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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발견자의
조기치료 현황과 관련요인
박정욱
국민건강보험

Status and Related Factors of Early Medical Treatment of Patients with
Hypertension or Diabetes Mellitus detected from Health Screening
Park, Jeong Uk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Gwa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seek the current status and related factors of early treatment of patients for whom hypertension or diabetes was detected through health screening in 2013. Methods: This study made use of the Data Base on
the qualifications, health screening, and the payment of the medical bills. Results: The average rate of early treatment
was 39.0%. Related factors were confirmed with gender, age, type of the health insurance, insurance contribution quantile
and family history for stroke, cardiac disease, hypertension and diabetes as well as smoking, level of obesity, abdominal
obesity, level of the severity of blood pressure, fasting blood sugar level, and suspicions of dyslipidemia, other thoracic
diseases, hepatic diseases, renal diseases, anemia, etc. Conclusion: Accordingly, it is deemed that the method of elevating the early treatment rate is necessary through continuous encouragement for treatment, and customized consultation,
promotion and education of the social classes. Follow-up management that utilizes the results of a health screening is
required in order to provide individualized and customized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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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질환발견자의 조기치료는 혈압, 혈당 등 임상수준을 개선시키
고, 질환의 정상회복률을 높여 향후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결
과를 보였다[1].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적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는데,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검진은 질병이환 초기단계에서 질병이나 위험요인을

미수검자는 수검자에 비해 진료비를 2배 이상 지출하며, 미수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질환 치유 및 합병

검 횟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도 증가하고 미수검자는 수검자

증으로 진행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강검진의 효과에

에 비해 평균 입원일수가 약 2배 이상 많았다는 연구결과[2]와

관해서 보고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 건강검진 결과 질환발견자

건강검진사업의 비용-효과 분석연구에서 당뇨병과 같은 일부

의 조기치료가 향후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이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연구[3]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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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건강검진의 효

지를 이용한 연구였고[9-1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

과는 조기발견 뿐만 아니라 조기치료 등의 적합한 의료이용이

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이용 관련요인을 분석한 연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검진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한 보고서에도 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2013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도모하는 것이므로 조기치료의 효과를 정확히 밝혀내고, 유질

한 국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발견자의 검진

환자로 판정되면 조기치료를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하

후 1년 이내 조기치료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고 있다[4].

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하여 질병의 조기치

우리나라는 사회경제, 보건위생, 의료수준 등이 향상되고,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질병 양상이 감염성질환에서 만성

료 및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 실시되었다.

퇴행성질환으로 이행되어 가고 있다.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
조사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고혈압 유병률(만 30세 이상)

연구방법

은 30.4%였고, 당뇨병 유병률(만 30세 이상)은 11.9%로, 고혈
압은 국민 3명 중 1명이 당뇨병은 10명 중 1명이 가지고 있었다

1. 연구대상

[5]. 2013년 건강검진 결과 유질환자는 수검인원 11,381,295명
중 고혈압 129,608명, 당뇨병 67,346명으로 매년 새롭게 발견
되는 환자도 많았다[6].

연구대상자는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
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판정자 중 건강검진일 이전 1년

고혈압과 당뇨병은 질병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합병증으

이내 치료내역이 있었던 기 병력자를 제외한 질환발견자로 고

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크다.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

혈압 86,407명, 당뇨병 36,254명, 고혈압과 당뇨병 중복질환

혈압성 질환은 인구 10만명 당 9.4명으로 사망원인 10위, 당뇨

3,191명을 포함하여 총 125,852명이었다(Figure 1).

병은 21.5명으로 사망원인 5위였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주원
인으로 알려진 뇌혈관질환은 50.3명, 심혈관질환은 50.2명으

2. 자료수집과 연구도구

로 각각 사망률 2위와 3위로 나타나 고혈압과 당뇨병의 조기발
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7].

2013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발견자

그러나 고혈압과 당뇨병의 조기치료율은 1998년과 1999년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건강검진, 요양급여내역 Data

건강검진 기준 고혈압 22.4%, 당뇨병 29.1%로 매우 낮았다[1].

Base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검진 문

고혈압은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치

진표 상의 과거력과 가족력,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따른 조기

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진국에서도 고혈

치료 현황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절반에서는 자신이 고혈압인지 모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를

르고, 고혈압인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약 절반만이 약물치료를

대도시, 시에 거주하는 자를 중소도시, 군에 거주하는 자를 농

받는다. 이들 중 약 절반만이 적절히 관리될 정도로 고혈압은

어촌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건강검진 이후 1년 이내에

낮은 인지도와 낮은 약물치료 순응도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

한번이라도 병원, 의원, 한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지고 있지 않는 질병이다[8]. 당뇨병은 다음, 다뇨, 다식, 전신

진료받은 경우를 조기치료로 정의하였으며[1], 2013년 1월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병증이

부터 2014년 12월까지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발생하기 전까지 증상이 없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

of Disease 10차 개정판)의 고혈압(I10~I15), 당뇨병(E10~E14)

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 결과 유질환자 판정을 받았음에도

상병코드로 청구된 건강보험 급여내역의 주상병 혹은 부상병

‘경미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거나 ‘회사 일로 바빠서’ 등의 사유

을 기준으로 조기치료 여부를 확인하였다.

로 치료에 응하지 않아 건강검진 실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였
다[9].

3. 자료분석

지금까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유질환자의 의
료이용현황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소 있었으나 이는 주

자료의 분석은 SAS 9.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

로 직장인, 일개 지역, 일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대부분 설문

의성 검정은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기치료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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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 조기치료 현황과 관련요인

New patients
(Except patients having been
treated within the past year)
Total
Hypertension
Diabetes
Both

125,852
86,407
36,254
3,191
Medical treatment within
1 yr after the health
screening

YES

NO

Group of early treatment
Total
Hypertension
Diabetes
Both

Group of early non-treatment

49,074
28,246
19,821
1,007

Total

76,778

Figure 1. Algorism of new patients's early treatment.

은 일반적 특성, 과거력과 가족력, 생활습관과 건강상태 등 요

역보험 17,894명(14.2%), 의료급여 863명(0.7%)으로 직장보험

인별로 빈도분석하여 비교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카이

유형이 가장 많았다. 보험료 분위는 0분위 4,851명(3.9%), 1~5

제곱검정을 수행하였다. 조기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

분위 18,344명(14.6%), 6~10분위 23,760명(18.9%), 11~15분위

아보기 위해 조기치료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단변량분석에

37,459명(29.8%), 16~20분위 41,438명(32.9%)으로 보험료 분

서 유의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위가 높을수록 질환발견자가 많은 양상을 보였다.

을 수행하였다.

2. 대상자의 과거력, 가족력, 생활습관, 건강상태 특성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과거력, 가족력, 생활습관, 건강상태 특성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파악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과거력은 뇌졸중 551명(0.4%), 심장병 1,179명(0.9%), 이상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1과 같
았다.
연구대상자 125,852명 중 고혈압 86,407명, 당뇨병 36,254
명, 중복질환 3,191명이었다. 성별은 남자 95,652명(76.0%), 여

지질혈증 3,361명(2.7%)으로 이상지질혈증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가족력은 뇌졸중 7,770명(6.2%), 심장병 4,089명
(3.2%), 고혈압 18,495명(14.7%), 당뇨병 14,109명(11.2%)으
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30,200명(24.0%)으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은 20대 이하

생활습관 중 흡연여부는 ‘경험 없음’ 52,781명(41.9%), 현재

2,854명(2.3%), 30대 20,427명(16.2%), 40대 34,350명(27.3%),

금연 45,341명(36.0%), 현재흡연 27,730명(18.1%)으로 나타났

50대 37,267명(29.6%), 60대 21,395명(17.0%), 70대 8,148명

다. 음주여부는 금주 56명(0%), 주 1~2회 74,382명(59.1%), 주

(6.5%), 80대 이상 1,411명(1.1%)으로 40~50대 중장년층이 가

3~4회 41,814명(33.2%), 주 5~6회 9,389명(7.5%), 주 7회 이상

장 많았다.

211명(0.2%)으로 주 1~2회 음주가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 중

대도시 거주자는 55,736명(44.3%), 중소도시 거주자는 63,399

비만도는 BMI 25 미만 정상은 58,829명(46.7%), BMI 25~30

명(50.4%), 농어촌 거주자는 6,717명(5.3%)으로 도시 지역이 많

미만인 비만은 53,149명(42.3%), BMI 30 이상인 고도비만은

았으며, 건강보험 가입유형은 직장보험 107,095명(85.1%), 지

13,874명(11.0%)이었다. 허리둘레가 남자 90 cm, 여자 8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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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ew Patients Detected as Health Screening

(N=125,852)

Hypertension

Diabetes

Both

Total

n%

n%

n%

n%

Male
Female

66,307 (76.7)
20,100 (23.3)

26,705 (73.7)
9,549 (26.3)

2,640 (82.7)
551 (17.3)

95,652 (76.0)
30,200 (24.0)

Age (year)

≤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2,463 (2.9)
16,488 (19.1)
24,295 (28.1)
23,848 (27.6)
13,362 (15.5)
5,134 (5.9)
817 (0.9)

356 (1.0)
3,539 (9.8)
9,071 (25.0)
12,321 (34.0)
7,519 (20.7)
2,873 (7.9)
575 (1.6)

35 (1.1)
400 (12.5)
984 (30.8)
1,098 (34.4)
514 (16.1)
141 (4.4)
19 (0.6)

2,854 (2.3)
20,427 (16.2)
34,350 (27.3)
37,267 (29.6)
21,395 (17.0)
8,148 (6.5)
1,411 (1.1)

Residence

Large city
Medium or small city
Rural area

38,391 (44.4)
43,356 (50.2)
4,660 (5.4)

15,911 (43.9)
18,448 (50.9)
1,895 (5.2)

1,434 (44.9)
1,595 (50.0)
162 (5.1)

55,736 (44.3)
63,399 (50.4)
6,717 (5.3)

Type of insurance

Local
Company
Medicaid

11,111 (12.9)
74,781 (86.5)
515 (0.6)

6,283 (17.3)
29,647 (81.8)
324 (0.9)

500 (15.6)
2,667 (83.6)
24 (0.8)

17,894 (14.2)
107,095 (85.1)
863 (0.7)

Quantile of
insurance
contribution

0
1~5
6~10
11~15
16~20

3,052 (3.6)
11,749 (13.6)
16,276 (18.8)
26,623 (30.8)
28,707 (33.2)

1,683 (4.6)
6,062 (16.7)
6,852 (18.9)
9,886 (27.3)
11,771 (32.5)

116 (3.6)
533 (16.7)
632 (19.8)
950 (29.8)
960 (30.1)

4,851 (3.9)
18,344 (14.6)
23,760 (18.9)
37,459 (29.8)
41,438 (32.9)

86,407 (68.7)

36,254 (28.8)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Total

이상인 복부비만은 44,549명(35.4%)이었다. 혈압은 정상혈압

3,191 (2.5)

125,852 (100.0)

았다(p＜.001).

36,254명(28.8%), 1단계 고혈압 51,526명(40.9%), 2단계 고혈

거주 지역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대도시 38.5%, 중소도시

압 38,072명(30.3%)이었고, 공복혈당은 정상 86,407명(68.7%),

39.5%, 농어촌 38.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건강보

126~147 mg/dL 18,170명(14.4%), 혈당수치의 중앙값인 148

험 가입유형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지역보험 56.0%, 직장보험

mg/dL 이상 21,275명(16.9%)이었다. 대사증후군은 59,980명

36.0%, 의료급여 62.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보험

(47.7%), 폐결핵의심 173명(0.1%), 이상지질혈증의심 55,040

료 분위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0분위 47.1%, 1~5분위 47.7%,

명(43.7%), 기타 흉부질환의심 5,694명(4.5%), 간장질환의심

6~10분위 40.7%, 11~15분위 34.5%, 16~20분위 37.3%로 유

40,229명(32.0%), 신장질환의심 5,436명(4.3%), 빈혈증의심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1,099명(0.9%)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과거력, 가족력, 생활습관, 건강상태 특성에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기치료 현황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환 조기치료 현황을 파
악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따른 조기치료 현황
연구대상자의 과거력, 가족력, 생활습관, 건강상태 특성에
따른 질환 조기치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연구대상자의 조기치료율 평균은 39.0%였고, 질환별 조기

과거력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뇌졸중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

치료율은 고혈압 32.6%, 당뇨병 54.7%, 중복질환 31.6%였다

는 경우 54.8%로 뇌졸중 진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38.9%

(p＜.001). 성별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남자 34.9%, 여자 52.1%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심장병 진단을 받은 경험이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연령에 따른 조기치료율

있는 경우 54.6%로 심장병 진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은 20대 이하 13.8%, 30대 19.4%, 40대 34.0%, 50대 44.3%, 60

38.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이상지질혈증을 진단

대 52.0%, 70대 56.3%, 80대 이상 57.7%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47.4%로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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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Past History, Family History, Life Style, and Health Condition

(N=125,852)

Hypertension

Diabetes

Both

Total

n%

n%

n%

n%

Characteristics

Categories

Past history

Stroke
Cardiac disease
Dyslipidemia

238 (0.3)
390 (0.5)
1,841 (2.1)

301 (0.8)
778 (2.1)
1,471 (4.1)

12 (0.4)
11 (0.3)
49 (1.5)

551 (0.4)
1,179 (0.9)
3,361 (2.7)

Family history

Stroke
Cardiac disease
Hypertension
Diabetes

5,224 (6.0)
2,806 (3.2)
13,425 (15.5)
7,742 (9.0)

2,349 (6.5)
1,176 (3.2)
4,585 (12.6)
5,828 (16.1)

197 (6.2)
107 (3.4)
485 (15.2)
539 (16.9)

7,770 (6.2)
4,089 (3.2)
18,495 (14.7)
14,109 (11.2)

Life style

Non-smoker
Ex-smoker
Smoker

36,538 (42.3)
18,906 (21.9)
30,963 (35.8)

15,104 (41.7)
8,104 (22.4)
13,046 (36.0)

1,139 (35.7)
720 (22.6)
1,332 (41.7)

52,781 (41.9)
27,730 (18.1)
45,341 (36.0)

Drinking frequency
per week

No drinking
1~2
3~4
5~6
≥7

40 (0.0)
50,021 (57.9)
29,734 (34.4)
6,474 (7.5)
138 (0.2)

15 (0.0)
22,750 (62.8)
10,821 (29.8)
2,603 (7.2)
65 (0.2)

1 (0.0)
1,611 (50.5)
1,259 (39.5)
312 (9.8)
8 (0.3)

56 (0.0)
74,382 (59.1)
41,814 (33.2)
9,389 (7.5)
211 (0.2)

Degree of obesity (BMI)

＜25
Obesity (25~30)
Severe obesity (≥30)
Abdominal obesity1

41,221 (47.7)
35,614 (41.2)
9,572 (11.1)
29,122 (33.7)

16,434 (45.3)
16,079 (44.4)
3,741 (10.3)
13,974 (38.5)

1,174 (36.8)
1,456 (45.6)
561 (17.6)
1,453 (45.5)

58,829 (46.7)
53,149 (42.3)
13,874 (11.0)
44,549 (35.4)

Severity of blood pressure

Normal
Stage12
Stage23

0 (0.0)
49,897 (57.7)
36,510 (42.3)

36,254 (100)
0 (0.0)
0 (0.0)

0 (0.0)
1,629 (51.0)
1,562 (49.0)

36,254 (28.8)
51,526 (40.9)
38,072 (30.3)

FBS (mg/dL)

Normal
126~147
≥148 (median)
Metabolic syndrome4

86,407 (100.0)
0 (0.0)
0 (0.0)
41,031 (47.5)

0 (0.0)
16,909 (46.7)
19,345 (53.4)
17,457 (48.2)

0 (0.0)
1,261 (39.5)
1,930 (60.5)
1,492 (46.8)

86,407 (68.7)
18,170 (14.4)
21,275 (16.9)
59,980 (47.7)

Health condition

Suspicion of disease
Pulmonary tuberculosis5
Dyslipidemia6
Other thoracic disease7
8

Hepatic disease
Renal disease9
Anemia10
Total
1

107 (0.1)

62 (0.2)

4 (0.1)

173 (0.1)

34,248 (39.6)

18,811 (51.9)

1,981 (62.1)

55,040 (43.7)

3,741 (4.3)

1,818 (5.0)

135 (4.2)

5,694 (4.5)

24,320 (28.1)

14,288 (39.2)

1,621 (50.8)

40,229 (32.0)

2,897 (3.4)

2,246 (6.2)

293 (9.2)

5,436 (4.3)

720 (0.8)

351 (1.0)

28 (0.9)

1,099 (0.9)

86,407 (68.7)

36,254 (28.8)

3,191 (2.5)

125,852 (100.0)

2

Abdominal obesity: Waist measurement male ≥90 cm, female≥85 cm; Hypertension stage 1: Systolic BP 140~159 mmHg or Diastolic BP
90~99 mmHg; 3Hypertension stage 2: Systolic BP ≥160 mmHg or Diastolic BP ≥100 mmHg; 4Metabolic syndrome diagnosis: ․ Abdominal
obesity: Waist measurement male ≥90 cm, female≥85 cm, ․ Hypertriglyceridemia: Triglyceride≥150 mg/dL, ․ Low HDL cholesterol: male
≤40 mg/dL, female≤50 mg/dL, ․ High blood pressure: ≥130/85 mmHg, ․ Blood sugar: FBS ≥100 mg/dL; 5Pulmonary tuberculosis
suspicion: Except normal and inactive of result of breast X-ray; 6Dyslipidemia suspicion: Total Cholesterol ≥240 mg/dL, HDL Cholesterol
＜40 mg/dL, Triglyceride ≥200 mg/dL, LDL Cholesterol ≥160 mg/dL; 7Other thoracic disease suspicion: Except normal and inactive of
result of breast X-ray; 8Hepatic disease suspicion: AST≥51 U/L, ALT ≥46 U/L, r-GTP male ≥78 U/L, female ≥46 U/L; 9Renal disease
suspicion: Urinary protein pos. ≥ (+1), Serum creatinine ＞1.5 mg/dL, Glomerular filtration rate ＜60 mL/min/173m2; 10Anemia suspicion:
Hemoglobin male ＜12.0 g/dL, female ＜10.0 g/dL; FBS=fasting blood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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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us of Early Trea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Hypertension

(N=49,074)

Diabetes

Both

Total

Variables

Categories

Gender

Male
Female

19,147 (28.9) ＜.001
9,099 (45.3)

13,435 (50.3) ＜.001
6,386 (66.9)

768 (29.1) ＜.001
239 (43.4)

33,350 (34.9) ＜.001
15,724 (52.1)

Age (year)

≤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254 (10.3) ＜.001
2,495 (15.1)
6,999 (28.8)
9,329 (39.1)
6,170 (46.2)
2,563 (49.9)
436 (53.4)

135 (37.9) ＜.001
1,369 (38.7)
4,405 (48.6)
6,828 (55.4)
4,748 (63.2)
1,968 (68.5)
368 (64.0)

5 (14.3) ＜.001
90 (22.5)
283 (28.8)
356 (32.4)
204 (39.7)
59 (41.8)
10 (52.6)

394 (13.8) ＜.001
3,954 (19.4)
11,687 (34.0)
16,513 (44.3)
11,122 (52.0)
4,590 (56.3)
814 (57.7)

Residence

12,413 (32.3)
Large city
Medium or small city 14,346 (33.1)
1,487 (31.9)
Rural area

.061

21,462 (38.5) ＜.001
25,059 (39.5)
2,553 (38.0)

Type of
insurance

Local
Company
Medicaid

244 (48.8) ＜.001
753 (28.2)
10 (41.7)

10,014 (56.0) ＜.001
38,524 (36.0)
536 (62.1)

Quantile of
insurance
contribution

0
1~5
6~10
11~15
16~20

.001

2,284 (47.1) ＜.001
8,750 (47.7)
9,669 (40.7)
12,915 (34.5)
15,456 (37.3)

Total

n (%)

p

.036

n (%)

8,627 (54.2)
10,184 (55.2)
1,010 (53.3)

p

.088

5,331 (48.0) ＜.001
22,627 (30.3)
288 (55.9)

4,439 (70.7) ＜.001
15,144 (51.1)
238 (73.5)

1,230 (40.3) ＜.001
4,941 (42.1)
5,681 (34.9)
7,498 (28.2)
8,896 (31.0)

1,007 (59.8) ＜.001
3,616 (59.7)
3,810 (55.6)
5,102 (51.6)
6,286 (53.4)

28,246 (32.6)

험이 없는 경우 38.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19,821 (54.7)

n (%)

422 (29.4)
529 (33.2)
56 (34.6)

47 (40.5)
193 (36.2)
178 (28.2)
315 (33.2)
274 (28.5)
1,007 (31.6)

p

n (%)

p

49,074 (39.0) ＜.001

른 조기치료율은 수축기 혈압 140~159 mmHg 이거나 확장기

가족력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혈압 90~99 mmHg인 1단계 고혈압인 경우 27.0%, 수축기 혈압

44.4%로 뇌졸중 가족력이 없는 경우 38.6%보다 유의하게 높

160 mmHg 이상 이거나 확장기 혈압 100 mmHg 이상인 2단계

았다(p＜.001).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 41.1%로 심장병 가

고혈압인 경우 40.3%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공복

족력이 없는 경우 38.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고혈

혈당 수치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공복혈당이 126~147 mg/dL

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39.9%로 고혈압 가족력이 없는 경우

인 경우 45.6%, 중앙값인 148 mg/dL 이상인 경우 58.9%로 유

38.8%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9).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경우 42.0%로 당뇨병 가족력이 없는 경우 38.6%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p＜.001).

대사증후군 여부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대사증후군인 경우
39.5%로 대사증후군이 없는 경우 38.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생활습관 중 흡연여부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경험 없음’

(p＜.001). 이상지질혈증의심 판정여부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44.3%, 과거 흡연경험이 있으나 현재금연 39.2%, 현재흡연

이상지질혈증의심인 경우 40.2%로 이상지질혈증의심 판정을

32.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음주여부에 따른 조기

받지 않은 경우 38.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기타 흉

치료율은 금주 35.7%, 주 1~2회 42.3%, 주 3~4회 33.5%, 주 5~6

부질환의심 판정여부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기타 흉부질환의

회 37.7%, 주 7회 이상 38.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심인 경우 49.3%로 기타 흉부질환의심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건강상태 중 비만여부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BMI 25 미만인

38.5%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간장질환의심 판정

정상은 40.5%, BMI 25~30 미만인 비만은 39.0%, BMI 30 이상

여부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간장질환의심 판정인 경우 38.0%

인 고도비만은 32.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허리

로 간장질환의심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39.4%와 유의한 차이가

둘레가 남자 90 cm, 여자 85 cm 이상인 복부비만여부에 따른

있었다(p＜.001). 신장질환의심인 경우 조기치료율은 50.3%로

조기치료율은 복부비만인 경우 39.6%로 복부비만이 아닌 경

신장질환의심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38.5%보다 유의하게 높

우 38.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1). 혈압의 중증도에 따

았다(p＜.001). 빈혈증의심인 경우 조기치료율은 42.0%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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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us of Early Treatment according to Past History, Family History, Life Style, and Health Condition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Past
history

Stroke

Yes
No

Family
history

Health
condition

Suspicion of
disease

Total

Hypertension
n (%)

p

Diabetes
n (%)

Both
p

n (%)

(N=49,074)
Total

p

n (%)

p

103 (43.3) ＜.001
28,143 (32.7)

191 (63.5)
19,630 (54.6)

.002

8 (66.7)
999 (31.4)

.009

302 (54.8)
48,772 (38.9)

＜.001

Cardiac disease Yes
No

147 (37.7)
28,099 (32.7)

.035

492 (63.2) ＜.001
19,329 (54.5)

5 (45.5)
1,002 (31.5)

.321

644 (54.6)
48,430 (38.9)

＜.001

Dyslipidemia

Yes
No

690 (37.5) ＜.001
27,556 (32.6)

891 (60.6) ＜.001
18,930 (54.4)

13 (26.5)
994 (31.6)

.445

1,594 (47.4)
47,480 (38.8)

＜.001

Stroke

Yes
No

2,011 (38.5) ＜.001
26,235 (32.3)

1,380 (58.8) ＜.001
18,441 (54.4)

60 (30.5)
947 (31.6)

.732

3,451 (44.4)
45,623 (38.6)

＜.001

Cardiac disease Yes
No

964 (34.4)
27,282 (32.6)

.056

680 (57.8)
19,141 (54.6)

.027

38 (35.5)
969 (31.4)

.370

1,682 (41.1)
47,392 (38.9)

.004

Hypertension

Yes
No

4,597 (34.2) ＜.001
23,649 (32.4)

2,604 (56.8)
17,217 (54.4)

.002

171 (35.3)
836 (30.9)

.057

7,372 (39.9)
41,702 (38.8)

.009

Diabetes

Yes
No

2,436 (31.5)
25,810 (32.8)

3,297 (56.6)
16,524 (54.3)

.002

189 (35.1)
818 (30.8)

.055

5,922 (42.0)
43,152 (38.6)

＜.001

Life style

Non-smoker
Ex-smoker
Smoker

13,823 (37.8) ＜.001
6,236 (33.0)
8,187 (26.4)

9,168 (60.7) ＜.001
4,405 (54.4)
6,248 (47.9)

408 (35.8)
216 (30.0)
383 (28.8)

＜.001

23,399 (44.3)
10,857 (39.2)
14,818 (32.7)

＜.001

Drinking
frequency
per week

No drinking
1~2
3~4
5~6
≥7

11 (27.5) ＜.001
17,623 (35.2)
8,473 (28.5)
2,093 (32.3)
46 (33.3)

8 (53.3) ＜.001
13,241 (58.2)
5,192 (48.0)
1,347 (51.8)
33 (50.8)

1 (100.0) ＜.001
571 (35.4)
333 (26.5)
100 (32.1)
2 (25.0)

20 (35.7)
31,435 (42.3)
13,998 (33.5)
3,540 (37.7)
81 (38.4)

＜.001

Degree of
obesity
(BMI)

＜25
14,179 (34.4) ＜.001
Obesity (25~30)
11,546 (32.4)
Severe obesity (≥30) 2,521 (26.3)

9,288 (56.5) ＜.001
8,729 (54.3)
1,804 (48.2)

379 (32.3)
458 (31.5)
170 (30.3)

.704

23,846 (40.5)
20,733 (39.0)
4,495 (32.4)

＜.001

Abdominal
obesity1

Yes
No

9,406 (32.3)
18,840 (32.9)

.017

486 (33.5)
521 (30.0)

.036

17,642 (39.6)
31,432 (38.7)

.001

Severity of
blood
pressure

Normal
Stage 12
Stage 23

0 (0.0) ＜.001
13,462 (27.0)
14,784 (40.5)

19,821 (54.7) ＜.001
0 (0.0)
0 (0.0)

0 (0.0)
461 (28.3)
546 (35.0)

＜.001

19,821 (54.7)
13,923 (27.0)
15,330 (40.3)

＜.001

FBS (mg/dL)

Normal
126~147
≥148 (median)

28,246 (32.7) ＜.001
0 (0.0)
0 (0.0)

0 (0.0) ＜.001
7,972 (47.1)
11,849 (61.3)

0 (0.0)
317 (25.1)
690 (35.8)

＜.001

28,246 (32.7)
28,372 (45.6)
28,372 (58.9)

＜.001

Metabolic
syndrome4

Yes
No

13,632 (33.2)
14,614 (32.2)

.002

9,598 (55.0)
10,223 (54.4)

.256

463 (31.0)
544 (32.0)

.550

23,693 (39.5)
25,381 (38.5)

＜.001

Pulmonary
tuberculosis5

Yes
No

34 (31.8)
28,212 (32.7)

.840

34 (54.8)
19,787 (54.7)

.979

2 (50.0)
1,005 (31.5)

.427

70 (40.5)
49,004 (39.0)

.692

Dyslipidemia6

Yes
No

11,223 (32.8)
17,023 (32.6)

.683

10,273 (54.6)
9,548 (54.7)

.809

629 (31.8)
378 (31.2)

.763

22,125 (40.2)
26,949 (38.1)

＜.001

Other thoracic
disease7

Yes
No

1,631 (43.6) ＜.001
26,615 (32.2)

1,117 (61.4) ＜.001
18,704 (54.3)

60 (44.4)
947 (31.0)

.001

2,808 (49.3)
46,266 (38.5)

＜.001

Hepatic
disease8

Yes
No

7,192 (29.6) ＜.001
21,054 (33.9)

7,645 (53.5) ＜.001
12,176 (55.4)

468 (28.9)
539 (34.3)

.001

15,305 (38.0)
33,769 (39.4)

＜.001

Renal disease9

Yes
No

1,317 (45.5) ＜.001
26,929 (32.3)

1,301 (57.9)
18,520 (54.5)

.001

115 (39.3)
892 (30.8)

.003

2,733 (50.3)
46,341 (38.5)

＜.001

Anemia10

Yes
No

261 (36.3)
27,985 (32.7)

195 (55.6)
19,626 (54.7)

.738

6 (21.4)
1,001 (31.7)

.247

462 (42.0)
48,612 (39.0)

.038

28,246 (32.6)

.016

.081

.041

7,750 (55.5)
12,071 (54.2)

19,821 (54.7)

1,007 (31.6)

49,074 (39.0)

1

Abdominal obesity: Waist measurement male ≥90 cm, female≥85 cm; 2Hypertension stage 1: Systolic BP 140~159 mmHg or Diastolic BP 90~99 mmHg;
3
Hypertension stage 2: Systolic BP ≥160 mmHg or Diastolic BP ≥100 mmHg; 4Metabolic syndrome diagnosis: ․ Abdominal obesity: Waist measurement male
≥90 cm, female≥85 cm, ․ Hypertriglyceridemia: Triglyceride≥150 mg/dL, ․ Low HDL cholesterol: male ≤40 mg/dL, female≤50 mg/dL, ․ High blood
pressure: ≥130/85 mmHg, ․ Blood sugar: FBS ≥100 mg/dL; 5Pulmonary tuberculosis suspicion: Except normal and inactive of result of breast X-ray;
6
Dyslipidemia suspicion: Total Cholesterol ≥240 mg/dL, HDL Cholesterol ＜40 mg/dL, Triglyceride ≥200 mg/dL, LDL Cholesterol ≥160 mg/dL; 7Other
thoracic disease suspicion: Except normal and inactive of result of breast X-ray; 8Hepatic disease suspicion: AST≥51 U/L, ALT ≥46 U/L, r-GTP male ≥78
U/L, female ≥46 U/L; 9Renal disease suspicion: Urinary protein pos. ≥ (+1), Serum creatinine ＞1.5 mg/dL, Glomerular filtration rate ＜60 mL/min/173m2;
10
Anemia suspicion: Hemoglobin male ＜12.0 g/dL, female ＜10.0 g/dL; FBS=fasting blood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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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증의심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39.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건강보험 유형에 따른 조기치료율

(p=.038).

은 의료급여인 경우 가장 높았고, 직장가입자인 경우 가장 낮
았다. 이는 의료급여인 경우 진료비 부담이 없고, 의료기관 접

5. 대상자의 조기치료여부에 따른 다중 로지스틱 회귀

근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직장가입인 경우 ‘경미한 질환
인 것 같아서’, ‘회사일로 바빠서’ 등으로 인한 사유로 의료이용

분석 결과

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직장가입자의 보건교육 및
연구대상자의 조기치료여부 관련요인을 확인하고자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전문가와의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주어야 하며 개별 사업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이용을

조기치료여부와 관련요인은 성별, 연령, 건강보험 유형, 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13]. 보험료 분위에

험료 분위, 뇌졸중 가족력, 심장병 가족력, 고혈압 가족력, 당뇨

따른 조기치료율은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 치료율이 높았는

병 가족력, 흡연, 비만도, 복부비만, 혈압의 중증도, 공복혈당,

데 이는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등에서 진료비를 내지 않거나

이상지질혈증의심, 기타 흉부질환의심, 간장질환의심, 신장질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접근이 용이한

환의심, 빈혈증의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력과 가족력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뇌졸중, 심장병, 이

논

의

상지질혈증 과거력이 있는 경우와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
뇨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기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과거

이 연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발견자의

질병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질병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

조기치료 현황과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함으로써 치료순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고혈압

이 연구대상자의 조기치료율 평균은 39.0%였다. 건강검진 결

과 당뇨병은 가족력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치료에 영향

과 유질환자들의 의료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1998년

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에서 1999년의 전 국민 건강검진 결과 유질환자의 의료이용률

생활습관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 주

21.3%[1],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유질환자의 의료이용률

1~2회 음주의 경우에서 조기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1.5%[9], 저소득층 건강검진 결과 유질환자의 의료이용률이

이는 생활습관이 좋은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생

51.0%[11]이었다. 일개병원을 이용한 자의 건강검진 결과 의

각된다. 건강상태에 따라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 혈압의 중증

료이용률 66.3%[12], 일개 시 지역 공무원 건강검진 결과 유질

도가 높은 경우, 공복혈당수치가 높은 경우, 대사증후군이 있

환자의 의료이용률 67.4%[10]이었다. 이는 실제 전 국민 건강

는 경우, 이상지질혈증의심, 기타 흉부질환의심, 신장질환의

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한 Lee [1]의 연구결과보다는 높지만 다

심, 빈혈증의심 등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건강

른 선행연구들보다는 낮은 것이며, 이는 설문지 위주로 진행되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조기치료를 통해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

었던 기존연구와는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치료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인 경우 대사증후군이 없는 경우

여부의 측정기준이 상이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보다 조기치료율이 높았는데 이는 대사증후군과 같은 복합적

질환별 조기치료율은 당뇨병이 54,7%, 고혈압 32.6%, 중복

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의료이용 양상이 증가함을 나

질환 31.6%로 당뇨병의 치료율이 가장 높았고, 성별에 따른 조

타내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치료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는데 이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 생활습관병은 건강행태 변화를 우선적으로 권하고 약물치

자료를 바탕으로 한 Lee [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여성의

료는 건강행태 변화로 수치가 조절되지 않을 경우 실시하도록

경우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서

권고하고 있어 혈압과 공복혈당 수치가 조기치료에 미치는 영

높은 순응도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조기치

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료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비

조기치료여부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슷한 결과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유형, 보험

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료 분위, 뇌졸중 가족력, 심장병 가족력, 고혈압 가족력, 당뇨병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조기치료율이 약간 높았는데 이

가족력, 흡연, 비만도, 복부비만, 혈압의 중증도, 공복혈당, 이

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의료기관 접근성 차이와 밀접한 관

상지질혈증의심, 기타 흉부질환의심, 간장질환의심, 신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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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 조기치료 현황과 관련요인

Table 5. Related Factors of Early Medical Treatment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

OR

95% CI

Gender (male/female)***

-0.20

0.67

0.65~0.70

Age1 (≤29/≥80)***

-1.17

0.16

0.14~0.19

Age2 (30~39/≥80)***

-0.78

0.23

0.21~0.26

Age3 (40~49/≥80)***

-0.15

0.44

0.39~0.49

Age4 (50~59/≥80)***

0.21

0.63

0.56~0.71

Age5 (60~69/≥80)***

0.50

0.84

0.75~0.95

0.71

1.03

0.92~1.17

-0.01

1.02

0.96~1.07

Age6 (70~79/≥80)***
Residence (large city/rural area)
Residence (medium sized or small city/rural area)

0.02

1.04

0.98~1.10

Insurance type (local/medical care)***

0.14

0.91

0.78~1.07

-0.38

0.54

0.46~0.63

Insurance type (company/medical care)***
Quantile of insurance contribution (0/16~20)**

0.10

1.23

1.14~1.32

Quantile of insurance contribution (1~5/16~20)***

0.09

1.21

1.17~1.26

Quantile of insurance contribution (6~10/16~20)

0.01

1.12

1.08~1.16

Quantile of insurance contribution (11~15/16~20)***

-0.09

1.02

0.99~1.05

Past history of stroke (no/yes)

-0.01

0.10

0.83~1.19

0.02

1.05

0.93~1.19

Past history of dyslipidemia (no/yes)

Past history of cardiac disease (no/yes)

-0.01

0.99

0.92~1.06

Family history of stroke (no/yes)***

-0.06

0.88

0.84~0.93

Family history of cardiac disease (no/yes)**

-0.05

0.90

0.84~0.97

Family history of hypertension (no/yes)***

-0.10

0.82

0.80~0.85

Family history of diabetes (no/yes)**

-0.03

0.94

0.91~0.98

Smoking (no experience/smoking)

0.01

1.08

1.05~1.12

Smoking (no smoking/smoking)***

0.07

1.16

1.12~1.20

-0.01

1.11

0.57~2.14

Drinking (1~2/≥7)

Drinking (0/≥7)

0.08

1.21

0.90~1.62

Drinking (3~4/≥7)

-0.02

1.10

0.82~1.48

Drinking (5~6/≥7)

0.05

1.18

0.87~1.59

Degree of obesity (＜25/≥30)**

0.04

1.11

1.05~1.17

Degree of obesity (25~30/≥30)*

0.02

1.09

1.04~1.14

Abdominal obesity (no/yes)***

-0.07

0.88

0.85~0.91

Blood pressure (normal/stage2)***

0.61

1.68

1.55~1.81

Blood pressure (stage1/stage2)***

-0.71

0.45

0.44~0.46

Fbs (normal/≥148)***

0.15

0.86

0.79~0.92

Fbs (126~147/≥148)***

-0.46

0.47

0.45~0.49

Metabolic syndrome (no/yes)

-0.01

0.98

0.96~1.01

Suspicion of dyslipidemia (no/yes)***

-0.04

0.93

0.91~0.96

Suspicion of other thoracic disease (no/yes)**

-0.05

0.90

0.85~0.96

Suspicion of hepatic disease (no/yes)*

-0.02

0.97

0.94~1.00

Suspicion of renal disease (no/yes)***

-0.12

0.79

0.74~0.84

0.09

1.20

1.05~1.36

Suspicion of anemia (no/yes)**

2

x =18,434.21 (p＜.001)
*p＜.05, **p＜.01, ***p＜.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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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빈혈증의심 등이 조기치료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

대한 관심도, 아플 때 대처방법,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신뢰도,

났다. 이러한 요인들을 가진 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독

질환에 대한 지식정도 등 소인성 요인, 가족 수, 단골의료기관

려와 상대적으로 조기치료율이 낮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상담,

유무, 검진결과의 인지가족 유무, 치료기관까지의 소요시간 등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조기치료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

의 가능성 요인, 검진결과의 인지 여부, 보건교육 경험 등의 필

으로 생각된다.

요성 요인 등에 대한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시에는 변수를 추가한 연구가 필

결론 및 제언

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의료이용 내역
만을 추적함으로써 비급여 치료, 보훈대상자, 식이요법 등 자

2013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발견자

가치료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셋째, 1년간 단 1회만 해당

125,852명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 자격, 요양급여내역을 활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자도 치료군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지

용하여 건강검진 이후 1년 이내 조기치료 현황과 관련요인을

속적인 치료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조기치료율 평균은 39.0%였으며,

제한점들을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환별 조기치료율은 당뇨병 54.7%, 고혈압 32.6%, 중복질환

REFERENCES

31.6%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여자에서, 높은
연령에서, 중소도시에서, 의료급여에서, 보험료분위가 낮은 계
층에서 높았다.
과거력과 가족력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뇌졸중, 심장병, 이

1. Lee HG. Effects of Patients's Early Medical Treatment of the
Disease Detected from Health Screening.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2006.

상지질혈증 과거력이 있는 경우와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

2. Jee SH. 건강검진 검사항목 타당성 평가 및 의료비 분석연구.

뇨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기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습

Repor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Yonsei University;

관과 건강상태에 따른 조기치료율은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 주
1~2회 음주의 경우에서 조기치료율이 높았고, 복부비만이 있
는 경우, 혈압의 중증도가 높은 경우, 공복혈당 수치가 높은 경
우,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이상지질혈증의심, 기타 흉부질
환의심, 신장질환의심, 빈혈증의심 등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조기치료율이 높았다.
조기치료 현황을 종속변수로 하고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유형, 보험료 분위, 뇌졸중 가족력, 심
장병 가족력, 고혈압 가족력, 당뇨병 가족력, 흡연, 비만도, 복
부비만, 혈압의 중증도, 공복혈당, 이상지질혈증의심, 기타 흉
부질환의심, 간장질환의심, 신장질환의심, 빈혈증의심 등이 조

2005 March.
3. Jeong HJ, Kwon HY, Han JT, Kim YJ, Lee AK.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type 2 DM screening progra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2008;14(1):29-50.
4. Oh YH. The policy direction and tasks of master plan for health
examination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4;
89(0):51-61.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Health Statistics 2013: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1). 2014:52-55.
6.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Health Screening
Statistical Yearbook; 2014.
7.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of annual report on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2014.

기치료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가진 대상자들에 대

8. Song YH.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therapeutic compliance

한 지속적인 치료독려와 상대적으로 조기치료율이 낮은 계층

of hypertensive patients who visit one hospital for hyperten-

에 대한 맞춤형 상담,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조기치료율을 높
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 개인별 맞춤형

sion control. [master's thesis].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6.
9. Han CH. Medical care utilizion and its determinants of indus-

건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

trial workers with non-occupational diseases. Research on Pub-

후 관리가 요구된다.

lic Health and Welfare. 2007;14:43-56.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
하였기에 의료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포함할 수

10. Moon SY, Park JY, Kam S, Han CH. Health care utilization
and its determinants of public officials with detected diseases
through periodic health examination program in health insu-

없었다. 일반적으로 의료이용형태를 설명하는데 많이 쓰이는

rance.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2000;

Andersen의 예측모형 중에서 배우자여부, 교육수준, 건강에

10(3):1-18.

10

Nursing & Health Issues

건강검진 결과 조기치료 현황과 관련요인
11. Kwon BS, Kam S, Han CH. Health care utilization pattern and
its related factors of low- income population with abnormal
results through health examin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2003;28(2):87-105.
12. Kim JS, Woo KH, Ham JO, Yoo JY, Choi TS, Ha BG, et al.
Factors affecting Soonchunhyang Kumi Hospital utilization

among patient diagnosed by routine health screening. Journal
of Soonchunhyang Medical Science. 2002;8(1):31-38.
13. Kim ES.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its determinants of industrial workers with diabetes mellitus detected through periodic
health examination program. [master's thesis].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7.

Vol. 22 No. 1, 201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