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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중증 COPD 환자의 흡입제 지속 사용은 임상적으로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
중증 COPD 환자의 흡입제 장기 지속성에 대한 최초의 코호트 연구
중증 COPD 환자의 1/4 미만이 4년간 흡입제를 지속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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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COPD)은 사망률과 이환율
이 높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COPD는 전 세계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HIV/AIDS에 이은 4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며, 장애보정생존년수(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에서 7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Mathers, Loncar, 2006). COPD는 한국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로, COPD 부담은 노령화와 흡연 추세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yoon, et al,. 2017).
COPD 악화는 사망 위험률을 증가시키고, 중증 COPD 환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상
당하다. 중증 COPD 환자의 의료비는 경증 환자보다 3배 이상이 높으며, 중증 COPD 환자
수는 2005~2010년 5년간 119.6% 증가하였다. 동일 기간 동안 경증 COPD 경우는 5% 증
가에 불과하였다(Kim.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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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증상은 비가역적이다. 그러나 적정한 관리와 약제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개입으
로 증상 조절, 질환 진행 지연,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Restrepo R, et al., 2008). 약제치료
는 COPD 관리의 주요 요소로 치료 지속성은 질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의
료이용 및 지출 감소와 연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sche, et al., 2012; Antoniu S,
2010; Vesto, et al., 2009). 약제를 적절히 사용할 경우, 응급실 방문 혹은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smaila, et al., 2014;
Simoni-Wastila, et al., 2012; Butler, et al., 2011; Toy, et al., 2011; Vesto, et al., 2009).

약제 지속성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처방받은 대로 약 복용을 이행한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성은 처방된 치료책이 최상의 건강혜택을 가져오기 위해 환자에게 일어
나야 할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1) 시작(initiation), 2) 실행
(implementation), 그리고 3) 유지(persistence)1) 라는 세 사건의 연속일 수 있다(Vrijens, et al.,
2016). ‘시작’은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를 처음 복용할 때 발생하는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약

제 복용을 시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하는 이분적 사건이다. 반면 ‘실행’은 환자가 약제의 첫
복용을 시작해서 마지막 복용까지 실제 처방받은 대로의 약제 복용 이행 정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시간에 따른 환자 행태의 종단적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유지’는 시작에서부터 치료
가 중단될 때까지 경과된 기간이다. 본 연구의 초점은 약제치료의 ‘실행(implementation)’이
다. COPD 치료 시 흡입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중증 COPD 환자의
흡입제 지속 사용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편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기술연구팀은 한국의 약제치료 지속성이 미치는 건
강과 의료비용에 대한 영향 분석을 위하여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사용 현황 및 치료 지속
성-COPD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김지애 등, 2015).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이용한 중증 COPD 환자의 흡입제 장기간 지속 사용에 대한 최초의 코호트 연
구이다.2)

1) persistence는

지속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본 원고의 지속(성) (adherence)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로 번역
하였다.

2) 본
 원고는 2015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과제인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사용현황 및 치료 지속성 분석-COPD 중심” 중
중증 COPD 환자의 흡입제 지속성 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2018년 4월 Clinical Drug Investigation에 게재되었다
(Kim JA,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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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자료원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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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3년도 종단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한국의 건강보험 가
입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 진단명, 처방전 약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테이블과 변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성별, 나이, 및 보험 종류와 같은 수진자의 사회경제적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와 의
료비용(보험자 비용, 환자본인부담금), 입원/외래 구분 정보와 같은 정보는 일반내역 테이블에
서 추출하였다. COPD 약제 정보는 입원 처방내역의 경우 진료내역 테이블에서, 원외 처방
내역의 경우 처방전 내역 테이블에서 정보를 추출하였다. 의료서비스 테이블과 처방전 내
역 테이블 모두 처방된 약제 가격, 투약일수, 약제명을 포함하고 있다. 약제 이외 의료서비
스 이용정보는 진료내역 테이블의 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COPD 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진단명과 동반상병 보유 여부는 상병내역 테이
블의 진단명 정보를 이용하였다. 각 테이블에서 추출된 정보는 명세서 키를 이용하여 환자
단위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40세 이상의 중증 COPD 환자(’09. 기준)이다. 약물 치료 지속성
연구는 약물의 꾸준한 필요를 전제로 한다. 즉 약물을 일회나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
용해야 증상이 완화 혹은 치료되거나, 또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져
야 한다. 경미한 COPD 경우에는 증상 완화를 위하여 간헐적으로 약물이 사용되므로, 약물
의 지속적인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중증 COPD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약
물 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약물 지속 연구를 중증 COPD 환자로 국한하였다.
COPD 중증도 환자는 두 단계의 조작적 정의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COPD 환자를 정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COPD 환자로 추출
하였다. 1) 40세 이상, 2) COPD 진단명(43. x-J44.x, 43.0 제외), 그리고 3) 적어도 두 건 이
상의 COPD 약제가 청구된 건이다. COPD 약제는 LABA, LAMA, ICS + LABA, SABA,
SAMA, SABA + SAMA, systemic β-agonist, methylaxanthin3)를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는 추출된 COPD 환자 중 중증 환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3) long-acting β2 agonist, long acting muscarinic antagonist, inhaled corticosteroids +long-acting β2
agonist, short-acting β2 agonist, short-acting muscarinic antagonist, SABA + SAMA, systemic β-agonist,
methylaxan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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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COPD 중증 환자의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이용하였다 (Kim,
et al,. 2013). 3차 병원 진료를 받으며, 1) 6개월 이상 ICS+LABA와 LAMA가 동시에 처방

된 경우, 2) ICS+LABA를 처방받고 일 년에 2회 이상 systemic steroid가 처방된 경우,
3) LABA를 처방받고 일 년에 2회 이상 systemic steroid가 처방된 경우, 혹은 LABA 및
LAMA를 동시에 처방받고 일 년에 2회 이상 systemic steroid가 처방된 경우를 COPD 중
증 환자로 추출하였다.

나. COPD 치료를 위한 흡입제 사용 및 지속성
흡입제 사용 측정을 위해, MPR(Medication Possession Ratio)를 차용하였다. MPR은 측정
기간 동안의 흡입제 투여 일수 비율이다. 본 연구에서 MPR은 2009년 첫 처방 일자(index
date)로부터 1년(365일), 2년(730일), 3년(1,095일)과 4년(1,460일)의 추적 기간으로 측정되었

다. MPR 측정은 처방약제의 총 투여일수를 이용하였다. MPR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MPR 산출식
MPR(%) =

추적 기간 동안의 흡입제 처방 투약 일수의 합
추적 기간

중증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야하는 COPD 약제는 지속적 흡입제인 LAMA, LABA,
ICS+LAMA로 국한하였다(표 1).
(표 1) 흡입제 목록
흡입제

지속성 베타 2 작용제 (LABA)

indacaterol, formeterol, salmeterol

ICS + LABA (ICS+LABA)

budesonide/formoterol, fluticasone/salmeterol

지속성 항콜린제 (LAMA)

tiotropium

흡입제 지속 사용은 이분 변수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다수의 약제 지속성 연구의 사
례(Dor, Encinosa, 2004; Benner, et al., 2002; Avorn, et al., 1998)를 따라 MPR≧80% 경우 ‘지
속’으로 정의하였다. 두 개 이상의 약제가 동시에 처방되어 사용되는 경우, 투여일수가 가
장 큰 약제의 투여일수를 MPR 산출에 사용하였다.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COPD가
적절히 관리됐을 거라는 가정 하에 입원 기간을 흡입제를 사용한 기간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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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설명 변수
연구진은 흡입제의 지속적 사용이 중증 COPD 환자의 건강 결과와 경제적 결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강 결과는 응급실 방문,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COPD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국한하였다. 경제적 결과로
HIRA 연구

는 모든 의료비용과 COPD 관련 의료비용이 검토되었다.
흡입제의 지속적 사용 여부와 결과 변수들의 연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특성,
중증도, 동반상병과 같은 설명 변수들이 통제되었다. 환자의 인구 특성 변수는 성별, 연령
과 의료급여 혜택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건강위험도를 보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입원력,
입원 횟수, 입원 일수가 통제되었다. 또 13개의 동반상병-허혈성 심장질환, 폐암, 골다공
증, 우울증, 관절염, 당뇨병, 위식도 역류, 기흉, 심부전, 고혈압, 고지혈증, 빈혈, 대사증
후군-이 통제 변수로 포함되었다.

라. 분석 전략
지속 그룹과 비지속 그룹간의 기저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두 그룹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연속 변수인 경우는 Student’s t
테스트를, 범주형 변수는 χ2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흡입제 지속 여부와 의료이용 및 비용과의 연관관계는 아래 박스의 회귀식을 이용해 분
석하였다. 특히, 지속성의 응급실 방문과 중환자실 사용에 대한 영향은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비용에 대한 영향은 로그 링크(log link)와 감마 분포(gamma distribution)의
일반선형모델(generalized liner model)로 추정하였다. 추정은 1년, 2년, 3년과 4년 기간 동안
각각 시행되었다.

회귀 분석식
결과변수i = f(지속i, 사회인구적특성i, 건강위험도i, 동반상병i)

• 결과변수i : 환자의 흡입제 지속 사용 여부(지속: MPR≧80%, 비지속: MPR<80%)
• 사회인구적특성i : 환자 i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건강위험도ii : 환자 i의 건강위험도

• 동반상병i : 환자 i의 동반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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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2009년도 COPD 중증으로 분류된 환자는 9,086명으로 전체 COPD 환자(180,334명)의
5%를 차지한다(표 2). 중증 환자의 34.6%(n=3,148)가 흡입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MPR≧
80%) (1년 기준). 지속 그룹은 비지속 그룹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더 높았다(23.7%
vs. 17.7%; p < 0.0001). 또한 지속 그룹의 41.6%가 전년도 입원한 경험이 있어, 비지속 그

룹의 31.3% 보다 비중이 높았다(p < 0.0001). 입원일수 평균은 지속 그룹이 19.9일, 비지속
그룹이 11.02일이었다(p < 0.0001). 외래방문 횟수는 지속 그룹이 7.9회, 비지속 그룹이
3.2 회였다(p < 0.0001). 지속 그룹은 비지속 그룹보다 동반상병 질환 보유가 높았다. 지속
그룹은 4.2%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비지속 그룹은 2.9%가 보유하고
있었다(p < 0.0001). 골다공증은 지속 그룹(1.5%)이 비지속 그룹(1%)보다 더욱 많이 가지고
있었다(p < 0.05). 지속 그룹은 우울증과 관절염 보유 비율이 비지속 그룹보다 높았으나, 우
울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01). 당뇨, 기흉, 심부전증과 대사 증후
군 보유 비중 역시 지속 그룹이 높은 반면 빈혈은 비지속 그룹에서 높게 나왔다. 지속 그룹
의 모든 의료비용과 COPD 관련 의료비용이 각각 3,395,159원, 3,136,306원인 반면, 비
지속 그룹의 모든 의료비용과 COPD 관련 의료비용은 각각 2,197,913원, 1,984,365원이
었다.
(표 2) COPD 중증도 환자 기술 통계(’
09. 기준)
구분
환자수, N (%)

1년 MPR, Mean±SD
여성, N (%)

연령, Mean±SD
연령, N (%)
40-49세

N (Mean)

3,148
95.17
568

비지속 그룹
(MPR<80%)

% (SD)

N (Mean)

34.6

6.78
18

201

29.9

1,592

13.7

1,063

70-79세

1,331

42.3

의료급여, N (%)

전년도 입원여부 (2008), N (%)

430
747

1308

23.7
41.6

28.2

<.0001

9.92

3

940

<.0001

70.61

1,674

<.0001
<.0001

26.8

<.0001

10.6

2,451

41.3

1858

<.0001

3.4

631

1,051

P-value

65.3

21.58

95

11.2

% (SD)

38.26

9.39

352

>80 세

5,938

69.71

50-59세
60-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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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그룹
(MPR >=80%)

17.9
17.7
31.3

<.0001
<.0001
<.0001
<.0001
<.0001

N (Mean)

당년도 의료이용 (’09.기준)
입원여부, N (%)

% (SD)

외래이용횟수, Mean±SD
중환자실이용여부, N (%)

51.6

2983

7.9

3.7

3.2

48.5

동반상병질환, N(%)
허혈성 심장질환
우울증

고혈압
대사증후군

COPD 관련 의료비용(원),
Mean±SD

4.2

169

2.9

20

0.6

12

0.2

<0.0001

7.4

291

4.9

<.0001

2.8

110

1.9

<0.005

0.2

30

1.5

39

1.2

3,395,159

1

24

1.2
17.4

28.5

58

0.5

549

3,136,306

모든 의료비용(원), Mean±SD

0.99

<.0001

131

7

빈혈

<.0001

2.6

5.09

89

심부전

19.8

302

39

기흉

11

1,691

233

당뇨

0.22

31.1

15

관절염

50

5.08

46

골다공증

P-value

% (SD)

160
979

응급실방문여부, N (%)

N (Mean)

1624
20

입원일수, Mean±SD

비지속 그룹
(MPR<80%)

0.4

39

5,855,104

598

10.1

45

0.8

1,984,365

6,098,414

0.7

2,197,913

0.5

3,414,390
3,69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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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그룹
(MPR >=80%)

구분

0.01
0

<0.05
0.62

<0.005
<.0001
0.04
0.02

<.0001
<.0001

중증 COPD 환자 중, MPR과 흡입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환자 비중은 측정 기간이 길어
질수록 감소하였다[그림 1]. 1년 측정 기간 동안의 MPR은 58%로 365일 동안 212일간 흡입
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 MPR은 52.6%, 3년 MPR은 48.4%, 4년 MPR은
4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흡입제 사용을 지속한 환자 비중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다. 중증 COPD 환자의 34.7%가 1년간 흡입제 사용을 지속했으나, 2년 기간 동안에
는 28.1%로, 3년 동안은 24.4%, 4년 기간 동안은 22.3%만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80
60
40

58
34.7

20
0

1년(365일)

52.6
28.1

2년(730일)

48.8

45.5

24.4

22.3

3년(1095일)

4년(1460일)

MPR (x100)
지속그룹 (%)

[그림 1] 중증 COPD 환자의 MPR과 지속그룹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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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제 지속과 중환자실 이용 감소와 연관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역관계는 지속하는 기
간이 길어질수록 강화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해졌다(표 3). 비지속 그룹 대비 지속 그룹의 중
환자실 사용 확률은 1년 기간 동안은 0.96배, 2년 기간 동안은 0.86배였으며, 지속 그룹과
비지속 그룹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관계는 비지속
그룹 대비 지속 그룹의 3년 기간 동안 중환자실 사용 확률(OR 0.71, 95% CI 0.67-0.88)과
4년 기간 동안 중환자실 사용 확률(OR 0.74, 95% CI 0.60-0.9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환자실 사용과 달리, 흡입제 지속과 응급실 방문간의 음의 연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1년 기간 동안, 지속 그룹은 비지속 그룹에 비해 응급실 방문은 0.94배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2년 기간 동안의 지속 그룹의 응급실 방문은 비지속 그룹에 비해 1.32배
(95% CI 1.14-1.53), 3년 기간 동안 1.39배(95% CI 1.25-1.63), 4년 기간 동안은 1.43배(95%
CI 1.25-1.30)이었다.

(표 3) 흡입제 지속과 건강 결과 연관성: 중환자실 이용 및 응급실 방문

기간(년)

중환자실 이용

1=지속
0=비지속

Odds Ratio
(95% CI)

1

0.96 (0.73-1.26)

1년
2년
3년
4년
CI : confidence interval

0
0
1
0
1
0
1

-

0.86(0.68-1.09)
-

0.71(0.67-0.88)
-

0.74(0.60-0.91)

기간(년)
1년
2년
3년
4년

응급실 방문

1=지속
0=비지속

Odds Ratio
(95% CI)

1

0.94(0.80-1.11)

1

1.32 (1.14-1.53)

1

1.39(1.25-1.63)

1

1.43(1.25-1.30)

0
0
0
0

-

흡입제 지속은 의료비용 감소와 연관이 있었으며,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 정도는
커졌다(표 4). 비지속 그룹의 환자와 비교해, 지속 그룹 환자의 모든 의료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1년 기간 동안은 14.1%(p < 0.0001)가 높았으며, 2년 기간 동안은 8.4%(p
< 0.0001)가 높았다. 그러나 3년 기간부터, 의료비용은 지속 그룹의 환자들이 비지속 그룹

의 환자보다 낮았다. 지속 그룹의 모든 의료비용은 3년 기간 동안은 5.2%(p < 0.0001), 4년
기간 동안은 10.4%(p < 0.0001)가 비지속 그룹보다 낮았다. 유사한 추세가 COPD 관련 의
료비용에서도 발견되었다. COPD 관련 의료비용은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다.
1년과 2년 기간 동안, 지속 그룹의 COPD 관련 의료비용은 비지속 그룹보다 높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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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3년 기간과 4년 기간 동안 지속그룹의 COPD 관련
비용은 각각 4.05%, 11.71%가 비지속 그룹보다 낮았으며, 4년 기간 동안의 비용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기간(년)
1년
2년
3년
4년

모든 의료비용

1=지속
0=비지속

∆%

p-value

1

14.55

<.0001

0
0
1
0

-

8.4
-

<0.0074

1

-5.2

0.0786

1

-10.39

0.0003

0

-

COPD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기간(년)
1년
2년
3년
4년

COPD 관련 의료비용

1=지속
0=비지속

∆%

p-value

1

2.56

0.2986

1

3.28

0.1813

1

-4.50

0.0847

1

-11.71

<.0001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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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흡입제 지속과 의료비용 연관성: 모든 의료비용 및 COPD 관련 의료비용

4. 논의
흡입제의 적절한 사용과 이에 대한 지속은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같은 자원 집중적인 비
약제 의료서비스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약제 사용은 COPD 치료 시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 데이터
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탐색하였으며, 기존 연구와 비교 시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oy, et al., 2011; Vestbo, et al., 2009). 흡입제의 지속적 사용은 3년 기간 동안의 중환자실

사용을 감소시켰다. 흡입제 사용과 중환자실 이용의 이러한 역의 관계는 지속 기간이 길어
질수록 강화되었다. 비지속 그룹에 비해 건강상태가 더욱 나쁨에도 불구하고 지속 그룹의
중환자실 이용 감소는, 흡입제 지속이 COPD의 악화를 지연시키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흡입제의 지속적 사용은 모든 의료비용과 COPD 관련 의
료비용을 감소시켰다. 비용 감소는 지속 기간이 충분이 긴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해졌으며
감소 정도는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졌다. 이것은 지속성이 COPD 상태의 악화 예방 측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중환자실과 같은 고가의 의료서비스 사용을 줄임으로써 비용
감소를 발생시켰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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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진은 기존의 타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지속성과 적은 응급실 방문과의 관
계(Butler, et al., 2011; Toy, et al., 2011)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
나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해 보인다. 한국 의료서비스 시스템은 응급실 방문에 대한 장벽이
낮다. 흡입제 지속의 환자들은 건강에 더욱 민감하여 컨트롤할 수 있거나, 가벼운 증상이
라 할지라도 응급실 서비스를 더욱 많이 찾을 수 있다. 반면 중환자실의 이용은 환자의 상
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때 응급실이나 입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다른 가능성은 비지
속 그룹에 비해 더욱 많은 동반상병을 보유한 흡입제 지속 환자는 동반상병으로 인한
COPD 악화로 더욱 자주 응급실 방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입제 지속 환
자들의 비용 감소는 흡입제 지속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체 절감 비용이 응급실 방문으
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을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컸다는 것을 시사한다.
흡입제 지속적 사용은 COPD의 악화, 사망률 및 자원 집중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감소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oy, et al., 2011; Vestbo, et al., 2009;
Krigsman, Nilsson, Ring, 2007). 의료서비스 이용의 감소는 비용 절감을 가져옴에 따라 의료

서비스 시스템 전체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현재 의료서비스는 인구 노령화, 의료 기술
의 혁신, 그리고 치료 기준 변화에 따른 재정지속가능성이라는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약
제 지속성은 COPD 치료 시 임상적으로 효과적일뿐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일 수 있
다(van Boven, et al., 2016).
연구진은 본 연구에서 중증 COPD 환자들의 흡입제에 대해 최적화되지 못한 지속성을
보았으며, 이러한 지속성은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적으로 낮아졌다. 중증 COPD 환
자의 22.3%만이 4년 기간 동안 흡입제 사용을 지속하였으며, 65~80%의 중중 환자는
COPD 치료의 필수인 흡입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제 지속
사용은 경구 약제의 지속성 보다 낮다(Bourbeau, Bartlett, 2008). 이러한 낮은 비율은 흡입기
사용과 관련이 있어 보여 COPD 치료를 위한 흡입제 사용 권고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우려
사항일 수 있다. 환자는 사용이 쉽지 않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흡입기를 선호하
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흡입기 비선호는 추가 흡입기 사용으로 복잡성이 더해질 경우
더욱 심해진다(Yu, et al., 2011; Delea, et al., 2008). 흡입기는 또한 경구 약제보다 비싸 환자
는 더욱 큰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흡입제 사용과 지속성이 과대 추정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MPR을 이용한 흡입제 사용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환자가 보유
한 흡입제를 실제로 사용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 더욱이, 흡입제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즉 올바른 흡입제 테크닉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1개 이상의 흡
입제를 사용할 경우, MPR은 약제 일수 중 최대 투여일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처방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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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흡입제의 투여일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과대 추정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COPD
중증도에 대한 불완전한 보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
는 Saint George’s 호흡기 설문, COPD 평가 테스트, 흡연력과 같은 정보가 없어 본 연구
는 이를 이용한 중증도 보정이 가능하지 않았다. 셋째, 추적 기간 동안 사망한 환자들의 의
료비용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들은 1~2년 내에 높은 의료서비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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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발생하다 이후 사망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이용한 4년
의 추적 기간 동안 중증도 COPD 환자의 흡입제 사용 지속에 대한 최초의 관찰 연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이용한 지속성 연구는 데이터가 실제 임상 현장을 반영하
고 있다는 점에서 임상 연구에 비해 장점이 있다. 임상 연구에서 보고된 70~90%의 지속
비율(van Grunsven, et al., 2000; Rand, et al., 1995)은 임상 현장에서의 10~40%(Krigsman,
Nilsson, Ring, 2007; Bender, Pedan, Varast, 2006; Breekveldt-Postma , et al., 2004)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본 연구로부터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COPD 임상 연구
(Vestbo, et al., 2009)에서 보고된 지속 비율인 79.8%은 본 연구의 22.3~34.7%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지속 비율의 이러한 차이는 임상실험의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방된 치료책에 대한 환자의 지속을 강화시키는 정기적 모니터링(Hawthorne 효과)
(Landsberger, 1958), 재정 장벽을 제거하는 무료 약제 유용성, 지속성을 강화시키는 환자와

임상실험현장 간의 잦은 접촉, 실험에 지원하는 환자들의 선택 바이어스(selection bias)등이
예라 할 수 있다. 임상 현장은 임상실험과는 상당히 다르다. 실세계 데이터로부터의 발견
이 임상 적용 시 좀 더 실용적이며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
구자료는 한국의 전체 중증 COPD 환자에 매우 근접한 대규모 표본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흡입제 지속의 중요성에 대한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흡입제 지속 제고에 초점을 맞춘 더욱 나은 정책과 더욱 많은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흡입제 지속을 위한 정책과 개입이 지원을 받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참조해볼 만하다(van
Boven, et al., 2017). 정책뿐 아니라 개입 역시 필요하다. 최근, 발전된 기술의 이용으로 흡

입제 지속 향상을 지원할 수 있다. 전자 오디오 녹음 도구는 COPD 환자의 흡입제 사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Sulaiman, et al., 2017), 전자 모니터링 도구는 지속성을 모니터링
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Taylor,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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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본 연구에서 흡입제 지속성이 의료서비스 사용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것은 임상의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COPD 치료의 필수
부분인 흡입제 지속은 중증 COPD 환자로부터 자원 집중적 보건의료서비스 사용의 감소를
가져와 비용 절감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은 흡입제 지속성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
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속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추적 기간 동안 흡입제 사용의 지속을 유지하는 중증 COPD 환
자는 1/4 미만으로, 중증 COPD 환자의 흡입제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필
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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