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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ged society, it is important to prevent older people from being disability needing long-term c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ediction model to discover high-risk groups who are likely to be ben-
eficiar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is study is a retrospective study using databa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collected in the past of the study subjects. The study subjects are 7,724,101, the pop-
ulation over 65 years of age registered for medical insurance. To develop the prediction model, we used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and multi-layer perceptron neural network. Finally, random forest was
selected as the prediction model based on the performances of models obtained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val-
idation. Random forest could predict about 90% of the older people in need of long-term care using DB without
any information from the assessment of eligibility for long-term care. The findings might be useful in evidence-
based health management for prevention services and can contribute to preemptively discovering those who need
preventive services in old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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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배경

전세계는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고노인인구비중이증가하는인구고령화현상을경험하고있다.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2018년 고령사회 진입 후 8년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견되고 있으며, 이는 OECD
주요국의평균진입속도 25.08년(OECD, 2021)과비교할때,전세계유례없는속도임이분명하다.
일반적으로노인은생체구조와기능의쇠퇴로인해질병에대한민감성이높아져질병이환에취약하다.

또한, 질병 및 스트레스 등 외부 영향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여 질병 이환 후 회복이 어려우며, 신체조직
과 기관의 퇴행성 변화는 기능저하를 유발하여 결국 기능장애(이하 장애)나 사망을 초래한다 (Nagi, 1991;
Verbrugge와 Jette, 1994). 우리나라의 국민이 인지하는 건강수명은 평균 66.3세이며 기대수명은 평균 83.5
세로 (Statistics Korea, 2021), 노년기 기간 중 약 17년동안 급/만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을위한요양서비스를필요로하는기능제한또는장애상태에놓여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노인의장애는요양시설입소,공식 ·비공식재가서비스필요와같은부정적결과를야기하며,이는노인

본인뿐만 아니라 비공식 돌봄제공자 및 보건의료 자원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Thomas 등, 2004), 노인의 장
애발생은중요한사회적문제로인식되고있다.특히,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측면에서노인수의

This paper was reconstructed from “An exploratory study on risk factors for long-term care needs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Song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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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른 장애 발생률 증가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증가 및 서비스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친다.장기요양재정지출전망에따르면장기요양서비스이용에따른재정지출이 2020년기준 10.1
조원에서 2025년 15.8조원, 2050년에는 116조원으로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견되고있다 (Kim, 2020).
최근WHO는초고령사회에보건복지정책의실행목표를건강노화로정할것을제안하였다.건강노화란

질병이있더라도일상생활수행을위한기능적능력(functional ability)을최대한유지하면서지역사회에서노
년기웰빙을가능하게하는과정을일컫는다 (WHO, 2015).건강노화를실현하기위한방안으로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장기요양 체계 구축, 특히,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만성질환 이환 예방, 조기 진단 및 관리를 통한
장기요양필요(장애발생)의사전예방을강조하였다 (WHO, 2017).
장애의 예방은 크게 질병 예방을 목표로 하는 공중보건 조치(1차 예방), 질병을 치료하는 치유 조치(2차

예방), 손상 또는 장애를 치료하는 치유 및 재활 조치(3차 예방)로 분류된다 (WHO, 1991). 노인의 경우는 이
미 대부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병 치료 및 사회적 지지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기능상의
장애를 줄이는 3차 예방이 중요하다 (Won, 2014). 특히, 건강악화를 야기하는 위험요인을 교정하는 예방과
조기 개입은 질병 발생예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건강상태 유지와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Lionis
와 Midlov, 2017).따라서노인의생활의존상태에영향을미치는노쇠,근감소증,낙상과같은노인증후군의
예방 전략이 필요하며 (Won, 2014), 이러한 서비스 제공 대상인 장애 발생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노인의 비독립성을 야기하는 기능장애 발생 및 장기요양 필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

실하며, 이를 위해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 체계를 마련하기에 앞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건강노화 실현
을위한장기요양예방서비스제공대상자를선정하기위해서는통상적으로사회복지서비스에서활용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의 선택적 선별 기준보다는 장기요양 필요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발생 고위험 대상자
를 선정하는 보편적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건강한 노인이 장애노인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속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 건강상태, 복지서비스나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같은 환경(맥락)
적 요인 등 노인을 둘러싼 다차원적 영역의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 (Verbrugge와 Jette,
1994; Freedman, 2009; Yun과 Jo, 2014).최근과학적근거기반의실천이나정책수립의중요성(evidence based
practice & policy; EBP)및빅데이터활용강화(한국판뉴딜2.0)가강조되고있는시점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
의 빅데이터에 수집된 전국민의 자격 및 건강정보 등 다양한 요인을 근거로 기능장애 발생 고위험 대상자를

발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간장기요양필요발생예방과관련하여진행된연구들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예방의필요성을다루

는연구가주를이루어,통계모형기반의예방정책의대상자를발굴하는것에초점을둔선행연구는없었다.
다만,장기요양과관련하여장기요양인정신청을한노인의장기요양수급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장기요양
등급을결정짓는모형을개발하거나보완하는연구(Han등, 2011; Han등, 2011)가있었으나,이는신청자를
대상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인정조사직원에의해조사되는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정보에기반하여구축된

모형이어서전체노인의기능장애발생위험을평가하기위한모형으로적용이불가능하다.
이에본연구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집적된인구사회학적정보및건강정보를활용하여타인의돌봄및

장기요양 필요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2.1.연구설계

본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를 활용한 후향적연구(retrospective study)이다. 즉, 2020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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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flow chart.

기준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종속변수의 사건발생 여부를 정의한 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이미수집된국민건강정보를활용하는것이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개념적·조작적 정의를 마련하며, 타당한 분석자료 구축을 위해
개념적틀에근거하여선정의된종속변수의사건발생에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를선정한다.이를기반으로
구축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통계분석 및 체계적 타당성 검증 절차를 통해 예측모형을 개발한다. 본
연구의윤리적검토를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원내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승인을받았다 (IRB
No.: 2021-HR-01-0006).

2.2.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통상노인을정의하는연령기준을준용하여 2020년도기준만 65세이상고령자로정의한다.
단,동등한상태에서종속변수를정의할수있도록이미타인의돌봄을필요로하는기능장애가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제외기준은 (1) 2020년도 이전에 이미 기능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필요가인정된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인경우, (2) 2020년도이전에요양병원에입원하여 2020년까지도입
원상태가지속되어돌봄이필요한상태로판단되는경우, (3)종속변수를정의하는기간인 2020년도이전에
사망한경우이며,이와더불어 (4)필수자격정보(가입유형,거주지역,가구원수)가결측인경우도제외하였
다.조작적정의및제외기준에따라국민건강정보자격 DB를통해선정된연구대상자는총 7,724,101명이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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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석변수

2.3.1.종속변수

기능장애를측정하는가장공통적인기준은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과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활용하는것이다(National Council on Disabil-
ity, 2008).이는의학적진단이외의장애상태에의해일상생활유지시장애정도와타인의도움필요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지표이다 (Lim, 2008).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이를 고려한 구조화된 등급판정
도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필요 대상자를 정의한다. 등급판정도구는 노인의 주관적인 욕구(want)와
객관적인필요(needs)를연계시켜장기요양필요의정도를판별하는역할을한다 (Seo와 Jang, 2005).즉,개인
의인지된주관적욕구에서더나아가사회제도내객관적이고규범적인측면에서의장기요양필요를정하고

있다.

전술한근거에따라,본연구에서예측하고자하는타인의돌봄이필요한의존적상태인기능장애발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 인정여부(장기요양
진입)로 정의하였다. 특히, 노인의 경우 기능상태의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취약한 대상자이므로 (Chung,
2015),단기적으로가능성이높은대상자를신속하게발굴할필요가있다.이에따라국민건강정보장기요양
보험 DB를활용하여 2020년도노인장기요양보험의수급권을인정받은경우(등급판정절차에의거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종속변수의 사건발생(y = 1)으로 정의하였다. 만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
건이발생하지않은경우는사건미발생(y = 0)으로정의하였다. DB를통해조작화된연구대상자의사건발생
비율은 4.50%로관측되었다.

2.3.2.독립변수

독립변수선정및조작적정의는크게 4단계에걸쳐마련되었다.

1단계는 독립변수의 선정과정으로 Rowe와 Kahn (1987)의 성공적 노화 개념모델과 Freedman (2009)의
장애노인모델을기반으로 Han등 (2018)이개발한노인의건강노화개념틀(Figure 2)에근거하여,노인의노
쇠 및 기능장애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총 42편)과 국민건강정보 상의 가용성 검토를 통해 1차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그 후 국민건강정보의 자격 DB, 건강검진 DB, 급여내역 DB를 통해 선정된 독립변수의 정보를
수집하여분석자료를구축하였다.이때,개인적요소나환경적요소등시간의흐름에변화가적고기능장애
발생직전의정보가중요한독립변수는최근 1년간의정보를활용하였다.건강행태와현건강수준을측정한
건강검진 자료의 경우 2019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수검률이 69.9%로 (Statistics Korea, 2021) 약 30%
에서결측이존재하고,수검했음에도항목값에결측이나적절치않은값이추가로발생한다는점을고려하여
제외하였다.이를대신하여건강관리를하고있음을나타내는 ‘건강검진이력’변수를추가하였다.건강상태
를나타내는의료이용정보의경우 Han등 (2018)에서제시한장기요양노인의진입 3년전부터의료및입원
이용의 증가 양상 결과를 고려하여 3년 간의 정보를 모두 활용하되, 3년 간의 정보를 분포도에 따른 범주화
(노인성질환,의료이용여부,질환별수술여부,수술여부,질환별입원여부,입원여부)및평균이나합계방식
(다중질환수,찰슨동반상병지수,의료이용일수,의약품복용)으로요약하였다.

2단계는독립변수의적절성을탐색하는과정으로,각독립변수별로기술통계분석을통해결측정도,극단
치(outlier)및오류값존재여부등을검토하여,각독립변수의정의에맞게재범주화등전처리과정을거쳤다.

3단계는 각 독립변수별 가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전체 자료의 10%를 단순임의추출한 표본자료를
활용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통해얻어진회귀계수의유의성(p-값),예측력(AUC),정분류율, AIC통계량
을평가하였다.이를통해,각독립변수별로변수의척도(연속형 vs.범주형),범주수(예: 2범주 vs. 3범주등)
를결정하였다.

마지막 4단계 과정은 최종 독립변수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체 자료에 독립변수별 조작적 정의를 적용한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 identifying high-risk older persons in need of long-term care 461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계수의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하였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
선성을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로평가하여최종독립변수를선정하였다.

앞선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개인적 요소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8개, 환경적 요소 중 사회적 환경 1개, 물리
적 환경 9개, 건강상태 중 건강수준 9개, 건강행태 1개, 의료경험 49개, 신체적·인지적 능력 1개의 총 78개
독립변수가선정되었다(Table 1).

2.4.분석방법

본연구에서활용하는분석자료는만 65세이상전국민약 770만명에대한종합된건강정보자료로,분석자료
의양이방대하다는특징을갖는다.따라서예측모형을개발하기위한다양한통계방법론을적용할수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유한 통계방법인 로지스틱 회귀모형, 머신러닝 방법 중 결과의 시각화로 높은 이해도
를확보할수있어학계및산업계에서많이활용되는의사결정나무와의사결정나무의과적합및불완전성을

보완하기위해수많은결정나무를만들고이를통해얻어진결과를다수결원칙에따라종합하는알고리즘인

랜덤포레스트, 머신러닝의 최신 기술인 딥러닝 방법의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을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선정하였다.

각 분석방법별 모형 설정은 다음과 같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고유한 방법 그대로(logit link function)
를이용하며,유의수준 0.01을기준으로하는후진제거변수선택법을이용하였다.의사결정나무는이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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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s in each domain

개념영역 세부영역 변수 변수속성 범주설명

개인적

요소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이분형 남,여
연령 연속형 단위:세

직업유무 이분형 무,유
소득수준(보험료) 명목형 21범주: 0분위수 ∼20분위수

자격구분 명목형
6범주:직장가입자,직장세대원,지역가입자,
지역피부양자,의료급여수권자,의료급여피부양자

주장애유형1 명목형 4범주:정상,신체외부장애,신체내부장애,정신적장애
주장애등급 명목형 3범주:정상,심하지않음,심함

산정특례대상자여부 이분형 아니오,예

환경적

요소

사회적환경 가족원수 명목형 5범주: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물리적환경

지역구분 명목형 3범주: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재정자립도 연속형 단위: %
사회복지예산 연속형 단위: %
의료기관수 연속형 단위:인구10만명당기관개수
장기요양기관2수 연속형 단위:노인인구 5만명당기관개수

건강상태3

건강수준

7개노인성질환 명목형
4범주4 : 3년동안질환없음,적어도직전 1년동안질환없음,
적어도직전 1년동안질환있음, 3년동안질환있음

다중질환수 연속형 단위:최근 3년연평균질환수
찰슨동반상병지수 연속형 단위:최근 3년연평균 CCI

건강행태 건강검진이력 이분형
최근 3년내한번도없었음,최근 3년내한번이라도
있었음

의료경험

의료이용여부 명목형
3범주: 3년동안이용안함,필요에따라이용,
3년동안계속이용

의료이용일수 연속형 단위:최근 3년동안총이용일수
21개질환별수술여부

및수술여부
이분형

3년동안한번도수술안함, 3년동안
한번이라도수술함

23개질환별입원여부
및입원여부

이분형
3년동안한번도입원안함, 3년동안
한번이라도입원함

의약품복용 연속형 단위:최근 3년연평균약물수

신체적·인지적능력 노쇠상태 명목형
4범주: 3년동안노쇠아님,직전 1년동안노쇠아님,
직전 1년동안노쇠상태, 3년동안노쇠상태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의장애분류준용함
2 요양시설및재가서비스를제공하는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기관에한함
3 건강상태영역의변수는급여DB를통한의료이용정보로정의되며,이때,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노인성질환으로정의
된 23개질환(뇌졸중,파킨슨,치매,우울증,불면증,고혈압,고지혈증,관상동맥질환,울혈성심부전,당뇨병,간경변증,
암,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결핵, 시각장애, 청각장애, 만성신장질환, 배뇨장애,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골절·탈골 및
사고후유증)에대해서만관측함

4 진입기준 1년전구간, 2년전구간, 3년전구간의질환별의료이용정보를통해,구간별각질환유무를정의하고,이를
토대로 4범주로재구성함

를 원칙으로,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향상도를 통해 과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한,분석을통해도출된노드규칙정보및연구자의판단,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노드규칙변경또는가지
치기를수행하였다.랜덤포레스트는 500개의의사결정나무를형성하도록하였으며,변수선택에사용될변수
중요도는손실감소로설정하였다.다층퍼셉트론신경망의경우,분석에앞서각독립변수마다동일한학습
영향력을주도록 0∼1사이의값으로표준화하는작업을거쳤다.또한,직접연결을포함한두개의은닉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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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개의은닉뉴런수를갖는구조로설정하였으며,시그모이드활성화함수를이용하였다.

예측모형 개발은 모형 적합 단계와 타당성 검증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선 전체 자료를 훈련 자료
(training data, 60%; n = 4,634,460),검증자료(validation data, 20%; n = 1,544,821),시험자료(test data, 20%;
n = 1,544,820)로 분할하였다. 훈련 자료를 이용하여 각 분석방법별 여러 모형을 적합하며, 검증 자료를 통
해 여러 모형 중 가장 성능이 좋은 하나의 모형을 선정하였다. 그 후 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분석방법별
예측모형의성능재현성검토및실질적인성능을평가하였다(내적타당성평가).이때,성능평가를위해모
형의전반적인예측력을나타내는 AUC와모형을통해얻어진예측확률이얼마나사건여부를잘판별(분류)
하는지를 나타내는 판별력(discrimination)을 평가하는 통계량인 정확도(accuracy), 민감도(sensitivity), 양성
예측율(positive predictive value), 특이도(specificity)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모형을 통해 얻어진
예측확률을 모형 기반 최적의 절단점(cut-point)을 기준으로 분류한 예측값과 실제 관측된 값 간의 분할표를
기반으로각산식에따라산출되었으며,모형별최적의절단점은 Youden’s index를통해결정하였다.또한,각
분석방법별 모형이 새로운 자료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일반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외적 타당성 평가
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자료 구축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연구대상자 및 결과변수를 정의하는
시점을 2021년도 6월 30일기준으로업데이트하여모형구축자료와는독립된새로운자료를재구축하였다.

이상의일련의결과를토대로가장성능이적절하다고판단되는최종예측모형을제시하였다.모든통계
분석은 SAS 9.4와 SAS E-Miner 14.1을이용하였다.

3.연구결과

3.1.기능장애발생여부에따른독립변수분포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이자 사건발생 여부별 독립변수의 분포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개인적 요소의 경
우,사건발생집단에서여자(71.51%),낮은소득수준(특히, 0, 1분위가 24.37%차지)이많았으며,사건미발생
집단에 비해 사건발생 집단의 직업보유률이 5.16%p 낮았다. 사건발생 집단의 평균 연령이 82.45세로 사건
미발생 집단에 비해 약 9세 높았으며, 사건발생 집단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 지역세대원(10.96%),
직장피부양자(55.05%), 그리고 저소득층 자격인 의료급여세대주(13.94%)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신체적 장
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32.35%로 높았으며, 산정특례대상자인 경우도 18.87%로 사건미발생 집단에 비해
8.71%p높았다.환경적요소의경우,사건발생집단에서 1인가구비율이 36.48%로높았으며(Δ11.28%p),농
어촌거주자가사건미발생집단에비해약 5%p많았다.사건발생집단의지역별재정자립도(평균 45.33%)와
사회복지예산(평균 34.02%) 비중이 비교적 작았고, 의료기관수(인구10만명당 평균 106.00개)와 노인인구 5
만명당방문간호기관수(평균 6.41개)는상대적으로적었으나,요양시설(평균 40.85개),방문요양(평균 102.52
개),주야간보호(평균 33.10개),복지용구기관수(평균 13.24개)는많았다.건강상태를살펴보면,노인성질환
중 장기요양 인정자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진 질환인 뇌졸중, 치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골절·
탈골 및 사고후유증이 실제로 사건발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동안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64.00%로 가장 높았고, 관절염(35.40%), 당뇨병(29.32%), 치매(25.11%) 순으로 나타났다. 수발부담이 높은
암의경우는오히려사건미발생집단에서이환률이높으며,사건발생집단에서는직전 1년동안암에이환된
비율이 5.45%로 높았다. 최근 3년동안 연평균 다중질환 수는 평균 4.98개로 사건미발생 집단에 비해 약 1개
의 질환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CCI 역시 사건발생 집단에서 평균 3.02점으로 약 1점 높았다. 사건발생
집단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36.22%로 미발생 집단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여부는 사건발생 집
단에서 3년동안 의료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94.90%), 의료이용일수 또한 많은 것(평균 총 75.45일)으로
나타났다. 23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최근 3년동안 한번이라도 수술한 비율은 사건발생 집단에서 34.03%,
사건미발생 집단에서 25.02%였으며, 입원한 비율 역시 사건발생 집단(50.01%)이 사건미발생 집단(27.0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시각장애, 청각장애, 배뇨장애를 제외한 모든 수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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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formation of each model and their performance in internal validation

통계방법 예측력 절단점1 정확도 민감도 양성예측률 특이도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16단계에걸쳐총 62개의위험요인이선정

0.940 3.0% 85.86 87.96 22.53 85.76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총 10개의위험요인으로총 19개의끝마디생성

0.884 3.6% 89.32 78.18 26.60 89.84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500개의결정나무생성(총 498,179개의분리규칙)

0.944 5.0% 85.09 90.06 21.87 84.85

신경망·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78개독립변수의직·간접연결구조를갖는모형

0.948 3.0% 85.22 90.59 22.10 84.97

1 Youden’s Index (J)에따라선정된절단점(cut-point).

Table 3: External validation results of the prediction model

구분 예측력 정확도 민감도 양성예측률 특이도

로지스틱회귀분석 0.925 84.77 88.36 12.59 84.68
의사결정나무 0.882 88.48 77.85 14.73 88.75
랜덤포레스트 0.942 83.93 90.84 12.25 83.75
신경망다층퍼셉트론 0.935 84.80 90.38 12.82 84.66

사건발생 집단의 비율이 높았으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배뇨장애를 제외한 모든 입원에서 사건발생 집단의
비율이높게나타났다.연평균복용약물수의경우사건발생집단에서평균 5.34개로미발생집단의평균 3.51
개에비해높았다.신체적·인지적상태를나타내는노쇠율도사건발생집단에서 8.08%로약 4배높은것으로
나타났다(별도표로제시하지않음).

3.2.예측모형및내적타당성평가

훈련 자료와 검증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방법별로 선정된 예측모형의 정보와 이를 시험 자료에 적용하여 산

출한 모형별 성능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예측력 측면에서 신경망이 94.80%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방법론의 복잡성(complexity)을 감안할 만큼 랜덤포레스트(94.40%) 및 로지스틱 회귀모형(94.00%)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Youden’s index 방법을 통해 결정된 각 모형별 최적의 절단점을 이용한 분류
표상에서얻어진판별력을살펴보면,의사결정나무에서약 89%정도의높은정확도와특이도를보인반면,
가장낮은민감도(78.18%)를보였다.의사결정나무를제외한모든모형에서정확도와특이도가약 85%정도
를보였으며,신경망이 90.59%로가장높은민감도를가졌고,랜덤포레스트도이에못지않게높은 90.06%의
민감도를나타내었다.

3.3.외적타당성평가

분석방법에기술한것과같이 2021년 6월 1일을기준으로외적타당성검증자료를구축하였다(총 8,080,796
명). 이 중 장기요양 진입자는 총 196,868명(2.44%)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토대로 각 모형별 외적 타당성
평가의성능을 Table 3에제시하였다.전반적으로각모형별성능의양상은유사하나,모든모형에서내적타
당성평가결과에비해성능이감소하였다.상세히살펴보면,예측력의경우신경망은 93.50%로여전히높은
예측력을보이고있으나감소폭이 1.30%p로비교적변동이크게나타난반면,랜덤포레스트는모형중가장
높은예측력을보이며(94.20%),감소폭도 0.20%p로미미하여큰변동없이성능이안정적으로유지되는것으
로나타났다.정확도와특이도는모든모형에서 1.20%p미만으로감소하였다.민감도의경우의사결정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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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op 20 variables by importance.

신경망에서성능의감소를보였으나,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0.40%p,랜덤포레스트에서 0.78%p증가하였다.

3.4.최종예측모형

전술한내용을근거로모형의성능이좋으며,독립된새로운자료에서도안정적으로성능이유지되는랜덤포
레스트를최종예측모형으로선택하였다. Figure 3의변수중요도그림은평균지니감소량이높은순서대로
20개의 독립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3년간 치매 이환 상태”가 장기요양 진입 발생 여부를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었으며(총 분리 규칙 개수의 7.9% 차지), “연령(총 분리 규칙 개수의 12.4% 차지)”과
“3년간 노쇠상태(총 분리 규칙 개수의 3.2% 차지)”가 그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가졌다. 그 외 평균 지니
감소량이 0.02 이상을 가지는 변수는 “주장애등급”, “주장애유형”, “3년간 뇌졸중 이환 상태”, “치매로 인한
입원여부”, “골절·탈골로 인한 입원여부”였으며, 이들 외 나머지 독립변수는 0.02미만의 평균 지니 감소량
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최종예측모형인랜덤포레스트의최적절단점은 5.0%로나타났다.추후활용도를
고려하여, 5∼10% 절단점에 따른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분류표 및 판별력 통계 결과를 살펴보았다(Table 4).
절단점이증가할수록발생으로간주되는대상자가감소하므로,정확도와특이도가증가하는반면,민감도는
감소하는것으로확인할수있다.모집단에서의분포인 4.50%의 2배에해당하는절단점 9.00%까지는민감도
가 80%이상을유지하였으나, 10.00%부터는미발생으로예측되는대상자의확대로높은정확도(91.65%)와
특이도(91.96%)를보이는반면민감도가 78.91%로감소하였다.



466 Mi Kyung Song, Yeongwoo Park, Eun-Jeong Han

Table 4: Cross-table and performance by cut-points of random forest model

구분
실제관측값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장기요양진입발생 장기요양진입미발생

절단점 = 5%
발생 178,831 1,280,848

83.93 90.84 83.75
미발생 18,037 6,603,080

절단점 = 6%
발생 174,083 1,082,311

86.32 88.43 86.27
미발생 22,785 6,801,617

절단점 = 7%
발생 169,333 929,834

88.15 86.01 88.21
미발생 27,535 6,954,094

절단점 = 8%
발생 164,603 809,935

89.58 83.61 89.73
미발생 32,265 7,073,993

절단점 = 9%
발생 159,903 713,717

90.71 81.22 90.95
미발생 36,965 7,170,211

절단점 = 10%
발생 155,352 633,525

91.65 78.91 91.96
미발생 41,516 7,250,403

4.결론

본연구는전국민의인구사회학적정보및의료이용정보를기반으로노인의기능장애발생을예측하는모형

을 개발하여, 장기요양 필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계방법 적용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타당한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연구자
및전문가의판단하에단순화된의사결정나무의경우,모형자체는적절한예측력(88.40%),정확도(89.32%),
특이도(89.84%)를 보였고, 다른 성능에 비해 다소 낮기는 하나 통상 수용 가능한 78.18% 민감도를 보였다.
그러나 타 모형과 비교하여 낮은 성능을 보였다. 복잡한 관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신경망의 성능이 가장
좋았으나(예측력 = 94.80%,민감도 = 90.59%),의사결정나무의제한점을보완한랜덤포레스트와의성능차
이가 예측력 0.40%p, 민감도 0.53%p로 크지 않았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일차 선형관계식의 단순한
형태를갖는로지스틱회귀모형도예측력이 94.00%,민감도 87.96%로신경망및랜덤포레스트와유사한성
능을 보였다. 다만, 외적 타당성 평가 결과, 랜덤포레스트가 높은 예측력(94.20%)과 민감도(90.84%)를 보여,
모형 자체의 성능과 유사하게 성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랜덤포레스트를 최종
예측모형으로선정하였다.최종예측모형에서 “3년간치매이환상태”의중요도가가장높았으며,후순위로
“연령”과 “3년간 노쇠상태”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에게 있어 연령과 더불어 치매 이환과 노쇠 발생이
장기요양 필요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발생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위험요인임을 의미한다. 최종 예측모형을 실
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의미있는 절단점 선정이 필요하며 최적의 절단점인 5%보다 적정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는 9%를활용한다면,위험요인의조합에따른특정상태에놓이는노인의경우,통상적인상태에서의
장기요양필요발생비율보다위험도가 2배높아짐을시사할수있다.

본연구에서제안한예측모형을국민건강보험공단의전산시스템에탑재하여구현함으로써예방서비스

가필요한대상자를발굴하는등공단이진행하고있는예방서비스업무에활용가능하다.이를통해발굴된
대상자에게선제적으로예방서비스가제공된다면보다건강한노후를지속할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본연구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집적된만 65세이상전국민데이터를활용한체계적분석을통해예측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기능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그러나 노인의
기능장애발생을일으키는수많은요인중행정자료에국한된요인만이활용되어잠재변인이있을수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타당도 놓은 장기요양 진입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
한 정보원을 확보하여 개인의 내재적 요인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등의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한 후속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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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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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필요발생의고위험대상자발굴을위한예측모형개발

송미경a,박영우a,한은정1,a

a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원

요 약

고령인구가증가함에따라국가차원에서노인의건강노화실현을위한장기요양필요발생의예방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자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이에본연구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국민건강정보를활용하여,장기요양필요를야기하는기능장애발생
가능성이높은대상자를발굴하기위한예측모형을개발하고자한다.본연구는연구대상자의과거수집된자
료를활용하는후향적연구로,본연구의연구대상자는만 65세이상의료보장등록인구이다(총 7,724,101명).
예측모형개발을위해고유방법인로지스틱회귀모형,머신러닝방법인의사결정나무와랜덤포레스트,딥러
닝 방법인 다층퍼셉트론 신경망을 분석하였다. 체계적 분석절차를 통해 각 분석방법별 모형을 적합하였고,
내적 타당성 및 외적 타당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예측모형을 랜덤포레스트로 선정하였다. 랜덤포레
스트는 모집단에서의 4.50%밖에 되지 않는 장기요양 필요 대상자의 약 90%를 장기요양 필요 발생 고위험
대상자로예측할수있다.본연구의예측모형및고위험군기준은노인의욕구중심에서예방서비스가필요
한대상자를선제적으로발굴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주요용어:장기요양,머신러닝,예측모형,예방

본연구는송미경등 (2021)의 “빅데이터를활용한장기요양진입위험요인탐색연구"를재구성하여작성하였습니다.
1교신저자: (26464)원주시세계로 2,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원. E-mail: 9739han@nh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