높았다(p< .0001). 만성질환 수는 복약 이행군에

고혈압과 관절병증에서 복약 비 이행의 이유

서 4.52개, 비 이행군에서 3.55개로 복약 이행군의 만성질환 수

복약 비 이행의 이유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약물 복용을 잊

가 더 많았다(p< .0001).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복약 이행의 비

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61.0%). 이어서 증상이 완화되거나 나아

율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복약 비 이행의 비율이 더

서(23.3%), 약을 자꾸 먹으면 몸에 나쁠까봐(9.1%)의 순으로 나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가구 소득이 낮은

Table 1. Differences in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Non-adherence between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Arthropathy
Adherence status
Adherence

Non-adherence

Hypertension

3,284 (95.2)

164 (4.8)

Arthropathy

1,578 (79.4)

410 (20.6)

Total

4,862 (89.4)

574 (10.6)

Values presented as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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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336.2

p

< .0001

Type of non-adherence
Intentional

Unintentional

59 (37.1)

100 (62.9)

393 (96.1)

16 (3.9)

452 (79.6)

116 (20.4)

χ2

p

245.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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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of Non-Adherence Reasons by Disease
Disease
Hypertension

Arthropathy

164

410

38 (23.2)

283 (69.0)

Not effective

3 (1.8)

49 (12.0)

Side effects

3 (1.8)

10 (2.4)

Worried about continuing taking medicines

15 (9.1)

51 (12.4)

100 (61.0)

16 (3.9)

5 (3.0)

1 (0.2)

N
Intentional non-adherence
Symptoms are relieved (no symptoms)

Unintentional non-adherence
Forgetting taking medicines
Other reasons
Values presented as No. (%)

고 찰(Discussion)

경우 복약 이행의 비율이 높고,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 복약 비
이행의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의도적 복약 비 이행과 관련해서는 진단 시기와 월 평균 약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약 이행률을 측

값에 따라서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과 차이를 보였다. 진단 시

정하였는데, 고혈압 환자의 복약 이행률은 95.24%로 아주 높은

기가 5년 이내(23.7% vs. 16.0%), 10년 이내(30.5% vs. 22.0%)일

수치를 보였다. 관절병증 환자에서도 비교적 높은 복약 이행률

경우 의도적 복약 비 이행이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보다 더 많

(79.38%)을 보였다.

았다(p= .04). 의도적 복약 비 이행군(9,910원)이 비의도적 복약

복약 이행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온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

비 이행군(12,581원)보다 월 평균 약값이 더 낮았다(p= .01, Table

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 환자들이 다른 나라 환자들

3). 약제비 부담 수준이 낮을수록 의도적 복약 비 이행의 비율

보다 약물 복용을 잘 이행한다는 가정이다. 그런데 국내 노인

이 더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Table 3).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약 이행률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
면,22) 49.7%가 복약 이행을, 50.3%가 복약 비 이행을 보였고 Kim

관절병증 환자에서 변수에 따른 복약 비 이행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 비율 차이

(2013)23)은 고혈압 환자에서 복약 이행이 16.88%, 복약 비 이행
이 83.12%으로 복약 비 이행이 더 높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관절병증 환자에서 나이, 가구 소득, 약물 관련 부작용 발생,

물론 복약 비 이행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

약물 만족도, 스트레스, 불안에 따라서 복약 이행과 복약 비 이

라질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복약 이행 수치와는 크게 다른 결과

행률에 차이를 보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복약 비 이행 비율은

이다. 또한 복약 비 이행률이 39.2%로 나타난 국내 류마티스 관

높아졌다(p= .004).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 복약 이행의 비율이

절염 환자 대상 연구 결과 역시24)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복약 이

높고,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 복약 비 이행의 비율이 높았다

행 비율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 .01). 약물 부작용이 있는 경우 복약 비 이행의 비율이 높았

우리나라 환자들이 다른 나라 환자들보다 약물 복용을 잘 이행

다(p< .0001). 약물 만족도가 보통일 경우 복약 비 이행이 더 많

한다고 추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았다(p< .0001). 약물 복약 비 이행군에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

둘째로 한국의료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복약 이행률이 높게 측

스가 더 높았으며(1.78 vs. 1.92, p= .02),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료패널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

더 높았다(1.59 vs. 1.73, p= .007).

여 설문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된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복약

의도적 복약 비 이행과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행률이 과대 측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17) 환자가 약물 복

만성질환 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의도적 복약 비 이행의 경우

용을 하지 않은 것을 숨기고, 바람직한 수준으로 생각되는 답을

만성질환 수가 4.83개,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의 경우 만성질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6,25) 또한 패널이 전체 인구 집단의

수가 3.31개로 의도적 복약 비 이행에서 만성질환 수가 더 많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만성질환을 진단 받은 시기가 오래

다(p= .02). 약물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의도적 복약 비 이행의 비

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면 역시 복약 이행률이 높게 나올 수 있

율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우울감이

다. 최초 진단 이후 약물 치료를 시작한 초기에는 복약 비 이행

있는 경우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통계

의 가능성이 높지만, 약물 복용 기간이 오래 되면 복약 이행의

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Table 4).

가능성이 높아진다.26-28) 본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 약물을 복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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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by Adherence Status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Adherence

Non-adherence

3,284 (95.2)

164 (4.8)

Male

1,419 (43.2)

82 (50.0)

Female

1,865 (56.8)

82 (50.0)

793 (24.1)

60 (36.6)

N

p

Type of non-adherence (n=159)
Intentional

Unintentional

59 (37.1)

100 (62.9)

33 (55.9)

45 (45.0)

26 (44.1)

55 (55.0)

20 (33.9)

37 (37.0)

p

Demographics
Sex
Age

≤64 years
65-74 years

Marital status

Education

0.08
0.001

944 (28.7)

42 (25.6)

16 (27.1)

25 (25.0)

≥75 years

1,547 (47.1)

62 (37.8)

23 (39.0)

38 (38.0)

Married

2,256 (68.7)

125 (76.2)

46 (78.0)

75 (75.0)

Separated

36 (1.1)

1 (0.6)

0.13

0 (0.0)

1 (1.0)

Widowed

823 (25.1)

27 (16.5)

9 (15.3)

18 (18.0)

Divorced

110 (3.3)

7 (4.3)

3 (5.1)

4 (4.0)

Never been married

59 (1.8)

4 (2.4)

1 (1.7)

2 (2.0)

Less than high school

2,025 (61.7)

91 (55.5)

31 (52.5)

57 (57.0)

High school graduate

937 (28.5)

47 (28.7)

0.08

20 (33.9)

27 (27.0)

College degree

262 (8.0)

22 (13.4)

7 (11.9)

14 (14.0)

Graduate degree

59 (1.8)

4 (2.4)

1 (1.7)

2 (2.0)

944 (28.7)

36 (22.0)

14 (23.7)

21 (21.0)

0.18
0.92

0.96

0.83

Economics
Family income

1st quartile
2nd quartile

809 (24.6)

36 (22.0)

12 (20.3)

23 (23.0)

3rd quartile

609 (18.5)

37 (22.6)

11 (18.6)

24 (24.0)

4th quartile

494 (15.0)

26 (15.9)

12 (20.3)

14 (14.0)

428 (13.0)

29 (17.7)

10 (16.9)

18 (18.0)

5th quartile
Monthly medication cost (Korean won)
Burden of cost

0.14

22,850 (19,096) 12,034 (12,136)

<.0001

Burden

1,577 (49.7)

46 (28.4)

14 (23.7)

30 (30.6)

Moderate

1,002 (31.6)

59 (36.4)

17 (28.8)

40 (40.8)

595 (18.7)

57 (35.2)

28 (47.5)

28 (28.6)

Not Burden

<.0001

9,910 (10,266) 12,581 (10,368)

0.80

0.01
0.06

Psychosocial
Depression
Taking medications for
depression or anxiety

Yes

242 (7.7)

7 (4.5)

No

2,896 (92.3)

150 (95.5)

Yes

323 (10.3)

13 (8.3)

No

0.13

2 (3.4)

5 (5.3)

56 (96.6)

89 (94.7)

0.71

0.42

5 (8.6)

8 (8.5)

53 (91.4)

86 (91.5)

0.25

1.69 (1.03)

1.62 (0.89)

0.65

1.00

2,815 (89.7)

144 (91.7)

Stress (5-point scale)

1.75 (0.99)

1.66 (0.94)

Anxiety about the future (5-point scale)

1.62 (0.91)

1.59 (0.91)

0.68

1.67 (1.00)

1.54 (0.88)

0.40

327 (10.0)

31 (18.9)

0.001

14 (23.7)

16 (16.0)

0.04

Time of diagnosis

Medication side effects
Medication satisfaction

< 5 years
< 10 years

784 (23.9)

42 (25.6)

18 (30.5)

22 (22.0)

< 15 years

1,055 (32.1)

50 (30.5)

10 (16.9)

39 (39.0)

> 15 years

17 (28.8)

23 (23.0)

3 (5.1)

1 (1.0)

56 (94.9)

99 (99.0)

43 (72.9)

82 (82.0)

14 (23.7)

17 (17.0)

1,118 (34.0)

41 (25.0)

Yes

52 (1.6)

4 (2.4)

No

3,232 (98.4)

160 (97.6)

Satisfactory

2,999 (91.3)

129 (78.7)

280 (8.5)

31 (18.9)

Moderate
Unsatisfactory
Number of chronic diseases
Values presented as No. (%) or mean (SD).
Age: Age at the time of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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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2)

4 (2.4)

4.52 (2.39)

3.55 (2.21)

0.40
<.0001

<.0001

2 (3.4)

1 (1.0)

3.41 (2.13)

3.62 (2.28)

0.15
0.30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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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by Adherence Status in Arthropathy Patients
Adherence
N

Non-Adherence

1,578 (79.4)

410 (20.6)

464 (29.4)

104 (25.4)

p

Type of Non-adherence (n=409)
Intentional

Unintentional

393 (96.1)

16 (3.9)

99 (25.2)

4 (25.0)

294 (74.8)

12 (75.0)

99 (25.2)

7 (43.8)

117 (29.8)

3 (18.8)

177 (45.0)

6 (37.5)

234 (59.5)

7 (43.8)

p

Demographics
Sex

Male
Female

Age

1,114 (70.6)

306 (74.6)

≤64 years

309 (19.6)

107 (26.1)

65-74 years

439 (27.8)

120 (29.3)

≥75 years
Marital status

0.004

830 (52.6)

183 (44.6)

1,020 (64.6)

242 (59.0)

Separated

10 (0.6)

7 (1.7)

6 (1.5)

1 (6.3)

Widowed

471 (29.8)

136 (33.2)

129 (32.8)

7 (43.8)

Divorced

49 (3.1)

13 (3.2)

13 (3.3)

0 (0.0)

Married

Never been married
Education

0.11

28 (1.8)

12 (2.9)

Less than high school

1,192 (75.5)

293 (71.5)

High school graduate

305 (19.3)

College degree
Graduate degree

0.05

11 (2.8)

1 (6.3)

281 (71.5)

12 (75.0)

90 (22.0)

89 (22.6)

1 (6.3)

62 (3.9)

23 (5.6)

20 (5.1)

3 (18.8)

19 (1.2)

4 (1.0)

3 (0.8)

0 (0.0)

0.25

1.00
0.29

0.21

0.09

Economics
Family income

1st quartile

571 (36.2)

112 (27.3)

2nd quartile

409 (25.9)

118 (28.8)

0.01

108 (27.5)

4 (25.0)

114 (29.0)

4 (25.0)

3rd quartile

254 (16.1)

67 (16.3)

63 (16.0)

4 (25.0)

4th quartile

197 (12.5)

69 (16.8)

67 (17.0)

2 (12.5)

5th quartile

147 (9.3)

44 (10.7)

41 (10.4)

2 (12.5)

Yes

131 (8.5)

31 (8.0)

28 (7.5)

3 (20.0)

No

1,407 (91.5)

358 (92.0)

346 (92.5)

12 (80.0)

0.87

Psychosocial
Depression

Taking medications for
depression or anxiety

Yes

184 (12.0)

45 (11.6)

No

1,354 (88.0)

344 (88.4)

0.73
0.83

43 (11.5)

2 (13.3)

331 (88.5)

13 (86.7)

0.11
0.69

Stress (5-point scale)

1.78 (1.02)

1.92 (1.11)

0.02

1.92 (1.11)

2.00 (1.07)

0.79

Anxiety about the future (5-point scale)

1.59 (0.90)

1.73 (0.95)

0.007

1.74 (0.96)

1.53 (0.64)

0.42

< 5 years

212 (13.4)

54 (13.2)

0.08

51 (13.0)

3 (18.8)

0.18

<10 years

519 (32.9)

155 (37.8)

152 (38.7)

3 (18.8)

<15 years

413 (26.2)

84 (20.5)

77 (19.6)

6 (37.5)

>15 years

434 (27.5)

117 (28.5)

113 (28.8)

4 (25.0)

Time of diagnosis

Medication side effects
Medication satisfaction

Yes

57 (3.6)

45 (11.0)

No

1,521 (96.4)

365 (89.0)

Satisfactory

1,029 (65.2)

235 (57.3)

469 (29.7)

165 (40.2)

80 (5.1)

10 (2.4)

4.74 (2.38)

4.77 (2.55)

Moderate
Unsatisfactory
Number of chronic diseases

<.0001
<.0001

0.83

44 (11.2)

1 (6.3)

349 (88.8)

15 (93.8)

226 (57.5)

9 (56.3)

157 (39.9)

7 (43.8)

10 (2.5)

0 (0.0)

4.83 (2.56)

3.31 (1.74)

1.00
0.80

0.02

Values presented as No. (%) or mean (SD).
Age: Age at the time of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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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448명 중에서 진단 5년 이하의 환자는 358명(10.4%)이었으

방법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관절병증 환자에게는 증상이 사라져

며, 이 중에서도 진단받은 지 1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의 환자들

도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의 비율은 극히 낮았다. 관절병증으로 약물 복용하는 환자의 경

보이며,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의도적 복약

우에도 1,988명 환자 가운데 진단 시기가 5년 이하인 환자가 266

비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명(13.4%)으로 적은 편이었다. 앞으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

재정적 변인에 대해서는 월 평균 약값과 약제비 부담 수준에

약 비 이행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패널 데이터 응답

따라 고혈압 환자의 복약 이행률이 차이를 보였으며, 월 평균

자 중 만성 질환 신환의 비율을 높이고, 만성 질환 전 단계인 사

약값은 의도적 복약 비 이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복약 비 이행

람들에 대해서도 데이터 수집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지표라 하겠다.

군에서 월 평균 약값이 더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월

본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와 관절병증 환자의 복약 비 이

처방 약물 비용이 클수록 처방된 양보다 적게 약물을 복용하는

행을 비교하였을 때, 관절병증 환자가 고혈압 환자보다 복약 비

하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다르다.35)

이행이 더 높았다(20.62% vs. 4.76%, p< .0001). 또한 고혈압 환

약제비 부담 수준 역시 부담이 덜 될수록 복약 비 이행의 비율

자는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이 더 많았으나 관절병증 환자는 의

이 높았는데 본인 부담금이 올랐을 때 약물 복약 비 이행의 가

도적 복약 비 이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고혈압 환자에서 의도

능성이 커진다는 선행 연구36,37)와 반대되는 결과였다. 이는 국내

적 복약 비 이행이 낮은 것은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고

의료비 부담이 일부 서구의 의료비 부담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혈압과 의도적 복약 비 이행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9%의

재정적 요인이 비이행에 미치는 요인, 혹은 재정 수준에 따른

환자가 의도적 복약 비 이행을, 31%의 환자가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 비율의 차이가 선행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

비 이행을 나타냈다.29) Mentz (2018)15)의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

측할 수 있다. 관절병증 환자에서 월 평균 약값과 약제비 부담

였는데 고혈압 질환을 가진 복약 비 이행 환자 1,814명 중에서

수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215명이 의도적 복약 비 이행, 649명이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절병증 환자에서 가구 소득이

을 나타냈다. 관절병증에서 의도적 복약 비 이행이 더 많은 것

높을수록 복약 비 이행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른 복

은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관절통을 기반으로 하는 골관

약 이행률은 선행 연구에서도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

절염 환자들의 44%에서 약물 복약 비 이행을 보였는데 복약 비

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헬스 리터러시가 높은 경

이행 관련 요인 분석 연구 결과, 증상이나 기분이 나아졌을 때

우, 의도적으로 약 복용을 중단한다는 일부 선행 연구38,39)와 결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는 비율(27%)이 부주의로 인한 복약 비 이

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하겠다.

행(16%)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30) 골관절염 환자들은 진통

심리사회학적 변인과 관련해서는 관절병증 환자의 경우 스트

제를 복용하기 주저하였으며, 복용하더라도 처방된 것보다 적은

레스와 불안 정도에 따라 복약 이행과 비 이행률에 차이를 보였

용량 또는 더 낮은 빈도로 복용하였다.31)

다. 두 변인 모두 복약 비 이행에서 스트레스와 불안 지수가 더

고혈압과 관절병증에서 복약 비 이행의 양식이 달라지는 것

높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는 스트레스

은 질병 자체의 특징 뿐 아니라 증상 여부에 따른 차이에 기인

수준이 낮은 환자보다 복약 비 이행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하였을 수 있다. 고혈압은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OR=2.42, 95% CI 1.06-5.5).40) 연구자는 이에 대해 스트레스 증

반면 관절병증은 통증, 뻣뻣

상을 보이는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의 부정적 영향에 더 민감하

살인자(the silent killer)’로 불리는

32)

인지된 치료

게 반응하여 약물 복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그 경로

이점(perceived benefit)은 의도적 복약 비 이행에 영향을 주며,

를 설명하였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

이는 개인이 느끼는 지각의 관점에서 통증이나 피로감 같은 증

과가 도출되었는데, 복약 비 이행 환자들은 복약 이행 환자들보

상이 감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의된다.19) 따라서 질환의 특성

다 인지된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며, 우울증 비율이 더 높았다

함, 부기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다.

33)

상 자각 증상이 없거나, 약물 복용 이후 증상이 사라지거나 약

. 또한 불안증이 있을 경우 초기 스타틴 제제 복용 환자에서 약

해지는 경우 의도적으로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물 복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8) 우울증의

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실제 만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경우 여러 선행 연구에서 복약 비 이행의 원인으로 나타난 바 있

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 통증 완화 약물에 대한 복약 비

지만,15,41,42)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행률은 8%에서 62% 범위에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는 40%였

부작용 경험 여부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복약 비 이행의 위

는데,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복약 비 이행과 관련이 있

험과 관련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29,30,43-45) 본 연구에서도 관절병

는 것으로 밝혀졌다.34)

증 환자의 경우 약물 부작용이 있는 경우 복약 비 이행의 비율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복약 비 이행의 특성에 따라서 질환별

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작

로 복약 비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다르게 계획하여 적용

용이 있는 경우 의도적 복약 비 이행의 비율이 더 높았다. 관절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비 이행 이유로

병증의 치료 또는 증상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약물 중에서 진

약물 복용을 잊었다는 답이 가장 많았던 만큼, 환자에게 약물 복

통제 또는 소염진통제가 많이 처방되며, 이 약물에 의한 위장장

용을 상기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약물 복용을 습관화할 수 있는

애 부작용은 보통 약물 복용 후 단시간 이내에 나타난다. 환자

Vol. 64, No. 6, 2020

의료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만성 질환자의 의도적,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 및 영향 요인 분석

가 빨리 자각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관절병증 질환에 있
어서 부작용 경험 여부가 복약 비 이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
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30)와 일
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단 시기의 경우 고혈압 환자에서 의도적 복약 비 이행과 비
의도적 복약 비 이행 비율에 차이를 보였으며, 진단받은 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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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26-28,46)
관절병증 환자의 경우 복약 비 이행률이 높지만 복약 비 이
행과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고혈압 질환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관절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복약 비 이행의 요인 그리
고 의도적 복약 비 이행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도적 또는 비
의도적 복약 비 이행 관련 요인을 살펴본 첫 번째 연구임에 그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번째, 본 데이터가 복
약 이행의 비율이 너무 높아 복약 비 이행에 대한 유의미한 샘
플 수를 획득하기 어려웠고, 이에 복약 비 이행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효과를 밝히기 어려웠다. 데이터를 보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두번째, 자료원의 한계로 관절병증 환
자에서 월 평균 약가와 약제비 부담 수준에 대한 정보가 누락
되어 이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약리학적 문제(다
제약물, 처방의 복잡성)는 복약 비 이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
인이지만,16)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
다. 세번째, 본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 중에서 고혈압과 관절병
증의 복약 비 이행도만 분석하였다. 차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만성 질환에 대한 복약 비 이행도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의도적 복약 비 이행과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을 일으키는 요
인은 서로 다르며, 복약 비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효과적인 복약 비 이행 개선을 위한 중재 방법 개
발을 위해 관련 요인을 구체적으로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사, 약사 등 약물 전문가들의 중재
방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Conclusion)
복약 비 이행은 의도적 복약 비 이행과 비의도적 복약 비 이
행으로 나뉜다. 고혈압과 관절병증 질환에 따라서 그 비율의 차
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고혈압의 경우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
이 많았고, 관절병증에서는 의도적 복약 비 이행 비율이 높았다.
고혈압 환자에서 의도적 복약 비 이행 비율은 진단 시기와 월
평균 약값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관절병증 환자에서는 앓고
있는 만성 질환 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의도적 또는 비의도
적 복약 비 이행에 따라서 중재 방법은 달라야 하며, 관절병증
환자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저자는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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