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복합만성질환(multiple chronic conditions)은 동반이환

(comorbidity)개념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질병의 종류에 관계

없이 2개 이상의 만성질환에 동시에 이환된 경우로 정의한다[1]. 

만성질환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는 복합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은 2020년까지 전체 사망원인의 

73%, 전체 질환의 6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또한 OECD[3]는 향후 수십 년 동안 OECD국가들이 당면해야 

할 가장 중대한 새로운 과제 중 하나로 복합만성질환 문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복합만성질환은 의료이용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장애발생 위

험을 상승시키고, 의존도를 높여 시설 조기 입소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망률을 높이고 삶의 질 저하와 의료이용에 있어서

도 고비용을 초래하며[4], 의학적으로 한 가지 치료법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치료 및 관심이 요구되므로 이는 사회적으로도 

이들의 생산성 감소와 건강관련 비용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Glynn 등[5]은 만성질환 개수가 증가할수록 외래방문이 

증가하였고, 평균 진료비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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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Multiple chronic diseases are expected to exert an increasingly negative influence on the health care system, but 

there is little concern for these chronic diseases despite that individual chronic diseases have been drawing attention in Korea. The oral cavity 

is a part of the body, and oral diseases are closely related to systemic health. Specifically, chronic oral diseases, such as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s, are given considerable weight in terms of the overall use of medical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e of multiple chronic diseases, including oral diseases, morbidity patterns, and any possible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using outpatient 

medical services according to morbidity patterns.

Methods: Analysis was based on Korea Health Panel data from 2011. These data were of 40-year-old and older individuals, of whom 2,619 

had single chronic conditions and 963 had multiple chronic conditions. All of them had experienced being examined as outpatients.

Results: The average utilization frequency of outpatient clinics of a multiple-chronic-condition patient per year was 15.6 times, which was 

1.5 times higher than the 6.1 times of a single-chronic-condition patient. The multiple-chronic-disease patients’ utilization frequency of outpatient 

clinics was compared according to subgroup. Groups 1 and 5 had the highest and lowest utilization frequencies of outpatient clinics, respectively.

Conclusions: Chronic disease coordination is necessary to provide quality care and efficient service.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human 

resource training policies and programs to support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Moreover, policy development and enforcement for patients 

with chronic oral disease are needed to defray high non-payment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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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복합만성질환으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

인 영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

라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아직 개별 만성질환에 머물러 

있으며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며[6] 만성질환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연구역시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질병의 

복합만성전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구강질

환은 전신의 일부이면서 전신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7],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과 같은 만성구강질환은 전체 의료이용

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8]. 그러나 최근에는 포괄적 

건강 개념을 고려할 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 할 필요성

이 증가되고 있어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역시 구강질환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구강질환을 포함한 복합만성질환의 현황분석

과 이환유형을 비교 분석하고 이환 유형에 따른 외래의료서비스 

이용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복합만성질환자와 의료이용횟수와의 관련성을 분

석하여 복합만성질환자의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1년 한국의료패널 6차시 데이터[9]를 이용하였

으며 조사대상자 17,035명 중 40세 이상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원개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만성질환

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이며 이 질환들과 관련이 있는 진단코드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환자를 최종대상자로 하였다. 8가지 질병 

중 1개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단일만성질환자는 2,619명과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복합만성질환자는 963명이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의 복합만성질환은 8개의 대상 만성질환 중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만성질환과 중증만성질

환, 만성구강질환의 보유 유형에 따라 복합1군부터 복합 5군까지 

구분하였다. 복합만성질환 이환 유형별 분류는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11)의 만성질환과 중증질환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만성구강질환은 유병률이 가장 높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대상 질환으로 하였다. 복합 1군은 2개 이상의 만성질

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복합 2군은 만성질환과 중증만성질환

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복합 3군은 만성질환과 만성구강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복합 4군은 중증만성질환과 만성구강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복합 5군은 2가지 만성구강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2011년 한국의료패

널 제6차시 데이터[9]의 조사항목에서 기본조사 항목 중 성별, 

연령, 경제활동유무, 가구소득 5분위 기준, 의료보장형태, 민간보

험가입유무, 장애여부의 문항을 이용하였고, 의료이용 관련은 

의료서비스이용 항목 중 외래 의료서비스 조사항목을 이용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AS(ver 9.2)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분산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

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만성질환보유개수와 이환 유형 분포 

및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

대상자 3,582명의 만성질환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당 

만성질환을 1개 보유하고 있는 단일만성질환자는 73.1%, 2개 

이상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는 26.0%였으며, 복합만성질환자 

중 대상 만성질환을 2개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는 21.6%, 3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복합만성질환자는 5.3%였다. 복합만성질환

자 중 이환 유형별 분류에서 복합1군은 8.5%, 복합 2군은 6.4%, 

복합 3군은 8.1%, 복합 4군은 2.7%, 복합 5군은 1.3%였다.

단일만성질환자와 복합만성질환자간의 1인당 연평균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를 비교해본 결과 복합만성질환자의 경우 

평균 외래 의료이용횟수는 15.6회였으며 이는 단일만성질환자

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복합만성질환 이환 유형별 1인당 

연평균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는 복합 1군이 17.9회로 가장 

많았으며 복합 5군이 연평균 8.2회로 외래 의료서비스 의료이용

이 가장 작았다<Table 1>.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7 No. 3 (Special issue) December 2019

52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단일만성질환과 복합만성

질환의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와의 관련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단일만성질환자와 복합만성질환자

의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단일만

성질환의 경우 외래 의료이용 횟수는 ‘연령’(p<.001), ‘가구소득

(5분위)’(p<.001), ‘민간보험가입’(p<.001), ‘장애여부’(p=.008)

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만성질환의 경우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는 ‘연령’(p=.003), ‘성별’(p=.045), ‘가

구소득(5분위)’(p<.001), ‘의료보장형태’(p<.001), ‘민간보험가입’ 

(p<.001), ‘장애여부’(p=0.037)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즉 

단일만성질환의 경우 60대에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았

으며 가구소득이 낮으며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장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많았다 복합만

성질환자 역시 60대에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가장 많았으

며 여자일 때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많았으며, 소득이 

낮고 의료급여상태이며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수록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많았다<Table 2>.

3.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복합만성질환 이환 유형

별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 비교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복합만성질환자의 이환 유형별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와의 관련성에서 복합 1군은 ‘연령’(p<.050), 

‘성별’(p<.001) 에서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와 유의한 관련

성이 있었고 복합 2군은 ‘가구소득’(5분위)(p<.026), ‘민간보험

가입’(p<.001)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복합 4군은 ‘경제

활동’(p<.011)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복합 1군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에게서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았으며, 

복합 2군 유형인 만성질환과 중증만성질환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구소득이 낮으며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록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많았다. 복합 4군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많았다

<Table 3>.

4. 사회경제적 특성과 복합만성질환 이환 유형이 외

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특성과 복합만성질환 이환 유형별 외래 의료서비

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했던 항목을 독립변수로,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래 의료

서비스이용 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여성, 

비경제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보장형태는 ‘의료급여’인 경

우, 장애가 있는 경우, 소득분위(5분위)에서는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였다. 또한 복합만성질환 이환 유형별 분류군에

서는 복합 1군, 복합 2군, 복합 3군, 복합 4군, 복합 5군이 유의한 

변수였다(Table 4).

Ⅳ. 고찰

복합만성질환의 유병률은 40세부터 70세 연령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안정기에 도달하는 S형 곡선 양상으로 고연령군에서 

복합만성질환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에 

본 연구는 대표성을 지닌 2011년 한국의료패널 6차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40세 이상 성인 중 외래의료서비스를 이용한 

Characteristics Division N(%)
Utilization frequency

M±SD

Chronic
Single chronic 2,619(73.1) 6.1 ± 7.5

Multiple chronic 963(26.9) 15.6 ± 15.9

Total 3,582(100.0) 8.6 ± 11.3

Multiple chronic condition

Group 1 303(8.5) 17.9 ± 17.7

Group 2 230(6.4) 15.7 ± 17.5

Group 3 291(8.0) 15.2 ± 13.7

Group 4 96(2.7) 12.8 ± 13.5

Group 5 43(1.3) 8.2 ± 5.6

Total 963(26.9) 15.6 ± 15.9

<Table 1> The chronic-condition holding number, the morbidity- type distribution, and the outpatient medical care us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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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vision

Multiple chronic condition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N M±SD p N M±SD p N M±SD p N M±SD p N M±SD p

Age

40-49 17 8.0±4.8

.050
*

10 7.8±5.2

.064

27 11.5±6.9

.278

13 15.3±16.6

.248

6 5.7±2.3

.106
50-59 54 15.7±13.2 35 10.7±7.8 81 14.5±9.2 26 12.9±19.7 7 11.7±9.1

60-69 128 18.4±15.8 106 16.0±15.8 123 16.7±17.4 31 15.3±9.5 9 10.1±6.7

70+ 104 20.0±22.2 79 18.6±22.4 60 14.6±12.1 26 8.5±5.4 21 7.0±3.6

Gender
Male 71 13.1±10.1 .001

***

93 16.7±19.1
.507

132 13.7±9.7
.068

40 14.9±16.2
.198

15 8.7±5.3
.660

Female 232 19.4±19.2 137 15.1±16.3 159 16.5±16.2 56 11.3±11.0 28 7.9±5.9

Economic 

activity

Yes 141 18.5±16.7
.601

91 13.9±13.5 .203
*

171 15.5±13.9
.614

47 9.3±6.0 .011
*

25 9.2±6.7
.195

No 162 17.4±18.5 139 16.9±19.6 120 14.7±13.5 49 16.2±17.3 18 6.9±3.5

Household 

income

Group 1 110 21.2±21.3

.115

75 18.3±21.0

.026

53 16.4±17.6

.445

25 16.7±13.6

.277

3 4.7±2.3

.291

Group 2 73 17.1±16.8 60 19.4±20.3 74 16.4±15.7 18 11.2±10.4 5 11.2±11.9

Group 3 53 15.3±8.8 32 10.4±5.9 58 14.9±10.1 21 9.9±5.5 10 9.7±6.1

Group 4 41 13.9±11.8 38 13.2±13.5 53 15.7±13.8 14 16.3±25.9 13 6.2±3.1

Group 5 26 18.0±22.5 25  9.8± 8.7 53 12.1±8.7 18 9.9±6.5 12 8.8±3.6

Type of 

medical security

Health insurance 280 17.2±15.6
.166

204 15.5±17.8
.537

275 14.9±13.0
.308

92 12.5±13.0
.308

43 8.4±5.6
-

Medical Care Assistance 23 27.2±33.1 26 17.7±15.1 16 20.9±22.7 4 20.8±23.9 0 0.0±0.0

Purchase of 

private insurance

Yes 27 11.9±10.0
.065

25 10.2±5.9 .001
***

37 14.9±16.2
.887

29 9.7±9.2
.902

19 7.3±3.2
.332

No 276 18.5±18.2 205 16.4±18.3 254 15.2±13.3 67 14.2±14.8 24 9.0±7.0

Disability
Yes 36 18.0±20.1

.974
42 21.7±27.7

.103
37 17.4±18.5

.299
15 13.9±11.5

.697
2 2.5±0.7

.144
No 267 17.9±17.4 188 14.4±14.0 254 14.9±12.9 81 12.6±13.9 41 8.5±5.6

Total 303 230 291 96 43

*
p<0.05 ***p<0.001

<Table 3> Comparison of medical care use frequency by morbidity type of multiple chronic conditions according to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Utilization frequency

N
Single chronic

N
Multiple chronic

M±SD p M±SD p

Age

40-49 440 5.1±4.8

.001***

73 10.4±9.0

.003*
50-59 680 5.7±5.4 203 13.9±12.0

60-69 758 7.1±9.3 397 16.8±15.8

70+ 741 5.9±8.3 290 16.6±19.0

Gender
Male 1,107 5.8±5.5

.128
351 14.3±13.6

.045
Female 1,512 6.3±8.7 612 16.4±17.0

Economic activity
Yes 1,545 6.0±7.3

.744
475 15.1±14.2

.352
No 1,074 6.1±7.9 488 16.1±17.3

Household income

Group 1 437  8.1±10.8

.001***

266 18.8±19.8

.001***

Group 2 530 6.1±6.1 230 16.8±17.0

Group 3 507 6.4±7.7 174 13.3±8.6

Group 4 576 5.4±7.0 159 13.9±14.2

Group 5 568 4.8±5.3 134 12.2±12.4

Type of medical security
Health insurance 2,496 6.0±7.0

.051
899 15.2±15.0

.001*

Medical care assistance 123  8.6±14.8 69 21.8±24.4

Purchase of private insurance
Yes 620 5.2±5.5

.001***
137 11.3±11.0

.001*

No 1,999 6.3±8.0 826 16.3±16.4

Disability
Yes 250  7.7±10.2

.008*
132 18.3±21.6

.037*

No 2,369 5.9±7.1 831 15.2±14.7

Total 2,619 963

*
p<0.05 ***p<0.001

<Table 2> Relationship of medical care use frequency between single chronic disease and multiple chronic disease according to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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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만성질환자와 복합만성질환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단일만

성질환자와 복합만성질환자간의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복합만성질환자의 경우 만성질환, 중증

만성질환, 구강질환과 같은 이환 유형에 따라 외래를 중심으로 

한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5군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합만성질환자의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관련하여 의료서비스이용은 연간 외래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단일만성질환자 비해 복합만성질환자의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는 1인당 연평균 15.7회 방문하였으며 

이는 단일만성질환자 1인당 연평균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

인 6.1회보다 복합만성질환자의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2배 더 많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복합질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연간 외래 방문 횟수가 2배 이상 많다고 보고한 

Kwak[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며, Bussche 등[12]의 독일 

6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복합질환자의 외래이용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만성질환 개수가 증가할수록 외래 방문회수가 증가한

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복합만성질환 이환 유형별 1인

당 연평균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에서 5개의 이환 유형 

군 중 복합 1군의 경우 17.9회로 가장 많은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를 보였으며 이와 반대로 복합 5군의 경우 8.2회로 

이환 유형 군 중 가장 낮게 외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13]의 2011년도 치과외래 평균이용 

횟수인 4.4회 보다 평균 3.8회 많은 횟수로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차이는 본 연구는 유병률이 높은 

구강만성질환이면서 치과이용 필요성이 높은 치아우식증과 치

주질환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만을 분석하였기

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복합만성전신질환자에 

비해 복합만성구강질환을 보유한 그룹의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이 낮은 것은 전신질환에 비해 구강질환을 가볍게 여기고 질환으

로 인지하지 않아 구강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이

용을 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2012년도 건강보

Division B (S.E)  p

Age 0.406(0.077) .092 .001***

Gender(standard=Male)

 Female 1.002(0.368) .044 .007

Economic activity(standard=Yes)

 No -0.85(0.373) .037 .023

Type of medical security(standard=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Assistance 2.509(0.819) .050 .002

Purchase of private insurance(standard=join)

 Not join -0.452(0.457) -.016 .323

Disability(standard=No)

 Yes 1.306(0.59) .036 .027

Household income(standard=Group 1)

 Group 2 -1.36(0.556) -.049 .015

 Group 3 -1.573(0.592) -.055 .008

 Group 4 -1.757(0.603) -.063 .004

 Group 5 -2.455(0.612) -.086 .001***

Multiple chronic condition(standard=Single)

 Multiple chronic condition Group 1 10.45(0.644) .258 .001***

 Multiple chronic condition Group 2 8.344(0.726) .181 .001***

 Multiple chronic condition Group 3 8.472(0.644) .205 .001***

 Multiple chronic condition Group 4 6.298(1.079) .089 .001***

 Multiple chronic condition Group 5 352(1.603) .034 .028

F= 2.442 Adjusted R²: 0.177 ***p<0.001

<Table 4> Influence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morbidity type of multiple chronic conditions upon medical care us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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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외래이용 다빈도 순위[14]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 

치아우식증이 7위를 차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 연간 미 

치료율은 성인에서 40%에 가깝고[15] 이는 병⋅의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구강건강 문제는 

심각하고 이로 인한 의료이용이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치과 의료

이용이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는 

나아가 복합적인 구강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더 많은 

미충족 치과 의료이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치과영역에 있어 건강보

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치과방문의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복합만성질환 이환 유형별 외래 의료

서비스 이용횟수와의 관련성에서 복합 5군의 경우 사회경제적 

특성과 의료이용횟수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과 조[16]는 개인수준에서 연령, 소득, 건강보험유무가 치과서

비스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복합 5군에 해당하는 경우 치아우식증

과 치주질환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하였

기에 그 대상자 수가 적어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본 연구에서 확인 된 바 단일만성질환에 비해 복합만성질

환자의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

며 복합만성질환의 이환 유형 군에 따른 외래 의료서비스이용 

횟수는 복합 1군인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래 

의료서비스이용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복합 5군인 복합구강만

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래 의료서비스이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고령자의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자의 경우 만성질

환 수도 증가함에 따라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함께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의료이용 횟수와 더불어 의료비증가로 인한 

부담 역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일질병중심

의 관리에서 벗어나 복합만성질화자의 질병 관리에 대한 새로운 

질병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복합만성질환

도 만성전신질환은 물론 구강질환에 대한 관리와 예방교육, 상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포괄적인 복합만성질환 관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

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복합만성질환자의 건강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복합만성질환과 관련한 연구결과의 

비교 고찰시 특정 만성질환의 분류와 조합 등이 연구마다 상이하

여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입원과 응급의료서비스의 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질환별 조합에서 각 질환별로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복합만성질

환자의 질환상태를 고려하고 이들의 진료비용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질 높은 자료를 이용하여 구강질환을 포함한 

포괄적 복합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Ⅴ. 결론

이 연구는 복합만성질환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환 유형에 

따른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를 분석하고 복합만성질환의 

이환유형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복합만성질환자의 외래의

료서비스 이용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2011년 한국의

료패널 6차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40세 이상자의 외래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단일만성질환자 2,619명과 복합만성질

환자 963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복합만성질환의 비율은 26.9%였으며 복합만성질환자의 

1인당 연평균 외래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는 15.6회로 단일

만성질환의 6.1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2. 복합만성질환의 이환 유형에 따라 하위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를 비교한 결과 복합만

성질환 1군에서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가장 많았고, 

복합 5군은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가장 낮았다.

3. 복합만성질환의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는 ‘연령’ 

(p=.003), ‘성별’(p=.045), ‘가구소득(5분위)’(p<.001), ‘의

료보장형태’(p<.001), ‘민간보험가입’(p<.001), ‘장애여부’ 

(p=0.037)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 결과로 볼 때 만성질환의 수가 증가할수록 의료이용이 

증가하며 복합만성질환 이환 유형에 따라 의료이용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복합만성구강질환을 보유한 경우 

다른 유형의 복합만성질환군보다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복합만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단일만성질환관리에 국한한 만성

질환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상태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복합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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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구축과 이를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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