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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우선 으로 요구하는 사항 의료보장은 해마다

1,2 를 차지해왔으며,이들은 생활비 많은 부분을 장애로 인한 보건의료

비에 지출하고 있다.장애인에게 있어서 보건의료를 통한 건강증진과 보편

인 기능상태의 유지는 다른 활동의 제한을 완화시키며,평등한 기회를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요하다.그러나 이처럼 보건의료가 장애인의 삶에서

매우 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그간 이루어진 장

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한 연구는 주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여

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왔다.그러다보니 개인의 특성을 정확히 보정하지

못했고 장애인 내에서의 특성을 반 하지 못했다. 한 장애인 당사자와 학

계에서는 장애인이 속한 사회 환경의 요성을 주장해 왔으나,실증분석을

통한 근거자료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체 장애,뇌병변 장애를 가진 만 20-64세의 성인 재

가장애인을 상으로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 다.첫 번째 분석에서는

2005-2011년 한국복지패 자료를 활용하여 패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의 특

성을 보정한 상태에서의 비장애인 비 장애인의 건강검진,외래 입원이

용 황을 악하고,나아가 장애인 내에서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특성

을 살펴보았다.두 번째 분석에서는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장애인이 필요한 때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험,

즉 ‘미충족의료’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근성 해 요인을 밝 냈다.

비장애인 비 장애인의 의료이용 특성을 악한 결과,패 회귀모형을 통

해 개인의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증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

에 비해 낮았으며,장애인의 입원 일 수는 비장애인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 횟수에서는 장애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

는 장애인이 평소 제때에 건강검진이나 외래를 이용하지 못하여 방치된 문제

가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장애인 내에서의 의료이용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데에는 임



근로가,외래진료 횟수에는 만성질환의 보유가,입원 일 수에는 장애보유기

간, 증도, 년 비 증도의 악화,만성질환의 보유,가구소득수 이 유의

미한 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배우자가 있을 때,친구 친지와의 사교활동에 참여할

때에,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경험 확률은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도와 사람이 없어서 집밖활동을 못할 때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외출에 불편함을 겪을 때에,일상생활수행에 도

움이 필요할 때에 교통불편으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경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독거인 경우에 약,진료 기시간 등의 의료기 편의성 제

한으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나아가 사회 지지와 사회

환경이 장애인에게 정 으로 작용할 때에 가구소득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

험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방서비스에 한 근성

이 낮은 것이 문제 고,장애자체의 특성과 기타 만성질환의 보유가 동시에

이들의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한 장애인의 의료이용을

해하는 요소에는 개인의 건강수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역할과 제반

사회 환경이 요함을 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한 보건의료 이용을 해서는 이들의 방차원 의료

이용과 건강 리체계를 강화하고,장애와 련된 재활치료와 그 외 동반질환

에 한 치료가 통합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의 보건의료 근성을 높

이기 한 사회 지지와 사회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장애인,보건의료이용,미충족의료,한국복지패 ,장애인실태조사

학번:2010-3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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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인구의 노령화,산업재해,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의 증가,만성질환

생존율의 증가 등으로 장애인구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000년 약 145만 명으로 체인구의 3.09%를 차지했으나 2011

년 재 약 268만 명,5.61%에 이르 다.이 시설거주자 일부를 제외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은 체인구의 5.47%를 차지한다(김성희 등,

2011). 동휠체어와 같은 보장구와 보조기기의 발달, 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장애인 고용할당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장애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이래 장애인등록사업을 통해 법정장애 여부를 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 에 따라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1998년부터는 매 5

년마다 정부의 각 부처가 의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

고 있는데,정책의 주된 심은 장애수당,편의시설 설치,장애인차별 지를

한 법 기반의 마련 등 기본 인 생활안정을 한 인 라 구축이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과 련된 이슈는 그 요성에 비해 아직까

지 사회 인 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많은 장애인이 생활비 가

장 큰 부분을 장애로 인한 추가 인 의료비와 보조기기 등의 구입에 지출하

고 있으며,국가와 사회에 우선 으로 요구하는 사항 의료보장에 한 욕

구는 해마다 1,2 를 차지해왔다(김성희 등,2011;변용찬 등,2009).

그동안 이루어진 장애 련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 기에는 모자보건사

업의 일환으로 산 검사를 통해 선천성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산업체에

서 근로자의 손상과 사고를 방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이후 정책은

소득층 장애인에 한 의료비지원이나 보장구 건강보험 여확 ,재활의학

과 설치 재활병원 건립과 병상 수 확충을 통해 이용단계와 공 측면을 모

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범주가 확 되었다(제 1,2,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참조).장애인의 건강에 한 심은 가장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정부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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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2013-2017년)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상 취약한 계층

임에도 그동안 정책 으로 심을 기울이지 못했던”상황을 지 하면서 장애

인 건강증진 로그램 보 의 확 ,건강요구도 조사,국가단 통계에서 장애

인 건강통계를 포함하는 것 등을 제시하 다.따라서 지 까지 실질 으로

‘장애인을 상’으로 시행된 보건의료정책은 소득층 의료비지원과 재활의학

서비스 확충으로 요약된다.

이에 반해 국제 으로 장애인 당사자,학계,임상 문가 등은 장애인의 보

건이슈에 한 심이 시 함에 동의하고,이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한

근성을 강화하는 것과 한 이용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Clancy&

Andresen.,2002;Tomlinson etal.,2009).유엔 장애인권리 약(United

Nation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UNCRPD)

25조 “보건(Health)” 트에서는 장애인이 차별없이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다(UN,2006).이를 바탕으로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은행(WorldBank)에서는 “세계장애보고서(WorldReporton

Disability)”를 통해 그동안 담론수 에 그친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 역에

한 과학 근거 수립의 필요성을 제언했다(WHO& WorldBank,2011).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은 이들의 건강,삶,안녕에 더 직 이고 요한

의미를 지닌다(Andersenetal.,2000).장애인은 장애자체의 원인이 되는 손

상에 의해 다양한 활동제한, 컨 이동의 어려움,시청각 감지의 어려움,

커뮤니 이션에서의 불편함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몇몇 장애의 경우 지속

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서 보건의료에 한 니즈가 장기간 발생한다.뿐

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욕창,요로감염,우울 등의 2차

인 건강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나아가 장애와는 계없는 폐렴,고 압 등

동반질환에 더 취약하다(WHO & WorldBank,2011;Rimmeretal.,2008).

일부 장애인은 동일 연령 에 비해 조기에 노화 상이 오는 경향이 있으며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변화는 이들의 기능 제한을 가속화 할 수 있다(IOM,

2007).장애인은 보조기기와 련된 사고,거리에서 이동할 때의 사고,낙상

등 의도치 않은 사고를 당할 확률도 높아 추가 인 건강 험의 가능성이 높

다(CentreforInjuryResearchandPolic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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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시에, 하게 이용하는

지에 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많은 선행연구에서 장애인은 방의료

서비스에 한 근성이 낮은 반면(박종 등,2006;Chevarleyetal.,2006;

Koetal.,2011,Reichardetal.,2011)높은 응 실과 입원이용률을 보이며

(은상 등,2006;Gulleyetal.,2011)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는 의료비지출

이 많고 과부담의료비지출 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ulley&

Altman,2008;Mitraetal.,2009). 한 방의료서비스 이용을 통한 건강

리가 어렵다보니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고비용의 입원치료를 받는

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의료이용을 소비의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수 과 이로

인한 지불능력의 약화는 의료이용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꾸 한 치료를 포

기하게 하여 미충족의료를 야기할 수 있다.특히 이동이 어려운 증의 신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편의시설의 부족,교통시설 이용의 불편함,차별의 경험,

제한된 사회 네트워크와 이로 인한 정보의 부족,자신의 장애문제를 이해

하는 서비스제공자의 부족 등으로 의료이용 근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Emersonetal.,2009).이처럼 장애인은 심각한 건강문제를 지니면서도 개

인과 사회의 여러 제약에 의해 보건의료의 높은 이용과 근의 어려움을 동

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만으로는 장애인의 의료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

가 있다.우선, 부분의 연구는 횡단면 자료에서의 ‘장애여부’를 주된 변수로

활용하다보니 측되지 않는 개인 고유의 특성, 컨 의료이용에 한 태

도와 선호도 등을 보정할 수 없었다.특히 장애인은 건강염려증,차별경험 등

이 된 측정할 수 없는 개인 고유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이를

보정하지 못할 경우 분석결과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장애인 내에서

도 장애를 보유한 기간이나 증도에 따라,동반하는 질환이나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의료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인데,그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

는 장애인 내에서의 어떤 특성이 이들의 보건의료 이용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면 히 분석하지 못했다.

나아가 장애인의 의료이용 근성의 제한은 ‘미충족의료 경험’으로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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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는데,앞서 의료이용에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장애여부’를 통해 비장

애인과 비교하는 수 이었고,장애인 고유의 경험을 담아낸 계량연구는 드물

었다.다만 장애인이 경험한 의료이용시의 어려움을 인터뷰형식으로 보고한

경우가 많았는데,이러한 연구에서 공통 으로 지 한 바는 장애인의 보건의

료 이용 근성이 환경 ,구조 ,과정상의 장벽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것

이었다(Krolletal.,2006;Scheeretal.,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7년간 조사된 종단자료를 기반으로 패 회귀분석방법

을 활용하여 개인의 인구학 특성,사회경제 특성,건강수 과 같은 측

가능한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보정한 후의 비장애인

비 장애인의 의료이용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장애인

내에서의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장애 증도,장애보

유기간 년도 비 증도의 악화여부,동반질환 유병,사회경제 지

등이 이들의 의료이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에는 방의료를 나타내는 건강검진 여부,치료서비스의 이용량을

나타내는 외래진료 횟수와 입원 일 수를 활용하여 해석을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근성 측면에서는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하며 여기에는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뿐만 아니

라 사교활동에의 참여,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외출시 동반 가능한 사람이 있

는지와 같은 사회 지지와 장애인 편의시설, 교통의 불편함 등 장애인

이 경험하는 사회 환경 변수를 포함하고자 한다. 한 종속변수인 미충족의

료 경험을 경제 이유,교통불편의 이유,편의성 제한의 이유로 구체화하고

각각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정책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 보건서비스 역의 종설이나 장애인 당사자의 주장을 통

해 지 되어 온 장애인 의료이용의 특성 근성 문제에 하여 우리나라

를 표하는 표본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담아내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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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

황과 이들의 의료이용을 해하는 요인을 실증 으로 악하는 것이다.우

선 비장애인 비 장애인에 한 비교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분석한 후,장

애인 내에서의 고유한 특성과 경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며,

동시에 의료이용을 해하는 데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한다.이를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의 의료이용 황을 면 하게 악한다.이를 하여 우선 비

장애인 비 장애인에서 건강검진,외래이용,입원이용이 어떻게 다른지 악

한다.이때 개인의 측가능한 특성과 측되지 않는 고유의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장애여부에 따른 의료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즉,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비장애인 비 장애인의 의료이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악한다.나아가 장애인 내에서 이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

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장애보유기간 장애 증도,동반질환

의 유병,개인의 사회경제 지 가 이들의 건강검진,외래이용,입원이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둘째,장애인이 필요한 때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즉 ‘미충족

의료 이용’의 황과 이에 향을 미치는 근성 장벽 요인을 살펴본다.장애

인이 경험한 미충족의료의 이유를 경제 부담,교통 불편,의료기 이용 시

편의성 문제로 분리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과 사회 환경 요

인을 악하고자 한다.

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재가장애인이 겪고 있는 보건의료 이용의 양

측면과 서비스 근 시의 해요인을 밝히고 보완 으로 설명함으로써 향후

장애인 상의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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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문헌 고찰

1.장애인,장애인의 건강,장애인 상의 보건서비스연구

1)장애인,장애인 정책

장애인을 보는 시각은 시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향을 받아 변화하며,장애(인)이라는 의미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에 따라

수많은 가치를 내포한다(박수경,2008).장애의 개념과 정의에 따라 측정방식

도 달라지므로 장애발생율도 국가마다 다르다(WHO & Worldbank,2011).

컨 선진국에서는 장애를 ‘근로능력의 상실,일상생활수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 등’넓은 에서 정의하는 경향이 있고,개발도상국에서는 장애를 ‘매

우 심각한 손상’에 한하여 좁은 범 에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세계보건기

구(WHO)에서 장애의 정의는 국제 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ofFunctioning,DisabilityandHealth:ICF)의 개념1)을 기본으

로 하지만,실제 많은 국가에서 장애를 정의할 때 손상(impairment)의 시각

에서 근해왔다.최근 들어서는 기능상의 어려움(difficultiesinfunctioning)

으로 장애를 정의․측정하고 있다(WHO& Worldbank,2011:25).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폐질자’,‘불구자’등 여러 용어를 사용해오다가 1981

년 장애인복지법 제정으로 장애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박수경,

2008;박 민,2008).1988년 장애인등록사업이 국 으로 실시되면서 지체

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지체(‘지 ’으로 변경)장애 5개 유형

이 장애인범주에 포함되었다.이후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00년

부터 뇌병변장애,발달(‘자폐’로 변경)장애,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가

추가되었으며,2003년 안면변형,장루장애,간장애,간질장애,호흡기장애가

1) 국제 기능․장애․건강분류에서 정의하는 장애는 건강의 문제와 맥락 배경 요소 사

이의 상호작용,개인 요소와 환경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의하며,신체기능(body

function),신체구조(codystructure),손상(impairment),활동(activity),참여(participation),

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참여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환경요인(environmental

factors)을 포 하는 용어이다(WHO,보건복지부,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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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면서 재 등록장애는 15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다만,2007년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자폐성장애’로,정신지체라는 용어

는 ‘지 장애’로 변경되었으며,여 히 두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보건복지부 고시,2013).

우리나라는 정부 각 부처별 앙행정기 2)이 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복지·건강서비스,교육 문화·체육,

경제 자립,사회참여 권익증 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향후 장애인정책의 발 방향을 정립하는 범정부차

원의 계획이다.1차-3차까지(1차: 1998-2002년, 2차: 2003-2007년,3차:

2008-2012년)추진되었고 2013년 재 4차(2013-2017년)계획을 추진 이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설계된 정책은 해당 5년간 정책설정의 방향을

제시해왔다(보건복지부 등,제1차-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참조).

그동안 추진된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장애 방,의료비지원,재활의

료서비스 공 ,건강 리’ 역으로 구성된다(한국장애인개발원,2012;보건복

지부 등,2013)3).각 차수마다 세부 인 정책목표는 다르지만 와 같은 큰

틀은 유지해왔다.‘장애 방’정책은 체인구를 상으로 하는 방사업을

의미하며 모자보건 강화를 통한 선천 장애발생의 방과 후천 장애 방

으로 이루어진다. 자에는 선천성 사이상 검사, 유야 성장발달 스크리닝,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동 의료비지원,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있으며,후자

에는 손상 사고 방을 한 노력과 응 의료체계 개선,성인병,노인병 질

환 방사업 등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등,1997;2003;2008;2013).

장애인 상의 ‘의료비지원’정책은 부분 소득층을 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여기에는 표 으로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보장구 건강보험 여 용이 있다.‘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여 2종

수 권자,건강보험 차상 본인부담 경감 상자에게 1,2,3차 의료기 이용

2)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범무부,행정안 부,문화체육 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방송통신 원회, 소기업청.

3)이하 장애인 보건의료정책과 련된 설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2장애인백서>제 5

장 보건의료 트와 보건복지부 등의 제1차-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보건복지부 홈페

이지 장애인복지시책 ‘의료 재활지원’ 역(2013년 황)을 참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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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본인부담 을 지원하는 제도이고,‘장애인 보조기구교부사업’은 국민기

생활보장법상의 수 자와 차상 계층을 상으로 욕창 방용 방석과 커버,

자세보조용구,기립훈련기 등 17가지 품목에 하여 일정 액(1인당 1만5천

-2만원)을 지원한다.‘보장구 건강보험 여 용’이란,장애인이 수동․ 동

휠체어,의지․보조기 등을 구매할 때에 건강보험공단 의료 여기 에서

80-100%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외에 상자 특성에 따라 희귀·난치

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아동 상의 발달재활서비

스지원 등이 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13).

‘재활의료서비스 공 ’계획은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다.재활의학과에서 담당하는 재활 역은 부분 지체장애와 뇌병변장

애에 해당한다.1997년 1차 계획 당시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설치 의무화,

지방공사의료원 재활의학과 설치 등을 목표로 하 으며 2011년 12월 기 상

종합병원 159개소,종합병원 202개소,병원 257개소,요양병원 250개소,의

원 359개소 등 체 1,273개소에 재활의학과 문의가 배치되어 있으며,재활

의학과 개설비율은 체 병원의 12.9%,병상 수는 493,568개이다(한국장애인

개발원,2012).2010년 말 체 지체,뇌병변 장애인 추정인구수가 1,672,342

명이고 이 증의 장애인 비율은 약 23%인 것을 고려하면,양 측면에

서 병상 수의 확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야할 것이다.그러나 우리나

라 재활의료서비스 체계에서 지 되는 바는,장애발생 후 포 인 재활의료

서비스가 공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많은 경우 상 종합병원에서 성

기 처치를 마친 후 환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병원,병원 혹은 요양병원에서

신체기능을 회복한다.퇴원 후에는 체계 인 재활서비스가 부족하고,지역보

건소와의 연계,방문재활 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재활

을 시도하기보다 요양병원 등에 재입원을 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한국장

애인개발원,2012).

‘건강 리’분야는 장애인이 건강상 취약한 계층임에도 그동안 정책 으로

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문제 을 지 하면서,4차(2013-2017년)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다.아직 정책의 시작단계이므로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재활원 내에 장애인건강증진센터를 운 하고 권역재활병원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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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재활병의원 등에 건강증진 로그램의 보 을 확 하며,장애인 건강기능

지표를 개발하고 장애 역별 건강요구도조사를 실시하며,국가단 보건통계

생산 시 장애인 건강통계를 포함한다(보건복지부 등,2013).”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정책목표로 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가장 최근에 제도

화된 일이다. 컨 미국에서는 메디 이드(Medicaid),메디 어(Medicare)

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불하고(1965년 사회보장법:SocialSecurity

Act),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차별 지에 한 법 기반을 오래 부터 마련

했지만(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Act,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DisabilitiesAct)장애인을 한 보건의료,건강증진 로그램의 집행을

뒷받침하는 조항은 2005년 이후 마련되었다(Carmonaetal.2010;USDHHS,

2005).“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해서는 장애인의 건강이 반드시 뒷받침되

어야 한다” 제 하에 그동안 시민권 역에서 간과되었던 장애인의 건강권

이 요한 치를 찾게 된 것이다(Carmonaetal.2010).

이처럼 장애인 상의 보건의료정책은 ‘장애를 방’하는 정책에서 차 지

역사회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 되고 있다.

한 장애인의 의료이용 근성을 확보하고자 기에는 재활의학과 개설이나

재활병원 병상확충에 을 두었다면,최근에는 재활병원에서의 건강증진

로그램 운 을 시도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성기병원 퇴원 이후의 재활

의료서비스 달체계에 해서는 연속성과 문성에 해 문제 이 지 되고

있다.한편, 재 등록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단계에서 가장 실 으로

하는 역은 의료비지원 정책이다.그러나 의료비지원은 소득층 심으

로 이루어지다보니 다수의 등록장애인이 체감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는 경제 이유뿐만 아니라 기본 인 이동,

교통시설이용,충분한 시간,장애인의 의료이용에 한 인식과 수용성,

한 의료서비스 제공자 찾기 등 훨씬 다양한 요소가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장애인의 소득보 ,교육지원,일자리지원,활동보조인제도4)는 직․간

4)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 는 2 장애인

심사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에게 등 에 따라 월 일정 시간 활동보조(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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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을 진 혹은 해할 수 있다.따라서 명시 으

로 ‘의료 재활 지원’정책으로 분류되지 않은 다양한 사회제반 시스템이

장애인에게 유리할수록 이들의 한 의료이용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즉,장애인 상의 보건의료정책은 좁은 범 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에 한 비용을 감해주는 정책만 포함되지만 넓은 범 에서는 생활수 의

향상을 도모하는 소득보 ,활동보조인 지원,교통이용 편의정책 등도 여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장애인의 건강문제

장애인의 건강문제는 비장애인과는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Dejong등(2002)은 장애인의 건강문제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는데,첫째는 장

애자체로 인한 문제 혹은 장애와 련된 질환과 일반 인 건강문제가 공존한

다는 이다.장애인이라고 해서 항상 “아 ”것은 아니지만,이미 지니고 있

는 손상과 기능제한 때문에 건강문제에 더 민감할 수 있다.장애와 련된

질환에는 욕창,요로감염 등이 있으며,비장애인과 동일한 건강문제에는 폐렴

등이 있다.둘째는,장애인이 건강유지와 방에 취약하다는 이다.장애인

은 운동하기에 불리하며 이에 따라 방가능한 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나아가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이 래

연령 에 비해 더 빠른 경향이 있다.셋째,장애인은 기존의 기능제한 때문에

성기 질환이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더 복잡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고 회복기간이 더 길 수 있다.새로운 만성질환이 더해지면 추가

인 기능제한을 가져올 수도 있다.몇몇 장애의 경우 지속 인 약물치료를 필

요로 하기도 하고,보장구나 보조기기를 필요로하기도 하며,간병,지속 인

리와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역도 일차의료 방서비스,

문치료,재활치료,보장구와 보조기기,처방약 복용,장기요양과 활동보조서

활동지원,가사활동지원,이동보조 등)를 제공함.2013년부터 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여내

용이 다양해졌음.단,65세 이상 노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상이 됨(보건복지부 홈페이

지-장애인-장애인 활동지원제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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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Dejongetal.,2002). 방서비스(건강검진, 방

주사,건강증진을 한 상담 등)는 건강문제에 민감한 장애인에게 더 요할

수 있다. 문치료는 희귀증상이나 복합 인 건강문제를 지니고 있는 장애인

에게 유용하고 일부 장애인은 특정 문의와 지속 인 계를 유지하기도 한

다.모든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장애(뇌졸 ,

척추장애)는 입원 기간 혹은 외래를 통해 일정기간 재활서비스를 이용하며,

장애인의 기능 상태와 독립 인 생활을 유지하기 해 내구성의료장비

(DurableMedicalEquipment:DME),보조기기(AssistiveTechnology:AT)

가 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장애인은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잡한 의료니즈로 인해 꾸 히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한 성기 치료

종결 후 증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일상생활에 한 활동보조와 장기요양

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심의 재가방문 간호․재활서비스도 요한 축을 이룬

다(양순옥과 이승희,2010;유호신,2001;장숙랑,2004;Dejongetal.,2002).

정리하면,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유사한

건강상의 문제를 동시에 지닐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 기존의 손상 기능

제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긴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다.그동

안 많은 연구와 자원이 재활치료 역에 한정된 것을 반추한다면,장애인의

일반 인 보건의료 니즈를 고려한 포 근이 필요함을 보여 다.

3)장애인 상의 보건서비스연구(HealthServicesResearch:HSR)

지 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장애인의 보건의료니즈가 다양하고 높음에도 보

건서비스연구의 역에서는 장애 인구에 크게 주목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Dejong,2002).보건서비스연구는 보건서비스의 구조,과정,효과에 한 연

구를 통해 건강과 보건의료시스템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IOM,1995).

장애인 상의 보건서비스연구는 좁은 의미에서는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넓은 의미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결과(outcomes)에

향을 미치는 재활 역 밖의 요소들,장애인의 활동에 향을 미치는 다양

한 환경요인이 포함될 수 있다(Andersenetal., 2000;Jette& Keysor,

2002).Stryer등(2000)에 따르면,“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해서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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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을 둔 생-의학 의 연구를 넘어 ‘조직구조’ ‘치료과정’에

한 더 나은 이해가 필요하며,그래야만 연구의 결과도 장애인에게 의미 있

게 된다.”고 했다.Patrick(1997)의 모형은 장애성과연구(disabilityoutcomes

research)를 할 때에 장애화과정(disablingprocess:질병․상해 → 손상 →

기능제한 → 활동제한),환경(totalenvironment:생리․생애과정 ↔ 보건의료

↔ 사회․물리 환경 ↔ 생활습 ․행태),기회(opportunity:자립생활 ↔ 형

평 ↔ 사회참여 ↔ 경제 자 자족),삶의 질(qualityoflife)이라는 네 가지

축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여기서 보건의료는 장애인의 삶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소 하나로 포함된다.이처럼 장애인의 보건서비스연

구 역에서 환경,기회,조직구조,치료과정 등이 강조되는 이유는 많은 장

애인들이 장애발생 후에 사회경제 지 가 낮아지는 문제를 동시에 경험

하며 사회제반의 편의시설,차별문화 등이 이들의 건강결과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장애의 선택,시작,지속 효과

흔히 장애인은 그 사람의 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동일

한 정체성을 지니지만,실제 장애인 내에서는 장애 종류 증상, 증도,개

인이 처한 내 ,외 환경과 장애발생 이후 장애보유기간에 따라 응 정도

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Livneh,2001). 한 장애의 향은 일시 인 반응일

수도 있고 항구 일수도 있다(Livneh,2001).즉 ‘장애’는 개인의 고정된 특성

이 아니기 때문에, 련 정책도 장애의 궤 과 그들의 변화를 반 할 필요가

있다(Burchardt,2000).

이는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장애인의 의료이용을

제 로 이해하려면,단순히 장애여부 뿐만 아니라 장애발생 이 ,장애발생

이후,나아가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발생하는 보건의료서비

스 이용과의 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를 Jenkins와 Rigg(2004)는 선택

효과(selection effect: pre-existing disadvantage), 장애발생효과(onset

effect),장애보유로 인한 시간효과(durationeffect:post-onset)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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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하기도 했다.

장애의 ‘선택효과’는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 상당수가 장애발생 이 부터

사회경제 지 가 낮거나 불건강한 경우를 의미한다.여기서 ‘선택’이란,장

애발생은 이미 장애가 될 험이 높은 군에서 선택됨을 의미한다.장애인이

겪는 재의 불이익은,‘장애 시작’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황’을 반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컨 확률 으로 장애가 될 험이 유사한 그룹

(potentialonset)내에서도,2년 후 실제로 장애가 발생한 군에서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군에 비해 이미 2년 부터 소득수 은 낮고 임 근로를 하는

경우가 었다(Jenkins& Rigg,2004).즉,장애를 갖게 된 사람은 보통 장애

발생 이 부터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고,이러한 특성은 장애발생 이후 삶의

수 이 더 낮아지는 것과 련이 있게 된다.선택효과로 인해 장애 “이 ”부

터 이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애 “발생”에 의한 차이를 분리하지 못

할 경우 장애의 향을 과 추정하거나 축소하는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Gannon& Nolan,2007).따라서 패 모형을 통해 이러한 측되지 않는 내

생성을 보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Gannon,2005).

다음으로 ‘장애발생의 향’은 장애발생으로 인해 경험하는 보건의료비 지

출,가족들의 부양부담,경제활동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사회

활동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회 배제와 불이익,빈곤화 등을 의미한다.이

들은 갑작스런 상해나 새로운 만성질환 발병으로 인해 보건의료비 지출과 부

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 때 공 보험과 같은 사회안 망은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Hadley,2007).

그동안 장애발생은 경제활동의 포기,소득수 의 감소,가계의 빈곤에 향

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었다(Burchardt,2003;Gannon & Nolan,2007;

Jenkins& Rigg,2004).국내에서도 장애발생은 가구 총소득 근로소득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배우자의 고용상태를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환시

키고,생활비를 증가시키는데 향을 미쳤다(윤상용,2009).그러나 장애발생

의 향은 장애의 특성,개인 가구의 특성에 따라 그 향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컨 장애발생 당시 가구 내에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성인이

있을 경우 그 지 못한 가구에 비해 빈곤이 될 확률이 낮아졌다(Jenkins&

Rig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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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애를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시간효과’는 장애가

지속되면서 장애에 응하는 과정과 응 후에 나타나는 향을 의미한다.

장애발생 직후와 달리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응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삶의 질 수 을 유지하며, 근 가능한 곳에서 삶의 만족을 발

견하도록 가치 이 변화하기도 한다. 를 들어 이동상 장애가 있는 경우,신

체활동이 꼭 필요한 사회활동에는 가치를 덜 두게 된다(Bishop,2005).장애

가 장기화되면 장애 증도에 따라 장애로 인해 추가 으로 드는 비용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되며(Cullianaetal.,2011),주된 장애 종류보다 2차 질환

이 의료비 지출을 높이는데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기도 한다(Willett,2004).

장애발생 직후에 비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소득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지만

(Burchardt,2003)여 히 사회참여가 어렵고 빈곤이 될 확률이 높기도 했다

(Gannon& Nolan,2007).이처럼 장애의 장기 향은 그 사람의 삶에 융합되

어 나타나기 때문에 장애의 단기 향에 비해 순수한 향을 악하기 어렵

고,더욱 복잡한 메커니즘을 지닌다.

3.미충족의료와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 근성 해요인

1)미충족의료의 개념

니즈(needs)를 정의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데,니즈는 정 이거나

이지 않고 탄력 이고 상 이기 때문이다(Kettneretal.,1990,Diwan&

Moriarty,1995재인용).니즈는 가치와 선호 상태를 포함하고 이러한 가치와

선호는 재의 사회정치 환경,삶의 기 ,자원,기술과 같이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것에 향을 받는다.서비스 역이 확 되면 사람들의 기 수 도

올라가고,요구도 높아진다(Kettneretal.,1990,Diwan& Moriarty,1995재

인용).니즈는 보통 소비자 (환자가 느끼기에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과 공 자 (보건의료 문가가 단하기에 진단,치료,재활이 필요

한 경우)으로 구성된다(Diwan& Moriarty,1995). 자는 개인이 느끼는 욕

구(feltneeds,wants)와 개인이 느끼는 수요(expressedneeds,demand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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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고 후자는 규범 필요(normativeneeds)로 정의되기도 한다(Wright

etal.,1998).

‘미충족의료’라고 일컫는 것은 건강문제로 인해 필요하다고 단된 의료서

비스와 실제 이용한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정의된다(Carr& Wolfe,1976).미

충족의료의 경험은 장애인에게 더욱 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제때에 받지

못한 치료로 인해 건강이나 기능상태에 단․장기 으로 부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Newachecketal.,2000).

Allin등(2010)은 미충족의료가 왜 발생하는가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한 바 있다.첫째는 ‘인식하지 못한 미충족의료(unperceivedunmetneed)’로

서 본인은 느끼지 못했지만 임상 검사를 통해 증상이 발견될 수 있는 경우

다.둘째는 ‘환자의 주 단에 의해 일부러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미충족

의료(subjective,chosenunmetneed)’로서 환자가 문화 이유 혹은 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의료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다.셋째는 ‘주

이되,선택할 수 없는 미충족의료(subjective,notchosen)’로서 비싼 가

격,물리 이동거리 등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근성 문제로 인해 미충족의

료가 발생하는 경우이다.넷째는 ‘주 이고 임상 으로도 타당성이 입증된

미충족의료(subjective,clinician-validatedunmetneed)’로서 의료진이 단하

기에 정한 질의 수 만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다.다섯째는 ‘주

으로 기 하는 수 으로 한 정도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subjectiveunmetexpectations)’로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긴 했지만 환자가

느끼기에 부 하다고 느끼는 경우이다.이 첫 번째의 ‘인식하지 못한 미

충족의료’는 기존의 환자응답 방식 연구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통 인 설문

에서는 의료이용 유무나 이용량을 측정해왔으므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해

당하는 미충족의료를 반 하기 힘들다(Allinetal.,2010).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미충족의료의 경험을 동질 특성으로 여겨왔으며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여 련요인을 살펴보지 못했는데,미충족의료가 발생

한 이유에 따라서 정책 시사 이 다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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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 해요인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을 해하는 요인은 “ 근성(access)”의 문제와

련이 깊다. 근성은 환자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쉬운 정도

(Lawthersetal.,2003),환자와 시스템 사이의 합(fit)정도를 나타내는 개

념이다(Penchansky& Thomas,1981).특히 장애인에게는 근성을 해 혹

은 진하는 요인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기회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근성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질”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로서 일단 근

에 제한이 없는 것이 임상 으로 하고 효과 인 치료의 제 조건이 된

다(Lawthersetal.,2003).

근성은 환자와 보건의료시스템 사이에서 더 세분화된 차원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Penchansky& Thomas,1981).가용성(availability)은 환자 수 비

한 의료제공자,시설, 로그램의 제공량을 의미한다.물리 근성

(accessibility)은 환자의 치와 공 자 치 사이의 계로서,교통의 편이정

도,이동시간과 이동거리 등을 의미한다.편의성(accommodation)은 약시스

템,병원운 시간, 기시간과 같이 서비스 제공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 자의 조직화된 노력과 환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고 받아들이는 정

도를 의미한다.지불능력(affordability)은 서비스의 가격과 환자의 소득수 ,

건강보험의 계를 의미하며 환자의 지불능력이나 인식에 따라 의료비에

해 느끼는 상 인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수용성(acceptability)은 환자가

서비스제공자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를 받아들이는 태도

를 의미하며 가장 흔하게 환자가 의료제공자(의사의 성별,연령 )에 해 갖

는 선입견이나 의사가 특정 환자군(복지수 자,장애인)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Penchansky& Thomas,1981).

근성의 개념과 맞물려서 Scheer등(2003)5)에 따르면 통 으로 장애인

의 보건의료 이용을 해하는 요소에는 환경 장벽,구조 장벽,과정상의

장벽이 있다.장애인의 의료서비스 근성은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축

되어서 장벽의 망(web)을 형성하는 것이 문제다.보다 구체 으로 환경

5)이하 세 문단은 Scheer,Kroll,Neri(2003)의 연구 “Accessbarriersforpersonswith

disabilities:theconsumer'sperspective”를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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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에는 교통수단의 어려움,시설에 한 근성의 문제가 있다. 컨 공

공 교통수단의 긴 기시간과 불편함,운 사의 미흡함,운행시간의 제한으로

의료니즈에 한 반응이 즉각 이지 못할 수 있다.장애인들은 군가 데려

다주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의사방문(특히 외래)을 꺼릴 수 있으며,오랜

시간 참다가 응 실이나 입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시설에 한 근

성의 어려움 요소에는 병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비장애인 주

로 진단기기 치료용 장치가 설치된 경우가 있다(Scheeretal.,2003).

구조 장벽에는 제한된 공 보험 여와 기타 민간보험 가입의 어려움,장

애인 상의 문 의료제공자 부족 문제가 포함된다.보통 공 보험 여에서

는 물리치료와 정신보건서비스,요양서비스에 해 비 여로 처리되는 경우

가 많다. 한 장애인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부담 이

높고,낮은 소득 비 의료비지출의 부담이 크다. 한 사회 으로 환자 수

비 장애 역별 문의사 수,간호인력이나 한 재활 로그램이 부족한 것

도 구조 장벽에 해당한다(Scheeretal.,2003).

과정상의 장벽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지식 부족과

서비스 시성의 문제가 있다.장애인 당사자는 장애 련 지식을 지닌

한 의료인을 구분하고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장애인을 면하는 서비

스 제공자는 장애 련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와 련되지 않은 건강문제

를 구분해야 하며,장애인도 성 문제,임신출산과 같은 총체 인 건강문제를

지님을 인지해야 한다.장애인은 병원 약, 기를 해 가족들이나 주변사람

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한 의사와의 약에서 어려움이 있

으므로 의료이용의 시성 문제가 심각하다(Scheeretal.,2003)<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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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장벽

① 가용성 (Availability)

-환자 수 비 한 의료제공자,시설, 로그램의 제공량

② 지불능력 (Affordability)

-서비스의 가격

-환자의 지불능력,건강보험 여수

환경 장벽

③ 물리 근성 (Accessibility)

-교통:교통의 편리성,이동시간과 이동거리

-시설:병원시설과 진단 기기의 근성

과정상의 장벽

④ 편의성 (Accommodation)

- 약시스템,병원 운 시간, 기시간

⑤ 환자와 제공자의 수용성 (Acceptability)

-장애인 당사자:정보․지식 부족,서비스이용의 시성

-서비스 제공자:환자를 받아들이는 태도,장애와 련된 치료뿐 아니

라 장애와 련되지 않은 건강상태를 이해하는 포 인 처능력

Penchansky와 Thomas(1981)의 보건의료서비스 근성 개념과 Scheer등(2003)의 장애

인 보건의료서비스 해요인을 참고

표 1.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향을 미치는 근성 해요인

4.실증연구 고찰

1)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 련 연구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과 련된 연구들은 방서비스 이용,외래 입

원과 같은 치료서비스 이용,재활서비스 이용,보건의료비 지출량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장애

등록제도를 운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각 연구마다 조작 으로 기능제

한(Chevarleyetal.,2006;Palmeretal.,2011;Reichardetal.,2011)이나 활

동제한(Mitraetal.,2009)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가 있다고 정의했다.

신체 혹은 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염,천식,심 질환,당뇨,

고 압,고지 증,뇌졸 과 같은 만성질환에 한 유병률이 비장애인보다 높

은데 비해 자궁경부암검진,유방암검진,치과진료,인 루엔자 백신 종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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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낮아,건강수 은 취약한

데 비해 한 방서비스를 이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varley

etal.,2006;Koetal.,2011;Reichardetal.,2011).

장애인의 치료서비스 이용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면,장애인은 비장애

인에 비해 입원이용 확률과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지출이 많고,장애가 증

(식사와 화장실이용에 도움이 필요할 때)일 때에,정신장애,이동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종류에 따른 외래

비지출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증 장애인에서 외래비지출이 많았으며 의

약품사용으로 인한 지출은 이동장애,정신장애,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경

우,2개 이상의 복합장애를 가진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lmeretal.,

2011).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른 특성을 보정했을 때에도,장애여부와 장애 증

도,만성질환개수, 성질환 개수는 각각 의료이용량을 높이고 근성을 제한

하는 변수 다(Gulleyetal.,2011).장애인이 지닌 만성질환 종류( 염,당

뇨,우울증)와 만성질환이 얼마나 첩되느냐에 따라 근성 문제와 의료서

비스 이용에서 차이를 보 지만,‘장애를 가진 사람’은 지속 으로 높은 응

실 이용,높은 입원률,더 잦은 근성 제한을 경험하고 있었다(Gulleyetal.,

2011).McColl(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

재활,복지서비스의 모든 역,즉,일반의사(generalpractitioner:GP)방문,

문의 방문, 문간호사 방문,직업치료,물리치료,사회복지사,척추지압사

의 방문이 많았다.이 결과는 장애인은 건강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부가서비

스가 필요하며,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만에서 지역사회의 데이 어센터를 이용하는 지 장애인을 상으

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지 장애인 다른 장애와 첩된 경우가 60%이상

이고,질병을 지니는 경우도 40% 이상이었다(Linetal.,2003;Linetal.,

2004).이들의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자폐증,지 장애 외 다른 장애와 첩이

될 때 외래이용이 많고,의료기 에 한 근이 용이하며 주치의가 있고 의

료기 이 자주 바 지 않을 때,만성· 성 질환을 가진 경우,재활치료가 필

요한 경우에 외래방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netal.,2003). 한

지 장애인 16%가 한 해 동안 입원경험이 있으며,장애 외 질병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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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확률이 높았다(Linetal.,2004).지 장애

인의 경우 의료에 한 니즈를 잘 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제공자

를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치의를 통해 정기 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이들의 입원을 이는 데에 정 으로 작용하며,일반의와

문의 사이의 효율 연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 기능․장애․건강분류의 장애에 한 정의 ‘사회생활에서의 활동

제한을 가진 경우’를 용했을 때,1996년에서 2004년까지 장애인의 총보건의

료비 지출,본인부담 지출,가구소득 비 의료비 지출의 부담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Mitraetal.,2009).뿐만 아니라,이 기간 동안 장애인에서 보건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비장애인보다 더 컸다(Mitraetal.,2009).2004년을

기 으로 장애인의 연간 총지출은 비장애인보다 4배이상 높았으며,이러한

의료비 차이의 원인 상당부분(40.3%)은 건강수 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Mitraetal.,2009).이러한 의료비부담은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지출 확률을 높이고,부채,자산매각,기존수입 외의 경

제활동을 통해 보건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경우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Palmeretal.,2011).장애인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지출 비율은

모든 국가에서 높지만,특히 사회안 망이나 보충소득이 취약한 소득국가

에서 높았다(WHO& WorldBank,2011)<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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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명(연도)
자료원/ 상

주된 설명변수

(장애정의)
주된 결과 변수 분석방법 주요결과 시사

Reichardet

al(2011)

2006년 Medical

Expenditures

PanelSurvey

(MEPS),

18세 이상 성인

-인지장애군

-신체장애군

-비장애인

-주요만성질환 유병률

- 방서비스

(자궁경부암검진,

유방암검진,치과검진,

독감 방 주사)

이용여부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인지장애,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주요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음.반면 이들의

방서비스 이용률은 낮음.

-장애를 가진 군에서 건강수 은

좋지 못하지만 건강 리를 한

방서비스 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Palmeretal

(2011)

2001,2002년

VietNam

NationalHealth

Survey(VNHS),

5세 이상 인구

-장애여부

-장애종류(이동성,정신,

시각,청각 ,언어,두

개 이상 복)

- 증여부(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지,

보조기구가 필요한지,

재활서비스 받는지)

-가구 내 장애인 수

-입원,외래,의약품

이용 여부 이로

인한 보건의료비지출

-가구의 보건의료비

부담(과부담의료비지출

여부,의료비 때문에

부채/자산매각/기존수

입 외의 경제활동

여부)

2단계 모형

(Two

part-model)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장애

증도가 높을 때,정신 장애,

이동상 장애를 지닐 때에 입원확률,

입원비 지출이 높음.

-장애종류에 따라서 외래이용에 차이

없으나 증 장애를 가진 경우

외래비 지출이 많음.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를 가진 경우,

정신장애,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경우,2개이상의 복합장애를 가진

표 2.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 련 국외 선행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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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명(연도)
자료원/ 상

주된 설명변수

(장애정의)
주된 결과 변수 분석방법 주요결과 시사

경우 의약품 지출수 이 높음.

-가구 내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과부담의료비지출 경험,의료비

때문에 부채/자산매각 등을 사용한

경험이 많았음.

Gulleyetal

(2011)

2002-2004년

Medical

Expenditure

PanelSurvey

(MEPS),18-64세

-장애(활동제한,

감각손상,인지어려움,

사회활동어려움,

보조도구 사용)

-ADLs,IADLs제한

-동반하는 만성질환 개수

-동반하는 성질환 개수

-연간 외래방문 횟수

-입원 여부

-응 실이용 여부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한 경험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그-연결 모형,

한계효과 측치

산출

-ADL제한이 있는 사람 다수가

만성질환도 함께 보유하고 있음.

-만성질환이 첩되는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애를 가진 경우’

응 실이용률,입원률,미충족의료

경험 확률이 높음.

Mitraetal

(2009)

1996-2004년

Medical

Expenditure

PanelSurvey

(MEPS),21-61세

-장애(일,가정,

학교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있는지)여부

-총 보건의료비용

-본인부담

-가구소득 비

본인부담 지출의

비 (%)

선형회귀분석

-1996-2004년까지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 보건의료비지출의 차이가

증가함.이러한 차이의 40.3%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수 격차

때문으로 나타남.

Chevarleyet

al(2006)

1994,1995년

NationalHealth

Interview Survey

-신체기능 하 증

-신체기능 하 경증

-없음

- 방서비스(정기검진,

자궁경부암검진,

유방암검진)이용

연령보정 후

빈도(%)비교

(two-sided

- 증(3개 항목 이상 기능 하)신체

장애여성의 방서비스이용 경험이

낮고 경제 ,물리 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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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명(연도)
자료원/ 상

주된 설명변수

(장애정의)
주된 결과 변수 분석방법 주요결과 시사

(NHIS-D),

18세이상 성인

- 근성(경제 ,

물리 )이유로

미충족의료 경험

z-tests)

때문에 미충족의료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특히 장애여성들은

경제 문제 혹은 보험의 제한의 이유

때문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McColl

(2005)

1998,1999년

National

PopulationHealth

Survey(NPHS),

20-64세

-신체기능 하,정신건강

문제로 집,학교,일터,

교통,여가생활에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만성질환 응답의 조합

-일반의, 문의,

간호사,직업치료,

물리치료,사회복지사,

척추지압사 방문 여부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일반의

방문, 문의 방문, 문간호사 방문,

직업치료,물리치료,사회복지사,

척추지압사의 서비스를 받는 확률이

높았음.

Linetal

(2003,2004)

1996년

지역사회기반

데이 어센터를

이용하는

지 장애인

2,031명

-정부 등록 지 장애인
-월간 외래방문 횟수

-연간 입원 여부

다 회귀분석,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장애 외 질병을 가진 경우,

지 장애 외 복장애를 지닐 때,

의료기 이용이 편리할 때,

재활치료가 필요할 때

외래방문횟수가 가장 많음.

-장애 외 질병을 가진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할 때 입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
참고:ADL은 기본 일상생활수행(ActivitiesofDailyLiving:ADL)을,IADL은 도구 일상생활수행(InstrumentActivitiesofDailyLiving:IADL)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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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1988년 장애인등록사업이 실시된 이래 재까지 15개 장애유

형에 해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국내 연구들은 주로 의

학 정의에 기반한 등록장애인을 상으로 방서비스,치료서비스,보건의료비

지출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특히 2003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여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실증 연구가 활발

해졌다(이상용,2004;오정수,2005;건강보험공단․서울 학교 의과 학,2005;

은상 등,2006;박종 등,2006;윤태호 등,2007).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보다 낮

고,특히 증 장애,이동제한과 련된 뇌병변․시각장애,의사소통과 련된 정

신장애,치료에 집 하는 내부기 장애를 지닌 경우 수검률이 낮았다(박종 등,

2006).장애인은 일부 외래진료 민감질환(고 압,울 성심부 , 심증,당뇨의

성 만성합병증)에 해서 외래이용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입원이용의 가능

성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은상 등,2006).이는 장애인의 방

서비스 이용과 일차의료에 한 근성이 낮기 때문에 방가능한 입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높은 의료비지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 규모는 가구소득의 20%로 서

울시 체가구와 비교했을 때 약 6배에 해당했으며(이진용 등,2006),장애인 본

인은 가구보건의료비의 53-60%를 사용하고 있었다(이진용 등,2006; 보 ,

2012).이러한 상은 소득층 노인층에서도 나타났는데,2005년 당시 의료

여 수 권자 상 2%의 의료이용자에서 장애인이 36.6%를 차지하여 매우 높

은 비 이었고,의료 여 수 권자 내에서도 장애인은 총진료비,입원비,외래비

지출이 더 높았다(신선미 등,2010).장애를 지닌 노인은 동일시 우리나라 체

노인보다 외래,입원에 한 본인부담 이 높았으며( 보 등,2011)장애노인가

구의 과부담보건의료비 황은 10%역치(총 가계지출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값

비)기 으로 2008년 37.4%,2009년 45.8%,2010년 40.3%를 차지하여 상당수의

장애노인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반복되는 상이 나타났다(노승 ,

2012). 반 으로 내부기 장애인이 있는 가구, 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

높은 의료비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컸다(이상용,2004;윤태호 등,2007; 보

등,2011;노승 ,2012)<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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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트 드

1990년

후반

2000년

건강보험자료 활용

시작

<장애인의 요양 여 이용실태 분석 의료보장

강화방안 연구>활용,그 이후
의료비 지출

자
김건엽 등

(1998)

이상용

(2004)

오정숙

(2005)

건강보험공단,

서울 학교

(2005)

은상 등

(2006)

박종 등

(2006)

윤태호 등

(2007)

이진용 등

(2009)

신선미 등

(2010)

보 등

(2011)

노승

(2012)

자료원

( 상)

구일지역 지

체장애인 337명

2002년도 건강보험 지역

가입 장애인/비장애인

-공단 여자료:2003년 1년간의 의료이용 분석

( 상:1989년 11월-2002년 6월 등록장애인)

-서울지역 거주 등록장애인

서울시 지체,

뇌병변,시각,

청각장애인

가구 323명

2005년

의료 여

수 권자

상 2%

2008년

장애인실태

조사

(65세 이상)

2008-2010년

장애인고용

패 조사

(60세 이상)

연구

내용

(결과

변수)

의료기

이용여부

입원,외래

이용

4 만성

질환 의료

서비스의

이용

① 의료이용

② 미충족의료

③ 의료비용부담

이송․간병

서비스 필요도

민감질환

유질환자의

의료이용

건강검진

장애유형별

의 료 이 용

비교

소득 비

보건의료비

지출 규모

의료이용과

지출

입원,외래

이용과지출

가구의 과부담

보건의료비

비고

장애인의 의료

이용에 한

창기 연구

형평성

동등한 의

료필요에

따른 동등

한 의료이

용을 평가

① 장애인은 건강검진,외래는 고 입원은 많음.

② 총 의료비지출 높음.

병의원,보건

의료이용품,

기타약품비,

장애추가비용

포함

장애인 상

의료 여제도

확 제언

① 장애인 노인 상

② 내부기 장애 보유시

의료비 고지출,과부담

의료비 지출 확률 높음

한계

지체장애인의

특성을 반 한

설명변수 부족

① 지역가입자만 포함

② 공단 자료특성상 설

명변수 부족

① 의료제공자 의 연구

② 장애특성,사회경제 특성 반 한 설명변수 부족

표 3.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과 지출 련 국내 선행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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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과 련된 선행연구

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과 련된 요인을 살펴보면,신체장애,감각장애,

인지장애의 보유는 연령,성,건강수 을 보정한다고 하더라도 미충족의료 경

험을 높이는 데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의료이용을 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비용” 이에 한 “지불능력”이었다.미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증 장애인은 의료이용에 한 근성,만족도,질에 한 평가가 낮

고,정기 인 의사방문도 보험에 가입한 다른 그룹에 비해 조했다(Gulley

& Altman,2008).캐나다와 같은 국민건강보장 체계 하에서도 장애인의 의

료니즈는 히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Colletal.,2010).

메디 이드 리의료조직(ManagedCareOrganizations:MCOs)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행 별보상(FeeForServices:FFS)제도를 용받는 장애인에

비해서 30분 이상 서비스제공자와 면담할 확률은 높았으나, 문의 이나

독감 방 종을 받을 확률은 오히려 낮았다(Burns,2009).이는 지역차원의

리의료조직에 한 의무등록이 장애인의 근성 향상에 극 인 변화를 가

져오지는 않는 것을 보여 다.

메디 어 건강유지조직(HealthMaintenanceOrganizations:HMOs)의 여

혜택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기존의 행 별보상을 용받는 장애인에 비해 일

차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근성(상용치료원 여부,건강문제가 있을 때 의

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험)과 지불능력(비용 때문에 보건의료 이용을 미룬 경

험,의료비용에 한 만족도)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Beatty& Dhont,2001).

단,건강수 이 좋지 못하고 장애 증도가 심한 경우에는 커버리지 유형에

상 없이 근과 지불에 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증 장애인에게 건강보

험 혜택이 잘 공유되지 못하고 있었다(Beatty& Dhont,2001).

많은 장애인들은 비용문제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장비․기구 없이 지내

며 의약품 복용을 제 로 하지 못하고 의료비 외의 다른 지출을 이기도 했

다(KaiserFamilyFoundation,2003;Hansonetal.,2003).일차의료진, 문

의,재활서비스,보조기기,의약품 처방에 해 각각의 근성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반의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며,소득수 이 낮고 건강수 이 좋지 못할수록 근성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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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eattyetal.,2003).

지불능력뿐만 아니라 물리 근성이나 치료과정의 어려움도 장애인이 경

험하는 높은 장벽이다.신체 장애(척수손상,뇌졸 ,다발성경화증)를 가진

사람들은 시설이나 검진장비에 한 근성 문제,즉 구조-환경상의 장벽

(structural-environmentalbarriers)과 제공자의 장애에 한 이해력,즉 서비

스제공자의 지식,존 ,숙련된 보조 인력의 부족함과 같은 과정상의 장벽

(processbarriers)을 경험한다고 했다(Krolletal.,2006).

장애인 스스로 느끼는 보건의료 이용의 수용성을 고려한 연구도 있었다.

장애인이 주 으로 느끼는 미충족의료 수 은 해당분야의 문의료진이 진

단한 수 보다 높았는데(Kerstenetal.,2000),이는 자신의 장애를 인식할

때에 에 의해 이해되는 이미지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Menzel

etal.,2002).

한편 장애인을 주된 연구 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Bryant등(2009)의 연구

에서는 미충족의료의 주요 결정인자로서 ‘젠더’에 조명하 으며 특히 지역사

회참여와 사회 지지 변수,개인의 건강행태 변수를 포함하여 미충족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했다.이 연구에서는 여성일 때

다른 특성을 모두 보정한 후에도 미충족의료가 높고,주택소유상태,사회참여

와 사회 지지 변수를 포함하면서 기존의 소득수 변수가 더이상 유의미하

지 않다는 데에 을 두었다.이를 통해 사회통합정도를 나타내는 외부요

소들이 미충족의료 경험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미충족의료에 한 연구에서는 가구 혹은 개인

의 특성을 나타내는 공변수 하나로 장애여부가 활용되었다. 를 들어 ‘가

구 내 장애인 여부,가구주의 장애인 여부,개인의 장애여부’이다.미충족의

료를 측정하는 선행연구에서는 부분 ‘소득수 ’이 큰 심이었기 때문에

‘장애’여부는 통제의 상이었으며,장애의 유형이나 증도를 고려한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많은 연구에서 장애인이 겪는 고유한 근성의 장

벽을 리하는 변수가 분석에 포함되지 못했다.

체 인구집단을 상으로 한 미충족의료의 향요인을 분석한 결과,가구

내 장애인이 있을 경우 미충족의료(지난 1년 동안 아팠지만 혹은 보건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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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필요한데 병의원 방문을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를 경험할 확률은 높

았다(변용찬,2007;허순임 등,2009).그러나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의 확률은 장애인이 있을 때에 높기도(신 과 손정인,2009),유의미하지

않기도(김진구,2008;허순임 등,2009),장애인이 가구주일 경우 오히려 더

낮아지기도 했다(신 과 손정인,2009).

장애인 집단만을 상으로 미충족의료 경험과의 계를 악한 연구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의학 필요도와 실제 이용양상을 비교하거나(이진용,

2006),환경 근성 해요인으로서 의료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바 있다(이진용 등,2006). 한 주 으로 느끼는 미충족의료 경험의

요인에 한 분석이 이루어졌다(신자은,2013;유소연 등,2011).

이 이진용(2006)의 연구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문 인 단으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필요를 측정할 수

있는 필요측정도구 개발하고,서울지역 거주 장애인들을 상으로 재 자신

의 장애와 련된 서비스를 히 받고 있는지를 평가했다.평가도구를 활

용하여 필요도와 이용도를 측정한 결과 의학 처치,수술,보장구,재활치료,

정기 추후 리 역에서 장애인이 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

고 있었고,특히 재활치료와 정기진료 부분이 가장 취약했다.필요측정의 객

단과 실제 의료이용 사이의 차이를 통해 장애인의 미충족의료를 밝

냈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문가 심의 을 지니기도 한다.

의료기 까지의 물리 근성에 을 맞추어 서울시 종로구의 모든 의

료기 을 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6)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2003

년 평가 상 병원의 장애인 시설 설치율은 70%, 합설치율은 31%에 불과

했으며,2005년 7월 이후 신축 건물에 입주하는 의원 의료기 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 으로 설치하게 되었음에도 2011년의 설치율은 74.1%, 합

설치율은 39.2%로 기 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진용 등,

2006;이진용 등,2012).국내에서 드물게 사회 환경 차원의 물리 근성을

6)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기 의

편의시설 설치기 을 기본으로 10가지(주 출입구 근로,장애인 용주차구역,출입구 높이

차,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화장실, 자 블록 수 의 규정)항목별 평가기 설치율

과 합설치율을 조사했다(이진용 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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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조사한 연구로서 장애인을 한 법 설치기 에 합하게 충족하는지

에 한 실태를 보여주며 편의시설 확보를 한 정책 함의를 지닌다.

일부 지체장애인을 상으로 주 미충족의료 경험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여성일 때,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충족

의료 경험의 확률이 높았다(유소연 등,2011).이 연구는 샘 선정이 장애인

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장애인복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에서 편의추출하다보니 기본 인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만을 상으로 하여

표성에 제한이 있었으며 지체장애인의 근성에 향을 미칠만한 사회․환

경차원의 변수가 충분히 포함되지 못했다.최근 신자은(2013)의 연구는 장애

인의 이동제약을 보여주는 ‘혼자 외출하는데 따른 불편여부,외부활동 불편여

부,교통수단 불편여부,차량소유여부’변수와 ‘재활보조기구 여에 해 알

고 있는지 여부,건강보험 가입형태’와 같은 제도 요인 변수를 추가했다.

분석결과 집 밖 활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에 한 인지가 낮은 경우

에 미충족의료 경험 필요한 보조기구를 소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건강

검진 수검률은 낮아졌다.이 연구는 의료기 에 한 직․간 인 근장벽

을 리하는 설명변수와 미충족의료에 한 주 경험,보조기구 소지,건

강검진 수검과 같은 종속변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을 다양

한 측면에서 악한데에 의의가 있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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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명

(연도)

자료원과 상 주된 설명변수 (장애정의)
주된 결과 변수

(미충족의료 정의)
분석방법 주요결과 시사

장애인과 문가의 의료 필요도를 측정한 연구

Kerstenet

al(2000)

SouthernEngland

거주

장애인(16-65세)과

문의 87

두 지역

(Basingstoke,Southampton)

의 등록장애인

장애인과 문의가

각각 동일한 설문지를

통해서 미충족의료

측정

장애인과

문가의

응답일치도

검정(kappa

statistics)

-장애인들이 주 으로 느끼는 미충

족의료 수 이 해당 장애 문의료

진이 단한 의료수 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남.

이진용

(2006)

문과목별 문가

패 ,서울지역 거주

등록장애인 311명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시각장애,청각장애인의

필요도(의학 처치

수술,보장구,재활치료,

정기 추후 리)측정

개발된 필요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미충족필요도

측정

문가의

합의를 통한

필요측정도

구 개발,

측정

- 장애인은 평가 역에서 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

음.

- 특히 재활치료와 정기진료 부분이

가장 취약했음.

체인구를 상으로 장애여부를 설명변수 하나로 활용하거나,비장애인과 비교한 연구

McCollet

al(2010)

1998–1999년

CanadianNational

PopulationHealth

Survey,20–64세

신체(통증,이동상),

감각(청각,시각,언어),

인지,정서 장애 여부

지난 1년간

보건의료서비스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한 경험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비장애인에 비해 통증,청각장애,정

서 장애가 있는 경우,장애인 내에

서는 소득수 이 낮을 때 미충족의

료 경험 높음

허순임 등

(2009)

2006년 차상 계층

실태조사,가구단
가구 내 장애인 여부

지난 1년간 아팠지만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도 치료

포기한 가구원 있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

-미충족의료 경험여부:가구 내 장애

인,만성질환자 있을 때 높음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

험 여부:장애가구원 유무는 유의미

표 4.장애인의 미충족의료 련 주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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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하지 않음,만성질환자는 유의미함.

신 과

손정인

(2009)

2005,2006년 복지패

자료

가구 내 장애인여부,장애인

가구주 여부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

2년간 미충족의료

경험의 동태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2005년 자료에서 가구 내 장애인이

1명이상 있을 때 미충족의료 경험

높아짐

-2006년자료에서 장애인가구주일 때

미충족의료 경험 확률 낮아짐

김진구

(2008)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19세이상 성인

등록장애여부

지난 1년 동안

“경제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고싶었지만 받지

못한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
-장애여부 유의하지 않음

변용찬

(2007)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

체연령

등록장애 여부

지난 1년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외래이용

횟수,입원횟수가 많고,동시에 미충

족의료 경험확률이 높았음.

Hwang

(2011)

2008년

국민건강 양조사,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등록장애 여부

지난 1년 동안

의료서비스를

받고싶었지만 받지

못한 경우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

에서 교통수단의 불편함으로 인해 미

충족의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음.

장애인 인구집단 내에서 미충족의료 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

Gulley&

Altman

(2008)

2002,2003년 Joint

Canada/UnitedStates

SurveyofHealth

(JCUSH),18-54세

ADL,IADL1개 이상 제한

는 직업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는 사람 에서

보험에 가입된 미국인,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규칙 인 외래이용,

미충족의료 경험,

미충족 의약품 이용,

의료기 이용 만족도,

의료의 질에 한 평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반화

추정방정식

(General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미국과 캐

나다의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차이가

없지만,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미국

의 증 장애인은 근성,만족도,

질,의사방문이 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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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캐나다인

Estimating

Equations:

GEE)

Burns

(2009)

개인단 :1996-2004년

MedicalExpenditure

PanelSurvey

(MEPS),

주단 :Area

ResourceFile,U.S.

CensusSmallArea

Incomeand

PovertyEstimates,

18–64세의 메디 이드

등록자

메디 이드 등록자 내에서

행 별보상( 거집단),

리의료조직 의무등록,

리의료조직 자율등록 여부

방서비스 근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주단 의 메디 이드 MCOs의무등

록은 장애인의 근성(필요시 문의

,독감에방 종)향상에 극 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음.

Beatty&

Dhont

(2001)

1994메디 어 Current

BeneficiarySurvey

(MCBS)Accessto

CareFiles,18–64세

IADLs1개 이상 제한자

내에서 메디 어

건강유지조직,메디 어

행 별보상 용 여부

일차의료 근성 하

경험,지불능력에 한

인지도,치료의

질에서의 만족도

로지스틱

회귀분석

-건강유지조직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

은 일차의료에 한 근성,보건의

료서비스 이용에 한 지불능력이

더 낫다고 생각함.

- 건강수 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나

장애 증도가 높은 군에서는 커버

리지 유형에 상 없이 근과 지불

에 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Hansonet

al(2003)

2003KaiserDisability

Survey,18-64세

신체 장애인,정신

장애인 내에서

보험가입여부,메디 어,

의사 근성,비용 련

근성 문제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 비보험자에서 비용 때문에 진료를

미룬 경험,비용 때문에 보조기기/의

약품을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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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 이드,민간보험 가입

여부

높았음.

- 메디 어만 가진 군은 민간보험을

추가 으로 가진 군에 비해 장애를

이해하는 의사 찾기 어려움,미충족

의료 경험 확률이 높음.

유소연 등

(2011)

장애인 회,복지 ,

보건소 이용 장애인

에서 편의추출한

지체장애인 461명

지체장애인 내에서

Andersen모형의 소인요인,

가능요인,필요요인

지난 1년간 병의원

(치과제외)에 가고

싶은데 못 간 경험

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여성일 때,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

충족의료 경험의 확률이 높았음

신자은

(2013)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18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

주 미충족의료

경험,필요한

재활보조기구의 소지

여부,건강보험

건강검진 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 집밖활동이 불편한 경우,건강보험

여제도에 한 인지가 낮은 경우

에 미충족의료 보조기구,건강검

진 수검률이 낮아짐

장애인 의료이용의 근성(물리 시설,서비스제공의 과정측면)에 을 둔 연구

Krolletal

(2006)

Fivefocusgroups,

18세 이상

신체 (척수손상,뇌졸 ,

다발성경화증)장애인

방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경험한

근성 장벽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질 연구

- 시설이나 검진장비에 한 근성

문제,제공자의 장애에 한 이해력

(지식,존 ,숙련된 지원)의 부족으

로 경험한 근성 장벽이 심각함

이진용 등

(2006),

이진용 등

(2012)

서울시 종로구에

치한 의료기

2003년 조사(160개),

2011년 조사(166개)

의료기 편의시설

평가항목:주 출입구 근로,

장애인 용주차구역,출입구

높이차,출입구,복도,계단,

승강기,화장실, 자 블록,

수 /작업 의 규정

의료기 의 편의시설

설치율, 합설치율

여부

2인 1조

직 실태조사,

빈도분석

-2003년 병원의 장애인 시설 설치율

은 70%, 합설치율은 31%

-2011년 설치율은 74.1%, 합설치율

은 39.2%로 소폭 상승

참고:ADL은 기본 일상생활수행(ActivitiesofDailyLiving:ADL)을,IADL은 도구 일상생활수행(InstrumentActivitiesofDailyLiving:IADL)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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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헌고찰의 시사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우선 장애인은 비장애인

에 비해 기능상태가 낮을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나 성질환을 보유할 가능

성이 높아서 반 인 건강수 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방서

비스이용은 고 응 실이용이나 입원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공통 인 문제

다.그러나 비장애인 비 장애인의 의료이용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 고유의 특성, 컨 모형에서 고려할 수 없

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태도나 의료기 선호도 등을 보정하지는 못했

다.이럴 경우 회귀모형에서 락변수에 의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장애인의 낮은 사회경제 지 로 인한 측정할 수 없는 불건강의 요소( :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양상태),장애로 인한 건강염려증,차별경험이나 근

성 제한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건강문제의 방치 경험 등은 이들의 의료이용

에 한 태도를 결정짓는 데에 향을 미쳤을 것이다.따라서 비장애인 비

장애인의 의료이용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더욱 정확히 악하기 해서는 응

답자 개별고유의 특성을 보정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그동안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한 연구는 주로 비장애인과 비교하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횡단면의 ‘장애여부’를 주된 변수로 활용하다보니

장애인 내에서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이 의료이용을 많이 혹은 게 하는지

에 해 면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그러나 장애인 내에서도 증도

에 따라,장애를 보유한 기간에 따라,혹은 만성질환 보유나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의료이용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따라서 장애인의 어떤 특성이 의

료이용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악하는 것은 장애인 내에서도 정책

심이 필요한 상이 구인지,정책지원의 정 시기는 언제인지를 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장애인은 와 같이 의료이용에 한 니즈가 높고 의료이용의 부담

이 큰 동시에, 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하는 것이 핵심

인 문제 다.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한 근성은 개인 요소뿐만 아

니라 환경 ,구조 ,과정상의 장벽이 복합 으로 미충족의료의 경험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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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게 된다.그러나 미충족의료에 한 다수의 연구에서 장애는 ‘가구

내 장애인 여부,가구주의 장애인 여부,개인의 장애여부’와 같이 가구 혹은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 하나로 활용되었다. 한 장애인의 미

충족의료 경험에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와 련된 특성이나 사회 환경

에 의한 의료서비스 근의 제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했다. 컨

이론연구나 장애인 당사자를 상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구조-

환경상의 장벽,과정상의 장벽을 지 하 는데,이러한 특성을 반 한 인구집

단을 상으로 하는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한편,의료이용의 근성

은 자원의 가용성,물리 근성,의료기 이용의 편의성,지불능력,환자와

제공자의 수용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와 같은 근성의 유형에 따라

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시사 이 다를 것이다.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미충족의료의 경험 여부 혹은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 경험에 을

두었으며 외국의 연구에서는 건강보장 유형을 주된 설명변수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특히 요할 수 있는 물리 근성,편

의성 제한 등을 분리하여 향요인을 비교하고 정책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7년간 조사된 종단자료를

기반으로 패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개인의 측가능한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

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보정한 후의 비장애인 비 장애인,장애인 내에서의

의료이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한 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한 분

석에서는 미충족의료 경험의 이유를 경제 이유,교통불편의 이유,편의성

제한의 이유로 나 어 향요인을 확인하되 설명변수에는 사회 지지와 사

회 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여 결과의 의미를 풍성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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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모형과 방법

1.연구모형

1)장애의 정의

장애를 정의할 때에 기능상태,사회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의의 범 를

용할 경우 국제 인 트 드를 반 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측정방식이

몇 개의 설문 문항과 자가응답에 한정되고 정책 상을 선정하기 힘들다.이

에 본 연구에서는 실 으로 정책의 상이 되고 있는 법정등록장애인을

상으로 한다. 한 등록장애인 97%에 해당하는 재가장애인을 연구 상

으로 한다.약 3%에 해당하는 시설거주 장애인은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검진,외래,입원 이용을 측정하기에는 합하지 못한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지체장애,뇌병변장애를 가진 사람

을 의미한다.지체,뇌병변 장애인은 재가장애인의 약 67%를 차지하며 보행

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며,보장구( 용지팡이,

목발,수동휠체어, 동휠체어,의지․보조기 등)를 사용하는 등 기능상태와

보건의료 니즈가 유사하다.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도 지체장애와 뇌병변장

애는 하나의 상으로 범주화되어 필요측정도구를 개발하거나(이진용,2006)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상으로 선정된바 있다(장숙랑,2004).

여기서 지체장애란 단장애, 장애,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를 의미한다.원인 질환이나 부상의 발생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으로 치료한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혹은 지체의 단,척추고

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 진단된다.뇌병변장애는 뇌의 손상으

로 인한 복합 인 장애를 의미하며 뇌성마비,뇌졸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

변의 발병 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킨슨병은 1년 치료)지속 으로 치료

한 후 장애 진단을 받는다.지체와 뇌병변 장애에 한 등 은 1등 (가장

증)-6등 (가장 경증)까지 있다.장애의 진단은 보행과 일상생활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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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 로 체 기능장애 정도를 정한다(보건복지부고시,제2013-56호).

본 연구에서는 만 20-64세의 성인 장애인을 상으로 하며,이에 따라

조군인 비장애인도 동일연령 로 제한한다.20세 미만을 제외한 이유는 일부

장애진단이 만 18세(혹은 16세)이후부터 가능7)하며,장애아동만 상으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

우 부분 만성질환,기능 하 등을 경험하고,장애를 지니고 있던 사람의 노

화(노령화된 장애인)와 노년기의 장애발생(노인성 장애인)문제가 첩되어

나타난다(김형수,1996).정책 으로는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

원제도,장애인연 제도 등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기

노령연 으로 넘어가면서 제도 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진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20-64세의 성인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장애등록이 되어있더라도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분석 상에서 제외했

다.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안면장애의 경우 장애로 인한 제약의 특성

이 다양하고 한번 고착되면 장애자체로 인한 의료이용 니즈는 높지 않아 제

외했다.내부기 의 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호흡기장애,장루․요

루장애,간질장애)의 경우 만성· 증 질환의 특성을 지녀 장애로 인한 차별의

요소가 고,1-2년에 한 번 심사를 통해 장애 진입과 이탈이 잦기 때문에

장애보유의 장기,단기 향을 악하기 어려워 제외했다.발달장애(지 장

애,자폐성장애)는 소아청소년기의 재활에 을 두는 경우가 많고 정신장

애(정신분열병,분열형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반복성우울장애)는 약물치료

를 받거나 본인의 의지와 상 없이 장기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장애보유기간

이나 장애로 인한 미충족의료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했다.

7)지체장애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

부터,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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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모형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실증분석에 포함되는 주된 변수에는 음 표기를 하 고 직 효과를 측정한

경우 실선으로 표기했다.모형에 한 구체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장애의 원인 혹은 장애와 직 련된 부분과 장애

외의 건강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둘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지만,보통

장애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보건의료 이용의 니즈는 장애 보유기간에 따른

응 고착 정도와 장애 증도로 측정할 수 있으며 장애 외의 건강문제에는

욕창,요로감염,우울 등의 2차 질환과 만성질환 성기 질환,노화로 인

한 기능약화,사고 등이 있다. 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건강검

진, 방주사 등의 일반 방서비스를 해 병원에 방문하기도 한다(WHO

& WorldBank,2011).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한 니즈 에서 장애자체의 원

인을 리하는 변수로 장애보유기간에 따른 응정도와 장애 증도, 년도

비 증도의 변화를 활용한다.장애 외 건강수 을 리하는 변수로는 개

인의 만성질환 여부,주 건강상태,연령,성별 등을 포함한다.단,추가분

석으로 만성질환 여부 신 응답자가 주로 앓고 있는 질환 유병률이 높은

5개 질환( 염․요통․좌골통․디스크, 풍․뇌 질환,고 압,당뇨병,

골 ․탈골 사고로 인한 후유증)보유 상태를 모형에 포함한다.본 연구

의 종속변수로 활용한 연간 의료이용은 해당 장애 때문인지 그 외의 건강문

제 때문인지를 구분하지는 못하지만,구체화된 장애 련 변수와 주된 질환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와 같은 원인에 의해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한 니즈는 높아지지만 장애

인의 의료이용은 비장애인에 비해 근성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때

로는 필요시의 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충족의료’가 발생하기도 한

다.장애인의 의료이용을 진하거나 해하는 요소는 자원의 가용성,물리

근성,편의성,지불능력,그리고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수용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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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다(Penchansky& Thomas,1981).

본 연구는 의료이용을 하는 장애인이 ‘경험한’ 근성 해 요인을 악하

고자 한다.분석에서는 경제 이유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한 경험(지불능력),

교통불편으로 인해 의료이용을 못한 경험(물리 근성),병원의 운 시간

이나 약시스템, 기시간의 불편함 때문에 의료이용을 못한 경험(편의성

제한)으로 근성 해요인을 국한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특성을 살펴본

다.따라서 환자 수 비 한 의료제공자 시설․ 로그램의 제공량과

같은 의료자원의 가용성 측면과,장애인 당사자가 느끼기에 심각하지 않아서

의료이용을 하지 않은 경험(환자의 수용성),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환자를 받

아들이는 태도,장애에 한 이해 장애와 련되지 않는 문제에 한 포

처능력(제공자의 수용성)과 같은 수용성 측면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

는다.

근성 장벽을 넘은 장애인은 개별 니즈에 따라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역을 경험할 수 있다.이들이 이용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종류는 방서비스,

문치료,재활서비스,보장구 이용,의약품 처방,장기요양서비스로 구성된다

(Dejongetal.,2002).지역사회 심의 재활치료가 강조되면서 재가방문 간호

서비스도 요한 축을 이룬다(유호신,2001;장숙랑,2004).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1년간 건강검진 여부,1년간 병의원 외래방문 횟수

와 입원 일 수로 의료이용을 측정한다.그러나 건강검진,외래,입원 이용으

로 엄 하게 방/ 문치료/재활치료/장기요양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앞서

언 한바와 같이 장애인의 의료이용에는 장애에 한 문치료서비스와 일반

인 보건의료서비스가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건강검진에는 방차원

의 정기검진,건강상의 문제를 진단하기 한 (조기)검진 등이 포함된다.외

래에는 성기병원 퇴원 후 리를 한 방문,재활서비스를 한 정기 방

문,만성질환 치료를 한 방문,기타 간헐 방문이 포함될 것이다.입원에

는 수술을 한 치료 심의 성기병원 입원,재활기간 동안의 입원,그 외에

요양을 한 장기입원이 포함될 수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

강검진,외래진료,입원 이용의 다수는 방,치료,재활을 한 서비스 이

용이라는 가정을 둔다.이 외에 보장구 이용,의약품 처방,장기요양시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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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재가방문 간호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 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장애인은 장애자체의 향과 장애 외 건강문제

로 인해 보건의료 이용에 한 니즈와 충족되지 못한 니즈(unmetneeds)가

동시에 높을 것이다.이에 본 연구의 분석Ⅰ에서는 비장애인 비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특성을 살펴보고,장애인 내에서 어떠한 특성이 의료

이용에 향을 미치는지 악하며,분석Ⅱ에서는 장애인이 경험한 미충족의

료의 황과 이에 향을 미치는 근성 장벽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는 비장애인 비

겪는 차이가 존재하며,장애인이라고 해서 항상 아 것이 아니고 장애보유

기간, 증도,장애 외 건강상태 등에 따라 의료니즈가 다르고 이에 따라 의

료이용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나아가 장애인의 사회경제 지

와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 환경 요인에 따라 의료이용 근성은 정 혹

은 부정 향을 받을 것이며 미충족의료의 경험도 달라질 것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개인특성과 사회 환경 요소가 과연 어떻게 의료이용량

과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면 한 분석을 통해 악하고

자 한다.이로써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한 주요한 두 축을 보완 으로

설명하고 정책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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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의 개념틀

3)분석 개요

가.분석 Ⅰ.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한 분석

분석 Ⅰ에서는 한국복지패 조사 1-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보

건의료 이용 특성을 다음과 같이 두 과정을 통해 악한다.

첫째,비장애인 비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 특성을 악한다.개인의 인

구학 ,사회경제 ,건강 련 특성을 보정한 후에 비장애인 비 장애인의

건강검진 여부,연간 외래방문 횟수,입원 일 수를 비교한다.

둘째,장애인 내에서 이들의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에 더하여 장애보유기간,장애 증도, 년도 비

증도의 변화,동반질환,주 건강상태 에서 어떠한 특성이 이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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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모형Ⅰ.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한 분석

료이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 악한다.다만,장애보유 3년 이후에는

보통 장애가 고착되어 자신의 건강상태에 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Powdthavee,2009),이 분석에서는 장애보유 3년 이하 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장애를 보유한 사람들의 보건의료 이용을 비교한다.

나.분석 Ⅱ.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Ⅱ에서는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의 근성 측면에서 이들의 의료이용을 해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미

충족의료는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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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한 경험 여부로 측정한다.미충족의료 이유에는 ‘주 이되,선택할

수 없는 미충족의료’개념을 반 하여 경제 이유,교통불편,편의성 제한의

측면을 고려한다.설명변수에는 장애특성이나 건강상태 변수뿐만 아니라 미

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지지,장애인이 속한 사회 환

경을 리하는 변수를 포함한다.

<그림 3> 모형Ⅱ.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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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

1)분석 Ⅰ.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한 분석

(1)자료원과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복지패 (Korea

WelfarePanelStudy:KoWePS)제1차년도(2005년)부터 제7차년도(2011년)까

지 7년간의 자료를 활용하 다.한국복지패 은 외환 기 이후 빈곤층(근로

빈곤층 포함)과 차상 층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 으로 악하기 한 조

사로서 정부승인 지정통계조사(승인번호 제 33109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

원,서울 학교사회복지연구소,2012).한국복지패 자료는 가구용,가구원용,

부가조사로 구성되며,부가조사는 아동용(1,4,7차),복지인식(2,5차),장애인

(3,6차)을 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져 있다.

한국복지패 의 조사모집단은 2005년 인구센서스 90% 조사구(섬,특수시설

조사구는 제외)이다.표본추출방법은 층화이 추출법으로서,1단계는 517개

조사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가구의 소득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등을

조사한 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조사 자료로부터 일반 가구와 소득층 가구

( 균등화소득의 60% 기 으로 가구 구분)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

가구를 최종패 가구 상 표본가구로 추출하 다.복지패 조사에서는 시설

에 입소 인 장애인은 연구 상 포함되지 않는다.최 7,072가구로 시작한

한국복지패 은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차 감소하여 2012년 7차 패 조사

완료 기 으로 73.6% 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 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12).

본 연구에서는 가구용 조사,가구원용 조사,장애인 부가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했다.가구원을 심으로 1차년도 조사에서 7차년도 조사까지 모두 조사

에 참여한 사람은 12,192명이었다.이 20-64세,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과 비장애인을 분석 상으로 했으며 그 외 장애유형,비등록장애인은 제외했

다.최종 으로 주요문항에 한 결측치를 제외한 후에 분석 상은 5,51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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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7차년도 통합자료(pooleddata)로는 38,598개의 측치이다.

(2)변수설명

①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개인의 의료이용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여부,1년간 외래진

료 횟수와 입원 일 수로 측정하 다.건강검진에는 액,소변,엑스 이,심

도 등 핵심 검진항목에 해 검진 받거나,5 암검진( 암,간암, 장암,

유방암,자궁경부암)을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외래진료 횟수는 법정의료기 의 방문만 합산하며,순회진료를 받은 경우

는 포함하지 않는다.동일한 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

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

하게 되어있다.건강검진은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원 일 수는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 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된다.응 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교통사고나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365일로 기록된다(2005-2011년

한국복지패 조사표 참조).

② 장애 련 독립변수

장애와 련된 주요 독립변수는 분석 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비장애인 비 장애보유로 인한 향을 측정하는 분석 Ⅰ-1에서는 응답자의

장애여부,장애의 증,경증 여부를 활용한다.장애여부는 등록장애인 여부

이며,장애종류는 가장 최근에 정받은 장애유형이다. 복장애의 경우,주

요 장애(등 이 같은 경우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한 가지만 표

시하도록 되어있는 복지패 의 설문방식에 따라 한 사람이 한 개의 장애유형

에 속하도록 자료를 구축했다.장애 증도는 장애등 을 리지표로 활용했

다.따라서 장애등 이 3,4,5,6등 일 때 경증 장애로,장애등 이 1,2등 일

때에 증 장애라고 정의했다.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증’은

1,2 3 복장애(3 장애 외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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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은 3-6 인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는 복장애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1,2 장애가 있는 경우 증 장애로 정의했다.

분석 Ⅰ-2에서는 1-7차년도 조사기간 내에 장애를 보유한 사람을 상으

로 한다.장애보유기간은 재연령과 장애시작연령 사이의 차이로 계산했으

며,장애보유기간 변수의 형태에 따라 장애기간을 연속형(년수)으로 설정하거

나,범주형으로 설정하여 3년 이하인 경우 비 4-5년,6-9년,10-19년,20년

이상일 경우 어떻게 다른지 측정했다. 거집단을 장애보유기간 3년이하로

정한 이유는 장애발생이후 3년 이내에 경증 장애로부터 주 건강수 이

회복되고 증 장애에 한 회복은 4년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

이다(Powdthavee,2009). 년도 비 장애등 이 변했는지 변수는 장애등

에 변화가 없는 경우 호 된 경우( 를 들어 장애등 이 2 에서 3 으로

재 정된 경우) 비 증도가 악화된 경우( 를 들어 장애등 이 2 에서 1

으로 재 정된 경우)를 비교했다.

③ 기타 독립변수

그 외에 개인의 의료이용량을 설명하는 변수에는 인구학 특성으로 성별,

연령,결혼상태,거주 지역,사회경제 특성으로 교육수 ,경제활동상태,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공 건강보장 유형,건강수 특성으로 주 건강상태,

만성질환 여부를 포함했다.다만 장애인 내에서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악할 때에는 추가분석을 통해 만성질환 여부 변수 신 주요질환 여부

를 모형에 포함했다.여기서 주요질환이란,응답자가 지닌 주요병명으로,개인

이 복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주된 질환 한 가지만 표기하게 되어있다.감기

와 같은 계 성 질환 는 임신 출산 는 미용을 목 으로 하는 성형의

경우는 주요병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성질환이나 정신질환(정신분열 등)도 주

요 병명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질병’으로 기록된다.본 연구에서는 사 분석을

통하여 유병률이 높은 5개의 주요질환을 선택하 으며,여기에는 염․요

통․좌골통․디스크, 풍․뇌 질환,고 압,당뇨병,골 ․탈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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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변수 정의

종속변수

건강검진 여부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여부.일반 건강검진,암검진 포함

외래진료 횟수 지난 1년간 법정의료기 이용에 한 진료횟수

입원 일 수
지난 1년간 보건소,병의원,종합병원 등 의료기 에

입원한 일 수.응 실 당일입퇴원 의료기 원 포함

장애 련

독립변수

분석 Ⅰ-1.비장애인 비 장애인

장애여부 0:비장애인,1:장애인

장애 증도 0:비장애인,1:경증(3-6 ),2: 증(1,2 )

분석 Ⅰ-2.장애인 내에서

장애기간

연속변수: 재연령-장애시작연령 (선형,제곱항)

0:3년 이하

1:4-5년,2:6-9년,3:10-19년,4:20년 이상

장애 증도 0:경증(3-6 ),1: 증(1,2 )

년도 비 장애등 변화

0:변화 없음,호 됨

1; 증도 악화됨

(※장애정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최 진단일로부터 2

년 후 재 정 받음.단,3번의 장애 정결과가 동일하고

장애정도의 변화가 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 재 정

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타

독립변수

성 1:남,0:여

연령 연속변수:조사시 -태어난연도 (선형,제곱항)

결혼상태 1:배우자 있음 0:기타

거주지역 1:서울, 역시 0:기타

교육수

0: 학교 이하

1:고등학교 졸업

2: 문 학 재학 이상

경제활동 참여 상태

0:15세미만,실업,비경활,무 가족종사자

1:상용직 임 근로

2: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 공공근로 임 근로

3:고용주,자 업자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소득8)

연속변수 (단 :백만원)

가구의 총 가처분소득(근로소득+사업 부업소득+재산

소득+사 이 소득+공 이 소득-세 사회보장부담

)을 가구원수로 나 값

공 건강보장 가입유형
1:의료 여 1,2종,국가유공자 무료진료

0:건강보험

주 건강상태
1:불건강(건강이 아주 않좋다,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0:건강(보통이다,건강한 편이다,아주 건강하다)

만성질환 여부

1:만성질환 있음(투병‧투약하는 경우와 투병 때문에

지속 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 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0:만성질환 없음

주요질환 보유 여부

염․요통․좌골통․디스크 여부 (0:없음,1:있음)

풍․뇌 질환 여부 (0:없음,1:있음)

고 압 여부 (0:없음,1:있음)

당뇨병 여부 (0:없음,1:있음)

골 ․탈골 사고로 인한 후유증 (0:없음,1:있음)

표 5.분석변수

8)균등화 소득: 가구특성(가구원수,가구원의 인구학 특성 등)이 다르면,동일 후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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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석방법

분석Ⅰ에서는 한국복지패 1-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패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패 데이터 회귀분석 모형은 샘 크기를 상당히 늘릴 수 있고,단

면조사,시계열조사에서는 감지되지 않는 연도 간 증감의 효과를 감지할 수

있으며,개인의 측되지 않는 고유 특성(individual-specific)을 고려하여 이

질성(heterogeneity)을 보정할 수 있다. 컨 모형에서 고려되지 않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개인 혹은 가구의 특성( :의료서

비스 이용에 한 태도나 의료기 선호도 등)은 의료이용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러한 패 개체의 특성이 회귀모형에서 제외된다면 락변수에 의

한 편향(omittedvariablebias)이 생길 수 있다.패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모

형에서는 개인별(가구별)이질성을 반 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형설정오류

(modelmis-specification)를 일 수 있다(민인식과 최필선,2012a;Gujarati,

2004).

종속변수가 건강검진 여부와 같은 이항변수일 경우에는 패 로짓모형 분석

을 실시했다(민인식과 최필선,2012a:238).

종속변수가 외래방문 횟수,입원 일 수와 같은 카운트데이터(countdata)일

경우에는 음이항(Negative Binomial: NB)회귀분석을 실시했다(Majo &

Soest,2011).패 데이터에서   가 카운트 측치일 때 자주 용되는 모형

은 포아송회귀모형(Poisson regression:P)인데 포아송모형에서는 동분산성

(equidispersion), 즉 조건부 평균(conditional mean)과 조건부 분산

(conditionalvariance)이 같다고 E(       )=Var(       )=  가정한다

(Majo& Soest,2011).

그러나 동분산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산이 평균보다 크다는 가정

(overdispersion)”을 따르는 음이항회귀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음이항모형에

유지에 필요한 지출규모도 다름.균등화 소득이란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 가구소득으로 소

득격차 지표산출,가구간 생활수 비교 등에 많이 사용함.우리나라에서는 OECD에서 사

용하는 소득을 가구원수 로 나 는 방법으로 균등화 소득을 산출함(통계청,복지통계

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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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        )=이고,Var(       )=(1+) 가 되며, 라미터 는

분산이 평균보다 크다는 가정을 반 하게 된다(Majo& Soest,2011).본 연

구에서는 포아송분포와 음이항분포 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하여

Cameron․Trivedi(2005,p.670-671)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모형선택검정

(modelselectiontest)을 실시했다(민인식과 최필선,2012b:147)9).검정결과

포아송모형 용시 동분산성 가정이 기각되어 최종 으로 음이항 회귀모형을

용했다.

한편,패 데이터는 종단면의 특성을 모두 지니므로 단면자료에서 나타나

는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과 시계열자료에서 나타나는 자기상 과 같은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Gujarati,200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고

정효과(fixedeffects)모형이나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을 용할 수 있

다.고정효과모형은 개인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반 하는 오차항(errorterm)

이 설명변수들( )과 련성이 있다는 가정을 하며,개념 으로 패 그룹내

에서 설명변수의 변이에 을 둔다.개체간효과(betweeneffect)모형은 횡

단면데이터를 이용한 추정이며 패 개체간의 효과를 추정한다.확률효과모

형에서는 개인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반 하는 오차항이 설명변수들( )과

련이 없다는 가정을 한다.확률효과모형의 추정량은 고정효과 추정결과와

개체간효과 추정결과의 가 평균치이기 때문에 변수의 효과가 패 그룹 간,

패 그룹 내에 같이 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민인식,최필선,2012a).따

라서 확률효과모형은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개체간 특성이 상이한, 측치 범

주가 넓은 데이터에 용하기 한 방법이다(Nolan& Nolan,2004).

이와 같은 배경 하에,본 연구에서는 개체 내 변이뿐만 아니라 개체 간 변

이를 고려할 수 있는 확률효과모형을 선정했다.고정효과모형의 경우 1)그

9) 포아송모형의 동분산가정이 성립하는지에 한 귀무가설(    )과 립가설

(    )을 검정을 해서 새로운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선형회귀모형을

추정했다(민인식,최필선,2012b:147).




 

 .여기에서  exp 으로 포아송모형에 의해 추정한 종

속변수의 평균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muhat)에 한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5% 유의

수 에서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므로,음이항모형을 용하는 것이 더 합

함을 확인하 다(Cameron&Trivedi,2005,p.670-671,민인식,최필선,2012b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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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내 종속변수의 합이 반드시 0보다 커야하고,2)시간에 따라 변하는 설명

변수만 계수추정이 가능하며,3)패 그룹이 최소한 2개 이상의 시계열

측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민인식,최필선,2012a:155). 의 조건을 고려할

경우 한 번도 병원을 방문한 이 없는 사람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어,사회경

제 수 등의 이유로 의료이용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다.특히 입원이용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결과해

석에 제한이 크다.

한 고정효과 음이항 모형은 패 데이터의 그룹 내 측시간이 20이상,

측 개체 수는 1,000이상으로 충분할수록 검정력이 높아지지만 그 지 않

을 경우 “순수한 고정효과”의 추정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Guimaraes,2008).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확률효과모형을 선정하 으며,

이를 통해 측가능한 모든 공변수, 측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 고유의 이질성을 보정한 후의 결과를 산출했다.

한국복지패 의 조사모집단은 소득층이 과 표집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체인구를 표하는 값을 제시하기 해서 모든 자료 분석시 7차년도(2011

년)조사자료 기 의 종단면 개인표 가 치를 부여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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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모형

분석 Ⅰ-1.비장애인 비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 특성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체 패 을 상으로 종속변수가 건강

검진 수검 여부 일 때에는 확률효과를 가정한 로지스틱 패 회귀분석을 실시

하고,종속변수가 외래진료 횟수나 입원 일 수와 같은 카운트데이터일 때에

는 음이항 패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비장애인 비 장애(경증 장애, 증 장

애)를 지닐 경우 보건의료 이용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다.

Yit=β1X1it+β2X2it+εit

i:개인 (i=1,2,3,...,5514)

t:조사년도 (2005,2006,2007,2008,2009,2010,2011)

Yit:보건의료 이용

건강검진 수검 여부:Yit=0:지난 1년간 건강검진 받지 않음( 거집단)

Yit=1: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한 번 이상 받음.

외래진료 횟수:지난 1년간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카운트데이터)

입원 일 수:지난 1년간 입원 일 수(카운트데이터)

X1it:장애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비장애,경증 장애, 증 장애)

X2it:기타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

εit:오차항,εit=λi+μit

확률효과 회귀모형에서 λi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간주.

즉 E(λi|Xit)=0. 찰되지 않는 개체의 특성이 설명변수와

련되지 않음을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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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Ⅰ-2.장애인 내에서의 보건의료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으로 내에서 종속변수가 건강검진 수검

여부 일 때에는 확률효과를 가정한 로지스틱 패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종속

변수가 외래진료 횟수나 입원 일 수와 같은 카운트데이터일 때에는 음이항

패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장애보유기간(연속변수,더미변수),장애 증도,

증도의 변화,만성질환,인구학 특성,사회경제 특성 등이 보건의료 이용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Yit=β1X1it+β2X2it+β3X3it+β4X4it+εit

i:개인 (i=1,2,3,...,140)

t:조사년도 (2005,2006,2007,2008,2009,2010,2011)

Yit:보건의료 이용

건강검진 수검 여부:Yit=0:지난 1년간 건강검진 받지 않음( 거집단)

Yit=1: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한 번 이상 받음.

외래진료 횟수:지난 1년간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카운트데이터)

입원 일 수:지난 1년간 입원 일 수(카운트데이터)

X1it:장애보유기간

연속변수:t시 까지의 장애 지속기간 연속변수 (선형,제곱)

더미변수:t시 까지의 장애 지속기간 더미변수

(3년 이하,4-5년,6-9년,10-19년,20년 이상)

X2it:t시 에서의 장애 증도 더미변수 (경증, 증)

X3it:t-1시 비 t시 에서의 장애 증도 악화 여부

(등 에 변화 없음·완화,등 악화)

X4it:기타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

εit:오차항,εit=λi+μit

확률효과 회귀모형에서 λi를 확률변수로 간주.즉 E(λi|Xit)=0.

찰되지 않는 개체의 특성이 설명변수와 련되지 않음을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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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Ⅱ.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

(1)자료원과 연구 상

장애인의 미충족의료 련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우리나라 장애인을

상으로 생활실태를 자세히 조사한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자료를 활용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NationalSurvey of the

DisabledPersons)는 우리나라 장애인구 출 율을 악하고 장단기 장애인복

지 정책수립을 한 정부승인 지정통계조사(승인번호 제 11732호)로서 가구

장애 정조사와 장애인심층면 조사로 이루어져있다(김성희 등,2011).2011

년 가구방문을 통한 장애인심층면 조사 상자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조사구(각 시도의 섬지역을 제외한 조사모집단)로부터 추출된 총 200개

표본조사구 지역에서 조사완료된 가구(80.6%,총 105,496명의 가구원)내에

있는 장애인 가구원 6,010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 20-64세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연구 상으로 하 으며

주요문항에 한 결측치 비등록장애인,등록장애가 2개 이상인 복장애

인을 제외한 후 최종분석 상자는 1,829명으로,지체장애인 1,659명과 뇌병

변장애인 170명으로 구성된다.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시설에 입소 인 장애

인은 제외되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만 연구 상에 포함된다.

한 심한 장애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설문조사시 보호자의 리응답

이 가능하다.본 연구의 분석 상 표본 에서 장애인 본인이 응답한 경우는

1,813명(99.1%),보호자(부모,배우자,자녀)가 응답한 경우는 16명(0.9%)이었

다.

(2)변수설명

①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와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이다.‘미충족

의료 경험’이란 “최근 1년간(2010.6-2011.5)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가지 못한 이 있습니까?”에서 “ ”라고 응답한 주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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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의료 경험 이유’는 Penchansky와 Thomas(1981)의 보건의료서비스 이

용에 한 근성 개념과 Allin등(2010) Nelson과 Park(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지불능력의 제한,물리 근의 어려움,편의성의 제한 측면을 반

했다.지불능력의 제한은 경제 인 이유로 병의원에 못간 경우를 의미하며,

물리 근의 어려움은 교통이 불편해서 병의원에 못간 경우,편의성의 제

한은 병의원 등에 약을 하기가 힘들어서/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병의원에 못간

경우를 포함 한다<표 6>.다만 의료자원의 가용성 측면,환자와 보건의료서

비스 제공자의 수용성 측면,이로 인해 장애인이 느끼는 과정상 장벽은 반

하지 못했다.

변수명 변수설명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

0:없음 ( 거집단)

1:있음,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가

지 못한 이 있는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 유형화

0:없음 ( 거집단)

1:지불능력의 제한 측면.경제 인 이유로 병의원에 못감

2:물리 근의 어려움 측면.교통이 불편해서 병의원에 못감

3:편의성의 제한 측면.병의원 등에 약을 하기가 힘들어서,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병의원에 못감

표 6.종속변수

② 독립변수

미충족의료에 향을 미칠것으로 단되는 독립변수에는 개인의 인구학

특성,사회경제 특성,건강수 과 장애정도,사회 지지와 사회 환경 변수

를 포함했다.그동안 미충족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는 연구에서

는 개인의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 건강 련 특성을 포함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그러나 장애인 상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집단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사회 지지,장애인이 속한 사회 환경을 리하는 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정책 으로 의미 있을 것이다(Bryantet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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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구학 특성으로 성별,연령 ,결혼상태,독거 여부를,사회경제

특성으로 교육수 ,경제활동상태,가구의 소득수 (연간 균등화가처분소

득),공 건강보장 유형을 포함했다.건강수 과 장애 련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에는 장애인의 주 건강상태,만성질환 유무,일상생활수행에 도움필요

여부,장애등 ,장애원인,장애보유기간을 포함했다.

장애인의 사회 지지와 사회 환경을 나타내는 변수에는 사교활동(친구,

친척만남,모임 등)을 하는지 여부,보건의료 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 여

부,보험제도상 계약 시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집밖 활동 시 불편경

험,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경험 여부를 포함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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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변수 정의

인구학

특성

성별 1:남,0:여

연령 0:20-29세,1:30-39세,2:40-49세,3:50-64세

결혼상태 1:배우자 있음 0:기타

독거여부 1:독거 0:독거 아님

사회경제

특성

교육수 0: 학교 이하,1:고등학교 이상

경제활동 참여 상태
0:실업,비경제활동,무 가족종사자

1:상용직 임 근로,2:임시직․ 일용직,3:자 업자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소득
가구의 총 연간소득을 가구원수로 나 값

연속변수 (단 :백만원)

공 건강보장 가입유형 0:건강보험,1:의료 여

건강수 과

장애 련

특성

주 건강상태 1:불건강(나쁨,매우 나쁨),0:건강(좋음,매우 좋음)

만성질환 여부
1:만성질환 있음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0:만성질환 없음

일상생활수행 기능자립정도

1:도움필요 (옷벗고입기,세수하기,목욕하기,

식사하기,체 변경하기,일어나앉기,옮겨앉기,

방밖으로 나가기,화장실 사용하기, 변조 하기,

소변조 하기 하나라도 부분도움/완 도움이

필요한 경우)

0:자립

장애등 1: 증(등록장애 1,2 ),0:경증(등록장애 3-6 )

장애원인
1:질환,사고로 인한 후천 원인

0:선천 원인,출생시 원인,원인불명

장애보유기간 재나이-장애발생나이 (연속변수)

사회

지지와

사회 환경

사교 활동 참여(친구

친척만남,모임 등)
1:참여함(지난 1주 동안 직 참여),0:참여하지 않음

장애인 상 보건의료 역

정부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1:있음(장애인의료비지원,등록진단비 지 ,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여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0:없음

보험제도상(계약시)차별 경험 1:있음(장애로 인하여 사회 인 차별 받음),0:없음

집밖활동 시 불편 이유

0:불편하지 않음

1: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불편

2:외출시 동반자 없어서 불편

3:주 사람들 시선 때문에 불편,기타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운

이유

0:어려움 없음

1: 교통(버스,택시,지하철)이용 불편

2:장애인 용 혜택 부족(장애인 콜택시 부족,

장애인용 자가용 운 면허증 확보 어려움,

동휠체어 없음),기타

표 7.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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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석방법과 분석모형

이 연구에서는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종속변수가 미충

족의료 경험 여부일 때에는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종속변수가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에 따른 유형일 때에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logisticregression)을 실시했다.분석시 우리

나라 체인구를 표하는 값을 제시하기 해서 2011년 조사자료의 개인표

가 치를 부여했다.자세한 분석방법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가 종속변수 일 때에는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장애인 내에서 미충족의료 경험 확률에 향을 미치는 개인과 사회

환경의 특성을 악한다.

log Pr  
Pr  

           

Y=0:미충족의료 경험 없음( 거집단)

Y=1:미충족의료 경험 있음

 :인구학 특성,:사회경제 특성,:건강수 과 장애

련 특성,:사회 지지와 사회 환경

ε:오차항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는 세 가지(경제 이유,교통 불편,편의성 제한)로

구분되므로,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미충족의료 경험이 없는 경

우 비 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이를 통해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에 따른 유형별로

유의미한 향 요인을 비교한다.

logPr  
Pr  

           

logPr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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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Pr  
Pr  

           

Y=0:미충족의료 경험 없음( 거집단)

Y=1: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Y=2:교통불편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Y=3:편의성 제한( 약의 어려움,진료시간 제한,긴 기시간)으

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인구학 특성,:사회경제 특성,:건강수 과 장애

련 특성,:사회 지지와 사회 환경

ε: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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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한 분석

1.분석Ⅰ-1.비장애인 비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 특성

1)일반 특성

분석Ⅰ-1의 상자는 1-7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만 20-64세에 해당하는 비

장애인과 장애인이다.최종 분석 상은 5,514명이며 측치 수는 38,598개체

의 균형패 (balancedpanel)이다.7년간 자료를 장애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1

차년도에서 장애인의 비율은 2.8%에서 7차년도 3.6%로 분석기간 동안 장애

인의 비율이 서서히 증가했으며 7개년도 통합자료 내에서의 장애인 비율은

3.3% 다<표 8>.

연도
비장애인 장애인 체

n wt% n wt% n

1차년도 5,302 97.2 212 2.8 5,514

2차년도 5,285 96.9 229 3.1 5,514

3차년도 5,278 96.8 236 3.2 5,514

4차년도 5,269 96.6 245 3.4 5,514

5차년도 5,264 96.6 250 3.4 5,514

6차년도 5,256 96.5 258 3.5 5,514

7차년도 5,252 96.4 262 3.6 5,514

합계 36,906 96.7 1,692 3.3 38,598

wt%(weighted%):종단면 개인표 가 치를 부여하 음.

표 8.1-7차년도 분석 상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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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반 특성을 비교하면, 반 으로 장애를 가진 사

람들의 연령 가 높고 사회경제 수 은 낮았다.장애인 내에서 남성의 비

율이 60% 이상으로 높았고 연령 는 50 이상의 비율이 많았으며,평균연

령도 비장애인에서 41.4세인 데에 비해 장애인에서 49세 다.교육수 은 비

장애인에서는 고등학교 혹은 문 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85% 이상이었지만,장애인에서는 56.5% 다.비장애인에서 비경제활동 실

업자의 비율이 33.4%인것에 비해 장애인에서 49.5%로 높았다.상용직 임

로자의 비율은 비장애인에서 35.4%,장애인에서 18.3%로 약 2배 차이가 났

다.가구균등화 연간 가처분소득은 비장애인에서 약 2,511만원으로 장애인에

서 1,881만원에 비해 약 1.3배 높았으며 장애인에서 의료 여 국가유공자

의 비율이 16.3%로 비장애인의 2%에 비해 8배 이상 많았다.장애인 내에서

증 장애인은 체의 21.3% 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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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장애인

　 n wt% n wt%

성별
여자 20,129 52.5 577 33.6

남자 16,777 47.6 1,115 66.4

연령

20-29세 4,006 14.9 35 5.3

30-39세 10,859 29.8 178 12.1

40-49세 11,159 30.6 469 29.0

50-59세 9,070 21.5 777 41.8

60-64세 1,812 3.2 233 12.0

연령 (연속변수) 41.4±11.8 49.0±9.6

거주 지역
기타 19,850 53.6 885 51.6

서울, 역시 17,056 46.4 807 48.4

결혼상태
기타 9,152 26.1 527 28.2

배우자 있음 27,754 73.9 1,165 71.8

교육수

학교 미만 8,249 15.1 893 43.6

고등학교 졸업 14,929 37.3 591 35.1

문 학 이상 13,728 47.6 208 21.4

경제활동상태

비경활,실업,무

가족종사자
12,259 33.4 863 49.5

상용직 임 근로 11,518 35.4 243 18.3

임시직,일용직,

자활근로,공공근로
7,753 19.1 264 17.2

고용주,자 업자 5,376 12.1 322 15.0

가구균등화 연간 가처분소득

(단 :만원)
2,511±2,556 1,881±1,409

공 건강보장

종류

국민건강보험 35,660 98.0 1,300 83.7

의료 여,국가유공자 1,246 2.0 392 16.3

장애 증도
경증(3-6 ) 1,355 78.7

증(1,2 ) 337 21.3

체 36,906 100.0 1,692 100.0

wt%:종단면 개인표 가 치를 부여하 음.

표 9.분석Ⅰ-1에서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1-7차 데이터]

(범주형변수:n,%.연속변수: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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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건강상태 비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건강수 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장애인은 비장애

인에 비해 주 으로 ‘건강이 아주 안 좋다(8.2%)’혹은 ‘건강하지 않은 편

이다(26.7%)’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증(1,2 )장애인에서는

‘건강이 아주 안 좋다’의 비율이 약 24%,‘건강하지 않은 편이다’의 비율이 약

31%로 ‘건강이 좋지 않은’사람의 비율이 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 장애

인 에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비장애인보다 많았다.확률효과를

가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성과 연령을 보정한 후 비교한 결과,만성

질환을 보유할 교차비(OddsRatio:OR)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일 때

3.62,경증 장애인일 때 3.23, 증 장애인일 때 5.85로 나타났다.

주요질환별로 비교하면, 염․요통․좌골통․디스크, 풍․뇌 질환,

당뇨병,골 ․탈골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서 반 으로 장애인이 해당

질환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았다.경증 장애인은 의 모든 주요질환에 해,

증 장애인에서는 풍․뇌 질환,골 ․탈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성,연령을 보정한 후에 비장애인 비 장애인이

각 질환을 보유한 경우를 비교하면, 염․요통․좌골통․디스크를 지니고

있을 OR은 2.97, 풍․뇌 질환을 지니고 있을 OR은 105.77,당뇨병을 지

니고 있을 OR은 3.05,골 ․탈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을 OR이

12.65 다.다만 고 압을 지니는 경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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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과 장애인 비교 장애 증도에 따른 구체화

비장애인

(n=36,906)

장애인

(n=1,692)

비장애인

비

장애인

경증(3-6 )

(n=1,355)

비장애인

비

경증 장애인

증(1,2 )

(n=337)

비장애인

비

증 장애인

　 n wt% n wt% AOR1) n wt% AOR1) n wt% AOR1)

주

건강상태2)

건강이 아주 안 좋다 247 0.5 143 8.2

5.35***

70 3.9

4.12***

73 23.9

17.53***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984 6.1 540 26.7 424 25.6 116 31.1

보통이다 5,803 14.5 395 23.7 314 23.4 81 24.9

건강한 편이다 20,308 56.5 517 34.5 458 39.2 59 16.8

아주 건강하다 7,564 22.5 97 6.9 89 7.8 8 3.3

만성질환

보유

여부3)

없음 26,978 76.2 678 45.9
3.62***

567 49.1
3.23***

111 34.0
5.85***

있음 9,928 23.8 1,014 54.1 788 50.9 226 66.0

주요

질환4)

염,요통,좌골통,디스크 1,939 4.1 261 13.5 2.97*** 226 14.4 3.44*** 35 9.9 1.52

풍,뇌 질환 59 0.1 135 7.1 105.77*** 76 4.5 52.59*** 59 16.6 659.01***

고 압 2,222 5.1 185 9.2 0.58† 143 8.4 0.55† 42 12.4 0.77

당뇨병 852 1.8 98 5.2 3.05* 91 5.7 2.87** 7 3.5 0.50

골 ,탈골 사고로 인한 후유증 148 0.3 68 3.9 12.65*** 54 3.7 11.80*** 14 4.5 16.33***

wt%:종단면 개인표 가 치를 부여하 음.***p<0.001,**p<0.01,*p<0.05,†p<0.1

1)로지스틱회귀모형(확률효과 가정)을 통해 성,연령을 보정한 후 비장애인 비 장애인,비장애인 비 경증 장애인,비장애인 비 증 장애인일 때 주 건강상태가 좋

지 않을 가능성,만성질환을 보유할 가능성,주요질환을 보유할 가능성을 각각 구하고,이에 한 보정교차비(AdjustedOddsRatio:AOR)를 표기함.

2)주 건강상태가 ‘좋지않음(건강이 아주 안 좋다,건강하지 않은 편이다)’에 한 AOR값임.

3)만성질환에는 투병 때문에 지속 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 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됨.

4)주요질환:응답자는 복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주된 질환 한 가지만 응답하게 되어있음.본 연구에서는 유병률이 가장 높은 5개 질환에 해 분석함.

표 10.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건강상태 비교 [1-7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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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연간 의료이용량 비교

분석Ⅰ-1 상자의 연간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건강검진을 받은 이 있는

지 여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장애인 내에서

는 증 장애인의 건강검진 경험이 더 음을 알 수 있다.연간 외래이용 여

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고,외래이용자 내에서도 장애인의 외래이

용횟수가 약 1.8배 더 많았다. 한 장애인 에 연간 입원경험이 있는 사람

의 비율이 많고,입원경험자 내에서의 입원 일 수도 약 2.4배 길었다.장애

증도에 따라 외래방문 횟수에는 차이가 없으나, 증 장애인의 입원경험

비율이 높고 입원 일 수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체 (n=38,598) 장애인 내에서 (n=1,692)

비장애인

(n=36,906)

장애인

(n=1,692)

경증(3-6 )

(n=1,355)

증(1,2 )

(n=337)

　 n wt% n wt% n wt% n wt%

건강검진 여부 있음 14,703 41.5 695 41.5 611 45.5 84 26.8

외래이용 여부 있음 27,499 73.8 1,449 85.4 1,157 84.1 292 90.1

외래 횟수

(이용자 내)

평균±

표 편차
10.2±19.4 18.8±26.9 18.7±27.7 18.8±23.8

입원 여부 있음 3,291 8.7 255 15.2 206 14.8 49 16.8

입원 일 수

(이용자 내)

평균±

표 편차
13.9±29.3 33.4±47.5 29.3±41.6 46.8±65.2

wt%:종단면 개인표 가 치를 부여하 음.

표 11.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의료이용 비교 [1-7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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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보유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

(1)장애보유가 건강검진 수검에 미치는 향

확률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측가능한 개인의 특성과 시간에 따

라 불변하며 측되지 않는 개인 고유의 특성을 보정한 후에 비장애인 비

장애인에서 나타나는 건강검진 경험 여부를 비교했다.

분석결과,장애여부에 따라서는 지난 1년 간의 건강검진 경험에 차이가 없

었다.그러나 장애 증도에 따라서 살펴보면 비장애인 비 증 장애인일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OR=0.55,p<0.01).

장애여부 변수 외에 보정변수의 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연령이 1세 증가

할 때 건강검진 수검 확률이 높아지지만,연령을 제곱했을 때에는 건강검진 수검

과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이를 통해 연령과 건강검진 수검과의

계는 단순선형 계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Bruin,2006)변곡 의 치에 따라

그 향이 다를 것이다.남성일 때,배우자가 있을 때에,교육수 은 문 학

이상으로 높을 때,상용직 혹은 임시‧일용직으로 임 근로를 할 때에,가구소

득이 높을수록,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때에,만성질환을 보유할 때에 건강검

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반 로 서울·

역시에 거주할 때,의료 여에 해당할 때에,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졌다.조사년도 더미변수를 살펴보면,2005년에 비해 2007-2011년에 응답자의

건강검진 수검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모형에 한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로그우도(log-likelihood)검정을 이용하여

풀링된(pooled)경우와 확률효과를 비교한 결과,건강검진 여부를 종속변수로 할

때에 확률효과모형을 용하는 것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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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1장애여부
모형 1.2

장애 증도

β
Odds

Ratio
β

Odds

Ratio

성별(ref=여성) 남성 0.128*** 1.14 0.129*** 1.14

연령 (연속) 0.146*** 1.16 0.145*** 1.16

연령2 (연속) -0.001*** 1.00 -0.001*** 1.00

결혼상태(ref=기타) 배우자 있음 0.279*** 1.32 0.280*** 1.32

지역(ref=기타) 서울, 역시 -0.145*** 0.87 -0.144*** 0.87

교육수 (ref= 학교 이하)
고등학교 -0.056 0.95 -0.051 0.95

문 학 이상 0.265*** 1.30 0.269*** 1.31

경제활동 참여 상태(ref=실업,

비경활,무 가족종사)

상용직 임 근로 1.643*** 5.17 1.638*** 5.15

임시직,일용직 0.375*** 1.46 0.370*** 1.45

고용주,자 업자 -0.030 0.97 -0.035 0.97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연속,백만원) 0.011*** 1.01 0.011*** 1.01

공 건강보장유형

(ref=건강보험)
의료 여 -0.335** 0.72 -0.302** 0.74

주 건강상태(ref=건강) 불건강 0.181*** 1.20 0.184*** 1.20

만성질환 여부(ref=없음) 있음 0.248*** 1.28 0.249*** 1.28

장애여부

(ref=장애없음)
있음 -0.030 0.97

장애 증도

(ref=장애없음)

경증 0.096 1.10

증 -0.599** 0.55

조사년도

(ref=2005년)

2006년 -0.045 0.96 -0.046 0.96

2007년 0.091* 1.10 0.090* 1.09

2008년 0.324*** 1.38 0.323*** 1.38

2009년 0.483*** 1.62 0.481*** 1.62

2010년 0.548*** 1.73 0.547*** 1.73

2011년 0.567*** 1.76 0.565*** 1.76

편 -6.080*** 0.002 -6.070*** 0.002

Log-likelihood(REvs.pooled) -28646.423*** -28641.108***

***p<0.001,**p<0.01,*p<0.05

회귀분석 시 종단면개인표 가 치를 부여하 음.

ref: 거집단(reference)을 의미함.

표 12.장애보유가 건강검진 수검에 미치는 향 (확률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측치 수=38,598,개인 수=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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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애보유가 외래진료 횟수에 미치는 향

확률효과 음이항 패 회귀분석을 통해 측가능한 개인의 특성과 시간에

따라 불변하며 측되지 않는 개인 고유의 특성을 보정한 후에 비장애인

비 장애인에서 나타나는 외래진료 횟수의 차이를 비교했다.

분석결과,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에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장애 증도(경증, 증)에 따라서도 비장애인

에 비하여 외래진료 횟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앞서 개인의 특성을

보정하지 않고 연간 이용량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에는 비장애인 외래진료

경험자의 비율이 73.8%,외래이용자 내에서의 평균 이용 횟수가 연간 10.2회

이며,장애인에서는 각각 85.4%,연간 18.8회로 더 많았으나,개인의 특성을

보정한 후에는 두 군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장애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외에 연간 외래방문 횟수에 향을 미치는 개인

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외래진료 횟수가 어

지지만,연령을 제곱했을 때에 외래진료 횟수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련성이

나타났다.연령과 외래진료 횟수와의 계는 단순선형 계는 아님을 알 수 있으

며 (Bruin,2006)변곡 의 치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를 것이다.남성일 때,서울이

나 역시와 같은 도시에 거주할 때 여성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외래진료 횟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었다.반 로 상용직 근로자

일 때,의료 여자일 때,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때와 만성질환을 지니

고 있는 경우 외래이용횟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05년에 비해 2006-2007년,2009-2011년에 응답자의 외래진료 횟수가 높

아지는 경향을 보 다.

모형에 한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로그우도검정을 이용하여 풀링된 경우

와 확률효과를 비교한 결과,외래진료 횟수를 종속변수로 할 때에 확률효과모형

을 용하는 것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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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1장애여부
모형 1.2

장애 증도

β (SE) β (SE)

성별(ref=여성) 남성 -0.295*** (0.014) -0.295*** (0.014)

연령 (연속) -0.017*** (0.005) -0.017*** (0.005)

연령2 (연속) 0.0003*** (0.0001) 0.0003*** (0.0001)

결혼상태(ref=기타) 배우자 있음 0.301*** (0.016) 0.301*** (0.016)

지역(ref=기타) 서울, 역시 -0.043*** (0.012) -0.043*** (0.012)

교육수 (ref= 학교 이하)
고등학교 -0.023 (0.019) -0.023 (0.019)

문 학 이상 0.050* (0.021) 0.050* (0.021)

경제활동 참여 상태(ref=실업,

비경활,무 가족종사)

상용직 임 근로 0.073*** (0.014) 0.072*** (0.014)

임시직,일용직 -0.008 (0.014) -0.008 (0.014)

고용주,자 업자 0.003 (0.018) 0.003 (0.018)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연속,백만원) 0.0001 (0.0002) 0.0001 (0.0002)

공 건강보장유형

(ref=건강보험)
의료 여 0.186*** (0.032) 0.187*** (0.032)

주 건강상태(ref=건강) 불건강 0.293*** (0.011) 0.293*** (0.011)

만성질환 여부(ref=없음) 있음 0.994*** (0.011) 0.994*** (0.011)

장애여부

(ref=장애없음)
있음 -0.022 (0.031)

장애 증도

(ref=장애없음)

경증 -0.019 (0.035)

증 -0.036 (0.069)

조사년도

(ref=2005년)

2006년 0.123*** (0.016) 0.123*** (0.016)

2007년 0.101*** (0.016) 0.101*** (0.016)

2008년 -0.001 (0.017) -0.001 (0.017)

2009년 0.107*** (0.016) 0.107*** (0.016)

2010년 0.140*** (0.016) 0.140*** (0.016)

2011년 0.194*** (0.016) 0.194*** (0.016)

편 -0.327** (0.098) -0.327** (0.098)

Log-likelihood(REvs.pooled) -139227.63*** -139227.6***

***p<0.001,**p<0.01,*p<0.05

회귀분석 시 종단면개인표 가 치를 부여하 음.

ref: 거집단(reference)을 의미함.

표 13.장애보유가 외래진료 횟수에 미치는 향 (확률효과 음이항 회귀분석)

(측치 수=38,598,개인 수=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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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애보유가 입원 일 수에 미치는 향

확률효과 음이항 패 회귀분석을 통해 측가능한 개인의 특성,시간에 따

라 불변하며 측되지 않은 개인 고유의 특성을 보정한 후에 비장애인 비

장애인에서 나타나는 연간 입원 일 수의 차이를 확인했다.비장애인에 비

하여,장애인일 경우 연간 입원 일 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β=0.249,p<0.001). 한 장애 증도에 따라 나 어보면 비장

애인에 비해 경증 장애인의 연간 입원 일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β=0.303,

p<0.001).앞서 개인의 특성을 보정하기 에는 비장애인 입원한 사람의

비율이 8.7%,경증 장애인에서 14.8%, 증 장애인에서 16.8%이며 입원한 사

람 내에서의 연간 입원 일 수가 각각 8.7일,14.8일,16.8일로 증 장애인의

입원이용량이 가장 많았으나,개인의 특성을 보정한 후에는 비장애인에 비

하여 경증 장애인의 입원이용량이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여부 외에 연간 입원 일 수에 향을 미치는 측가능한 개인의 특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입원 일 수가 어지지만,연

령을 제곱했을 때에 입원 일 수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련성이 나타나 연령

과 입원 일 수와의 계는 단순선형 계는 아님을 알 수 있으며(Bruin,2006)변

곡 의 치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를 것이다.남성일 때,서울이나 역시에 거주

할 때,상용직 임 근로를 할 때와 임시‧일용직으로 임 근로을 할 때에 입

원 일 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반면 배우자가 있을 때,의료

여 수 권자일 때,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때,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을

때에 개인의 연간 입원 일 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조사년도

더미변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2006-2011년에 응답자의 입원 일 수가 많

아지는 경향을 보 다.

모형에 한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로그우도검정을 이용하여 풀링된 경우

와 확률효과를 비교한 결과,입원 일 수를 종속변수로 할 때에도 확률효과모형을

용하는 것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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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1장애여부
모형 1.2

장애 증도

β (SE) β (SE)

성별(ref=여성) 남성 -0.168*** (0.036) -0.166*** (0.036)

연령 (연속) -0.077*** (0.013) -0.077*** (0.013)

연령2 (연속) 0.001*** (0.0002) 0.001*** (0.000)

결혼상태(ref=기타) 배우자 있음 0.675*** (0.047) 0.677*** (0.047)

지역(ref=기타) 서울, 역시 -0.099** (0.031) -0.098** (0.031)

교육수 (ref= 학교 이하)
고등학교 0.006 (0.048) 0.009 (0.048)

문 학 이상 -0.086 (0.055) -0.083 (0.055)

경제활동 참여 상태(ref=실업,

비경활,무 가족종사)

상용직 임 근로 -0.333*** (0.042) -0.337*** (0.042)

임시직,일용직 -0.434*** (0.046) -0.437*** (0.046)

고용주,자 업자 -0.200 (0.054) -0.204*** (0.054)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연속,백만원) 0.0002 (0.001) 0.0002 (0.001)

공 건강보장유형

(ref=건강보험)
의료 여 0.221** (0.081) 0.237** (0.081)

주 건강상태(ref=건강) 불건강 0.607*** (0.036) 0.608*** (0.036)

만성질환 여부(ref=없음) 있음 0.727*** (0.036) 0.727*** (0.036)

장애여부

(ref=장애없음)
있음 0.249*** (0.070)

장애 증도

(ref=장애없음)

경증 0.303*** (0.077)

증 0.072 (0.139)

조사년도

(ref=2005년)

2006년 0.138* (0.059) 0.138* (0.059)

2007년 0.163** (0.059) 0.164** (0.059)

2008년 0.319*** (0.058) 0.319*** (0.058)

2009년 0.227*** (0.060) 0.227*** (0.060)

2010년 0.113† (0.062) 0.113† (0.062)

2011년 0.358*** (0.060) 0.358*** (0.060)

편 -2.293*** (0.258) -2.292*** (0.257)

Log-likelihood(REvs.pooled) -30780.858*** -30779.678***

***p<0.001,**p<0.01,*p<0.05,†p<0.1.

회귀분석 시 종단면개인표 가 치를 부여하 음.

ref: 거집단(reference)을 의미함.

표 14.장애보유가 입원 일 수에 미치는 향 (확률효과 음이항 회귀분석)

(측치 수=38,598,개인 수=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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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Ⅰ-2.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1)분석 상 장애인의 일반 특성

분석Ⅰ-2의 상자는 1-7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주된 장애종류에 변동이

없고”,“장애시작연령을 기입한”장애인이다.최종 분석 상은 140명이며 7년

간 측치 수는 958개체의 불균형패 (unbalancedpanel)이다.분석 Ⅰ-2의

상 장애인과 복지패 체 장애인의 일반 특성에 한 트 드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다만 남성의 비율,서울이나 역시 거주자의 비율, 증 장

애인의 비율이 비교 높고 가구균등화 연간 가처분소득이 체장애인에 비

해서 낮았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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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의 분석 상

장애인
[비교] 체 장애인

　 n wt% n wt%

성별
여자 287 26.7 577 33.6

남자 671 73.3 1,115 66.4

연령

20-29세 22 6.5 35 5.3

30-39세 88 10.2 178 12.1

40-49세 269 27.7 469 29.0

50-59세 436 42.6 777 41.8

60-64세 143 13.0 233 12.0

연령 (연속변수) 49.3±9.7 49.0±9.6

지역
기타 472 45.6 885 51.6

서울, 역시 486 54.4 807 48.4

결혼상태
기타 304 31.2 527 28.2

배우자 있음 654 68.8 1,165 71.8

교육수

학교 미만 493 39.9 893 43.6

고등학교 졸업 365 38.5 591 35.1

문 학 이상 100 21.5 208 21.4

경제활동상태

비경활,실업,무

가족종사자
519 53.0 863 49.5

상용직 임 근로 122 14.7 243 18.3

임시직,일용직,자

활근로 공공근로
135 16.8 264 17.2

고용주,자 업자 182 15.6 322 15.0

가구균등화 연간 가처분소득

(단 :만원)
1,772±1,283 1,881±1,409

공 건강보장

종류

국민건강보험 737 81.8 1,300 83.7

의료 여,국가유공자 221 18.2 392 16.3

장애 증도
경증(3-6 ) 723 72.7 1,355 78.7

증(1,2 ) 235 27.3 337 21.3

주 건강상태

건강이 아주 안 좋다 99 10.2 143 8.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82 23.8 540 26.7

보통이다 226 24.5 395 23.7

건강한 편이다 289 33.6 517 34.5

아주 건강하다 62 7.9 97 6.9

만성질환 보유

여부

없음 373 45.5 678 45.9

있음 585 54.5 1,014 54.1

주요 질환

염,요통,좌골통,

디스크
106 8.4 261 13.5

풍,뇌 질환 118 11.3 135 7.1

고 압 124 11.2 185 9.2

당뇨병 44 4.5 98 5.2

골 ,탈골 사고로

인한 후유증
35 3.8 68 3.9

체 958 100.0 1,692 100.0

연구 상자:장애시작연령을 기입하 으며,주된 장애종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wt%:종단면 개인표 가 치를 부여하 음.

표 15.분석Ⅰ-2에서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1-7차 데이터]

(범주형변수:n,%.연속변수:평균±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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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애인의 장애보유기간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분포

장애인에게 장애시작연령과 장애보유기간은 매우 요하다.교육수 이나

개인의 인 자원을 형성하기 에 장애를 보유하게 되었는지,인 지원을 다

형성한 후에 장년이 되어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는지에 따라 개인

이 경험하는 바가 매우 다르고 사회경제 배경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이용에 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상 장애인의 평균연령은 49.3세,장애시작 평균연령은 26.1세,평균

장애보유기간은 16.2년이었다. 재의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기간이 길 수 밖

에 없기 때문에 장애보유기간과 연령 간에는 상 계가 높았다(피어슨 상

계수=0.1955,p<0.0001)<표 16>.

변수 평균 표 편차 수 최솟값 최댓값

연령 (세) 49.3 9.7 51 21 64

장애시작연령 (세) 26.1 17.1 29 0 56

장애보유기간 (년) 23.3 16.2 17 1 63

*종단면 개인표 가 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16.연구 상자의 장애보유기간 (n=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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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유기간의 변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범주화하여 3년 이하,4-5년,

6-9년,10-19년,20년 이상으로 분류했다.연구 상자의 장애보유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는 체의 2.9%,4-5년인 경우가 6.5%,6-9년인 경우는 18%,

10-19년인 경우는 25.3%,20년 이상인 경우는 47.3%로 부분 6년 이상 장

애를 보유하고 있었다.

장애보유기간에 따른 의료이용량에 한 기 분석 결과,장애보유기간에

따라 건강검진 여부와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분포는 뚜렷한 추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입원 일 수는 장애보유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에 었다.

분포
연간 건강검진

여부

연간 외래진료

횟수

연간 입원

일 수

장애보유기간 N wt% N wt%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3년 이하 32 2.9 14 41.3 15.9 20.1 12.7 25.3

4-5년 55 6.5 27 35.8 12.1 17.9 13.4 49.8

6-9년 154 18.0 70 42.8 15.7 31.8 5.0 19.3

10-19년 233 25.3 106 42.5 14.5 22.6 7.0 28.1

20년 이상 484 47.3 182 40.3 15.4 23.0 4.8 22.1

합계 958 100.0 399 41.0 15.0 24.1 6.2 25.8

*종단면 개인표 가 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17.장애보유기간에 따른 의료이용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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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애인의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1)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에 향을 미치는 요인

확률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의 측가능한 특성과 측되지

않는 고유의 특성을 보정했을 때,장애인의 건강검진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여성에 비해 남성이 건강검진을 덜 받고(OR=0.39,

p<0.0001),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특히 상용직 임 근로를 할 때에 건강

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OR=3.32,p<0.001),임시․일용직

임 근로를 할 때(OR=1.97,p<0.05)에도 비경제활동이나 실업 상태인 경우에

비해 건강검진 수검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OR=1.70,p<0.05).그 외에 장애기간,장애 증도 등은 건강검진 수검 확률

을 높이거나 낮추지 않았다.

조사년도 더미변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분석 상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그 이후에는 년도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앞의 장애여부와 상 없이 체 인구

를 상으로 했을 때의 모형에서 응답자의 건강검진 수검 확률이 2007-2011

년에 늘어나는 경향을 보 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모형에 한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로그우도검정을 이용하여 풀링된

경우와 확률효과를 비교한 결과,건강검진 여부를 종속변수로 할 때에 확률

효과모형을 용하는 것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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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장애보유기간

연속변수

모형 2:장애보유기간

더미변수

β
Odds

Ratio
β

Odds

Ratio

성별(ref=여성) 남성 -0.953** 0.39 -0.981*** 0.37

연령 (연속) 0.104 1.11 0.126 1.13

연령2 (연속) -0.001 1.00 -0.001 1.00

결혼상태(ref=기타) 배우자 있음 0.354 1.43 0.383 1.47

지역(ref=기타) 서울, 역시 -0.230 0.79 -0.236 0.79

교육수 (ref= 학교 이하)
고등학교 -0.228 0.80 -0.256 0.77

문 학 이상 -0.025 0.98 -0.059 0.94

경제활동 참여 상태

(ref=실업,비경활,무 가족종사)

상용직 임 근로 1.200*** 3.32 1.178** 3.25

임시직,일용직 0.679* 1.97 0.689* 1.99

고용주,자 업자 0.508 1.66 0.506 1.66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연속,백만원) 0.013 1.01 0.013 1.01

공 건강보장유형(ref=건강보험) 의료 여 -0.329 0.72 -0.353 0.70

주 건강상태(ref=건강) 불건강 0.531* 1.70 0.531* 1.70

만성질환 여부(ref=없음) 있음 -0.166 0.85 -0.179 0.84

장애기간 (연속) 0.013 1.01

장애기간2 (연속) -0.0002 1.00

장애기간(ref=3년 이하)

4-5년 -0.181 0.83

6-9년 -0.217 0.80

10-19년 -0.313 0.73

20년 이상 -0.320 0.73

장애 증도(ref=경증) 증 -0.376 0.69 -0.318 0.73

년도 비장애 증도악화여부

(ref=등 변화없음,호 )
장애 증도 악화 0.038 1.04 0.051 1.05

조사년도

(ref=2005년)

2006년 -0.902** 0.41 -0.881** 0.41

2007년 -0.206 0.81 -0.163 0.85

2008년 -0.248 0.78 -0.197 0.82

2009년 -0.037 0.96 0.028 1.03

2010년 0.254 1.29 0.327 1.39

2011년 0.333 1.40 0.415 1.51

편 -3.269 0.04 -3.359 0.03

Log-likelihood(LRtestREvs.Pooled) -535.15238*** -535.09209***

***p<0.001,**p<0.01,*p<0.05

회귀분석 시 종단면개인표 가 치를 부여하 음.

ref: 거집단(reference)을 의미함.

표18.장애인의건강검진수검에 향을미치는요인(확률효과로지스틱회귀분석)

(측치 수=958,개인 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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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애인의 외래진료 횟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인의 외래진료 횟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확률효과 음

이항 패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장애보유기간을 연속변수

로 활용한 모형 1을 살펴보면 장애보유기간(선형,제곱값)은 외래횟수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보유기간을 범주화한 모형 2

를 살펴보면 장애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에 비하여 장애보유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 때에 외래진료 횟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β≒

-0.5,p<0.05).

한편,장애보유기간 변수 형식은 동일할 때에,모형 1.1과 모형 2.1에서는

만성질환 여부를 설명변수로 활용했고,모형 1.2와 모형 2.2에서는 구체 인

주요 질병 여부를 모형에 포함했다.만성질환 여부를 설명변수로 한 모형 1.1

과 모형 2.1에서는 장애 증도에 따라 외래진료 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주요 질병 이환 여부를 포함한 모형 1.2와 모형 2.2에서는

장애가 증일 때에 한계(marginal)수 에서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유의미

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β≒0.2,p<0.1).모형 1과 모형 2에서 공통 으로

년도 비 장애 증도의 악화는 외래진료 횟수와 유의미한 련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장애인의 외래진료 횟수와 유의미한 련이 있는 개인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장애인 내에서도 남성일 때에(β≒-0.2,p<0.05),배우자

가 있을 때(β≒-0.2,p<0.1), 문 학 이상의 학력을 지닐 때(β≒-0.4,

p<0.01)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때(β=0.19-0.31,p<0.05),만성질환을 보

유할 때(β=0.73,p<0.001)에 외래진료 횟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났

다.모형 1.2와 모형 2.2에서 구체 인 질환의 향을 살펴보면,장애인 내에

서도 염․요통․좌골통․디스크(β≒0.8, p<0.001), 고 압(β≒0.5,

p<0.001),당뇨병(β≒0.7,p<0.001),골 ․탈골 사고로 인한 후유증(β≒

0.5,p<0.001)이 있는 경우에 외래진료 횟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조사년도의 향을 보면 2005년에 비해 2006-2011년에 분석 상 장애인의

외래진료 횟수 추이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앞의 분석



- 78 -

에서 장애여부와 상 없이 체 인구를 상으로 했을 때에 응답자의 외래진

료 횟수가 2006-2007년,2009-2011년에 걸쳐 늘어나는 경향을 보 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모형에 한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로그우도검정을 이용하여 풀링된

경우와 확률효과를 비교한 결과,외래진료 횟수를 종속변수로 할 때에 확률

효과모형을 용하는 것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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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장애보유기간연속변수 모형 2:장애보유기간더미변수

모형 1.1 모형 1.2 모형 2.1 모형 2.2

β (SE) β (SE) β (SE) β (SE)

성별(ref=여성) 남성 -0.232* (0.104) -0.155 (0.108) -0.260* (0.104) -0.173 (0.107)

연령 (연속) 0.004 (0.038) -0.013 (0.038) 0.011 (0.038) -0.007 (0.038)

연령2 (연속) -0.00004 (0.0004) 0.0002 (0.0004) -0.0001 (0.0004) 0.000 (0.000)

결혼상태(ref=기타) 배우자 있음 -0.158 (0.102) -0.200† (0.103) -0.171† (0.100) -0.210* (0.102)

지역(ref=기타) 서울, 역시 -0.023 (0.093) 0.044 (0.094) -0.024 (0.092) 0.032 (0.092)

교육수 (ref= 학교 이하)
고등학교 0.045 (0.105) 0.054 (0.107) 0.058 (0.104) 0.061 (0.106)

문 학 이상 -0.428** (0.145) -0.446** (0.146) -0.417** (0.144) -0.441** (0.145)

경제활동 참여 상태

(ref=실업,비경활,무 가족종사)

상용직 임 근로 0.043 (0.129) 0.020 (0.130) 0.055 (0.131) 0.032 (0.131)

임시직,일용직 0.020 (0.100) -0.004 (0.100) 0.030 (0.100) -0.002 (0.100)

고용주,자 업자 0.003 (0.118) -0.067 (0.116) -0.007 (0.118) -0.081 (0.115)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연속,백만원) 0.0001 (0.003) 0.001 (0.003) 0.001 (0.003) 0.002 (0.003)

공 건강보장유형(ref=건강보험) 의료 여 0.081 (0.107) 0.159 (0.108) 0.086 (0.107) 0.155 (0.107)

주 건강상태(ref=건강) 불건강 0.187* (0.075) 0.309*** (0.075) 0.191* (0.075) 0.314*** (0.075)

만성질환 여부(ref=없음) 있음 0.736*** (0.078) 0.728*** (0.078)

염,요통,좌골통,디스크(ref=없음) 있음 0.802*** (0.103) 0.795*** (0.103)

풍,뇌 질환(ref=없음) 있음 0.167 (0.129) 0.204 (0.129)

고 압(ref=없음) 있음 0.544*** (0.106) 0.560*** (0.106)

당뇨병(ref=없음) 있음 0.721*** (0.164) 0.704*** (0.163)

골 ,탈골 사고로인한후유증(ref=없음) 있음 0.522*** (0.146) 0.518*** (0.147)

장애기간 (연속) -0.014 (0.011) -0.014 (0.011)

장애기간2 (연속) 0.0002 (0.0002) 0.0002 (0.0002)

장애기간(ref=3년 이하) 4-5년 -0.213 (0.194) -0.238 (0.196)

표 19.장애인의 외래진료 횟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 (확률효과 음이항 회귀분석)(측치 수=958,개인 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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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장애보유기간연속변수 모형 2:장애보유기간더미변수

모형 1.1 모형 1.2 모형 2.1 모형 2.2

β (SE) β (SE) β (SE) β (SE)

6-9년 -0.268 (0.188) -0.295 (0.188)

10-19년 -0.485* (0.205) -0.527* (0.205)

20년 이상 -0.354† (0.202) -0.422* (0.203)

장애 증도(ref=경증) 증 0.081 (0.109) 0.199† (0.111) 0.094 (0.109) 0.206† (0.111)

년도 비 장애 증도 악화여부

(ref=등 변화 없음,호 )
장애 증도 악화 -0.023 (0.241) -0.033 (0.244) -0.017 (0.241) -0.015 (0.245)

편 0.194 (0.860) 0.485 (0.848) 0.150 (0.864) 0.492 (0.852)

조사년도

(ref=2005년)

2006년 -0.005 (0.102) 0.017 (0.104) 0.003 (0.102) 0.033 (0.104)

2007년 -0.086 (0.103) -0.050 (0.104) -0.043 (0.105) 0.003 (0.107)

2008년 -0.156 (0.106) -0.085 (0.108) -0.111 (0.109) -0.035 (0.111)

2009년 -0.060 (0.108) 0.014 (0.110) -0.006 (0.112) 0.071 (0.114)

2010년 -0.056 (0.114) 0.009 (0.115) -0.010 (0.117) 0.063 (0.118)

2011년 0.007 (0.117) 0.107 (0.119) 0.068 (0.120) 0.173 (0.122)

Log-likelihood(LRtestREvs.Pooled) -3050.6712*** -3059.9515*** -3047.8449*** -3056.6496***

***p<0.001,**p<0.01,*p<0.05,†p<0.1.

회귀분석 시 종단면개인표 가 치를 부여하 음.

ref: 거집단(reference)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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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애인의 입원 일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인의 입원 일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일반화 추정방

정식(GEEpopulation-averagedmodel)을 이용한 음이항 패 회귀분석을 실시

했다10).장애인으로 표본을 한정한 후에 우도비 검정(Likelihood-ratiotest)결

과 입원 일 수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에는 개별 패 그룹의 이질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룹이질성에 한 가정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고,이에 따라 확률효과

추정방식을 용하지 않았다.

장애보유기간을 연속변수로 활용한 모형 1에서,장애보유기간(선형,제곱값)과

입원 일 수 사이에 유의미한 련성이 나타났다.모형 1.1을 살펴보면,장애보유

기간이 한 해 길어질 때 입원 일 수는 유의미하게 어드는 경향을 보 으며(β

=-0.08,p<0.001),장애보유기간2과 입원 일 수 사이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련

성이 있었다(β=0.001,p<0.001).이는 장애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 일 수도

지만, 어드는 양상이 반에는 천천히 다가 일정 시 이상에서 더 가 르

게 주는 상( )이 반 된 것으로 생각된다.단,모형 1.2에서 세부 인 만성질

환 보유여부를 모형에 포함했을 때에는 장애보유기간2과 입원 일 수 사이에 유의

미한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모형 2에서 장애보유기간을 더미변수로 하여 모형을 구축한 결과 3년 이하

비 그 이상 기간 동안 장애를 보유한 경우에 입원 일 수는 유의미하게 감소

했다.3년 이하에 비해 4-5년에는 입원 일 수가 어드는 정도를 나타내는 회

귀계수의 크기가 가장 작았고(β=-0.964,p<0.001),6-9년(β=-3.081,p<0.001),

10-19년(β=-2.779,p<0.001),20년 이상(β=-3.222,p<0.001)은 회귀계수의 값

크기가 유사했다.이는 모형 1에서 장애보유기간 제곱의 회귀계수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설명해주는 결과이다.

장애보유기간 변수의 형식은 동일할 때에,모형 1.1과 모형 2.1에서는 만성

질환 여부를 설명변수로 활용했고,모형 1.2와 모형 2.2에서는 구체 인 주요

질병 여부를 모형에 포함했다.만성질환 여부를 설명변수로 한 모형 1.1과 모

10)오차항의 상 계수 구조는 교환가능(exchangeable),로그연결(loglink)함수를 가정하

음.설명변수의 계수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해당변수 한 단 증가에 따른 ‘체 모집

단’의 평균 인 종속변수 증가분을 의미함(민인식과 최필선,2012b: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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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2.1에서는 장애가 증일 때에 입원 일 수가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

났다(β=0.569-0.736,p<0.001).반면,주요 질병 이환 여부를 포함한 모형 1.2

와 모형 2.2에서는 장애 증도에 따른 입원 일 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 공통 으로 년도 비 장애 증도가 악화되었을 때

(장애등 상향 조정 진단)입원 일 수가 길어졌다(β=0.763-1.408,p<0.001).

그 외에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입원 일 수가 많아졌지만(β=0.102-0.221,

p<0.1),연령을 제곱했을 때에 입원 일 수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련성이 있

었다(β≒-0.002,p<0.01).남성일 때(β≒0.4,p<0.01),배우자가 있을 때(β

=0.394-0.704, p<0.01),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때(β=0.177-0.845,

p<0.001),만성질환을 보유할 때에(β=0.829-1.039,p<0.001)입원 일 수가 유의

미하게 길었다.

반면 학력이 고등학교(β≒-1.5,p<0.001), 문 학 이상(β≒-2.1,p<0.001)

일 때,실업이거나 비경제활동 상태인 경우에 비해 상용직 임 근로(β≒-0.9,

p<0.001),임시·일용직 임 근로(β≒-1.4,p<0.001),고용주·자 업(β≒-0.8,

p<0.001)으로 경제활동에 참여 일 때,의료 여일 때(β≒-0.86,p<0.001)에

입원 일 수는 유의미하게 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2와 모형 2.2에서 만성질환 여부 변수를 신하여 구체 인 질병 이

환 여부를 모형에 포함했을 때에 풍․뇌 질환(β≒1.1,p<0.001),골 ․

탈골 사고로 인한 후유증(β≒1.2,p<0.001)이 있는 경우에 입원 일 수가 유

의미하게 증가했으며,고 압 환자의 경우(β≒-0.9,p<0.001)입원 일 수는 유

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년도의 향을 보면 2005년에 비해 2006-2007년,2009-2011년에 분석 상

장애인의 입원 일 수는 더 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앞의 분석에서 장애여부

와 상 없이 체 인구를 상으로 했을 때에 입원 일 수가 2006-2011년에 거쳐

늘어나는 경향을 보 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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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장애보유기간 연속변수 모형 2:장애보유기간더미변수

모형 1.1 모형 1.2 모형 1.1 모형 1.2

β (SE) β (SE) β (SE) β (SE)

성별(ref=여성) 남성 0.261† (0.134) 0.451** (0.135) 0.031 (0.123) 0.096 (0.126)

연령 (연속) 0.102† (0.054) 0.128* (0.053) 0.144** (0.052) 0.221*** (0.052)

연령2 (연속) -0.002** (0.001) -0.002** (0.001) -0.002*** (0.001) -0.003*** (0.001)

결혼상태(ref=기타) 배우자 있음 0.617*** (0.135) 0.394** (0.132) 0.704*** (0.126) 0.500*** (0.126)

지역(ref=기타) 서울, 역시 -0.045 (0.120) 0.106 (0.118) -0.069 (0.112) 0.078 (0.112)

교육수 (ref= 학교 이하)
고등학교 -1.465*** (0.137) -1.579*** (0.136) -1.515*** (0.129) -1.615*** (0.130)

문 학 이상 -2.170*** (0.195) -2.560*** (0.191) -1.946*** (0.180) -2.359*** (0.179)

경제활동 참여 상태

(ref=실업,비경활,무 가족종사)

상용직 임 근로 -0.943*** (0.164) -1.656*** (0.163) -1.147*** (0.167) -1.536*** (0.167)

임시직,일용직 -1.352*** (0.148) -1.690*** (0.143) -1.445*** (0.151) -1.494*** (0.147)

고용주,자 업자 -0.777*** (0.156) -1.347*** (0.157) -0.799*** (0.150) -1.282*** (0.154)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연속,백만원) 0.003 (0.004) 0.008† (0.004) 0.014*** (0.004) 0.018*** (0.004)

공 건강보장유형(ref=건강보험) 의료 여 -0.864*** (0.147) -1.398*** (0.149) -0.776*** (0.140) -1.225*** (0.144)

주 건강상태(ref=건강) 불건강 0.177† (0.103) 0.606*** (0.100) 0.576*** (0.106) 0.845*** (0.104)

만성질환 여부(ref=없음) 있음 1.039*** (0.104) 0.829*** (0.105)

염,요통,좌골통,디스크(ref=없음) 있음 0.046 (0.154) 0.026 (0.157)

풍,뇌 질환(ref=없음) 있음 1.035*** (0.159) 1.129*** (0.157)

고 압(ref=없음) 있음 -0.900*** (0.161) -0.810*** (0.160)

당뇨병(ref=없음) 있음 -0.336 (0.245) -0.094 (0.238)

골 ,탈골 사고로인한후유증(ref=없음) 있음 1.224*** (0.200) 1.219*** (0.204)

장애기간 (연속) -0.080*** (0.015) -0.026† (0.015)

표 20.장애인의 입원 일 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화 추정방식을 통한 음이항 회귀분석)(측치 수=958,개인 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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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장애보유기간 연속변수 모형 2:장애보유기간더미변수

모형 1.1 모형 1.2 모형 1.1 모형 1.2

β (SE) β (SE) β (SE) β (SE)

장애기간2 (연속) 0.001*** (0.0002) 0.0004 (0.0002)

장애기간(ref=3년 이하)

4-5년 -0.964*** (0.263) -1.349*** (0.263)

6-9년 -3.081*** (0.258) -3.258*** (0.256)

10-19년 -2.779*** (0.268) -3.044*** (0.267)

20년 이상 -3.222*** (0.262) -3.095*** (0.263)

장애 증도(ref=경증) 증 0.736*** (0.140) -0.036 (0.141) 0.569*** (0.130) 0.063 (0.133)

년도 비 장애 증도 악화여부

(ref=등 변화 없음,호 )
장애 증도 악화 0.929** (0.325) 1.408*** (0.329) 0.763* (0.325) 1.230*** (0.331)

조사년도

(ref=2005년)

2006년 -0.948*** (0.140) -1.224*** (0.137) -0.886*** (0.146) -0.902*** (0.144)

2007년 -1.113*** (0.139) -1.302*** (0.137) -0.879*** (0.146) -0.982*** (0.146)

2008년 -0.137 (0.137) -0.183 (0.134) 0.219 (0.145) 0.194 (0.143)

2009년 -0.715*** (0.147) -1.006*** (0.145) -0.554*** (0.157) -0.674*** (0.155)

2010년 -1.670*** (0.163) -1.534*** (0.154) -1.436*** (0.171) -1.264*** (0.166)

2011년 -0.842*** (0.157) -1.148*** (0.153) -0.608*** (0.165) -0.631*** (0.161)

편 2.071† (1.201) 1.686 (1.177) 2.293* (1.159) 1.133 (1.176)

***p<0.001,**p<0.01,*p<0.05,†p<0.1.

회귀분석 시 종단면개인표 가 치를 부여하 음.

ref: 거집단(reference)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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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찰: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한 분석

분석Ⅰ에서는 복지패 1-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

용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악하고자 했으며,보다 구체 으로 만 20-64세의

성인에 해당하는 비장애인 비 장애인,장애인 내에서의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했다.종속변수는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여부(일반 건강검

진,암검진 포함),지난 1년간 법정의료기 이용에 한 외래진료 횟수,지

난 1년간 보건소,병의원,종합병원 등 의료기 에 입원한 일 수로서 응 실

당일 입퇴원과 의료기 원을 포함한 입원이용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지닌 사람

을 의미하며,조사 상자 5,514명 장애인의 비율은 해마다 조 씩 늘어나

1차년도 2.8%(212명)에서 7차년도 3.6%(262명)이었으며,7개년도 체데이터

에서 장애인 비율은 3.3% 다.회귀분석에 앞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반

특성을 비교하면,장애를 가진 사람 에 50 이상인 경우가 많고 교육수

이 낮으며 상용직 임 근로자의 비율이 낮았다. 한 가구균등화 소득이 낮

고 의료 여자의 비율은 높아서 반 으로 사회경제 취약계층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성,연령을 보정한 후에도 장애인은 주 건강수 이 좋지 않을 가능성,

만성질환을 보유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으며,주요질환별로 살펴

보았을 때에도 염․요통․좌골통․디스크, 풍․뇌 질환,당뇨병,골

․탈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지니는 경우가 비장애인에 비해 많았다.

장애인 내에서 장애등 이 1,2 인 증 장애인은 체의 21.3%,3-6 인 경

증 장애인은 78.7%를 차지했으며,평균 장애보유기간은 16.2년, 수는 17

년이었다.

1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비장애인에서 41.5%,경증 장애인에

서 45.5%, 증 장애인에서 26.8% 으며,외래이용의 경험이 있는 사람 에

연간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비장애인에서 10.2회,경증 장애인에서 18.7회,

증 장애인에서 18.8회 다. 한 연간 입원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비장애

인에서 8.7%,경증 장애인에서 14.8%, 증 장애인에서 16.8% 고,입원경험

자 입원 일 수의 평균은 각각 13.9일,29.3일,46.8일로 증 장애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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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즉,연간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경증 장

애인> 증 장애인의 순서로 높았다면,반 로 입원 일 수는 증 장애인>경

증 장애인>비장애인의 순서로 높은 추이를 보 다.

와 같은 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첫 번째 모형에서는 확률

효과를 가정한 패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비장애인 비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했다.이때 개인의 특성으로 성별,연령,결혼상태,

거주지역,교육수 ,경제활동상태,가구균등화소득,공 건강보장유형,주

건강상태,만성질환 여부를 보정하 으며,개인의 측가능한 특성뿐만 아

니라 시간에 따라 불변하며 측되지 않는 고유의 특성, 컨 의료이용에

한 선호도 등을 보정한 후에 ‘장애인’일 때에 나타나는 의료이용의 격차를

악하 다.나아가 두 번째 모형에서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 내에서 이들의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했다.특히 장애보유기간에 따

른 응정도, 재의 증도와 년 비 장애 증도의 변화와 같이 장애 고

유의 특성,동반질환 여부 등을 모형에 반 하여 의료이용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했다.세 가지 종속변수인 (1)건강검진 여부,(2)외래진료 횟수,

(3)입원 일 수 별로 분석결과를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1)건강검진 수검 여부

분석결과,지난 1년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하여 경증 장애를 지닌 경

우 비장애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장애가 증인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OR=0.55,p<0.01).본 분석에서 활용

한 ‘건강검진’에는 5 암검진( ,간, 장,유방,자궁경부)과 기본 인 정기

검진항목( 액,소변,엑스 이,심 도 등)이 포함된다.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여성을 상으로 자궁경부암검진이나 유방암검진에서 신체 장애(기능

제한,보조장비 필요,일상생활수행에 도움필요)를 지닌 경우에 수검률이 유

의미하게 낮음을 지 해왔다(Chevarley et al.,2006;Ko etal.,2011;

Reichardetal.,2011).장애등 이 1,2 인 증의 장애인은 보행이 불가능하

여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

는 경우가 부분이다.이러한 증의 장애인은 다른 특성을 보정하더라도

의료기 까지의 교통 불편,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등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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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병원 진입의 어려움,검진과정에서 본인의 몸에 잘 맞는 의료장비

를 찾는 것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쉽지 않

다.장애여성 에서도 이동의 어려움(걷기의 어려움,계단오르기의 어려움,서

기의 어려움)은 암검진 수검 확률을 낮추는 데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Iezzonietal.,2000;Iezzonietal.,2001).본 연구에서 3-6 의 경증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건강검진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증 장

애인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특수 검진장비의 향을 덜 받기 때문일

수 있다.한편 의료제공자들도 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치료에 시선이 고정

되어 있어서,일반 인 건강검진의 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이로 인

해 맹장수술과 같이 비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건강문제가 발견되지 못

해서 병이 악화되어 장기입원하거나 조기사망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에

이블뉴스,2013-11-22).

장애인만을 상으로 패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들의 건강검진 수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특히 상용직 임

근로를 할 때(OR=3.32,p<0.001)와 임시․일용직 임 근로를 할 때

(OR=1.97,p<0.05)에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인 경우에 비해 건강검진 수

검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그리고 여성일 때에,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수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미취업자에 비해 임 근로나 기타근로를 하고 있을 때,지역보험 가입자에 비해

직장보험 가입자일 때에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

종 등,2006;신자은,2013).근로자를 상으로 하는 단체 건강검진이 이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인 것으로 보이며,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의 증 장애

인이나 세 자 업을 하는 장애인은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기 때문에 차이

가 발생했을 것이다. 한 여성일 때에,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때에 건강

검진 수검률이 높은 것은 비장애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건강에 한 염려

가 반 되었을 것이다(Pinkhasovetal.,2010).

조사년도 더미변수를 살펴보면 체 인구를 상으로 했을 때의 모형에서 응

답자의 건강검진 수검 확률은 2005년에 비해 2007-2011년에 늘어나는 경향을 보

으나,장애인으로 분석 상을 좁혔을 때에는 2005년 이후 년도에 따른 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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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수검 확률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인구에서 건강검진 수검률

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에 비해,상 으로 장애인 내에서의 건강검진 수검률

은 증가하지 못한 상황을 보여 다.

(2)외래진료 횟수

다음으로 종속변수를 외래진료 횟수로 했을 때에 비장애인 비 장애인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장애인 내에서의 외래이용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

다.우선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외래진료 횟수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비장애인에 비해서 경증 장애, 증 장애를 지닌 경우에도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기 분석에서 개인의 특성을 보정하지 않고 평균을 비

교했을 때에는 장애인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비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개인 고유의 특성을 보정한 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다.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연령 가 높고,만성질환을 보유할 가능성

이 높았는데,이러한 측 가능한 특성과 그 밖의 측 가능하지 않은 고유

특성을 보정한 후에는 장애여부에 따라 외래진료 횟수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

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비장애인 비 장애인이 ‘외래이용을 할 가능성’은 더

은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외래진료 민감질환11)유질환자 장애인은

부분의 질환에서 외래진료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특히 증의 장애

인은 모든 지표질환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외래이용의 가능성이 0.4-0.7배로 낮

았다(은상 등,2006).은상 등의 연구는 외부장애와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

에서,장애등록 이후 1년이 지난 경우를 분석 상으로 하여 장애자체로 인한

의료이용을 최 한 배제한 후의 외래진료 여부를 단했다.이에 반해 본 연구

에서는 자료의 특성상 장애자체로 인한 외래진료와 그 외 성기 만성질환

으로 인한 이용이 종속변수에 합쳐져 있으므로,선행연구와 달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외래진료 횟수에서 ‘차이가 없음’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외래진료 이용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우리나라와 외국

11) 시에 효과 으로 외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입원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환

으로 은상 등(2006)에서는 ‘소아 장 염,만성폐쇄성폐질환,고 압,울 성심부 ,세균

성 폐렴,요로감염, 심증,당뇨의 성 만성합병증’을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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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른 양상을 보 다. 국,캐나다,덴마크와 같이 조세를 통한 국민

건강보장체계 하에서 일차의료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장애인이 비

장애인에 비해 외래방문,특히 가정의 혹은 일반의사 방문을 통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ulley& Altman,2008;Laursen&

Helweg-Larsen,2012).이는 장애인이 문 인 의료서비스나 보장기구 등을 이

용하기 해서는 일반의사의 확인 차가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한 장애

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보정한다고 하더라도,캐나다의 장애인은 일반의

사 방문뿐만 아니라 문의 방문,직 인 치료 외에 기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물리치료,직업재활치료 등을 이용할 확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McColl,

2005). 국과 캐나다에서는 척추장애인의 가정의 방문 비율이 높은 반면 미국

에서는 척추장애 련 문의(재활치료 문의)를 방문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Donnellyetal.,2007). 한 미국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 에서는 비장애인

비 경증 장애인, 증 장애인의 정기 인 의사방문 비율인 높은 신에 보험

에 가입되지 못한 장애인(경증 장애인 39.4%, 증 장애인 60.5%)은 보험에

가입된 비장애인(81.9%)보다 정기 인 의사방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ulleyetal.,2008).

의 선행연구는 단면연구이고 개인의 특성을 보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서 본 연구와 직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럼에도 일차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지고 환자의 본인부담 이 낮은 국가에서 비장애인 비 장애인의

외래진료가 많고,미국의 보험 미가입자 군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의

외래진료가 용이하지 않거나 고비용의 문의 진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장애인 내에서 이들의 외래진료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

과,장애보유기간이 연속형 변수(선형,제곱값)일 때에는 그 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애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에 비하 을 때에는 장애보유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 때에 외래진료 횟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p<0.05).지체장애에 포함되는 척추손상을 입은 성인을 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들을 살펴보면,장애발생 이후 3-4년 이내에 외래진료량이 많다가 그 이

후에 어드는 양상을 보 다.척추손상으로 인한 성기병원 퇴원 이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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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들의 의료이용을 추 한 연구에 의하면 퇴원 후 1년 동안은 손상(상해,

신경치료)을 치료하기 한 치료를 집 으로 받고,이후 2-6년에도 여 히

상해치료를 많이 받지만 그 외에 비장애인과 비슷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으

로 인한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rydenetal.,2004).외상성 뇌손

상을 입은 20-64세의 성인들은 성,연령 ,건강수 이 비슷한 비장애인에 비

해 손상 당해년도로부터 3년까지 일반의사 서비스 이용 횟수가 많으며,4년 이

내,8,9년에 재활치료를 받은 횟수가 많았고,골반골 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

당해년도로부터 1년 이내에 일반의사 방문이 많고 2년 이내에 재활치료를 많

이 받았다(Laursen&Helweg-Larsen,2012).

비록 장애원인이 되는 손상의 종류와 증도에 따라 다르지만,장애에 한

치료는 발생한 시 에서 근 한 시기에 집 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이후에는

2차 질환이나 동반질환의 유병여부가 이들의 외래진료에 요한 향을 미치

게 된다.본 연구에서도 장애인 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때,만성질

환을 보유할 때에,구체 으로는 염․요통․좌골통․디스크,고 압,당

뇨병,골 ․탈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 외래진료 횟수가 유

의미하게 많았으며, 와 같은 주요 질환을 통제한 후에야 한계수 에서 장

애 증도의 향이 나타났다(p<0.1).

장애를 보유한지 최소한 20년 이상이 되는 척추손상 도장애인을 상으로

의료이용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이들 93%는 가정의,63%는 척추

손상과 련된 문의,49%는 척추손상과 련되지 않은 문의를 방문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Donnellyetal.,2007),척추손상 장애인은 퇴원 후 1년 이내

에 가정의(99.1%),내과(36.5%),재활 문의(36%),비뇨기(31.2%),정신과(12%)

등 다양한 진료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Drydenetal.,2004).이처럼 장

애인은 장애 자체에 한 치료와 장애 외 건강문제로 인해 다양한 외래진료를

이용하게 된다.가정의나 주치의 역할이 약한 우리나라의 실에서는 장애인이

‘시(언제)에 한 분야의 진료(어디에서, 구에게)’를 받고 있는 지,‘서비

스 제공 사이의 연계나 력이 제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이들의 외래진료

를 통한 치료의 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건이 될 것이다.

와 같은 장애특성과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외에,장애인 에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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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있을 때,학력이 문 학 이상일 때 외래진료 횟수는 유의미하게 었

다.반 로 체 인구집단에서는 배우자가 있을 때,학력이 문 학 이상일

때 외래진료 횟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선행연구에서도 교육수 이 낮은 경우

에 산 진찰 이용을 덜 하는 반면(Simkhadaetal.,2008),일반의사와의 상담

횟수가 많았고 그 외에 문의 외래진료에서는 뚜렷한 방향이 나타나지 않는

다고 분석된바 있다(Morrisetal.,2005).본 연구에서 외래진료 횟수에는 다양

한 이유로 인한 방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집단에 따라 교육수 의 방

향이 일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장애인은 반 인 학력수 이 체

인구보다 낮아서 동일한 교육수 이라도 장애인 내에서는 고학력을 의미하게

된다.고학력자의 상 으로 높은 시간에 한 기회비용이 외래방문을 이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조사년도의 향을 보면 체인구를 상으로 했을 때에 응답자의 외래진료

횟수가 2005년도에 비해 2006-2007년,2009-2011년에 걸쳐 늘어나는 경향을 보

던 것과는 달리 장애인에서는 2005년 비 2006-2011년까지 유의미한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다. 체인구의 외래이용 증가에 비해 동일기간 장애인의 외래이용량

은 늘어나지 않았음을 보여 다.

(3)입원 일 수

마지막으로 입원 일 수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의 회귀분석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차이,장애인 내에서의 장애특성에 의한 차이가 건강검진이나 외

래이용에 비해 분명히 드러났다.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일 경우 연간 입원

일 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았으며(p<0.001),개인의 특성을 보정하

기 에는 증 장애인의 입원이용량이 가장 많았으나 개인의 특성을 보정한

후에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경증 장애인의 입원이용량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p<0.001).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해서 입원

이용 확률이나 응 실 이용 확률이 높음을 지 해왔으며(은상 등,2006;

Gulleyetal.,2011;WHO & WorldBank,2011)근골격계장애( 염,척추

손상 련,외상 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의료이용 양상을 보면 응 실이

용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간단한 시술,입원을 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MacKayet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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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입원이용에는 치료목 의 입원뿐만 아니라 응 실 입퇴원,재활

치료를 한 입원이 포함된다.이러한 의의 입원 이유를 고려한다면,장애

인의 입원이용량이 많은 것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명백한 은 장애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입원이용의 니즈가 높다는 것

이다.장애인은 장애자체에 한 치료와 재활을 해 입원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수 이 취약하여 2차 질환이나 동반질환에 민감

하다.뿐만 아니라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기능제한과 겹

쳐지면서 더 복잡하고 장기 인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긴 회복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Dejongetal.,2002).특히 정기 인 운동이 어려운 장애인은 평소

건강 리가 어려워 질병이환의 험이 높고(Andersonetal.2010;Anderson

& Knickman,2001;Chevarleyetal.,2006),기본 인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간호처치가 요구되는 경우 장기입원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은 장애인이 방서비스와 일차의료(외래)에

한 근이 어려워서 ‘방가능한 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다(은상

등,2006).이 부분은 장애로 인한 일상 인 병의원 근의 장벽이 입원이용

으로 환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앞서 언 한바와 같이 장애인은 물리환

경상의 장벽,사회 고립,주변 가족들이나 의료 문가의 무지와 방치 등으로

시에 필요한 건강검진이나 외래진료, 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Chevarleyetal.,2006;Krahnetal.,2006).이에 따라 상태가 심각해져서 병

의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응 실,입원 이용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특히 주

치의가 없거나 일차의료 단계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한 서비스제공자를

만나기 어려울 경우 이들의 입원 가능성 혹은 장기입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Bowersetal.,2003).

셋째,장애인에게는 입원이 외래에 비해 편리하기 때문에 입원이용량이 많을

수 있다.장애인은 문재활,정형외과,신경과,류마티스 문의 등 다양한 진

료과목 의료진과의 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Donnelly etal.,2007;

McColletal.,2012),일차진료에서는 수월하지 못했던 치료과정에 비해 입원

을 하는 동안에는 이동의 어려움,교통불편 등 물리 근의 어려움 없이 한

꺼번에 진단,처방,기타 보조 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Donnellyetal.,2007).그러나 입원에는 고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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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출여력이 있는 가구나 건강보장 여를 통해 입원비용의 부담이 크지 않

은 경우에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장애인 내에서 이들의 입원 이용량에는 장애보유기간,장애 증도, 년

비 장애 악화 정도와 같은 개인의 장애특성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 일 수가 지만,장애보유기간2과 입

원 일 수 사이에 양의 상 계가 있어,입원 일 수가 반에는 천천히 다가

일정 시 이상에서 더 가 르게 어드는 상( )이 반 된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보유기간을 더미변수로 했을 때에도 장애보유 3년 이하 비 4-5년에는

회귀계수의 크기가 가장 작았고,6-9년,10-19년,20년 이상은 회귀계수의

값 크기가 더 컸다(p<0.001).선행연구에서도 척추손상으로 인한 성기병원

퇴원 후 이들의 1-6년까지의 재입원률을 보면 22.5%,29.4%,14.9%,16%,

13.8%,13.4%로 2년까지 재입원률이 높고,3년 이후에서 6년까지는 입원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Drydenetal.,2004).

장애발생으로부터 3년 이후에는 자신의 장애에 응하고 건강수 도 안정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Powdthavee,2009),본 연구에서도 3년 이하에

비해 그 이후에는 연간 평균 재원 일 수가 어드는 상이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했다.일반 인 입원이용에서 성기 진료는 30일,요양병원

입원은 180일 이상이 장기입원으로 정의된다(정설희 등,2012).그러나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의 특성 상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지속 인 치료를

받은 후에 구장애가 있을 때에 장애 정이 가능하며,재활기간과 생활에

응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기 수 년 간의 시간 동안 의료서비스 니즈가 높

음을 보여 다.

한편 장애보유의 장기 향을 고려한다면 장애보유 5년 혹은 10년 이후에

외래진료 횟수나 입원 일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해서 이들의 의료필

요도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장애발생 직후에 비해 의료이용량

이 어든 것이지,결코 건강수 이 완 히 회복되었거나 비장애인 수 으로

의료이용을 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가장 많이 연구된 척추손

상 장애인을 로 들면 연령 가 30세 미만,30-50세,50세 이상일 때에 모두

손상후기간(post-injury)이 5년,10년,15년으로 갈수록 일상생활수행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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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도가 높아졌으며(Charlifueetal.,1999)장애발생 후 20년 이상이 지난

사람들만을 상으로 했을 때에는 장애보유기간이 10년 늘어날수록 약 1.4배

씩 일상생활수행의 독립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em etal.,2004).

이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장애가 되면서 차 기능이 악화되는 것과

련있다.특히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장애인은 장애기간의 과 함께

일상생활 의존성이 더 커지게 된다.반면 장애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 불

안정이 커지고(Pentlandetal.,1995)‘수정된 형태(modifiedindependence)로

자신의 기능상태에 응하게’되면서 주 건강수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Liem etal.,2004;McColl,1999)이에 따라 의료이용을 덜

하게 되었을 수 있다.

장애정도가 경증에 비해 증이거나, 증도가 년에 비해 더 악화된 경

우 이들의 입원이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의 장애는 활동제한

이 커짐을 의미하므로,집 인 치료와 재활,간호 리 등에 한 필요도가

높다.동시에 가족을 통한 간병의 어려움이 반 되어 입원 일 수가 길어진

것으로 생각된다.선행연구에서도 메디 이드 성인 수 자 에서 이동제한이

있는 장애인은 입원을 통한 치료나 응 실 방문을 자주 했으며(Longetal.,

2002)이러한 입원서비스 이용은 비용의 지출과도 연계되어 증 장애를 보유

할 경우 경증 장애에 비해 추가 인 보건의료비 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강성호와 윤상용,2013).

한 본 연구에서 7년의 조사기간 년도와 비해서 증도의 악화를

경험한 사람은 입원이용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는데,이는 불안정한 장애상

태와 기능제한이 반 된 결과이다.본 연구에서 년 비 장애가 악화된 경

우는 장애 정결과 등 이 높아진 경우( 를 들어 장애등 이 3 에서 2 으

로 재 정된 경우)로 그 의미를 신해서 활용했다. 행 제도에서 장애정도

에 변화가 있는 사람은 최 진단일로부터 2년 후 재 정 받게 되며,3번의

장애 정에서 결과가 동일하여 장애정도의 변화가 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

재 정 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이처럼 장애등 은 격년의 심사제도이

고 등 변화가 잦은 사례가 아니며 정책에 따라 민감하기 때문에, 증도 악

화의 향을 보여주는 이 분석의 결과는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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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했던바와 같이 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때,만성질환을 보유할 때

에 입원 일 수가 유의미하게 길었으며 구체 인 질환의 유병 여부를 모형에

포함했을 때에는 풍·뇌 질환,골 ·탈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 입원이용량이 많았다(p<0.001).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2차 인 건강문제는 선행연구에서도 그 심각성을 지 해왔

다.상당수의 장애인이 동시에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며(Anderson&

Knickman,2001;Gulleyetal.,2011)특히 나이 듦과 함께 2차 인 합병증의

향이 커진다(Liem etal.,2004).척추손상 장애인이 겪는 2차 질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는 요로감염(47.6%),폐렴(33.9%),우울증(27.5%)등

이었고 유병률은 발생이후 추 기간 내내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Drydenet

al.,2004).

연구 상 장애인 내에서 만성질환을 보유한 경우가 54.5%,주요질환이 풍·

뇌 질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3%,골 ·탈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라고 응답한 경우가 3.8%이었다.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의 제한으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장애와 련된 합병증(2차 질환),장애와 무 한 동반질환을

모형에서 구분할 수 없었다. 컨 풍이나 뇌 질환,골 ·탈골 사고

로 인한 후유증이 심해져서 장애가 되었을 수 있고,장애인 에 와 같은 건

강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겠지만 인과 계를 알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장애인이 만성질환을 보유할 경우 입원이용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들에게 동반질환,2차 질환의 리가 매우 요함을 보여 다.메디 이드

수 장애인 년도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동반질환에 의한 증도

(CharlsonComorbidityIndex) 수가 높을 때에 피할 수 있는 입원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cAnaetal.,2013).특히 동일한 질환을 보유하더

라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입원이용률이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Dryden

etal.,2004),단순히 의료이용의 총량을 높이거나 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 을 여주는 것 보다 사 에 건강증진 행동, 방의료,일차의료를 통해

건강수 을 유지하고 입원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요할 것이다

(Reichardetal.,2011).

장애인 내에서 연령이 증가할 때 곡선형을 그리면서(연령 제곱항의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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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수)입원 일 수가 증가했다.연령의 향과 장애보유기간의 향은 분리

하여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Whitenecketal.,1992),장애인의 취약한 건강상

태에 연령증가의 향이 더해지면서 입원이용량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된다.특

히 장애인은 40 이후에 요로감염이나 심 질환 유병 등 복합 으로 건강

문제의 험이 높아지면서(Thompson,1999)의료이용의 니즈도 높아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많은 연구에서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문제들, 컨 골다공

증,신체 쇠약 등은 장애인의 기능상태 변화에 향을 미치며(IOM,2007;

Krause,2000;Weitzenkampetal.,2001;WHO & WorldBank,2011)장애

보유기간과 노화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건강수 을 더 가 르게 악화시킨다고

했다(Pentlandetal.,1995).

장애인에서는 남성일 때,배우자가 있을 때 입원 일 수가 증가했으며 경제활

동에 참여할 때에,학력이 높을수록,의료 여일 때에 입원 일 수는 감소했다.

반면 체인구에서는 여성일 때와 의료 여자의 입원 일 수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 다.이처럼 장애인과 체인구에서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계수 방향이 다른 것은 인구집단 내에서 각각 변수가 차지하는 비율과 내

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컨 분석 상 장애인에서 남성의 비

율은 약 73%,의료 여자의 비율은 18.2%로 체 인구에서 남성의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며 의료 여자가 약 2%인 것에 비해 높았다.

일반 으로는 여성의 의료이용량이 많지만(Pinkhasovetal.,2010),본 연구

에서처럼 신체 장애를 가진 군에서는 남성의 입원 일 수가 길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험한 직업 환경에 노출이 많고 이로 인해 심각한 장애

를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릴 기회도 더 많기 때

문일 것이다. 한 앞서 건강검진에 한 분석에서 남성 장애인의 수검 확률이

낮은 것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낮은 방서비스 이용은 건강문제가 심각해진

이후의 입원이용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의료 여와 같은 경제 경감 혜택은 장애인의 의료이용 근성을 완화시키

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존의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장애

인 의료 여일 때에 입원확률,입원 일 수,입원비 지출이 모두 건강보험가

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보 등,2011),의료 여 수 자 내에서 장애인

의 총진료비,입원비,외래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신선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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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이와 달리,본 연구에서는 의료 여를 받는 장애인의 입원 일 수가 더

었다.연구 상 장애인 의료 여자의 비율이 약 5분의 1에 이르 는데,

패 회귀분석에서 의료 여 여부가 ‘본인부담 감소 여 혜택’보다는 ‘소

득층’을 리하는 변수로서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개인의

건강수 을 보정한 후에 하 18%를 차지하는 ‘소득층 장애인의 입원이용량

이 다’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 외래이용에서는 개인의 선

택이 요한 반면 입원이용에서는 의료제공자의 권고가 매우 요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에,장애인 에서도 소득 의료 여자의 입원을 꺼려하는 병원조

직의 태도가 향을 미쳤을 수 있다(Krahnetal.,2006;Longetal.2002).

배우자가 있을 때에 그 외의 경우에 비해 외래진료 횟수는 감소한 반면 입

원 일 수가 증가했다.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도움과 사회 지지는 장애인의

독립 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간병과 경제 지원을 통해 필요시의 의

료이용을 진할 수 있으므로 두 향이 모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Holicky

& Charlifue,1999).경제활동을 할 때에,학력이 문 학 이상일 때에 입원

일 수가 은 것은 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만큼 건강수 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과,앞서 외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이용으로 인한 시간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특히 장애인 학교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체

의 43.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이들의 고학력은 경제활동

과 연 되어 상 으로 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을 수 있다.

조사년도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정하는 의미로 사용하 는데,그 추이를 보

면 체인구를 상으로 했을 때에 2005년에 비해 2006-2011년에 지속 으로 입

원 일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 던 것과는 달리 장애인구 상의 분석에서는

2005년에 비해 2006-2007년,2009-2011년에 입원 일 수가 더 은 것으로 나타났

다.동질성이 강한 장애인 내에서 년도에 따라 입원 일 수가 어드는 상은 장

애보유기간이 길어지면서 입원 일 수가 어드는 상과 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체인구에서 반 인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에 비해

경제수 이 낮고 건강수 도 좋지 않은 장애인 집단에서 의료이용이 어지거나

변화가 없다는 것은 7년의 기간 동안 장애인들의 보건의료 근성과 이용이 개

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한다.시간의 효과에 해서는 향후 추가 인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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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

1.분석결과

1)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따른 장애인의 일반 특성 비교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참여한 만 20-64세의 지체,뇌병변 장애를 가

진 연구 상자 1,829명 에 미충족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은 363명(20.9%)이

었다.미충족의료 경험(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가지 못한

경험)여부에 따라 장애인의 일반 특성은 차이를 보 다.미충족의료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내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고,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독거의 비율이 높았다. 한 비경제활동 상태이거나 일을 하더라도 임시직·

일용직의 비율이 높고 가구의 소득수 이 낮으며,의료 여의 비율은 높아서

장애인집단 내에서도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 으로 사회경제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건강수 과 장애특성을 비교하면,미충

족의료 경험이 있는 장애인 내에 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만성

질환을 보유한 경우,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미충족의료 경험자 에 사교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으며,

장애인편의시설의 부족,외출시 동반할 사람이 없어서,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집밖 활동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교통이용이나 장애인 용 교

통혜택( :장애인 콜택시,장애인용 자가용 동휠체어 등)이 부족해서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의 비율도 높았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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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미충족의료

경험 없음

(79.1%)

미충족의료

경험 있음

(20.9%)
p-value

n wt% n wt%

인구학 특성

성별
여자 472 30.4 144 39.5

0.0006
남자 994 69.6 219 60.5

연령

20-29세 39 2.4 12 3.0

0.7605

30-39세 164 11.0 33 9.3

40-49세 360 24.4 100 26.3

50-59세 593 41.6 147 41.2

60-64세 310 20.6 71 20.1

결혼상태
기타 413 30.0 135 40.4

<.0001
배우자 있음 1,053 70.1 228 59.6

독거여부
독거 아님 1,290 87.4 299 82.5

0.0112
독거 176 12.6 64 17.5

사회경제 특성

교육수
학교 이하 697 49.1 184 52.7

0.2106
고등학교 이상 769 50.9 179 47.3

경제활동 참여 상태

실업,비경제활동,무 가족종사자 612 42.7 185 52.1

<.0001
상용직 임 근로 289 18.8 62 15.1

임시직․ 일용직 296 20.7 83 24.5

자 업자 269 17.8 33 8.3

가구균등화소득(만원/연간) 평균±표 편차 1,695.5±1,289.7 1,170.5±865.1 <.0001

공 건강보장 유형
건강보험 1,315 87.7 310 81.7

0.0021
의료 여 151 12.3 53 18.3

건강수 과 장애특성

주 건강상태
좋음 781 51.7 105 28.0

<.0001
나쁨 685 48.3 258 72.0

만성질환 여부
없음 647 43.2 119 34.2

0.0015
있음 819 56.9 244 65.8

일상생활수행
자립 1,338 90.3 314 85.1

0.0033
도움필요 128 9.7 49 14.9

장애 증도(등 )
경증(3-6 ) 1,334 90.5 322 89.6

0.6218
증(1,2 ) 132 9.5 41 10.4

장애원인
선천 ,출생 시,원인불명 46 2.8 13 3.3

0.5957
질환,사고로 인한 후천 1,420 97.2 350 96.7

장애보유기간(년) 평균±표 편차 17.6±18.7 14.8±15.9 0.5377

표 21.분석Ⅱ에서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따른 장애인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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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미충족의료

경험 없음

(79.1%)

미충족의료

경험 있음

(20.9%)
p-value

n wt% n wt%

사회 지지와 사회 환경

사교 활동 참여

(친구,친척 만남,모임)

참여하지 않음 436 30.4 160 46.5
<.0001

참여함 1,030 69.6 203 53.5

보건의료 역 정부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없음 1,265 84.8 305 81.5
0.1111

있음 201 15.2 58 18.5

보험제도상(계약 시)

차별 경험

없음 883 60.6 208 57.0
0.1943

있음(차별 받음) 583 39.4 155 43.0

집밖 활동 시 불편

이유

불편하지 않음 1,073 72.1 193 53.6

<.0001
장애인편의시설부족으로인해 273 20.1 120 32.9

외출 시 동반자 없어서 54 3.9 28 8.4

주 사람들시선때문에,기타 66 3.9 22 5.1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

어려움 없음 1,136 76.8 216 59.1

<.0001교통 이용 불편 283 19.9 129 34.5

장애인 용교통혜택부족,기타 47 3.3 18 6.4

합계 1,466 100.0 363 100.0

wt%:2011년 개인표 가 치를 부여하 음.

p-value:범주형변수 교차분석시 카이제곱검정 결과,연속형변수 평균비교시 t-test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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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의료 경험 이유 n wt%

1:지불능력의 제한:경제 인 이유로 병의원에 못 감 229 69.9

2:물리 근의 어려움:교통이 불편해서 병의원에 못 감 36 9.2

3:편의성 제한: 약 어려움,진료시간 제한, 기시간 길어서 79 20.9

합계 344 100.0

wt%:2011년 개인표 가 치를 부여하 음.

참고:미충족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63명 19명은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를 응답하지 않거

나,기타이유에 해당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표 22.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에 따른 분포

미충족의료 이유를 응답한 344명 경제 인 이유로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우가 69.9%로 가장 많았고,교통이 불편해서 병의원에 못간 경우가 9.2%,

약이 어렵거나 자신이 갈수 있는 시간에 진료를 하지 않아서, 기시간이

길어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20.9% 다<표 22>.



- 102 -

2)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1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고,모형2는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의

유형별로 각각의 이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했다.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한 분석과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에 한 분석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두 결과를 보완 으로 해석했다.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인구학 ,사회경제 요인을 살펴보면,

상용직 임 근로(OR=1.52,p<0.1) 혹은 임시․일용직으로 근로(OR=1.72,

p<0.01)하고 있을 때 미충족의료의 경험 확률이 높고,배우자가 있을 때

(OR=0.71,p<0.1),가구균등화소득이 높을수록(OR=0.96,p<0.001)미충족의료

경험 확률은 낮아졌다.미충족의료 경험의 이유 별로 향요인을 살펴본 모

형2를 함께 고려한다면,근로 인 사람의 미충족의료 경험이 높은 이유는

주로 약의 어려움,긴 기시간과 같은 편의성의 제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근로자 내에서도 임시직․일용직인 경우(OR=1.88,p<0.01)에는 경제

이유로 미충족의료 경험 확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배우자가 있을

때,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충족의료의 경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경제

이유와 련 있었다.이 외에 여성일 때에(OR=0.33,p<0.01),학력이 고등학

교 이상일 때에(OR=2.12,p<0.1)교통불편으로 인한 물리 근의 제한으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건강수 과 장애정도를 보여주는 변수 에서는 주 건강수 이 좋지

못할 때(OR=2.33,p<0.001),장애기간이 길수록(OR=1.01,p<0.1)미충족의료

경험의 가능성이 높았으며,장애등 이 1,2 의 증일 때(OR=0.53,p<0.05)

에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주 건강수 이 나쁠 때 미

충족의료 경험 확률이 높은 것은 경제 이유,의료기 이용시의 편의성 제

한과 유의미한 련이 있었으며,장애기간이 길수록 미충족의료 경험 확률이

높은 것은 경제 문제와 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 장애인의 미

충족의료 경험이 낮은 것은 이들이 경제 이유,편의성 제한의 이유로 미충

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는 교통불편으로 인한 물리 근의 제한 때문에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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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졌다.

사회 지지 정도와 사회 환경을 나타내는 변수 에 친구나 친척 모임 등

사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미충족의료 경험의 가능성이 낮았는데

(OR=0.58,p<0.001),이처럼 사교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경제 이유,교

통 불편 이유로 인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

타났다.집밖에서 활동 시,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OR=1.81,p<0.01)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OR=2.06,

p<0.1)미충족의료의 경험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외출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경제 이유 교통불편의 이유로

인해 의료이용의 근이 해되었으며,외출 시 동반할 사람이 없어서 미충

족의료를 경험한 사람은 교통불편의 이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이용의 불편함,장애인 용 교통혜택(장애인 콜택시,장애인용 자가용 운

면허 확보, 동휠체어 등)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경제 이유로 인

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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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1:

로지스틱회귀분석

모형 2: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

미충족의료 경험 경제 이유 교통 불편

편의성 제한

( 약의 어려움,

진료시간 제한,

긴 기시간)

β
Odds

Ratio
β

Odds

Ratio
β

Odds

Ratio
β

Odds

Ratio

인구학

특성

성별(ref=여성) 남성 -0.199 0.82 -0.120 0.89 -1.107** 0.33 -0.133 0.88

연령 (ref=20-29세)

30-39세 -0.704 0.49 -1.056† 0.35 0.009 1.01 -0.892 0.41

40-49세 -0.437 0.65 -0.670 0.51 0.545 1.72 -0.783 0.46

50-64세 -0.711 0.49 -0.941 0.39 1.528 4.61 -1.258† 0.28

결혼상태(ref=기타) 배우자 있음 -0.342† 0.71 -0.434† 0.65 -0.779 0.46 0.641 1.90

독거여부(ref=독거아님) 독거 -0.076 0.93 -0.214 0.81 -0.408 0.66 0.856† 2.35

사회

경제

특성

교육수 (ref= 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상 0.201 1.22 0.111 1.12 0.751† 2.12 0.562 1.75

경제활동참여상태

(ref=실업,비경활 등)

상용직 임 근로 0.420† 1.52 0.115 1.12 -0.105 0.90 0.973* 2.65

임시직․ 일용직 0.540** 1.72 0.630** 1.88 -0.095 0.91 0.794† 2.21

자 업자 -0.382 0.68 -0.595† 0.55 -2.711† 0.07 0.168 1.18

가구균등화소득(백만원/연간) -0.042*** 0.96 -0.083*** 0.92 -0.090† 0.91 0.005 1.01

공 건강보장유형

(ref=국민건강보험)
의료 여 -0.226 0.80 -0.426 0.65 -0.505 0.60 -0.024 0.98

건강수

․

장애특성

주 건강상태(ref=좋음) 나쁨 0.846*** 2.33 0.982*** 2.67 0.929 2.53 0.566† 1.76

만성질환 여부(ref=없음) 있음 0.054 1.06 0.267 1.31 -0.026 0.97 -0.274 0.76

일상생활수행(ref=자립) 도움 필요 0.005 1.00 -0.218 0.80 0.914† 2.49 0.278 1.32

장애원인(ref=선천 , 후천 질환,사고 0.296 1.34 0.515 1.67 -1.576† 0.21 0.283 1.33

표 23.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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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1:

로지스틱회귀분석

모형 2: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

미충족의료 경험 경제 이유 교통 불편

편의성 제한

( 약의 어려움,

진료시간 제한,

긴 기시간)

원인불명)

장애 증도(ref=경증) 증 -0.642* 0.53 -0.711* 0.49 0.167 1.18 -0.959† 0.38

장애보유기간(년) 0.008† 1.01 0.011† 1.01 -0.014 0.99 0.003 1.00

사회

지지

․

사회 환경

사교활동(ref=참여안함) 참여함 -0.549*** 0.58 -0.470* 0.63 -1.029* 0.36 -0.471 0.62

보건의료이용시정부지원경험

(ref=없음)
있음 -0.312 0.73 -0.385 0.68 -0.598 0.55 -0.654 0.52

보험제도상(계약시)차별

경험(ref=없음)
있음 0.154 1.17 0.267 1.31 -0.472 0.62 -0.031 0.97

집밖활동시 불편경험

(ref=불편하지 않음)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0.595** 1.81 0.552* 1.74 1.373* 3.95 0.661 1.94

외출시 동반자 없어서 0.723† 2.06 0.291 1.34 2.450** 11.58 0.189 1.21

주 사람들시선때문에,기타 0.263 1.30 0.212 1.24 0.790 2.20 -0.475 0.62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ref=어려움없음)

교통이용 불편 0.291 1.34 0.433† 1.54 -0.522 0.59 0.343 1.41

장애인 용교통혜택부족,기타 0.688† 1.99 0.870† 2.39 0.413 1.51 0.058 1.06

편 -0.859 0.42 -0.974 0.38 -2.014 0.13 -3.562** 0.03

Logpseudolikelihood -849.01122 -1025.1914

PseudoR2 0.1064 0.1536

obs 1,829 1,810

1)개인표 가 치 부여한 결과임.2)모형 2는 미충족의료 이유가 기타에 해당하는 19명을 제외한 후 분석함.

***p<0.001,**p<0.01,*p<0.05,†p<0.1

ref: 거집단(reference)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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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상호작용항을 통해 가구소득수 이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향

이 건강수 ․장애특성 변수와 사회 지지․사회 환경 변수에 따라 달라지

는지 확인했다.장애인 내에서도 가구소득수 이 높을수록 미충족의료를 경

험할 확률은 감소하여 소득수 에 따른 격차가 발견되었다.

다만 상호작용이 포함된 모형에서는 상호작용항(× )을 성립하기 이

의 각각의 독립변수(   )가 주된 해석의 상이 아니므로 상호작용항을

심으로 해석했다(CornellUniversity,2012). 한 본 연구에서처럼 종속변

수가 선형이 아닐 때에는 상호작용항이 한 단 변화(unitchange)할 때 회

귀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해 해석하는 것이 합리 이지 않을 수 있으

며 의미가 모호하고 모순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비 이 있다(Greene,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항 회귀계수에 한 구체 인 해석은 하지 않겠

다.

장애인의 건강수 과 장애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가구소득수 의 상호작

용항 에서 ‘주 건강상태 나쁨×가구균등화소득’의 상호작용항이 양의방

향으로 유의미하여 가구소득이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향이 주 건

강상태가 좋지 못할 때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그 외에 만성

질환 보유,일상생활수행에 도움 필요,장애원인,장애 증도,장애보유기간과

소득수 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회 지지를 리하는 변수와 가구소득수 의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사교활동에 참여함×가구균등화소득’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음

의 상 성을 보여주었는데,사교활동에의 참여는 가구소득이 미충족의료 경

험에 미치는 향을 억제했다(p<0.05).이와 마찬가지로,‘보건의료 이용 시

정부지원 경험×가구균등화소득’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음의 상 성을 보

여주었는데,보건의료 이용시 정부지원은 가구의 소득수 이 미충족의료 경

험에 미치는 향을 완충했다(p<0.05).반 로 ‘보험제도상(계약시)차별경험

있음×가구균등화소득’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양의 상 성을 나타냈다.보

험계약 시 차별경험은 소득이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향을 더 강화한

것이다(p<0.05).

사회 환경 변수와 가구소득수 의 상호작용항을 보면,‘ 교통 이용시 불

편×가구균등화소득’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양의 상 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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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 시 불편함은 소득이 미충족의료의 경험에 미치는 향을 더 강화한

것이다(p<0.1).이 외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외출이 불편한 경우,동반

자가 없어서 외출이 불편한 경우,주 사람들 시선 때문에 외출이 불편한 경

우,장애인 용 교통혜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가구균등화소득의

상호작용항은 미충족의료 경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리하면 사교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보건의료 이용 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구의 소득수 이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향을 이는 완충 작용

을 하는 반면,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때,보험제도상의 차별, 교통 이용

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가구소득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향을 더 높임으

로써,소득수 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의 격차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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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미충족의료 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

β
Odds

Ratio
β

Odds

Ratio
β

Odds

Ratio

인구

학

특성

성별(ref=여성) 남성 -0.177 0.84 -0.151 0.86 -0.133 0.88

연령 (ref=20-29세)

30-39세 -0.719 0.49 -0.743 0.48 -0.746 0.47

40-49세 -0.435 0.65 -0.459 0.63 -0.441 0.64

50-64세 -0.714 0.49 -0.767 0.46 -0.743 0.48

결혼상태(ref=기타) 배우자 있음 -0.334† 0.72 -0.342† 0.71 -0.331† 0.72

독거여부(ref=독거아님) 독거 -0.094 0.91 -0.107 0.90 -0.122 0.89

사회

경제

특성

교육수 (ref=학교이하) 고등학교 이상 0.217 1.24 0.190 1.21 0.213 1.24

경제활동참여상태

(ref=실업,비경활 등)

상용직 임 근로 0.412† 1.51 0.415† 1.52 0.389 1.48

임시직․ 일용직 0.523** 1.69 0.573** 1.77 0.552** 1.74

자 업자 -0.391 0.68 -0.409 0.66 -0.418 0.66

가구균등화소득(백만원/연간) 0.020 1.02 -0.052** 0.95 0.076 1.08

공 건강보장유형

(ref=국민건강보험)
의료 여 -0.227 0.80 -0.346 0.71 -0.316 0.73

건강

수

․

장애

특성

주 건강상태(ref=좋음) 나쁨 0.056 1.06 0.796*** 2.22 0.148 1.16

만성질환 여부(ref=없음) 있음 0.437 1.55 0.080 1.08 0.439 1.55

일상생활수행(ref=자립) 도움 필요 0.620 1.86 0.061 1.06 0.500 1.65

장애원인(ref=선천 ,원인불명) 후천 질환,사고 0.842 2.32 0.178 1.19 1.078 2.94

장애 증도(ref=경증) 증 -0.827† 0.44 -0.562* 0.57 -0.701 0.50

장애보유기간(년) 0.011 1.01 0.008 1.01 0.012 1.01

소득

수

상호

작용

항

주 건강상태나쁨×가구균등화소득 0.055** 1.06 0.047* 1.05

만성질환있음×가구균등화소득 -0.027 0.97 -0.027 0.97

일상생활동작도움필요×가구균등화소득 -0.050 0.95 -0.038 0.96

후천 질환·사고에의한장애×가구균등화소득 -0.040 0.96 -0.067 0.94

증장애×가구균등화소득 0.017 1.02 0.014 1.01

장애보유기간×가구균등화소득 -0.0001 1.00 -0.0002 1.00

사회

지지

․

사회

환경

사교활동(ref=참여안함) 참여함 -0.557*** 0.57 -0.033 0.97 0.012 1.01

보건의료이용시정부지원경험

(ref=없음)
있음 -0.300 0.74 0.437 1.55 0.404 1.50

보험제도상 차별

경험(ref=없음)
있음 0.159 1.17 -0.352 0.70 -0.382 0.68

집밖활동시 불편경험

(ref=불편하지 않음)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0.602** 1.83 0.411 1.51 0.391 1.48

외출시 동반자 없어서 0.762* 2.14 1.536* 4.64 1.488† 4.43

주 사람들시선때문에,기타 0.230 1.26 0.602 1.83 0.732 2.08

교통수단이용시어려움

(ref=어려움 없음)

교통 이용 불편 0.269 1.31 -0.463 0.63 -0.348 0.71

장애인 용교통혜택부족,기타 0.670† 1.95 1.071 2.92 1.048 2.85

소득

수

상호

작용

항

사교활동에참여함×가구균등화소득 -0.040* 0.96 -0.045* 0.96

보건의료 이용 시정부지원 경험×가구균등화소득 -0.077* 0.93 -0.072* 0.93

보험제도상(계약시)차별경험 있음×가구균등화소득 0.036† 1.04 0.039* 1.04

장애인편의시설부족으로외출불편×가구균등화소득 0.011 1.01 0.014 1.01

동반자 없어서 외출불편×가구균등화소득 -0.073 0.93 -0.065 0.94

주 사람들시선때문에 외출불편×가구균등화소득 -0.023 0.98 -0.036 0.96

교통 이용 불편×가구균등화소득 0.058** 1.06 0.048† 1.05

장애인 용교통혜택부족×가구균등화소득 -0.035 0.97 -0.035 0.97

편 -1.158 0.31 -0.550 0.58 -1.412 0.24

Logpseudolikelihood -842.31306 -830.29696 -825.87149

PseudoR2 0.1134 0.1261 0.1307

ref: 거집단(reference)을 의미함.

표 24.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소득 상호작용항 추가 (n=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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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찰: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Ⅱ에서는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참여한 만 20-64세의 장애인 1,829

명을 상으로 미충족의료 경험 그 이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했다.

여기서 미충족의료의 경험은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 응답이다.미충족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체 363명(20.9%)이었으며,이는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12)에서

장애여부와 상 없이 만 19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했을 때 17.1%,2006년

차상 계층조사자료에서 체 가구 12%가 미충족의료를 경험했다고 응답

한 것에 비해 높았다(김수정과 허순임,2011;허순임 등,2009). 한 장애인 내

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여부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 미충족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내에서 사회경제 지 가 낮고 건강수 이 좋지 못하며 사회

활동의 어려움이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미충족의료를 경험한 장애

인에서 여성,배우자가 없는 경우,독거의 비율이 높았고 비경제활동 상태이거

나 임시직·일용직의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의 소득수 이 낮고 의료 여자의

비율은 높았다. 한 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와 만성질환을 보유한

경우,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사교활동을 하지 않는 경

우,장애인편의시설의 부족,외출시 동반할 사람이 없어서,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집밖 활동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교통이용이나 장애인 용 교통

혜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비율도 높았다.

미충족의료를 경험하게 된 이유에 하여 응답한 344명 69.9%는 경제

인 이유,20.9%는 편의성의 제한( 약의 어려움,자신이 갈수 있는 시간에 진

료를 하지 않아서, 기시간이 길어서)로,9.2%는 교통이 불편해서 병의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우리나라 체 성인에서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

료 경험이 49.9%,이동문제와 련된 이유(의료기 이 무 멀어서,거동이 불

편해서)가 6.9% 던 것에 비하면 장애인은 경제 이유와 교통불편 때문에 필

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다.반면 체 성인에서

12)2005년도 국민건강 양조사의 미충족의료 경험 정의는 “지난 1년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경험”으로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비해 ‘늦게 받은 경험’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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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상의 이유로(직장을 비울수가 없어서,아이를 사람이 없어서)’로 미

충족의료를 경험하는 비율이 약 34%이었던 것에 비해(허순임 등,2009),장애

인은 시간과 련된 편의성의 제한으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비율이 상 으로

낮았다.

장애인 내에서 미충족의료의 경험에는 인구학 특성,사회경제 특성,건

강상태와 장애정도,사회 지지와 사회 환경 요소가 두루 향을 미쳤다.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구체 인 미충족의료 경험의 원인

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해하는 요인을 살펴 으로써 그간 선

행연구에서 근성의 각 역별로 분리하여 제시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자 했다(Allinetal.,2010).

<표 23>에 따르면 미충족의료를 경험하게 된 이유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이

용을 해하는 요소도 다르게 나타났다.지불능력과 련된 경제 이유로 인해

미충족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회경제 지 가 낮음’을 나타내는 요소와

이로 인해 생되는 사회 환경 요소가 향을 미쳤다. 컨 배우자가 없고,

임시직·일용직으로 근무하며,가구의 소득수 이 낮은 경우,장애인 편의시설

이 부족하여 외출이 어렵거나 교통 장애인 용 교통혜택 이용의 어려

움이 있는 경우에 경제 이유로 인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아졌

다.반면 물리 근성과 련된 교통불편 때문에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경우

에는 ‘활동제한’을 나타내는 변수가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컨 여성,기

본 인 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외출시 동반할 사람이 없어서 집

밖에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교통불편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가능성이 높았

다.반면 의료기 이용의 편의성 제한과 련된 약의 어려움,한정된 병원

운 시간,긴 기시간 때문에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경우에는 ‘시간’활용이 자

유롭지 못하거나 ‘정보’습득이 어려운 상황을 리하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임 근로,독거 상태가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각 역별로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우선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의 향요인을 살펴보겠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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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은 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환자의 소득수 ,건강보험과의 계

를 나타내며 환자의 지불능력이나 인식에 따라 의료비의 상 가치는 다를

수 있다(Penchansky& Thomas,1981).경제 이유는 미충족의료 경험의 가

장 높은 비율(69.9%)을 차지하며,보건의료제도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서

비교 많은 연구에서 심을 가져왔다.장애인이 비용문제 때문에 일차의료

이용, 문의 방문,재활치료를 미루거나 필요로하는 보장구 없이 지내며 의약

품 복용을 제 로 못하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Beattyetal.,2003;

Hansonetal.,2003;KaiserFamilyFoundation,2003).

장애인의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인구학 ,

사회경제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임시직·일용직에서 미충족의료 경험 확률이

높은 반면 20 에 비해 30 일 때와 배우자가 있을 때에,연간 가구균등화소득

이 높을수록,자 업자일 때에 낮아졌다.30 가 되면서,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 안정이 되면서 미충족의료의 경험을 낮추는 반면,임시직·일용직 근무

는 소득이 낮고 의료이용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높아서 미충족의료 경험의 가

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장애인 내에서 건강수 을 보정한 후에도 가

구소득수 이나 근로형태가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경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은 장애인 에서도 가구경제 수 이 낮고,고용상태가 불안정

할 때에 의료서비스 근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다.

선행연구에서도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부모의 지불능력과 직장 안정성

이 아동의 미충족의료의 경험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의료비지출로 인한

경제 부담은 의료 근성을 낮추는 요한 요인이었다(Jacksonetal.,2011).

한 미충족의료의 경험이 있는 19-64세의 성인 10-22%는 만약 의료공

량,보장구,활동보조인에 한 니즈가 채워질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이

라고 응답했다(Henryetal.,2011).이처럼 사회경제 으로 취약한 상태가 미

충족의료를 높이기도 하고,미충족의료가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해하기도 했

다.즉,일부 장애인은 경제 지 가 낮아서 의료이용을 제 로 못하고,의료

니즈가 충족되지 못해서 다시 경제활동에 진입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

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건강보장의 유형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이 달라짐을 보고

한바와 달리 장애인 내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여 수 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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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경험이 달라지지 않았다.빈도분석에서는

미충족의료 경험자 의료 여 수 자의 비율이 18.3%로 미충족의료를 경험

하지 않은 사람 12.3%인 것에 비해 높았지만,회귀분석에서는 건강보장유

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이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장

애인 상당수가 차상 계층이거나,장애인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에 비 여

항목이 많을 경우 의료 여의 혜택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일 수 있다(신

과 손정인,2009;김수정과 허순임,2011;김교성과 이 옥,2012).

건강과 장애 련 변수 에서는 주 건강수 이 좋지 못할 때,장애보유

기간이 길수록 미충족의료 경험 가능성이 높아졌다.주 건강상태가 좋지못

할 때에 미충족의료가 높은 것은 치료에 한 니즈가 높은 사람의 의료이용이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다(송경신 등,2011;신 과 손정인.

2009;Beatty& Dhont,2001;Beattyetal.,2003). 한 장애보유기간이 길수

록 미충족의료가 높은 것은 앞의 분석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장애보유기간이

길수록 경제 불안정과 기능상태의 악화,노화 등이 첩되어 니즈는 높은 데

에 비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은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Lindsayetal.,2011;Pentlandetal.,1995;Thompson,1999).

상과 달리 증(1,2 )장애인은 경증(3-6 )장애인보다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확률이 었다. 한 일상생활수행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만성질환보유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는 심각한 이동장애가 있을 경우(Lindsayetal.,2011),장애가 증일 때에 의

사방문이 어렵고(Gulley&Altman,2008),건강보장체계의 유형에 상 없이 지

불능력의 부족으로 의료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Beatty& Dhont,

2001). 한 만성질환의 보유는 체인구집단을 상으로 했을 때에 미충족의

료 경험을 유의미하게 높이며(김교성과 이 옥,2012;김창훈과 유원섭,2013;

Allerton& Emerson,2012),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에서도 미충족의

료 확률을 높 다(유소연 등,2011).이처럼 본 연구에서 장애 증도,기본

일상생활수행능력,만성질환의 향이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데에는 장애

의 정의와 분석 상 연령 가 다르고,기존 연구와 달리 사회 지지 사회

제도와 환경 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했기 때문일 수 있다.

앞서 인구학 요인 배우자가 있을 때와 친구,친척과의 사교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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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경험 가능성이 낮았다.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가 넓은 의미의 사회 지지를 리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장애인의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을 이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선행연구에서도 배우자가 있을 때

에 만성질환자의 건강 리 로그램 참여율이 높고(Belletal.,2006;Soubhi

etal.,2006),병원에 함께 가는 것,식사를 챙겨주는 것,정서 지원, 정

인 인간 계,정보의 제공,지역사회의 소속감 등은 건강행동을 진하여 미충

족 필요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elson& Park,2006).도구 (일상생

활에 필요한 도움의 제공)지지,감정 (감정 지원과 통합의 정도)지지는

장애노인의 외래방문횟수를 늘리지만,입원에는 향을 미치지 않고,공 인

재가서비스의 이용은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enning,1995).즉,장애인에게

사회 지지는 건강행동을 진하고 시에 외래방문을 하게하며,입원을 높이

지 않는 반면 집에서 일차 인 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경제 지원 측

면에서도 가족과 친지,친구를 통한 사 이 소득은 장애인의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경험을 낮추었을 것이다(강성호와 윤상용.2013).

장애인이 속한 사회 환경을 리하는 변수 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집밖 활동시 불편을 겪거나, 교통 이용시 불편을 겪는 경우,장애인 용

교통혜택이 부족해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

족의료 경험 가능성이 높아졌다.신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이동은 비장애

인에 비해 여 히 많은 비용,시간 등 추가 인 노력이 필요하다(강병근,2006;

배융호,2006).장애인의 소득이나 가구의 지불능력이 낮을 때에는 보조기기,

동휠체어와 같은 고가의 장비,장애인 콜택시,장애인용 자가용 등을 활용하

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Kayeetal.,2008). 한 소득층이 거주하는 공

간이나 인근지역에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근로,장애인 용 주차 구역,

장애인용 승강기,휠체어리 트,경사로,장애인 용 화장실, 수 는 작

업 등의 기본 인 인 라가 잘 갖추어져있지 않을 수 있다(보건복지부,한국

장애인개발원,2011).

한편,장애인의료비지원,등록진단비 지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 여 등 장애인 상의 ‘보건의료 역 정부 서비스 이용 경

험’은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을 낮추는 데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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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 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상 보건의료 련 정책은 소득 장애인

을 상으로 하고 있어 상자의 수가 한정 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쉽게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교통불편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교통불편’으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경험에 향을 미친 요인을 살

펴보겠다.장애인이 경험하는 물리 근의 장벽은 경제 이유 만큼이나 매

우 요하다(Krolletal.,2006).환자와 공 자 사이의 치 계를 의미하는

물리 근성은 교통의 편리정도, 이동시간과 이동거리를 포함하는데

(Penchansky& Thomas,1981),본 연구에서는 ‘교통불편’으로 그 의미를 신

했다.특히 뇌병변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경우 다른 유형의 장애에 비해 교

통수단의 불편으로 인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Hwangetal.,

2011).본 연구에서도 교통불편은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의 9.2%를 차지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일 때 교통불편으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경험 가능성

이 높았다.일반 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미충족의료의 응답 비율이 높고,

다른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미충족의료 경험 확률이 높다(송경신 등,2011;

Bryantetal.,2009).특히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특성이 합해져서 활

동의 제약이 크다.실증분석에서도 당뇨병,고 압,뇌졸 , 염의 4 만성

질환에 해서 비장애인은 여성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았지만,장애인은 여성

일 때에 남성에 비해 외래방문 횟수와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았다(오정숙,

2005).일부 지체장애인 내에서도 여성의 미충족의료 경험 확률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유소연 등,2011).활동제한이 있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통수

단 이용과 사회활동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고,편의시

설(난간,경사로,엘리베이터,주차장),교통시설,활동보조인에 한 니즈가 높

다(Crompton,2011).반면 남성은 유사한 상황에서도 보행(이동)에 도움이 되

는 보장구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Lindsay,2011).이처럼 세상과의

소통이 남성보다 어렵고 주 인 의료서비스 니즈가 높은 장애여성의 경우

이동문제 개선을 통해 의료이용의 근성을 보장하는 데에 특별한 심이 필

요할 것이다.

사회경제 특성 에는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일 때 교통문제로 인한 미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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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료 경험 가능성이 높고,자 업자일 때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충족의료

경험의 가능성은 었다.빈도분석에서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회귀분

석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유가 미충족의료를 높인 것은 이들의 교통시

설 이용을 비롯한 사회시스템에 한 기 ,보건서비스에 한 기 치가 높은

반면 실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Allinetal.,2010). 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자에 비해 자 업자일 때,가구소득 높을수록 미충족의료

가 낮아지는 것은 비교 여유로운 지불능력이 교통이용의 편리성을 높 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 인 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할 때,외출시 동반할 사람이 없어서

집밖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교통불편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가능

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본 연구에서 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것과 혼

자서 병의원에 가기 힘든 상황은 사실상 ‘독립 인 활동의 제한’을 리한다.

즉, 두 요소는 혼자서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이용이 매우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 다(신자은,2013).최근 만성질환자를 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활

동제한이 있는 경우에 그 지 않은 만성질환자보다 미충족의료 발생 비율이

높았다(정 호,2012).

한편 장애원인이 후천 인 질병이나 사고인 경우에 교통불편으로 인한 미충

족의료가 높은 것은 장애 과 후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후천 장

애인이 비장애인이었을 때에 비해 경험하는 가장 표 인 어려움이 바로 교

통불편과 같은 물리 근에서의 격차이다.이에 비해 선천 장애인이나 장

애가 고착된 사람은 비록 기능수 은 낮지만 ‘수정된 형태’로 자신의 상태에

응하여 큰 불편 없이 지내므로(Liem etal.,2004;McColl,1999)물리

근으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경험은 낮을 수 있다.

앞서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에서와 마찬가지로,친구·친지와의 사교

활동은 교통불편으로 인한 미충족의료를 낮추고,장애인편의시설 부족으로 집

밖 활동이 어려운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함께 가주거나 이동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Nelson& Park,2006;

Penning,1995)은 장애인의 교통불편으로 인한 미충족의료를 낮출 수 있다.반

면 지체,뇌병변장애인에게 지역사회 편의시설 부족은 이동상의 어려움을 가

시키기 때문에 미충족의료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단,본 연구의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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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의 불편함,장애인 용 교통혜택의 불편함이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을 높인데 비해 ‘교통불편’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가능성을 높

이지 않았다.이는 활동제한이 있는 장애인에게 제반 교통시설보다 ‘혼자서 이

동 외출을 할 수 있는지’여부 자체가 더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3)편의성 제한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

마지막으로 병의원 이용의 ‘편의성 제한’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애인의 미충족의료 사유 20.9%

는 편의성의 제한 때문이었다.‘편의성’은 공 자가 조직화된 노력을 통해 이용

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활동과 환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정도이다

(Penchansky& Thomas,1981).본 연구에서 편의성 제한은 ‘약의 어려움,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 기시간이 길어서’라고 응

답한 경우를 의미한다.

분석결과,장애인 에서도 독거일 때 편의성 제한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

험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장애인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한 약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장애인에 높은데, 화 약,인터넷 약 등 종류에

상 없이 마찬가지 다(Allerton& Emerson,2012). 한 장애인은 자신감부족

으로 의료이용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의사소통을 돕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정보의 부족이나 차별경험 때문에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다른 인구사회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비장애인보다 많았다(Allerton &

Emerson,2012).이러한 상황에서 독거장애인은 와 같은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병의원 이용 시의 편의성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 20 에 비해 50 이상인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의 가능성이 유의미하

게 낮았는데,이는 청년층에 비해 장년층에서 시간 여유가 많기 때문일 것이

다.반면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임 근로자일 때 편의성 제한으로 인한 미

충족의료 경험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임 근로’를 할 때에는 병의원 이

용을 해 근무시간 쉽게 시간을 내기 어렵고,이에 따라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 기시간이 길어서’와 같은 이유로 제때에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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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건강수 이 좋지 못할 때에 편의성 제한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가능성이 높았으나,장애정도가 경증에 비해 증일 때에 미충족의료 경험 가

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두 변수의 방향이 반 로 측된 것은 이 자료만으로

설명이 쉽지 않다.다만 건강수 이 좋지 못한 것은 단순히 장애뿐만 아니라

그 밖의 동반질환 때문일 수 있으므로,이들은 3차 의료기 이나 문의 치료

에 한 니즈가 높아서 약이 어렵고 기시간은 몇 시간을 넘어 몇 달에 이

를 수 있다(Gibson& Mykitiuk,2012).반면 장애상태만으로 정되는 1,2 의

증 장애인은 부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도 고착

된 경우여서 시간과 련된 편의성 제한의 문제가 이들의 미충족의료를 야기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4)가구소득수 과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했을 때

한편,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서 ‘가구의 소득수 ’이 높을수록 반 으

로 미충족의료 경험의 가능성이 어들어 장애인 내에서도 소득수 에 따른

불평등 상이 발견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소득수 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의

격차는 사회 지지와 사회 환경이 장애인에게 유리할 때 완화되고,불리할 때

에 더 심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표 24>에서 분석모형에 가구소득수 과

각 변수들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결과,장애인이 친구나 친지와의 사교활동에

참여할 때,보건의료 이용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에는 소득수

이 미충족의료의 경험에 미치는 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개인의

건강수 이 좋지 못할 때,보험제도상의 계약에서 차별 경험이 있을 때,

교통을 이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향은 더 강화되어,가구소득수 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다.장애인을

주된 연구 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Bryant등(2009)의 연구에서는 주택소유 상

태,사회참여 사회 지지 변수를 포함하면 기존의 소득수 변수가 더 이

상 유의미하지 않아 사회통합정도를 나타내는 외부요소들이 미충족의료 경험

을 완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본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사회교류나 정

부의 의료비 지원,보험가입시의 차별을 없애거나 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사회 차원의 노력이 이들의 소득수 에 따른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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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과 제언

1.이론 함의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 로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한 이론 함의

는 다음과 같다.첫째,패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의 측가능한 특성과 측

가능하지 않은 특성을 모두 보정한 후에도 비장애인 비 장애인에서 방서

비스이용은 고 입원이용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에서 도출된 논의를 강화했다(Chevarleyetal.,2006;Koetal.,2011;Rach

etal.,2008;Reichardetal.,2011).반면 외래이용량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

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건강보장체계 하에 일차

의료가 확립되어 있는 국,캐나다,덴마크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

해 일반의사를 통한 의료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Gulleyetal.,

2008;Laursen&Helweg-Larsen,2012).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보험가입자일 때

에만 문의 방문 비율이 높았으며(Donnellyetal.,2007)보험에 가입하지 못

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정기 인 의사방문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Gulley

& Altman,2008).결과 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의 충분하지 못한 건강검진과

외래이용은 입원이용을 진하는 경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다.건강검진과

일차 진료를 통한 시의,정기 인 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장애인의

기능수 은 하되고 의존성은 증가하면서도 과도하게 입원서비스를 이용하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 의료비 지출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입원을 통한 고비용의 치료가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 수 이 좋지 못한 장

애인 가구의 가계지출 측면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노승 ,2012;윤태호

등,2007;이상용,2004; 보 ,2012;Mitraetal.,2009;WHO & World

Bank,2011).

둘째,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 련 질환의 치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장

애기간이 길어지면서 장애자체로 인한 입원 이용량은 어들었다.반면 장애

정도가 증일 때, 년도 비 증도가 심해졌을 때,혹은 동반질환을 보유

할 때에 이들의 입원 일 수와 외래진료 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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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이 연구에서 장애보유기간이 길어졌을 때에 의료이용량이 었지만 그

다고 해서 의료필요도가 함께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장애발생

직후의 성기 입원치료가 어든 것이지,결코 건강수 이 회복되었거나 비

장애인 수 으로 의료이용이 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는 년

비 장애 증도가 악화되었을 때에 다시 입원이용량이 늘어나거나,장애보

유기간이 길수록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통

해 알 수 있다. 증의 장애인이 입원이용량이 많은 것은 의료처치에 한

필요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양부담이 가 되어 장기입원하는 경우가 포함되

어 있을 것이다.선행연구에서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증의 장애인은

입원이용 확률과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지출이 많았다(Palmeretal.,2011).

나아가 동반질환 보유는 의료이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2차 질환이나 동반질환 리의 시 함을 논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했다.장애인은 일차 인 장애뿐만 아니라 첩되는 질환에 의해 이동제

한,조기의 기능상태 하를 겪을 수 있다(Rimmer,1999).척추손상 뇌성

마비 장애인에게 동반되는 골다공증, 염,체 변화,마비,요로감염,폐렴

등은 피할 수 있는 입원 확률,입원기간,응 실이용을 높여왔다(Anderson&

Knickman,2001;Drydenetal.,2004;McAnaetal.,2013).비록 본 연구에서

동반질환 보유와 장애 사이의 선후 계를 알 수는 없지만,장애인이 동반질

환을 보유할 경우 의료이용이 많아지는 경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장애정도와 질병요소뿐만 아니라 근로상태,가구의 소득수 과 같은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이용과 미충족의료의 경험이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했다. 컨 장애인 내에서도 상용직 근로자는 비교 건강검진

과 같은 방서비스의 근이 용이하고 입원이용은 으며,시간제약과 련

된 미충족의료를 경험하고 있었다.반면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

이나 비경제활동자에 비해 방서비스의 근은 높지만,‘경제 이유’로 인

한 미충족의료의 경험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 상용직 임 로자와는 다른

패턴을 보 다. 증 장애인은 취업이 매우 어려워서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다수의 장애인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며,이 반은 단순노무직으로 일하

는 실에서(김용탁,2011),장애인의 ‘어쩔 수 없는’경제활동 장벽은 한

의료서비스의 근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장애인의 취업에는 장애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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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본수 ,사회 차별 등 다양한 요인이 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

심도있는 해석을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하지만 상용직으로 근로 인 장애

인이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한 의료이용에 유리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 가구균등화 소득이 높을수록 입원 이용량이 많고,‘경제 이유,교통

불편’때문에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아졌다.즉,가구의 지불여력

은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추는 반면,건강수 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고지출이 요구되는 입원이용량을 높이는 것이다.반면 건강보장유형이

의료 여에 속할 때에 입원 일 수가 었다.장애인 의료 여자는 5분의

1정도이므로 이 변수가 ‘여혜택’을 리하기 보다는 ‘낮은 소득계층’을 나

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장애인 내에서도 소득층 장애인의 의료이용

근성이 더 취약함을 보여 다.

넷째,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하여 개인

차원의 변수를 심으로 설명했다면,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와 주변의

사회 환경을 반 하는 변수를 포함했다.사회 지지를 평가하는 항목은 이

론 으로 훨씬 다양하지만,가용한 자료 내에서도 장애인에게 주변사람의 도

움은 경제 측면,물리 근성 측면,편의성 제한의 측면에서 두루 미충족

의료를 낮추는 데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컨 친구,친척과의 교류에 참

여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가능성이 낮아

지는 반면,외출시 동반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불편의 이유로,독거장

애인은 약의 어려움이나 긴 기시간과 같은 편의성 제한 때문에 미충족의

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은 우리나라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

움이 필요할 경우 부분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은 배우자,

부모,자녀 등 가족이 80% 이상,활동보조인/간병인/요양보호사/가정 사원은

약 12%,나머지는 친구,이웃 등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제도 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체 응답자의 약 2%에 불과했

다.실제로 활동지원제도의 상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 는 2

등록장애인으로 제한되다보니,그 외 등 을 지녔으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121 -

은 지원 상에 아 포함되지 못한다.최근에야 독거가구 가구구성원이

모두 1,2 장애인일 때,아동·노인가구인 경우에 추가 여를 제공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07-30),여 히 진입장

벽이 높다.이는 장애인에 한 일상생활 지원이 가족에게만 매몰되지 않기

해서는 공 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상 확 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이

웃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비공식 지원이 요함을 보여 다.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의 가능성은 ‘장애인편의시설의 부족’

으로 집밖 활동시 불편을 겪거나,‘ 교통 이용시’불편을 겪는 경우,‘장애

인 용 교통혜택이 부족’해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애인편의시설의 부족’은 교통불편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에도 유의한 향을 미쳤다.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당연하게 여기는

생활을 유지하기 해 많은 추가 인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Cullinanetal.,

2011),제반 사회 환경이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유리하게 구성되어있을 때에

는 이러한 추가비용이 의료 근성을 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섯째,본 연구의 결과에서 와 같은 사회 지지와 사회 환경의 향은

가구의 소득수 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의 격차를 완화하거나 혹은 강화하

는 효과를 보 다.가구소득수 과 사회 지지 혹은 사회 환경 변수와의 상

호작용항을 보면,친구나 친지와의 사교활동 참여,보건의료 이용 시 정부지

원의 활용은 소득수 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의 격차를 다.반면,보험

제도상의 차별 경험, 교통 이용 시의 어려움은 가구소득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향을 더 강화했다.이처럼 장애인의 의료이용에는 개인의 건강수

(장애 증도,주 건강상태,동반질환,일상생활수행 등)이 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이 외에 사회경제 지 , 인 계(가족과의 계,친구와의 교

류 사회활동),사회 환경(장애인이 속한 사회의 물리 편의시설,외부요

인에 의한 참여제약의 정도,정부의 정책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건의료

이용의 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Livneh,2001;Wang et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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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 함의

장애인의 건강문제나 의료이용의 어려움에 해서는 소수의 언론이나 선심

성 정치의 일환으로 언 되어왔지만,그동안 정책 으로 그 요성을 인정받

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그러나 지 까지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인이 의료이용에서 겪고 있는 문제 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장애인 상의 보

건의료정책을 간과할 수만 없을 것이다.장애인의 한 의료이용과 근성

향상을 한 몇 가지 정책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 상의 방차원 의료 근성을 높이고 건강 리와 련된 서

비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특성을 엄 하게 보

정했을 때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검진 수검 확률이 고 입원이용

량이 많아,평소에 제 로 건강 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문제들이 입원으

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그동안의 정책은 선천 ,후천 인 ‘장애발생

의 방’에 을 두어왔다면,이제는 ‘장애인의’ 방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 리에 더욱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는 제 4차(2013-2017년)《장

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 건강 리의 요성을 핵심 과제 하나로

선정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연구결과 에 장애인 내에서도 임 근로자의 건강검진 수검 확률이 높은

것을 통해 직장인 건강검진과 같은 극 인 수단이 장애인의 방의료 근

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다. 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생애 환기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여 히 비장애인 심의

패러다임으로 이러한 제도를 장애인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특히 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 에 한 물리

근이 가능해야하고,신체구조에 맞는 검진장비를 갖춘 기 을 찾아야 하며,

장애에 한 인식과 이해가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찾는 등의 추가 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 장애인에게는 기본 인 건강검진 항목과 더불어 신체

기능이 하되고 있는지에 한 정기검진이 함께 요구될 수 있다.따라서 장

애인 상의 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해서는 이동상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방문검진차량을 활용하거나 지역사회 방문간호 인력을 통한 정기

인 건강 리시스템을 강화하고,올바른 근거기반의 건강검진지침을 의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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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며,나아가 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과 리의 지

속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장애인의 장애 련 치료,장애 외 만성질환 리에 이르는 일련의 의

료이용이 분 되지 않도록 노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도 장애발

생 기에 집 인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의료이용량이 차 감소했지만,

장애 증도가 악화되거나 동반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보유기간과 상 없

이 의료이용을 많이했다.즉,장애인에게는 장애자체를 한 성기치료와 장

애진행을 늦추고 기능을 보존하는 재활서비스,장애로 인한 합병증 방과

리,만성질환의 치료를 한 일반 인 의료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하다. 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상 치료는 성기병원 퇴원 후 체계 인 재활서비스가

부족한 상태이며,지역사회에서 재활을 시도하기보다 요양병원 등에 재입원

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2012).동시에 일반 인 건강

문제에 한 니즈는 높지만 외래이용에 한 근은 경제 이유,물리

근의 불편함 등으로 제한이 크고,이마 도 다양한 문의로부터 분 인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3차의료기 으로 이송되는 시스템이다.따라서 여러

건강문제가 첩된 장애인에게는 치료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복합 만성질환자의 퇴원 후 치료 리는 어느 나라에

서도 쉽지 않은 과제이며 이는 장애인을 넘어서 의료 달체계의 문제이기도

하다(Schoenetal.,2009). 재처럼 의료이용의 총량만을 늘리는 것 보다는

장애발생 후,혹은 퇴원 후 기능상태를 유지하기 한 재활치료,정기진료가

통합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러한 시스템 상의 개선은 장애인의 불

필요한 의료기 간 이와 재입원을 이며,기능상태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Dubucetal.,2011;Reichardetal.,2011;Tomlinsonetal.,2009).

셋째,정책 수립 시 장애인 상당수가 소득층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 내에서도 사회경제 수 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이도

록 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도 장애인 의료 여의 비율이 약 20%에

달하고,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인 비율이 약 50%를 차지했으며,장애인의

가구소득에 따라 입원이용량과 미충족의료 경험의 확률에 차이가 있었다.

행 제도에서 장애인 상의 의료비지원과 보조기구 교부는 「장애인복지

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에서 편성된다.그러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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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에서도 보건의료분야는 우선순 가 낮고, 상자는 의료 여 2종 수

권자와 건강보험의 차상 본인부담 경감자로 매우 제한 으로 운 되어 왔

다.그 외 보장구 건강보험 여,건강보험료 경감과 같은 일부 정책을 건강보

험공단과 의료 여기 에서 지원하지만,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다.장애인

이 필요로 하는 고가 검진과 치료,재활서비스 에 비 여항목이 많을 경우

에는 와 같은 제도가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장애인은 비장애인

에 비해,장애인 에서도 사회경제 수 이 좋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의료 근성이 낮은 재의 상황에서,지자체와 건강

보험공단의 력을 통한 효율 인 보건의료 자원 분배가 필요한 때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지지와 사회 환경의 정 인 역할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을 이며,소득수 에 따른 격차를 완화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

다.개인의 건강과 이를 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은 지역사회 차원의

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는 ‘HealthyPeople2020’에서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Koh,2010).장애인의 건강권은 서비스 근권,사회통합,차별 없는 사회,

기회의 평등 등이 함께 연 되어 있다(Tomlinsonetal.,2009).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98.4.11.시행)」,「장애

인 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08.4.11시행)」「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BF인증)(’13.3.23시행)」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로서 정당한 편

의제공과 차별 지를 한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2009년 발표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수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 정

설치율은 55.8%,이용자의 체감율(만족도)은 54.8%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편

의정도는 여 히 낮은 상황이며 특히 장애인 편의제공에 한 국민의 인식수

은 더 낮아서,법 기반과 실제 생활에는 큰 차이가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등 계부처합동,2010;보건복지부 등,2009).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을

해하는 구조-환경 장벽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수 의 정치 인 노력과

시스템차원의 변화를 통해 낮아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Krollet

al.,2006;Scheeret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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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법론 함의

첫째,분석Ⅰ에서는 한국복지패 1-7차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확률효

과 패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개인의 측되지 않

는 고유 특성과 측가능한 특성을 모두 보정한 후에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

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락변수에 의한 편향을 다. 한 종단자

료의 장 을 살려 년도 비 장애등 변화를 변수로 활용하여 증도의

악화여부를 모형에 포함할 수 있었다.

둘째,분석Ⅱ에서는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미충족의료

경험의 세 가지 이유(경제 이유,교통불편,편의성 제한)에 한 다항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동안 미충족의료 경험 유무만 확인했던 선행연

구와 차별화했다. 한 개인수 의 변수뿐만 아니라 사회 지지,장애인이

속한 사회 환경 측면을 리하는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높 다.

두 자료는 정부승인통계자료로서,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표성을 고려

하여 표 가 치를 부여하 으며,우리나라를 표하는 인구집단에 한 분

석결과를 산출하 다.

4.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의 분석Ⅰ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한 보건의료 이용은 장애로 인한 의

료이용과 장애와 첩된 그 외 건강문제로 인한 의료이용을 구분할 수 없는

‘연간 총 이용량’이다.그러나 실에서는 문종합병원에서의 강도 높은

성기 치료,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을 통한 재활치료와 성기 후기

리,가까운 의원방문을 통한 일차 진료 등으로 구분되며 함축하는 의미가 다

르다.특히 구 인 장애에 한 리와 치료는 성기 혹은 만성질환 역

에 비해 사회 심이 고,덜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 으로 지 되어

왔다(Gibson& Mykitiuk,2012). 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

용에서 요한 의미를 지니는 보장구 활용,의약품 복용,재가서비스 이용을

변수에 포함하지 못했으며,궁극 으로 총체 인 보건의료비 지출에 한 분

석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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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번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의료기 종별 차이와 보건의료비

지출 등을 반 하지 못했지만,향후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다면 구체

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청구데이터가 잘 갖추어진 미국,캐나

다,덴마크,스페인 등에서는 척추손상장애,뇌손상장애 등 의료니즈가 높은

사람을 상으로 장기간 코호트를 구축하여 이들의 합병증,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을 확인하고 의료이용에 한 추 연구를 실시해왔으며(Charlifueet

al.,1999;Drydenetal.,2004;Laursen& Helweg-Larsen,2012;Liem etal.,

2004),한국과 유사한 장애인등록제도를 운 인 만에서도 등록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하여 다양한 종단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Chieneyal.,

2012;Lin,2009;Yenetal.,2009).이러한 연구의 장 은 장애인의 의료기

종별,혹은 문의 진료과목별,서비스 유형별 이용 동태나 총의료비지출 양

상을 확인할 수 있고,이를 통해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우선순 를 더 정확

히 도출할 수 있다는 이다.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장애인등록제도가 산

화되었다.10년이 지난 시 에서 그간의 의료이용 내역 자료와 연동한다

면 다양한 종단연구를 통해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이다.

다음으로,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등록장애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만 20-64세의 성인’으로 정의했으며 복장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거나 제외했다.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한 장애의 정의와 등 은 의사의 단으로 결정된다는

데에 있어서 신뢰성이 높지만,이것이 활동상의 제한이나 일상생활의 독립정

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한신 학교 산학 력단,2012).따라서 국

제 으로 비교가능한 연구를 해서는 미국의 MEPS(MedicalExpenditures

PanelSurvey),MCBS(Medicare CurrentBeneficiary Survey),캐나다의

NPHS(NationalPopulation Health Survey),JCUSH(JointCanada/United

StatesSurveyofHealth)등을 활용한 선행연구의 장애 정의를 활용해볼 여

지가 있다.이들 연구에서는 부분 기본 일상생활수행이나 도구 일상생

활수행 측정도구에서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경우를 장애로 정의해왔다.그러

나 복지패 조사자료에서는 3년에 한번 장애인부가조사에서만 기본 일상생



- 127 -

활수행과 도구 일상생활수행 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며,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을 주된 상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실제로 기능제한이 있지

만 법정장애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연구 상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만 20-64세의 성인을 상으로 분석했는데,향후 연구

에서는 그 외 연령 를 포함하여 연령 별 장애인의 건강수 과 보건의료 이

용의 양상을 악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에게는

아동 발달재활서비스가,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노인정책이 용되다

보니 건강수 과 의료니즈는 연속선상에 있는 데에 비해 정책수 범 가 갑

자기 바 는 경향이 있다.향후 장애보유 인구의 생애주기별 변화와 보건의

료 이용에 한 연구를 통해 재의 분 인 정책이 과연 장애인 당사자들

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두 가지 이상 장애의 복은 장애인의 의료이용을 높이는 요한 요소로서

(Linetal., 2003;Linetal.,2004;Palmeretal.,2011),우리나라 장애인등

록제도에서는 복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등 이 상향 조정되기도 한다.그

러나 한국복지패 에서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한 가지만 표시

하도록 되어있어 장애의 복여부를 알 수 없었다. 한 장애인실태조사를

활용할 때에는 복장애 보유자를 연구 상에서 제외했는데,‘지체장애+시각

장애,지체장애+청각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언어장애,뇌병변장애+청각장

애+언어장애’등 겹쳐지는 장애유형에 따라 의료 근성에 큰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상했기 때문이다.본 연구는 동질성이 강한 신체장애인을 상으로

했으므로, 와 같이 복되는 장애의 특성이 강할 경우 기존의 연구설계를

넘어서는 해석이 요구된다.후속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보유한 인

구집단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구축할 것과 엄 한 분석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분석Ⅱ에서 정의한 ‘미충족의료 경험’은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

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이 있는지’에 한 주 응답이다.그러나

Allin등(2010)이 설명한 바와 같이 미충족의료에는 ‘환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환자의 주 단으로 일부러 이용하지 않는 경우,어쩔 수 없는 경

우,의료진의 임상 단에 의해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의료서비스를 이용

하긴 했지만 환자의 기 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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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반 하고자 했으며,경제 이유,교

통불편,의료기 이용시 편의성 제한으로 인해 미충족의료가 발생했는지 여

부를 구분했다.그러나 이러한 주 응답은 의료진이 단한 미충족의료

수 보다 과 혹은 과소 측정될 수 있다(이진용,2006;Kerstenetal.,2000;

Menzeletal.,2002).마지막으로,미충족의료 분석모형에 보건의료서비스 이

용 시 ‘제공자 의료기 특성’으로 인한 근성 장벽 요소를 포함하지 못

했다.장애인의 의료이용에는 장애를 충분히 숙지하고 장애인을 꺼리지 않는

제공자의 문성과 의료시설의 물리 합성 등이 ‘치료과정’에 요한 향

을 미친다(Scheeretal.,2003).향후 주 응답을 보완하여 ‘임상 측면이

나 치료의 질’을 고려한 미충족의료를 측정하고 련요인을 악할 필요가

있으며,한국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특성이 반 된 장애인의

미충족의료 황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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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affectinghealthcareutilizationandunmet

healthcareneedsofthedisabledpopulationinKorea

JEON,Boyoung

DepartmentofHealthCareManagementandPolicy,

GraduateSchoolofPublicHealth,SeoulNationalUniversity

The disabled population in Korea has strongly been demanding the

securityofhealthcareforalongtime,andhasmadealotofexpensefor

theutilizationofhealthcare.Healthcareisparticularlyimportantforthe

livesofthedisabledintermsofproviding equalopportunitiesthrough

maintaining basicfunctionalstatusandpromoting health.However,the

supportingresearchandpolicyhasnotyetprogressedenoughtomeet

suchneeds.Asmanyoftheexistingstudiesusedcross-sectionaldata,

they could not precisely adjust for the differences in individual

characteristicsofthestudypopulation,norincludefactorsregardingsocial

environmentintheempiricalanalysis.

Thisstudy aimsto evaluatethefactorsaffecting health careservice

utilizationandunmethealthcareneedsofthedisabledinKorea.The

studypopulationisadultsaged20-64yearswithphysicallydisabled,such

asamputation,jointdisability,deformityoflimbs,spinalcordinjury,brain

injury,andsoon.

This study consists of two empiricalanalyses.The first analysis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utilization of health screening,

outpatientand inpatientcare by applying the panelregression model,

usingthe2005-2011KoreaWelfarePanelStudydata.Thesecondanalysis

appliedthemultinomiallogisticregressionmodelusingthe2011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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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ftheDisabledPersonstoexaminethefactorsrelatedtothe

unmethealth careneeds,which can becategorizedintothreegroups:

economic reasons,transportation problems and hospitalaccommodation

restrictions.

Theresultsofthefirstanalysisshow thatevenafteradjustingforthe

characteristicsoftheindividuals,thepeoplewithseveredisabilityhave

lowerprobability ofreceiving health screening,and stay significantly

longerinhospitalsthanthenon-disabled.Therewasnodifferenceinthe

numberofoutpatientvisits.Thefinding suggeststhattheinsufficient

preventiveorprimarycarecanleadtoinpatienthospitalization.Among

thedisabled,havingpaidemploymentstatusimprovedtheattendanceof

health screening buthaving chronicdiseasesincreased thenumberof

outpatientdays.Andfactorssuchasthedegreeanddurationofdisability;

worseningofdisabilityoverthepreviousyear;havingchronicdiseases;

andhouseholdincomelevelswerefoundtohaveasignificantimpacton

theinpatientdays.

Theresultsofthesecondanalysisshow thatmultiplefactorsincluding

co-residencewithspouse;participationinsocialactivitieswithfriendsor

relatives;andahigherhouseholdincomereducedtheprobabilityofhealth

careneedsbeing unmetduetotheeconomicreason.Howeverfactors

includingdiscomfortexperiencedoutdoorscausedbylackofhelpers,lack

ofconvenientfacilitiesorlimitationson performing activitiesofdaily

livingwerefoundtoleadtomoreprobabilityofhealthcareneedsbeing

unmetduetotransportationproblems.Whenthedisabledlivealone,they

aremorelikelytoexperienceunmethealthcareneedsduetodifficulties

inreservationoralongwaitinglists.Inaddition,positivesocialsupport

andadvantageousamenitiesforthedisabledtendstomitigatethegap

betweendifferenthouseholdincomelevels.

Thefindingsoftheanalysessuggestthatadequateaccessibilityofthe

preventive and integrated health care system is a callforac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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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thehealthcareof thedisabled.Moreover,theroleofvarious

socialsupportsystemsandsocialenvironmentalsodeserveattention,as

wellasindividualfactors,tobettermeetthehealthcareneedsofthe

disabledpopulation.

Key worlds:Disabledpeople,health careutilization,unmethealthcare

needs,KoreaWelfarePanelStudy,NationalSurveyofthe

DisabledPersons

Studentnumber:2010-3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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