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8 | http://www.e-jhis.org

J Health Info Stat 2022;47(4):268-278  •  https://doi.org/10.21032/jhis.2022.47.4.268

서 론

뇌졸중은 뇌경색,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 뇌혈관의 문제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급성 국소 손상으로, 중요한 보건학 문제 중 하나이다

고혈압 환자의 뇌졸중 발병에 대한 소득 수준의 영향 및 약물 투약 

순응도의 매개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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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income level and stroke incidence in hypertensive patients. We also tried to mea-
sure the mediating effect of poor antihypertensive medication adherence through causal mediation analysis. Methods: This study us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Sample Cohort Data from 2006 to 2015. The study population was newly diagnosed patients with hypertension aged 
18 to 80.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independent-dependent variables, the mediator-dependent variables were confirmed with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s. In ord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oor hypertension medication adherence between income level and stroke occur-
rence, a weighting approach of causal mediation analysis method was used. Since age was the moderate variable, 18-49 years old and 50-80 years old 
were stratified. Results: Under 50 years of age, all the other income groups had a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poor medication adherence than the high-
income group. For the patients aged 50 and older, the low-income group and the Medical Aid beneficiaries had a higher risk of poor medication adher-
ence compared to the high-income group. In the patient under 50 years of age, the risk for the stroke incidence of the low-income group and the Medi-
cal Aid beneficiaries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high-income group. In the patients aged 50 and older, all the other income groups had a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incidence of stroke. Causal medi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mediated effect of poor medication adherence in all groups was not signifi-
cant. Conclusions: Low income significantly increased poor hypertension medication adherence and the incidence of stroke. The mediated effect of 
poor medication adherence wa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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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전 세계에서 약 1,370만 명의 새로 진단된 뇌졸중 환자가 발

생하였고, 약 55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116.4만 장애보정손실

년(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 

세계에서 사망 원인 2위이며, 뇌졸중 발생 이후에는 장애보정손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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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3위를 차지한다[3]. 뇌졸중은 발생 이후에 장애 등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평생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본인뿐만 아

니라 가족들에게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4]. 

고혈압은 뇌졸중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5,6]. 기존의 연구에서 고

혈압의 약물치료는 뇌졸중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8].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에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투약순응도를 

유지하면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연구에서 투약순응도

가 나쁜 고혈압 환자는 투약순응도가 좋은 환자에 비해 뇌졸중 위험

이 27% 높았다[6]. 

소득은 뇌졸중 발생에 중요한 사회적 결정요인 중 하나이면서, 고혈

압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약물 투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9,10]. 이런 맥락에서, 투약 순응도가 소득에 따른 뇌졸중 발

생에서 매개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

득에 따른 뇌졸중 발생에서 투약 순응도의 매개 효과를 측정한 연구

는 현재까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의 주요 위험요소인 고혈압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투약 순응이 소득 수준과 뇌졸중 발병 사이에서 매개 역할

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과 매개 분석 방법을 

통하여 그 매개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자료원 

본 연구에서는 2006-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DB를 이용하였다[11]. 이 코호트 DB는 2006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48,222,537명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00만 명 

이상의 표본 코호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대상자의 의료비 청구 데이터를 토대로 각 개인의 의료 이

용 내역을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가 2002-2005년 기간 동안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내역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6-2015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12]. 국

민건강보험은 가구별로 가구 대표에게 월 보험료를 받으므로, 각 가구

의 대표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 구성원은 동일한 소득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주는 직장가입자의 가구

의 대표자로 등록된다. 각 가구의 대표자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인 가족구성원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본인 및 배우자

의 형제 자매와 부모를 포함한 직계 가족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직장

가입 가구 대표자의 부양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에 등

록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지역가입자 범주에 포함된다. 지역가입

자는 소유한 모든 소득과 재산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모두 반영되

므로, 월 소득 및 재산이 높을수록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반

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에 등록된 소득 수준만 건강보험료 부

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산은 많으나 직장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건

강보험료가 낮게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보다 개인의 소득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13]. 

의료급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저소득 가구의 최소 생계

를 확보하기 위한 공적 지원 프로그램이다[14].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저소득층보다 소득이 낮다. 의료급여 수급

자는 국민기초생활법이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의 필수 

요건은 모든 가정 구성원이 모두 직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경우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는 가계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에 연구대상을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제한하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는 가계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 참여율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지정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불한다

[15].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정부가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 상담 및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의료서비스의 치료 비

용을 거의 또는 전혀 내지 않는다[1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고 두 

번 이상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18세 이상, 80세 이하 환자였다. 2006-

2007년 wash-out 기간 동안 고혈압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환자들

은 제외하였다. 고혈압 진단 전 뇌졸중 진단이 없었음을 확인하기 위

해 2006년 1월 1일부터 첫 고혈압 진단일까지 뇌졸중 치료 기록이 없

음을 확인하였다. 고혈압의 기준은 진단명에 국제질병분류(Interna-

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Tenth Edition, ICD) 코드 I10-I15를 포

함한 경우로 하였다[6]. 항고혈압 약물은 해부 ·치료·화학적 분류(Ana-

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classification) 코드 “C02, C03, 

C07, C08, C09”로 정의하였다[16]. 환자 중 총 항고혈압 약물의 처방일

이 30일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자료원에서 서술하였던 것처럼, 정

확한 소득 수준의 적용을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새로 진단받은 고혈압으로 고혈압 약을 두 번 이상 

처방받은 18세 이상, 80세 이하의 환자는 74,863명이었다. 항고혈압 약

물의 처방일이 30일 이하인 환자(n =7,566), 직장가입자(n = 40,93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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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정도와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환자(n =53)를 제외하여, 총 

26,312명의 환자를 분석하였다. 

분석모델과 변수 

분석 모델은 Figure 1과 같다.

연구 대상은 18세 이상, 80세 이하의 고혈압 약을 처방받고 고혈압

을 진단받은 환자로, 독립변수는 소득수준이며, 결과변수는 뇌졸중의 

발생이다. 이 모델에서 고혈압 약의 투약순응도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즉, 독립변수인 소득수준의 결과이며, 결과변수인 뇌졸중 발생의 원인

이 된다. 

공변수는 결과변수의 변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이며, 공변수 중

에서 결과변수의 원인이 되면서, 독립변수와는 인과관계에 있지 않으

나 연관성이 있는 것을 교란변수라 한다. 이 모델에서 당뇨, 이상지질

혈증, 동반질환여부, 장애 정도는 또 다른 매개체이자 교란변수이다. 

이 모델에서 또 다른 교란변수로서 성별과 주거지역이 있다. 연령은 조

절변수로 작용한다(Table 1, Figure 1).

독립변수인 소득에 대하여, 우리는 2008년의 소득수준이 이후에 변

화가 없다는 가정을 하고, 2008년의 소득 기록을 활용하였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표본 코호트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

을 10분위로 나누며, 데이터에서는 각 개인이 이 10분위 중 어디에 속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따로 분류된다. 본 연구

에서는 소득수준을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수준이 상위 1-3분

위에 속하는 경우를 고소득, 상위 4-6분위에 속하는 경우를 중간 소

Figure 1. Analysis model.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득, 7-10분위에 속하는 경우를 저소득,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분류

하였다. 

매개변수인 고혈압 약의 투약순응도를 정의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

는 투약순응도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 중에서 누적 약물 순응도(Cu-

mulative Medication Adherence, CMA)를 사용하였다. CMA를 계산하

는 식은 아래와 같다[17]. 

투약순응도는 100%를 넘을 수 없으므로, 수치가 100 이상의 값이 

나오면 100으로 간주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CMA를 각각 25%, 50%, 

75%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뇌혈관질환 발생 여부를 관찰하였

을 때, 50% 이하인 그룹과 51% 이상인 그룹 사이에서 뇌혈관질환 발생

의 차이가 유의하게 있던 점을 고려하여, CMA가 50% 이상인 경우를 

투약순응도가 좋은 것으로, 50% 미만인 것을 투약순응도가 나쁜 것으

로 정의하였다[18]. 그러나 투약순응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CMA 70%, 75%, 80%, 

90%를 기준으로 투약순응도의 좋고 나쁨을 정의하여 매개변수로 하

고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변수인 뇌졸중의 발생은 진단명에 ICD 코드 I60-I63을 포함하

는 경우로 정의하였다[19]. 

또 다른 매개체이자 교란변수인 당뇨, 이상지질혈증, 동반질환은 아

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당뇨는 의료이용 기록의 진단명에서 ICD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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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절변수로 작용하며, 매개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에서도 조절변수

로 작용한다. Figure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득에 따른 연령별 CMA의 

중간값은 50-55세를 기준으로 변곡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45세 또는 49세 이하의 젊은 환자의 뇌졸중은 그 이상 

연령대의 뇌졸중과 구분하여 분석된다[21-2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조절변수의 효과를 고려하여, 주요 분석은 50세를 기준으로 층화분

석을 하였으며, 각 층화 분석에서도 연령은 연속변수로서 보정하였다. 

Figure 1에서와 같이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또 

다른 교란변수로는 흡연, 운동량, 비만 등의 건강행태, 뇌졸중의 가족

력, 교육수준, 스트레스 등이 있다. 분석에 사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는 대상자의 국민건강검진 자료 또한 제공하나, 국가검진

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연구 대상 중 뇌졸중 발생 전 건강검진을 받

E10-14를 포함한 경우, 이상지질혈증은 의료이용 기록의 진단명에서 

E78을 포함하는 경우로 하였다. 동반질환은 Charlson 동반질환지수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를 사용하였다. CCI는 고혈압을 처

음 진단받기 2년 전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의료이

용 기록의 진단명 ICD 코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0]. 당뇨는 중요 

교란변수로 따로 보정하였으므로, 이 분석에서 사용한 CCI 변수에는 

당뇨병 진단은 포함하지 않았다.

주거지역은 고혈압을 처음 진단받은 해의 주거지역기록을 이용하여 

대도시, 도시, 시골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주거지역이 특별시 및 광역시

에 속하는 경우를 대도시로, 시 지역에 속하는 경우를 도시로, 군 지역

에 속하는 경우를 시골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모델에 나타낸 것처럼 연령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에서

Table 1. Demograph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s
Total

Income level

p-valueHigh Middle Low
Medical Aid 
beneficiaries

n % n % n % n % n %

Total 26,312 100.0 9,593 100.0 7,449 100.0 6,471 100.0 2,799 100.0
Sex <0.01

Female 12,079 45.9 4,178 43.6 3,334 44.8 3,036 46.9 1,531 54.7
Age (y) <0.01

18-33 683 2.6 210 2.2 194 2.6 216 3.3 63 2.3
34-49 8,439 32.1 2,890 30.1 2,742 36.8 2,120 32.8 687 24.5
50-65 12,221 46.4 5,022 52.4 3,354 45.0 2,823 43.6 1,022 36.5
66-80 4,969 18.9 1,471 15.3 1,159 15.6 1,312 20.3 1,027 36.7

Residential area <0.01
Metropolitan 11,805 44.9 4,483 46.7 3,202 43.0 2,902 44.8 1,218 43.5
Urban 11,583 44.0 4,237 44.2 3,365 45.2 2,831 43.7 1,150 41.1
Rural 2,924 11.1 873 9.1 882 11.8 738 11.4 431 15.4

CCI <0.01
≤2 8,791 33.4 3,261 34.0 2,813 37.8 2,223 34.4 494 17.6
3-5 12,422 47.2 4,810 50.1 3,425 46.0 2,947 45.5 1,240 44.3
≥6 5,099 19.4 1,522 15.9 1,211 16.3 1,301 20.1 1,065 38.0

Physical disability severity <0.01
None 24,253 92.2 9,200 95.9 7,095 95.2 5,968 92.2 1,990 71.1
Mild 470 1.8 47 0.5 47 0.6 64 1.0 312 11.1
Moderate and severe 1,589 6.0 346 3.6 307 4.1 439 6.8 497 17.8

Diagnosis of DM 14,509 55.1 5,158 53.8 3,864 51.9 3,584 55.4 1,903 68.0 <0.01
Diagnosis of dyslipidemia 21,287 80.9 7,892 82.3 5,906 79.3 5,095 78.7 2,394 85.5 <0.01
CMA <0.01

Good (≥50%) 21,700 82.5 8,165 85.1 6,184 83.0 5,158 79.7 2,193 78.3
Poor (<50%) 4,612 17.5 1,428 14.9 1,265 17.0 1,313 20.3 606 21.7

Stroke events <0.01
Total 1,454 5.5 398 4.1 352 4.7 360 5.6 344 12.3
Hemorrhagic 205 0.8 64 0.7 49 0.7 51 0.8 41 1.5
Ischemic 1,322 5.0 355 3.7 320 4.3 328 5.1 319 11.4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DM, diabetes mellitus; CMA, cumulative medication ad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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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사람이 24.2%이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건강검진의 

수진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선택 바이어스(bias)의 우려가 있다[24].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건강행태 및 뇌졸중의 가족력 변수를 주요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다중대체 방법을 통하여, 흡연(비흡연/흡연/과거흡연), 비만

(체질량지수 25 미만/이상), 뇌졸중의 가족력, 신체활동(1주 운동횟수  

3회 이상/미만) 변수를 추가 보정하여 인과 매개 분석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고 주요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통계분석 

우선, 기본 역학적 특성을 빈도 및 백분율로 정리하고, 카이제곱 검

정을 수행하였다. 

매개 효과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

하여 소득 수준(독립 변수)과 투약순응도(매개변수)의 연관성을 확인

하였다. 

전통적인 매개 효과 분석은 매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델과 매개 

변수를 포함한 모델의 추정치를 비교하여 매개 효과의 비율을 계산하

는 것이었다[25].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1) 매개변수-결과변수 교란, 

(2) 독립변수-매개변수의 상호작용, (3)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매개변수-결과변수 등의 이유 때문에 전통적인 접근방식이 매개체의 

실제 효과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6-

28].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반사실적 체계에 기초한 인과 매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콕스(Cox) 비례 위험 모델을 

이용한 생존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 모델에 대한 반사실적 체계 접근

법을 적용하기 위해, Lange et al. [29]이 사용한 방법인 가중치 접근방

식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SAS 엔터프라이즈 가이드 버전 7.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콕스 비례 위험 모델을 

이용한 생존분석에서 각각 교란변수인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당뇨 진

단 여부, 이상지질혈증 진단 여부, 장애 정도, CCI를 보정하였다. 

윤리 성명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IRB 

No.: E1808/003-002).

연구 결과

총 26,312명의 고혈압 환자를 118,919 person-year 추적관찰 하였다.

Table 1은 소득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역학적 분포를 보여준다. 지역 

가입자의 모든 그룹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50-80세 연령층의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65.3%이었으며, 의료급여에서는 73.2%이었다. 뇌졸중의 발생은 소득수

준이 낮아질수록 높아졌다. 

Supplementary Table 1과 Supplementary Table 2는 각각 18-49세, 

50-80세에서의 소득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역학적 분포를 보여준다. 

Table 2는 소득수준을 독립 변수, 나쁜 투약순응도를 결과변수로 하

였을 때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연령별로 층화하

여 분석하였을 때, 50세 미만에서는 모든 소득층에서 고소득층에 비

해 나쁜 투약순응도의 위험이 높았다. 중간소득층은 1.22배(95% confi-

dence interval, CI: 1.08-1.39), 저소득층은 1.49배(95% CI: 1.31-1.70), 의료

급여 수급자는 1.30배(95% CI: 1.06-1.61)로, 높은 위험의 교차비를 보였

다. 50세 이상에서는 중간소득층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저소득층은 나쁜 투약순응도의 위험이 1.35배(95% CI: 1.21-1.50), 의료

급여 수급자는 1.66배(95% CI: 1.45-1.91) 높았다.

Table 3은 연령으로 층화하였을 때, 각 층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뇌

졸중 발생에 대한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생존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모델 1에서 성별, 연령, 거주지역, CCI, 장애 정도, 당뇨진단, 이상

지질혈증진단 여부를 보정하였고, 모델 2에서는 추가로 투약순응도를 

보정하였다. 모델 1과 모델 2에서의 분석 결과는 비슷하였다. 모델 2에

서의 50세 미만에서는 중간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유의한 조정 

위험 비율(adjusted hazard ratio, aHR)의 차이는 없었으며, 저소득층은 

1.61배(95% CI: 1.15-2.27), 의료급여 수급자는 2.55배(95% CI: 1.66-3.90) 

뇌졸중 발생의 위험이 높았다. 50세 이상에서는 중간소득, 저소득, 의

료급여 수급자 모두 고소득에 비해 뇌졸중 발생의 위험이 높았다[중간

소득 aHR 1.21 (95% CI: 1.03-1.42); 저소득 aHR 1.24 (95% CI: 1.06-1.46); 

의료급여 수급자 aHR 1.93 (95% CI: 1.63-2.28)]. 모델 2에서 보이는 것처

Figure 2. The median value of cumulative medication adherence (CMA) by 
age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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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18-49세 고혈압 환자에서는 나쁜 투약순응도가 유의하게 뇌졸중의 

위험을 1.37배(95% CI: 1.04-1.81) 높이지만, 50-80세에서는 투약순응도

의 유의한 연관이 없었다(aHR 0.99; 95% CI: 0.86-1.15). 

Table 4는 반사실적 체계에 기초한 가중치 접근 인과 매개 분석 결

과이다. 이 결과 모든 그룹에서 투약순응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순응도의 좋고 나쁨의 기준을 70%, 75%, 80%, 90% 기준으로 재

정의하여 매개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에도 모든 경우에서 모든 그룹의 

투약순응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ple-

mentary Table 3). 

다중 대체 방법을 통하여 흡연, 비만, 신체활동, 뇌졸중의 가족력을 

추가 보정하여 수행한 인과 매개 분석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

다(Supplementary Table 4). 각 변수의 결측치는 흡연 23.2%, 비만 21.8%, 

신체활동 24.3%, 뇌졸중의 가족력 40.0%이었다. 분석 결과에서, 모든 

그룹에서 투약순응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및 결론

연구 결과, 고혈압 환자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나쁜 투약순응도의 위

험은 높았고, 뇌졸중 발생의 위험 또한 높았다. 투약순응도는 18-49세

Table 2.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poor medication adherence

Variables
Hypertension patients CMA <50% Rate Adjusted OR 

(95% CI)n n %

Age <50
High income 3,100 562 18.1 Reference
Middle income 2,936 635 21.6 1.22 (1.08-1.39)
Low income 2,336 598 25.6 1.49 (1.31-1.70)
Medical Aid beneficiaries 750 171 22.8 1.30 (1.06-1.61)

Age ≥50
High income 6,493 866 13.3 Reference
Middle income 4,513 630 14.0 1.04 (0.93-1.16)
Low income 4,135 715 17.3 1.35 (1.21-1.50)
Medical Aid beneficiaries 2,049 435 21.2 1.66 (1.45-1.91)

CMA, cumulative medication adherenc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model: Y~X+Z, where Y=the poor medication adherence, X=the income level, and Z=confounding factors including age, sex, residential area, 
Charlson comorbidity index, physical disability severity, diagnosis of diabetes mellitus, and diagnosis of dyslipidemia. See the Methods section for more 
details.

Table 3. Results of Cox regression analysis for stroke incidence

Variables
Hypertension patients Stroke Stroke incidence Model 1 Model 2 

n n % Adjusted HR (95% CI) Adjusted HR (95% CI)

Age <50
High income 3,100 63 2.0 Reference Reference
Middle income 2,936 70 2.4 1.24 (0.88-1.75) 1.23 (0.87-1.73)
Low income 2,336 72 3.1 1.65 (1.17-2.32) 1.61 (1.15-2.27)
Medical Aid beneficiaries 750 42 5.6 2.58 (1.69-3.96) 2.55 (1.66-3.90)
Poor medication adherence - 1.37 (1.04-1.81)

Age ≥50
High income 6,493 335 5.2 Reference Reference
Middle income 4,513 282 6.2 1.21 (1.03-1.42) 1.21 (1.03-1.42)
Low income 4,135 288 7.0 1.24 (1.06-1.46) 1.24 (1.06-1.46)
Medical Aid beneficiaries 2,049 302 14.7 1.92 (1.63-2.28) 1.93 (1.63-2.28)
Poor medication adherence 0.99 (0.86-1.15)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Model 1: adjusted for age, sex, residential area, Charlson comorbidity index, physical disability severity, diagnosis of diabetes mellitus, and diagnosis of 
dyslipidemia; Model 2: adjusted for age, sex, residential area, Charlson comorbidity index, physical disability severity, diagnosis of diabetes mellitus diag-
nosis of dyslipidemia, and poor medication ad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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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전체 뇌졸중 발생의 위험을 유의하게 높였으나, 투약순응도의 

매개 효과는 18-49세, 50-80세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약물이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정도를 측정할 때, 이상적이거나 통

제적인 조건을 가정한 약물의 효능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를 나타내는 효과 또한 고려해야 한다[30]. 투약순응도는 약

물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주요 요소가 된다. 본 연구는 투약순응도를 

통해 약물의 효과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효과의 크기가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18-49세에서 독립변수인 소득계층과 매개변수인 투약순

응도의 관계는 유의하였고, 독립변수와 결과변수인 뇌졸중 발생의 관

계도 유의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도 유의하였다. 그

러나 투약순응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 

매개 분석에서 매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단일 매개체로 가정한 분석 모델보다 다중매

개모델을 통해 더 잘 설명되는 경우 매개 효과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CHRNA5-A3 유전자와 결과변수

인 폐암의 연관에서, 흡연을 단일 매개체로 가정하였을 때는 흡연의 

매개 효과는 5%에 불과하였으나, 다중 매개 모델을 이용하였을 때는 

흡연을 통한 매개 효과가 18%까지 측정되었다[31]. 이러한 잘못된 분석

결과는 주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환자군과 대조군이 각각의 하위 

모집단과 다른 비율로 선택될 때 발생한다[32]. 본 연구는 코호트 연구

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샘플링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으므

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적다. 둘째, 어떤 연구자들은 시

간의 흐름에 따른 변동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연구에서는 매개 

분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33]. 본 연구에서 계산한 

투약순응도는 추적 기간 동안의 투약순응도의 평균값이므로, 추적기

간동안 투약순응도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약물의 투약순응도를 2년 단위로 경과관찰 

하였을 때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

게 변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3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실제 현실을 반영

한 것으로, 투약순응도는 소득수준과 뇌졸중 발생 사이에서 매개체 

보다는 교란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투약순응

도는 소득수준과 뇌졸중 둘 다와 관련이 있으나, 둘 사이의 인과 과정 

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35]. 

추가 분석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매개 효과를 측정하였을 때 18- 

49세에서, 저소득층에서, 투약순응도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며, 매개 비

율이 20.6%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반사실적 체계에 기초하여 분석하였

을 때 세 그룹 모두 투약순응도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방법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 반사실

적 체계에 기초한 매개 분석을 수행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26-28]. 

첫째, 독립변수-매개변수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추가 분석에서 매개변

수를 각각 좋은 투약순응도와 나쁜 투약순응도로 고정하여 분석을 하

였을 때, 독립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변화하였으며, 

이를 볼 때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에 상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전적인 매개 분석 방법을 통해 얻은 직접효과에서는 소득수

준과 연관되어 투약순응도가 좋은 경우의 효과가 제거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간접효과가 더 크게 보일 수 있게 된다. 둘째,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매개변수-결과변수의 교란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주거지역, 나이를 교란변수로서 분석모델에서 보정하였다. 이

들 교란변수는 매개변수, 결과변수뿐만 아니라, 독립변수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성별, 주거지역, 나이를 보정하는 것은 독립변수인 소

득 자체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작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18-49세와 50-80세에

서 각각 다른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투약순

응도는 50세 미만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나, 50세 이상에서

는 중간소득 층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뇌졸중 발

생에 대한 생존 분석 결과에서 투약순응도는 18-49세에서만 유의하

고, 50-80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뇌졸중 발생 위험 격차는 50세 이

상인 경우보다 50세 미만인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50세 이상 고소득자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

Table 4. Results of causal mediation analysis 

Income level Adjusted HR p-value

Age <50
High income Reference 
Middle income: natural direct effect 1.23 (1.04-1.46) 0.02
Low income: natural direct effect 1.61 (1.35-1.91) <0.01
Medical Aid beneficiaries: natural direct effect 2.60 (2.09-3.22) <0.01
Middle income: natural indirect effect 1.01 (0.85-1.21) 0.91
Low income: natural indirect effect 1.02 (0.86-1.22) 0.80
Medical Aid beneficiaries: natural indirect  

effect
1.02 (0.85-1.21) 0.87

Age ≥50
High income Reference 
Middle income: natural direct effect 1.22 (1.12-1.32) <0.01
Low income: natural direct effect 1.24 (1.15-1.35) <0.01
Medical Aid beneficiaries: natural direct effect 1.93 (1.77-2.10) <0.01
Middle income: natural indirect effect 1.00 (0.92-1.08) 1.00
Low income: natural indirect effect 1.00 (0.92-1.08) 0.99
Medical Aid beneficiaries: natural indirect  

effect
1.00 (0.92-1.08) 0.99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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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1.93배 높아 이 또한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50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50세 미만 고소득자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2.55배

였다.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노년층에서 건강 불평등은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6-38]. 이에 대한 여

러 학설이 있는데, 그 중 Aging-as-leveler hypothesis는 건강불평등이 

나이가 듦에 따라, 특히 중년 이후로 격차가 줄어든다는 주장하는 이

론으로, 그 이유를 사망 선택과, 혜택 받은 집단의 늦은 질병 발병으로 

설명한다[39,40]. Aging-as-leveler hypothesis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 결

과를 단지 나이가 들면 건강불평등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의 예로 해

석할 수 만은 없다. 

그러나, 젊은 나이의 뇌졸중 발생이 소득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

실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뇌졸중은 합병증 및 재발 예

방을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뇌졸중이 발생하면 취업, 노

동 등에 불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악순환이 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41,42]. 본 연구 결과는 젊은 연령대에서 소득으로 인한 

뇌졸중 발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투약순응도는 소득수준과 뇌졸중의 발생 사이

에서 교란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 결과 50세 이

상의 성인과 달리 50세 미만 성인에서는 나쁜 투약순응도가 뇌졸중 발

생의 위험을 1.37배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저소

득층의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투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급 휴가를 통해 치료순응도를 높

이는 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43].

본 연구는 몇 가지 강점이 있다. 첫째, 고전적 매개 분석이 아닌 인과 

매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투약순응도의 매개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둘째, 분석에 사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

트 자료의 일부는 우리나라 전체 지역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

이다. 셋째, 본 데이터에서는 전체 개체의 0.08%에 해당하는 20명의 환

자만이 연구 기간의 마지막 해인 2015년 이전에 추적 중단이 되었으므

로 추적 경과 관찰의 완결성이 뛰어나다. 넷째, 본 연구는 개별 환자의 

소득 수준을 측정할 때에 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제 보험료 

10분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분석에서 흡연, 운동량, 

체질량지수와 같은 건강행태 관련 변수, 뇌졸중의 가족력, 스트레스, 

교육수준과 같은 변수를 보정하지 않았다. 반사실적 체계에 근거한 매

개 분석에서는 가급적 통제되지 않는 교란변수가 없도록 해야 하나,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추가 분석으로 건강검진 자료

의 흡연, 비만, 운동량, 뇌졸중의 가족력 변수를 추가하고, 결측값을 다

중 대체 방법을 이용하여 보정하여 분석하였을 때 주요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기존에 출판된 투약순응도가 뇌졸중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건강행태 관련 변수를 보정한 민감도 

분석에서의 결과가 큰 차이가 없었다[6]. 이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건강행태 관련 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것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둘째, 소득수준이 2008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하고 개인의 소득수준을 분류하였으므로, 소득이 

그 이후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저소득층과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 그룹의 소득 추계에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국민기초생활법 외 

타법 적용으로 의료급여가 적용된 경우이며, 이들의 소득인정액 기준

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비해 기준이 느슨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포함

된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일부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이 더 낮지 않은 

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한다

면, 실제에서는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결과가 본 연구결

과 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넷째, 투약순응도를 개인이 

처방전을 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 값은 실제로 환

자가 약을 복용한 것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저소득층에서 투약순응도를 높이려는 정책적인 노

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에서 고혈압 약의 투약순응도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높은 투약순응도는 그 자체

로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18]. 또한, 고혈압 

약물 투약순응도가 나쁜 환자라면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다른 만성 

질환의 약물 투약순응도도 나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연구에서 저

소득층 환자의 경우 약물에 대한 오해와 정보 부족 및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투약순응도를 높이는 데 장애가 된다고 했으므로, 이 

과정에서 환자가 충분히 약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가급적 약

물의 조합을 줄이는 등 저소득층 환자의 약물 투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44,4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

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고혈압환자의 투약순응도는 나빴으

며, 또한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높아졌다. 그러나 고혈압환자의 소득에 

따른 뇌졸중의 발생 위험에서 투약순응도의 유의한 매개 효과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연령은 소득에 따른 투약순응도, 뇌졸중의 발생에서 조

절변수로 작용하였다. 

향후 저소득층에서 투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 뇌졸중의 발생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매개 요소 및 중개자를 탐색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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