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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2011

자료를 이용하여 년과 년 시행된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2005 2009-2010

확대 정책이 재난적 의료비와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 및 소득계층 

하락의 예방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 가설

연구가설은 건강보험 가입 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의 크“

기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낮아질 것이다

가설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중증질환 ( 1)”, “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수혜가구 이하 수혜가구 에서의 재난적 의료( )

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크기는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비수

혜가구 이하 비수혜가구 대비 감소할 것이다 가설 중증질환에 대한 ( ) ( 2)”, “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하면서 나타나는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

의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크기는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했

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으로 하였다( 3)” .

연구대상 및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기 자료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와 년도와 2-5 2009

년도 조사 참여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추출하여 가설 의 검증2012 34,118 1

에 사용하였으며 이 중 수혜가구와 비수혜가구 등 가구, 477 2,833 3,310

를 추출하여 가설 의 검증에 사용하였다 가설 의 검증에 사용한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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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중 가구균등화소득 제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제외한 3,310 1 291

가구를 추출하여 가설 의 검증에 사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가 3,019 3 . 

시행된 년도 년도를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 시행 2001 , 2005

전 즉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시 법정급여 보장률 가 적용되는 , 80% 2

개 시점으로 정의하였고 년도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 2007-2008

장률 적용 시점 년도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90% , 2010-2011

률 적용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가설 의 검증을 위한 종속변수는 95% . 1

역치 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이었고 이의 유병률 강도5%, 10%, 15%, 20% , , 

율 소득집중도를 산출하였다 빈곤화 영향지표는 빈곤화의 유병률 강도, . , 

율 표준화 강도율의 의료비 지출 전후 차이로 정의하였다 가설 와 , . 2 3

의 검증을 위한 종속변수는 역치 에서의 재난적 의료5%, 10%, 15%, 20%

비와 소득계층 하락이었고 각각의 유병률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를 산, , , 

출하였다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으로 가구주의 성별. ,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과 가구내 노인가구원 유무 그리고 상대적 빈곤, 

선을 기준으로 구분한 가구균등화소득을 선정하였다 중증질환에 대한 . 

법정급여 보장률의 확대가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중차이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 

가입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 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과 강도율은 저소득 가구에 집중되었으며 이 집

중도는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년도와 년도 사이에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 재, 20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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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는 증가하였고, , 

법정급여 보장률을 로 확대한 후 년까지 비수혜가구 대비 90% 2007-2008

수혜가구에서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는 일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하, . 

지만 법정급여 보장률을 로 확대한 후에는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95%

구에서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의 증감이 뚜렷하지 않았다, . 

셋째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하지 않은 가구는 가설 의 검증 결과, 2

와 유사하였다 반면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가구만을 분석한 결과 .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비수혜가

구 대비 수혜가구에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찰 및 결론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로 90%

확대하기 위해 년도부터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수혜가구에서 재난2005

적 의료비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반면 보장률, 

을 로 확대하기 위하여 년부터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은 추95% 2009-2010

가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데 한계, 

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수혜가구들. 

이 법정급여 보장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 소득계층 하락의 , 

유병률이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은 점은 법정급여 보장률 확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소득계층 하락 수준을 평가할 때 미충족 의료 필요 경험 ,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년도부터 년도까지 진행된 중증질환 법정급여 2001 2011

보장 확대 정책이 가구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얼마만큼 기여를 했

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으며 년 이후 추진되는 건강보, 2013

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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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
주요어 : 재난적 의료비 빈곤화 소득계층 하락 본인부담 의료비 미충, , , , 

족 의료 필요 국민건강보험, 

학  번 : 2005-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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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1)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가 년대부터 시작된 이후 1960 1965

년 피용자조합 년 자영업자 조합이 임의 조합 형태로 처음 설립, 1969 , 

운영되었지만 임의가입에 따른 역선택과 취약한 보험 재정으로 의료보, 

장 수준이 낮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었다 강제가입 형태의 건강보험 제도는 년 (Kim, 2009). 1977 500

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이 시기 급격한 산, 

업화로 임금 근로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보험 형태의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년도에 (Kim, 2009). 1989 전 국민을 건강

보험에 가입시키는 정책이 시행된 후 의료서비스 이용시 낮아진 경제적 

장벽,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의 급증 

으로 인해 이전보다 의료의 접근성은 향상되었으며 유질환자 중 어떤 의

료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년 에서 년 로 크게 1975 40% 2006 7%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Shin, 2007).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국민을 가입시

켜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정급여을 제한하고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폭넓게 허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

출 수준이 높아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Huh, 2008).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규모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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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이하 회원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고 가계부, OECD) 

담 의료비의 비중은 년 에서 년 로 거의 개선되지 2003 38.3% 2012 35.9%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a). 

지 못한 법정급여의 범위와 비급여 본인부담 지출에 대한 통제 기전의 

부재로 인하여 건강보험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낮추는 데 한계를 보여 왔고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년 건강, 2005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한된 보험 재정(Kim, 2010). 

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우선적 수혜 대상을 선

정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고, , 

액 의료비가 지출되는 중증질환을 선정하여 이들 질환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하는 정책을 년 월부터 시행하게 되2005 9

었다(Kim, 2010).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은 년 월 암 뇌혈관질환 심장2005 9 , , 

질환을 대상으로 기존 에서 로 확대하였으며 년 월 암을 80% 90% , 2009 12

시작으로 년 월부터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2010 1 , 

률이 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질환에 대한 95% (Kim, 2010). 

건강보험 보장률이 로 높아지고 이 중 법정급여 본인부담률은 70% 10% 

미만으로 낮아지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National Health Insurance 

하지만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의료서비Corporation, 2012). 

스 이용으로 인한 본인부담률은 대에서 개선이 되지 않아20% (National 

제도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2) . 

이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가계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성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년 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2005 9 ,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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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한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다 최근 연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 

한국의료패널 등 가구 단위 소득 또는 소비지출 등의 지불능력과 본인부

담 의료비 지출 수준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자료원들이 년 이후 조2006

사가 시작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효과를 평가한 초기 연구. 

(Jung, 2007; Jung, 2008; Ju, 2008; Lee, 2009; Choi, 2006; Kim, 2007; Kim 

등 들은 이들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청구자료 또는 의, 2008)

무기록을 이용하여 정책 시행 전후 법정급여 보장률 확대 정책의 수혜 

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의료이용을 한 환자들의 의료이용, , , 

의료비 지출 수준 등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건. 

강보험 청구자료 또는 의무기록은 가구 단위 소득 산출이 어렵고 소비지

출 크기는 알 수 없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대적 의료비 지출 부

담을 비교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또는 소비지출로 측정되는 가구의 지불능력 대

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특정 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관찰함으로써 소득 

수준이 상이한 가구간 상대적 의료비 지출 부담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다 재난적 의료비의 개념이 년 국내에 소개된 이(WHO, 2000). 2003

후 등(Lee , 2003)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가계동향조사 한국복지패널 한, , 

국의료패널 등의 자료들을 이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초기 연구. (Lee, 

와 들은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2004; Lee, 2005; Lee Shin, 2005)

률을 추계하고 그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고 그 결과 

의료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재난적 의료비 OECD 

발생률이 높고 소득 수준이 주요 관련 요인이라는 결과가 제시되었고 최

근 연구 과 등 과 (Kim, 2008; Kim Yang, 2009; Sohn , 2010; Kim Lee, 2012; 

등 와 과 Roh, 2012; Lee , 2012; Lee Lee, 2012; Cheong Lee, 2012;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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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 들도 유사한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2013; Jung , 2013) .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년 이후 정책 효과의 인과2009

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도입한 연구(Choi, 2009; Bae, 2010; 

와 등 등 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Choi Jeong, 2012; Kim , 2014; Choi , 2014) . 

연구들은 정책 수혜 여부와 시행 전후 시점을 모두 고려한 이중차이분석

을 주로 적용하였으며 의료비 지출과 의료이용(Bae, 2010; Choi, 2009; 

등 재난적 의료비 와 미충족 의료 필요Kim , 2014), (Choi Jeong, 2012), 

경험 등 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년 (unmet need) (Choi , 2014) . 2005 9

월 법정급여 보장률을 로 확대한 이후 의료이용 수준이 높아져 의료90%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Bae, 2010; Choi, 2009; Kim , 

반면 년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로 확대한 2014). 2009 95%

이후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

지 못하였다 와 등 은 고혈압 당뇨병 대비 (Choi Jeong, 2012). Choi (2014)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의료이용을 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 , 

미충족 의료 필요 경험률이 정책 시행 후에도 더 높은 것을 지적하며 건

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평가시 미충족 의료 필요를 고려할 필

요성을 제기하였다.

등 은 재난적 의료비의 개념을 사용할 경우 지불능력의 O'Donnell (2008)

부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아 재난적 의료비의 크기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불능력이 낮은 저소득 가구는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 

보장 정책의 효과 평가시 등 이 제시한 재난적 의료비의 O'Donnell (2008)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충족 의료 필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증질환자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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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필요 경험 수준이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비수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사실 등 은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Choi , 2014)

효과를 평가시 미충족 의료 필요를 고려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년 1997 경제위기 년 금융위기와 년 재정위기IMF , 2008 2010

를 겪으면서 빈곤층의 증가와 기존 빈곤층의 탈빈곤 가능성은 더욱 낮아

졌다 와 이러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의료비 지출이 가(Choi Choi, 2014). 

구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과 등(Song Shin, 2010; Shin , 

과 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재난적 의료2010; Song Shin, 2014) . 

비 지출이 빈곤화에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빈곤화의 관점에서 

의료보장 정책의 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하. 

지만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효과를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평가한 국내 연구는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년 년에 걸쳐 시행된 중증질환 2005 , 2009-2010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재난적 의료비와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

와 소득계층 하락의 예방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미충족 의료 필요를 고려

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 등 가구의 지불능. 

력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크기 정책 수혜 여부 및 미충족 의료 필요를 , , 

측정할 수 있고 년과 년에 걸쳐 시행된 중증질환 법정급2005 2009-2010

여 보장 확대 정책의 전후 시점을 모두 포함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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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가설(2) 

연구 가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 적용시점과 수혜 여부 구분은 다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 적용시점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 

률이 인 년과 년 인 년 인 년으80% 2001 2005 , 90% 2007-2008 , 95% 2010-2011

로 구분하였고 정책 수혜 여부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의료이, , 

용을 하여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수혜를 받은 가구 이하 (

수혜가구 와 기타 질환으로 의료이용을 하여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

대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 가구 이하 비수혜가구 로 구분하였다( ) .

가설 은 건강보험 가입 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의 크기1 “

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낮아질 것이다 로 ”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강도율 표준화강도율은 . “ , ,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가설 (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강도율의 소득집중도는 중증질환에 대1-1)”, “ , 

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완화될 것이다 가설 빈곤화 ( 1-2)”, “

지표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

다 가설 로 구분하였다( 1-3)” .

가설 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수혜가2 “

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크기는 비수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로 하였다 세부적으로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의 ” . “

유병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혜가구

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 2-1)”, “

병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로 구분하였다( 2-2)” .

가설 은 3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하면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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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크기

는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로 하”

였다 세부적으로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 “

의료비의 유병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 3-1)”, “

한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 3-2)”,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하지 않은 경험한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

비의 유병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

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하지 ( 3-3)”, “

않은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

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

로 구분하였다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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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고찰2. 

   의료보장 확대 정책(1) 

     가 건강보험 도입과 의료보장 확대. 

의료보장 체계는 재정 투입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작동하게 하는 중

요 구성 요소로서 정책과 관리와 더불어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인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화 서비스의 제공의 개 주축 분야에 , , 3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 경제 국민들의 의료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Kim, 2009). , , 

인식 등 시대적 상황과 보건의료체계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은 의료보장

체계의 설계 구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 

도입하는 데 있어 제한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Kim, 2009).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년 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들을 대1977 500

상으로 시작되어 점차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년에는 1988

농촌지역 자영업자 그리고 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 확대됨으, 1989

로써 제도 도입 년 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 12

을 가입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Kim, 2013). 

로 인해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그 동안 비용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증가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의료시설 역시 급증하게 되었다 년 종합병원은 개에서 . 1980 82 1990

년 개 년 개로 병원은 년 개에서 년 개228 , 2012 322 , 1980 240 1990 328 , 2012

년 개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1,42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9 -

198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b).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년 로 2012 7.6% OECD 

국가 중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이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OECD, 2012) 

민간 주도의 의료시장 속에서 국민의료비의 규모는 꾸준히 (Figure 1), 

증가되어 년 조원에서 년 조원으로 약 배 정도 증가하1980 1.4 2012 97.1 70

였다 년 전국민 건강보험의 도입으로 년 (OECD, 2015) (Table 1). 1989 1980

국민의료비 중 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비중이 년 로 약 13.2% 1990 25.2% 2

배 증가하였고 년에는 로 국민의료비 재원 중 가장 많은 기여, 2012 42.4%

를 하는 핵심 의료보장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OECD, 2015) (Table 1). 

가계 본인부담률은 년 에서 년 로 약 경감되어1980 72.8% 2012 35.9% 1/2 

전국민 건강보험의 도입 취지인 의료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Table 1) 

담의 경감 목적을 일정 수준 달성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Figure 1. Proportions of total health expenditures among gross domestic product 

in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2012

source : OEC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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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THCE*

(trillion 

KRW)

THCE/

GDP(%)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Total Tax SHI** Total OOP† Others

1980 1.4 3.7 23.2 10.0 13.2 76.8 72.8 4.0
1985 3.1 3.6 32.9 7.7 25.2 67.1 61.1 6.0

1990 7.5 3.9 39.5 9.0 30.5 60.5 55.5 5.0

1995 15.7 3.8 38.1 8.0 30.1 61.9 52.9 9.0

2000 26 .8 4.4 48.5 10.2 38.3 51.5 42.3 9.2
2005 48.9 5.7 53.1 11.7 41.4 46.9 38.5 8.4

2010 86 .1 7.3 59.5 12.0 47.5 40.4 33.8 6.6

2012 97.1 7.6 54.5 12.1 42.4 45.5 35.9 6.4

Average annual increasing 

rate of THCE

Year 1980-1989 1990-1999 2000-2012

% 17.9 13.5 11.3

Table 1. Health expenditures in South Korea by funding sources between 1980 

and 2012

* To tal health care expenditure

** social health insurance

† out-of-pocket payment

source : OECD Health Data, 2015

많은 나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선

정하여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 정책

을 펼친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 

하기 위하여 법정급여의 범위를 제한하고 비급여 서비스를 폭넓게 허용

하는 방식의 저수가 저부담 의료보장 체계를 도입하였다 우- (Kim, 2013). 

리나라의 의료보장 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정

급여 중 본인부담율이 입원 외래 이고 비급여 의료서비스도 20%, 30-60%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의료비 지출 후 재정적 위험을 겪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호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체 의료비 (Oh, 2010).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년 에서 년 로 꾸준히 증가하2003 51.3% 2012 53.3%

였지만 그 수준은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국가 중 멕, OECD OECD 

시코 칠레와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 11 -

Countries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Australia 64.5 64.6 64.5 64.2 65.4 65.3 66.0 64.4 64.3 -

Austria 71.6 71.7 72.0 72.9 72.7 73.3 72.8 72.5 72.8 72.4 

Belgium 73.1 73.9 74.0 72.9 72.5 74.6 75.7 75.0 75.7 75.2 

Canada 66.6 66.8 66.4 66.2 66.5 66.4 66.8 66.4 66.5 66.3 

Chile 36.1 37.3 36.9 39.2 40.0 41.8 44.9 45.1 45.1 45.8 

Czech Republic 85.9 85.9 83.7 83.7 81.9 80.1 80.9 81.2 82.3 82.3 

Denmark 80.6 79.9 80.0 79.9 80.2 80.6 81.3 81.5 81.6 82.2 

Estonia 75.9 75.0 76.1 72.4 74.9 75.1 75.0 78.7 79.2 78.5 

Finland 69.0 69.8 70.1 70.6 70.3 70.6 70.4 70.2 70.9 71.3 

France 75.9 75.7 75.6 75.1 75.3 74.9 75.3 75.2 74.6 74.7 

Germany 75.8 74.2 74.1 74.1 74.2 74.2 74.4 74.5 74.4 74.6 

Greece 58.8 58.2 59.3 61.2 59.6 - 68.4 66.7 67.4 67.1 

Hungary 68.3 66.5 67.4 66.9 64.6 65.0 64.1 62.5 61.4 60.0 

Iceland 81.7 81.2 81.4 82.0 82.5 82.6 82.0 80.4 80.4 80.5 

Ireland 71.1 70.5 71.7 72.2 71.7 72.0 70.0 66.7 66.1 65.9 

Israel 60.3 59.7 58.0 60.4 58.8 59.4 60.0 60.2 - -

Italy 74.2 75.2 75.9 76.2 76.2 76.7 76.4 76.3 75.2 75.2 

Japan 77.6 78.4 79.3 77.6 78.8 80.4 80.4 81.2 81.7 -

South Korea 51.3 51.7 52.1 53.4 53.2 53.1 54.8 55.0 54.3 53.3 

Luxembourg 76.4 76.0 74.6 71.5 76.6 79.4 80.6 79.5 79.2 77.9 

Mexico 40.4 42.5 39.9 40.7 42.0 42.7 42.4 44.7 47.8 48.8 

Netherlands 61.2 59.8 64.7 78.3 78.2 78.9 79.6 79.4 79.5 -

New Zealand - 79.6 79.7 80.1 82.4 82.8 83.0 83.2 82.7 -

Norway 77.8 77.6 77.8 78.3 78.5 79.8 80.7 81.5 81.6 81.4 

Poland 66.3 64.7 64.7 65.4 65.6 66.9 66.8 66.8 65.9 65.6 

Portugal 65.9 65.8 66.0 63.5 63.3 62.4 64.0 63.4 61.9 -

Slovak Republic 84.0 71.2 72.1 66.9 65.9 67.1 65.1 67.6 70.4 69.2 

Slovenia 68.4 70.0 70.1 68.9 68.2 69.5 68.1 70.7 70.4 68.2 

Spain 67.6 67.9 68.1 68.5 68.9 70.2 72.6 72.2 71.9 70.6 

Sweden 78.8 78.5 78.2 78.3 78.1 77.8 77.8 77.2 77.0 76.9 

Switzerland 58.3 58.4 59.5 59.1 59.1 65.2 65.5 65.2 65.4 65.8 

Turkey 69.4 68.3 63.8 64.0 62.8 65.9 - - - -

United States 42.8 43.2 43.3 44.0 44.1 44.9 46.1 46.5 46.5 46.6 

Table 2. Proportions of public expenditures among total health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between 2003 and 2012

source : OECD Health Data, 200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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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도입.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식은 크게 항목별 접근 질환별 접근 비용, ,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년간 이루어진 주요 2004-201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들은 에 기술하였다 서비스 항목별 Table 3 . 

접근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에 포함시키거나 기존 급여항목의 제외항목, 

을 결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질환별 접근은 몇 가지의 고비용. 

을 유발하는 중증 질환과 관련된 의료비용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방

법은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정치적 장점이 

있으며 년부터 추진된 보장성 확대방안에서 주된 방식으로 사용되, 2005

었다 비용접근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상. 

병의 종류나 의료항목에 관계없이 고액의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는 데 효

과적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입원진료와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의 일정. 

률을 보조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법정급여의 본인부담 의, 

료비 지출 총액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완하는 이원적 방식을 활용

하고 있다 등(Yun , 20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료비 부담 크기 전문가 조, 

사 외국 사례 등 상병별 우선순위 검토과정을 거쳐 암 뇌혈관질환 심, , , 

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중증질환에 대한 ,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하였다 입원의 경우 법정급여 보장률이이 . 80%

이었지만 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경우 년 월부터 로 확, , 2005 9 90%

대하였고 년 월 암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로 확대한 후 2009 12 95%

년 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 로 확2010 1 95%

대하였다 등(Choi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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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Year Contents of benefit expansion
Type of 
coverage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2004

Expand coverage rates of outpatient services from 

50-70% to 80% for cancer, cerebrovascular 
accident (CVA), heart disease (HD) and 62 rare 

conditions

Disease 
approach

2005

Create benefit item of MRI for diagnosis of 

cancer Benefit item
Create benefit item of MRI for diagnosis of CVA

Expand coverage rates from 80% to 90% for 

cancer, CVA and HD Disease 
approachExpand coverage rates of outpatient services for 

additional 25 rare conditions

2006

Add HD surgical codes for cutting out-of-pocket 
payment Disease 

approachExpand coverage rates of outpatient services for 

additional 9 rare conditions

Apply benefit to PET for cancer
Benefit item

Apply benefit to PET for ischemic heart disease

2007
Expand coverage rates of outpatient services for 

additional 15 rare conditions Disease 
approach

2008
Expand coverage rates of outpatient services for 

additional 19 rare conditions

2009

Expand coverage rates for some anti-cancer drugs Benefit item

Expand coverage rates of outpatient services for 
additional 19 rare conditions

Disease 
approach

Expand coverage rates of outpatient services from 

90% to 95% for cancer
Expand coverage rates from 80% to 90% for 248 

rare conditions

2010
Expand coverage rates from 90% to 95% for CVA 
and HD

Upper-

limit 

system 
of out-of-

pocket 

payment

2000
Returning 50% of out-of-pocket payment above 

1.2 million won per every 30 days

Out-of-

pocket
payment

2004
Returning out-of-pocket payment above 3 million 
won per 6 months

2007
Returning out-of-pocket payment above 2 million 

won per 6 months

2009

Returning out-of-pocket payment above 2 million 

won per a year for low income rank 50%, 3 

million won per a year for middle income rank 
30%, and 4 million won per a year for high 

income rank 20%

Table 3. Benefit expansion for increasing coverage rat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 between 2004 an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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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 수혜를 받은 환자 수의 2005-2012

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암은 년 명에서 년 명이2005 252,551 2012 904,356 , 

뇌혈관질환은 년 명에서 년 명이 심장질환은 년 2005 2,202 2012 28,636 , 2005

명에서 년 명이 정책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매년 1,776 2012 70,049

정책 수혜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진료비와 급여비 부담도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3) (Table 4).

Year Cancer
Cerebrovascular 

disease
Heart disease

2005 252,551 2,202 1,776

2006 487,783 18,795 41,810

2007 574,006 21,852 52,289

2008 670,253 23,081 55,280

2009 780,618 25,629 61,061

2010 874,798 28,465 68,753

2011 847,912 28,808 70,199

2012 904,356 28,636 70,049

Table 4. Numbers of beneficiaries from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in 2005-2012

source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3

년부터 시행된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를 통해 매 일간 법정급여 1979 30

부담액이 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20

로 한정함에 따라 고액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가계의 의료비 1/2

지출 보전에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년 월부. 2004 7

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었고 개월간 법정본인부담금이 만원을 6 300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을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였다 년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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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상한 기준을 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책 수혜 대상의 폭을 넓7 200

혔지만 고소득 계층이 저소득 계층보다 더 많은 상한제 혜택을 받는 상

황이 발생하였고 소득 수준에 따른 상대적인 가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등 제도의 한계점이 계속 지적되었다 년부터 보험료 . 2009

납부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만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상한제 적용200-400

기간을 년으로 하면서 혜택 대상을 넓히게 되었다1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년 월 단2000 7

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을 출범시키기 전 다수의 보험자로 분리 운영

된 시기에는 건강보험조합간 재정 지출의 차이가 커 국가 단위의 보장, 

성 강화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웠다 단일보험자 (Kim, 2009). 

체계로 전환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적자 상황으로 인해 보장성 강화

를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

정 투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년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 전환에 힘. 2004

입어 년부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2005 , , 

보험 재정이 실제 투입되기 시작하였고 년까지 매년 수 천억에서 , 2011

많게는 조원 이상을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게 되었다1 (Kim, 2014).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법정급

여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년 본인부담80% 2004

상한제를 시행한 이후 년 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법2005 9 , , 

정급여 보장률 확대 정책 보험급여화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MRI , , 

만 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 면제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 등 6 ,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며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조 2004 7 2006 12 2 6

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였다(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08 이 재정은 주로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중). 

증질환자와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입되었고 그 결과 년 에 2004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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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입원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이 년 년 로 2005 57.5%, 2006 64.1%

약 증가하여 동기간 전체 법정급여 보장률이 에서 로 9.2% 61.3% 64.3%

약 증가한 것에 그친 것에 비해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었다3.0%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06-2008).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보장률을 살펴보면 법정 본인부담률을 , , 5%

까지 낮추면서 법정급여 보장률은 년 를 상회하여 초반 대2011 70% 60% 

에 정체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2) 

(Table 5) 암의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률은 년 에서 년 . 2006 10.5% 2010

로 감소한 반면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경우 그 감소폭은 미미하8.3%

였다 하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경우 년간 약 를 유지. 2006-2010 20%

하면서 전체 본인부담률은 해당 기간 대부분 를 상회하여 가계부담 30%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Total

NHI coverage rate(%) 64.5 65.0 62.6 65.0 63.6 63.0

OOP for covered services(%) 22.1 21.3 21.9 21.3 20.6 20.0

OOP for non-covered services(%) 13.4 13.7 15.5 13.7 15.8 17.0

CA

NHI coverage rate(%) 67.7 70.5 66.9 67.4 70.4 71.7

OOP for covered services(%) 10.5 9.5 9.7 7.3 8.3 6.0
OOP for non-covered services(%) 21.8 20.0 23.4 25.3 21.3 22.3

CVA

NHI coverage rate(%) 65.5 76 .8 66.1 58.3 66.1 71.0

OOP for covered services(%) 14.9 17.9 13.9 18.2 14.8 6.6

OOP for non-covered services(%) 19.6 5.3 20.0 23.5 19.1 22.5

HD

NHI coverage rate(%) 69.3 77.2 68.9 65.8 69.2 74.0

OOP for covered services(%) 11.3 15.6 11.3 11.9 10.9 5.3

OOP for non-covered services(%) 19.4 7.2 19.8 22.3 19.9 20.7

Table 5.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verage rate and out-of-pocket 

payment (OOP) rates in cancer (CA), cerebrovascular accidents (CVA) and heart 

disease (HD) between 2006 and 2011

source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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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율은 로 이 기간의 급여 2007-2011 25%

진료비 증가율 에 비해 약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의 13% 2

급여가 확대된 것 만큼 비급여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

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의 상승은 비급여 서비스를 포함하지 (Kim, 2014). 

않은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과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 건강

보험 보장률 확대와 연결되지 않은 현상을 유발시켰다.

     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우리나라는 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2018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 , 

년까지 모두 급여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전체 급여의 2016 10.2%

에 달하는 비급여 부문 중 필수적 의료로 판단되는 는 필수급여로 5.9%

포함하여 본인부담률 를 적용시키고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급여 5-10%

를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본인부담률 적용시킴으로써 전체 3.6% 20-50% 

급여의 를 건강보험 제도로 편입시키고 의료서비스 가격 설정 청99.3% , 

구 및 심사를 건강보험에서 관리함과 동시에 비급여 본인부담 지출을 경

감시키고자 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대 중증질환 4

보장성 강화에 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에 약 조원 대 비급여 2013-2017 9 , 3

개선에 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여 재4.5

원을 조달하되 필요시 건강보험료를 약 정도 인상할 함으로써 대 1% 4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증가하여 수준에 10.1% 86.2%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Kim, 2014). 

대 중증질환에 대한 필수의료의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선별급여 제도4

를 신설하였다 이는 비급여 서비스 중 의학적 효과와 경제성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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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필수의료로 분류하여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경제성이 5-10% 

낮거나 불분명한 것은 선별급여로 분류하여 에 달하는 본인부담50-80%

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는 (Kim, 2014). 

높은 본인부담률의 적용과 함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미적용하여 서비스

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자 하였다. 

은 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대 중증질환과 다른 Kwon(2007) 4 4

질환간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불형평성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을 지적

하였다 년 기준으로 전체 환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과 대 . 2012 62.5% 4

중증질환에서의 보장률 으로 약 차이가 나지만 박근혜 정부77.8% 15.3% 

의 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완료되는 년 말에는 보장률 차4 2017

이가 약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환간 건강22% (Kim, 2014), 

보험 보장률의 불형평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체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의 를 차지하는 대 중증질환에 해당2/3 4

하지 않는 질환으로 의료비 지출을 하여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들

은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 가(Kim, 2014). 

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나머지 소득계층 가구에서의 발생률에 비

해 배 이상 높으며 등 소득분위 등급을 기준으로 할 경2 (Sonh , 2010), 10

우 소득분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1

전국민 평균의 배에 달한다 과 따라서 대 중증질환 4-6 (Kim Huh, 2008). 4

이외 질환으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저소득 계층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

다.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하고자 년 월부2009 1

터 상한선을 연간 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하위 는 만원 중위 5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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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위 는 만원으로 변경하였다 년부터 저소득계30% 30%, 20% 400 . 2014

층에 대한 본인부담 혜택을 높이고자 만원의 구간에서 보험료 납120-500

부액에 따라 단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경7

감시킬 가능성을 높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하지만 . 

이러한 상한 기준들은 법정급여 본인부담 의료비에만 적용되어 본인부담 

의료비의 약 를 차지하는 비급여 서비스는 여전히 환자가 부담2/3 100%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경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등(Kim , 2011).

법정급여에 대해서만 보장률을 확대하는 정책은 총 의료비가 크거나 

비급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과 (Song Shin, 2010), 정률부

담 방식은 총 의료비 지출 규모가 높을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크기

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본인부담에 상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Kim, 2009).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금액 기준의 상한선을 적용할 경우 저

소득 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경감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Feder 

등 은 미국인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의료보장의 방법, 1987). Feldstein(1971)

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도입과 본인부담상한제를 둘 것을 제안하면

서 본인부담 상한은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등 은 연간 가처분소득을 분위 원에서 분위 Choi (2011) 1 6,684,576 10

원으로 구분한 후 각 소득 분위별 재난적 의료비 지출 상한76,923,156 10

을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로 설정함으로써 본인부담5%, 10%, 15%, 20%

상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의 경우 소. 5%

득 분위 원에서 소득 분위 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1 334,229 10 3,846,158

상한선이 되며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의 경우 소득 분위 , 20% 1 1,33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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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소득 분위 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상한선으로 계10 15,384,631

산되었다 년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의 법정급여 의료(Table 6). 2014

비 지출 상한선은 소득 분위는 만원 소득 분위는 만원으로 설1 120 , 10 500

정되어 소득 분위의 경우 등 에서 제시된 가처분 소득 대비 1 Choi (2011)

에 가까운 상한선인 반면 소득 분위 경우 가처분 소득 대비 에 20% 10 5%

가까운 상한선으로 분류되어 고소득 계층보다 저소득 계층에 불리한 기

준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Deciles of 

monthly 

disposable 

income*

Choi et al(2011)

MOHW's 

OOP limit 

since 2014

Annual 

disposable 

income*

Threshold level of OOP as share of 

annual disposable income*

5% 10% 15% 20%

1 6,684,576 334,229 668,458 1,002,686 1,336,915 1,200,000

2 14,865,168 743,258 1,486,517 2,229,775 2,973,034 1,500,000

3 19,981,932 999,097 1,998,193 2,997,290 3,996,386 1,500,000

4 24,383,868 1,219,193 2,438,387 3,657,580 4,876,774 2,000,000

5 28,821,468 1,441,073 2,882,147 4,323,220 5,764,294 2,000,000

6 33,386,940 1,669,347 3,338,694 5,008,041 6,677,388 2,500,000

7 38,347,296 1,917,365 3,834,730 5,752,094 7,669,459 2,500,000

8 44,073,300 2,203,665 4,407,330 6,610,995 8,814,660 3,000,000

9 52,473,612 2,623,681 5,247,361 7,871,042 10,494,722 4,000,000

10 76,923,156 3,846,158 7,692,316 11,538,473 15,384,631 5,000,000

Table 6. Out-of-pocket payments by four threshold levels across deciles of 

monthly disposable income

unit : KRW

MOHW is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OP is out-of-pocket 

spending

* disposable income is individual income minus non-consumption expenditure

source : Choi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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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본인부담상한제 등 다양한 정책들을 년이라2005-2009

는 짧은 기간 동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등 년 전국민 건강보험1989

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에서 추진 .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기대책은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을 강화시

키고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정책의 내

용과 깊이에서 진일보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시키기 . 

위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년 월부터 건강2013 8 “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을 운영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 이외 소득”

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성, 

연령 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기본 개편방향을 결정하여 기존보다 재정 ,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년 월 . 2015 1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전면 백지화하면

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형

성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였고 경기침체 내수부진의 여파로 , 2014

년 약 조 천억에 달하는 세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정부에10 9

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기대책들이 달성 가능한 것인가는 

앞으로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 

험 제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외적 요인의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시, 

행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들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또는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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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이동성(2) 

     가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의 개념과 정의           ① 

와 는 현재 또는 미래의 생활수준Berki(1986) Stiglitz(1988) (standard of 

일상적 생활수준 이 위협받을 수준living), (customary standard of living)

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였다 이는 의료비 . 

지출이 한 가구의 복지 또는 효용을 높이는 다른 소비재의 지출을 제한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저소득 계층의 경우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주, 

거 식품구매 등 필수 소비재 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 

졌다.

는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질환 등 고액의 의료비를 Wyszewinaski(1986a)

지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저소득 계층과 같이 낮은 의료비 지출로도 

재난적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

난적 의료비의 정의시 가구의 소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

다. 

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체계는 의료비 지출이 연간 소Feldstein(1971)

득의 이상인 가계에 대한 재정적 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함을 주장하10% 

였다 는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가 넘지 않아야 . Felder(1981) 20%

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구적인 연구들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 기준. 

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의료보장성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시공간적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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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 수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측정방

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나 측정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는 각 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성과지표들 중 하나로 . WHO(2000)

보건의료재정의 공평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한 가구의 총 보건의료지출 

비용을 그 가계의 지불능력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직접의료비 지출과 . 

건강보험료를 합한 보건의료지출 비용을 가구의 총 소비지출에서 기본적

인 생계비 인 식료품비를 제외한 값으로 나눈 값이 (subsistence need) 50%

를 초과하면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에 빠지게 된다고 정의하였고, 

이 후 는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지불능력 대비 를 초과할 경우WHO 40%

를 재난적 상태로 제안하였다 와 (Murray Frenk, 2001). 

재난적 의료비 지표와 측정          ② 

와 가 베트남의 재난적 의료비의 실태를 Wagstaff van Doorslaer(2003)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역치적 접근법 이 최근 많이 (threshold approach)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가구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의 분율이 . 

특정 비중 즉 역치를 초과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을 , 

측정하는 방식이다. 

지불능력의 정의에 따라 역치적 접근법으로 측정한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 수준은 다르게 측정된다 와 은 유효소. Wagstaff van Doorslaer(2003)

득(effective income, !에서 실제 식료품비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

능력 으로 정의하였다 등 은 유효소득에서 식료(capacity to pay) . Xu (2003)

품비 지출이 백분위에 있는 가구들의 평균 식료품비인 기대 식료품45-55

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가계의 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지출 수. 

준을 알 수 없는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 가계의 소득("을 대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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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도 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 #$" 또는  #$!가 역치를 초과할 경우로 

정의된다. #$!를 사용할 경우 역치 값은 의 범위 내에서 주로 결10-40%

정하게 되며, #$"를 사용할 경우 분모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역치 값을 

더 낮게 잡을 필요가 있다 와 (Wagstaff van Doorslaer, 2003).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의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 재난적 의료비 발

생률 과 강도율 이 있다(incidence) (intensity) . i번째 가구의 연간 의료비 지

출 총액을 #% 연간 소득을 , "% 연간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의 비중, 

의 기준선 즉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역치를 , &'()로 할 경우 #%$"%는 i번째 

가구의 의료비 지출 수준을 반영한다 전체 가구 중 . #%$"%가 &'()을 초과하

는 가구(*% 의 비율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incidence of catastrophic 

이하 health expenditure, +'()), &'()을 초과하는 각 가구의 입원비 지출 초

과액(,% 의 평균은 재난적 의료비 강도율) (intensity of catastrophic health 

이하 expenditure, -'() 이 된다) (Equation 1-3). 

,% .#%$"% /&'() ------------------------------------- (Equation 1)

,% .#%$"% /&'() if ,%>0 and zero otherwise

+'() . 0$123
%.0

1

*% .4* ----------------------------- (Equation 2)

*%=1 if ,%>0 and zero otherwise

-'() .0$123
%.0

1

,% .4, ----------------------------- (Equation 3)

평균강도율 이하 (mean positive gap, 56-'() 은 ) ,%$*% 즉 각 가구의 , &'()의 

초과 분율의 합을 &'()을 초과하는 가구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과 

-'()의 소득집중도 를 각각 (concentration index) 7*와 7,로 가정하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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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는 축을 가구 소득 순위에 따른 가구들의 누적백분율로 하고 축x y

을 &'()을 초과하는 가구들의 누적백분율로 한 후 선을 그었을 때 이 집, 

중곡선과 대각선 사이 면적의 값의 두 배로 정의된다 소득(Equation 4). 

집중도가 음의 값이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은 저소득 가구에 더 집중되

고 양의 값이면 고소득 가구에 더 집중됨을 의미한다, .

재난적 의료비의 순위가중 발생률 이하 (rank-weighted headcount, 8* )

과 순위가중 강도율 이하 (rank-weighted gap, 8- 은 ) +'()과 -'()에 소득집

중도를 보정한 지표이다(Equation 4, 5).

8*.0$123
%.0

1

8%2*% .4*90/7*:; 8% .<91=0/>%:$1 ----- (Equation 4)

8-.0$123
%.0

1

8%2,% .4,90/7,:; 8% .<91=0/>%:$1 ----- (Equation 5)

ri is absolute ith household rank by income and N is sample size

     나 소득이동성. 

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의 악화에 따라 양극화와 1998

계층 갈등에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소득 분포상에서의 (Shin, 2007). 

개인의 위치가 기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보장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

은 경우는 개인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어 소득이동성

(income mobility)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과 여기(Yun Hong, 2012). 

에서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효과를 소득이동성

의 관점에서 측정하고자 소득이동성을 빈곤화와 소득계층 하락으로 구분

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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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화          ① 

와 는 베트남에서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Wagstaff van Doorslaer(2003)

빈곤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역치적 접근법 을 개발(threshold approach)

하였다 이 방법의 핵심은 의료비 지출 후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 (poverty 

미만으로 전락하는 가구의 비중을 측정하는 것이다line) .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 지표는 빈곤화 발생률(poverty headcount), 

빈곤화 강도율 표준화 빈곤화 강도율(poverty gap), (normalized poverty 

이 있으며 의료비 지출 전후 빈곤화 지표 값의 차이는 의료비 지출gap) , 

의 빈곤화 영향 의 수준으로 정의된다(poverty impact) . 

의료비 지출 전 가구소득을 "%라 한다면 의료비 지출 전 빈곤화 발생

률 이하 (prepayment poverty headcount, +?@A
?>B 은 ) "%가 빈곤선 미만인 가구

수의 합을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의료비 지(Equation 6). 

출 전 빈곤화 강도율 이하 (prepayment poverty gap, -?@A
?>B 은 빈곤선과 지)

불능력간 차이 금액의 합을 총 가구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Equation 

의료비 지출 전 표준화 빈곤화 강도율7). (prepayment normalized 

이하 poverty gap, 1-?@A
?>B 을 빈곤화 강도율을 빈곤선으로 나눈 값으로 정)

의된다 의료비 지출 후 빈곤화 발생률(Equation 8). (postpayment poverty 

이하 headcount, +?@A
?@C) 빈곤화 강도율 이하 ), (postpayment poverty gap, 

-?@A
?@C) 표준화 빈곤화 강도율 이하 ), (postpayment normalized poverty gap, 

1-?@A
?@C) 은 의료비 지출 전 빈곤화 지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의료비 지출 )

후 가구소득과 빈곤선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27 -

+?@A
?>B .D1

0 3
%.0

1

6%
?>B ---------------------------------- (Equation 6)

6%
?>B=1 if "%≤&?@A

?>B  and 6%
?>B=0 otherwise where "% is ith household's 

prepayment income and N is sample size

-?@A
?>B .D1

0 3
%.0

1

E%
?>B ----------------------------------- (Equation 7)

E%
?>B .6%

?>B2F"% /&?@A
?>BF  if "%≤&?@A

?>B (i.e., 6%
?>B=1) and E%

?>B is zero otherwise

1-?@A
?>B .-?@A

?>B$&?@A
?>B ---------------------------------- (Equation 8)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앞서 산출된 빈곤화 유

병률(6G+ 강도율), (6G- 표준화 강도율), (6G1- 의 의료비 지출 전후 차이로 )

산출된다 이 값이 높을 수록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의 (Equation 9-11). 

빈곤화 발생과 강도의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6G+.+?@A
?@C)/+?@A

?>B ----------------------------- (Equation 9)

6G-.-?@A
?@C)/-?@A

?>B ---------------------------- (Equation 10)

6G1-.1-?@A
?@C)/1-?@A

?>B ---------------------------- (Equat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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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하락           ② 

사회이동성 중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인 소득이동성(social mobility) 

은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 지위가 얼마나 활발하게 변(income mobility)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높은 소득이동성을 보이(Fields, 2000). 

는 사회는 장기적으로 더 균등한 생애소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제시하였다 는 소득분배(Friedman, 1962; Krugman, 1992). Maasoumi(1998)

의 불평등보다는 소득이동성이 정책당국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한 시점에서의 소득 불평등보다는 생애소득의 불

평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소득분배와 별도로 소득이동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나 소득이동성의 추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 소득이동성에 관한 연구들은 세대 간(Yun Hong, 2012). 

이동성과 세대 내 이동성에 관한 연(intergenerational) (intragenerational) 

구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의료비 지출 후 소득이동성은 세대간 이동성 . 

보다는 세대내 이동성의 개념에 더 부합되어 이 후에서는 세대내 소득이

동성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세대 내 이동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현재 소득의 과거 소득에 대한 

회귀계수나 소득계층 간 이동 확률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데 예를 

들어 세대 내 이동성의 크기는 교육이 한 기간 기 에서 다음 기간 기(t ) (t+1 )

으로 세습되는 정도와 교육이 개인의 소득을 결정하는 정도에 따라 결‘ ’

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과 일반적으로 노(Yun Hong, 2012). 

동시장에 참여한 이후에는 한 개인의 교육수준은 거의 일정하므로 결국 

세대 내 이동성은 교육이 개인의 소득을 결정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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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내 소득이동성을 측정하는 방식은 의료비 지출이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질병의 발생 확률은 개인마다 차이가 나고 동일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개

인과 사회가 갖춘 의료보장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수준이 

다르며 저소득계층의 경우 낮은 의료비 지출에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행위별 수가제가 주된 지불보상 제도일 경우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량과 그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를 갖게 되

며 진료수가가 급여서비스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급여 서비스

를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또는 가구의 .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의료보장 수준을 결정하지 않고 제공되는 의료서비

스가 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중증질환

의 경우 저소득 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보장 정책 효과 평가에 있어서 소득이동성이 . 

갖는 의미는 질병 발생 여부와 의료비 지출 수준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의료보장 수준이 높으면 의료비 지출 후 소득이동성이 최소화될 것이며 

이는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득계층 하락 의 (downward income mobility)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의료보장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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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 관련 연구. 

의료보장률이 높은 유럽의 국가들에서 수행된 재난적 의료비에 OECD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가계의 직접적인 의료비 지출을 지수Kakwani 

등을 사용하여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등 반면 민간의료보험이 주된 의료보장 제도이고 건강(Wagstaff , 1999). 

보험 미가입자가 전체 인구의 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 의료보장 형태15%

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의 크기를 비교하고 그 정책적 함의에 관해 다루

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와 은 연간 소득 (Lee Shin, 2005). Feldstein(1971)

중 의료비 지출 비중이 이상인 가구를 재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10% 

주장하였으며 은 년간 가구소득의 를 , Wyszewiaski(1986b) 1 5%, 10%, 20%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이상 의료비 지출을 하5% 

는 가구가 이상 지출하는 가구는 이상 지출하는 19.9%, 10% 9.6%, 20% 

가구는 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4.3% . 등 은 년간 소득  Waters (2004) 1

대비 치료비용과 건강보험료 지출 비중이 를 초과하는 경우를 재난10%

적 상태 로 규정하고 소득계층간 발생분포를 조사하였(catastrophic status)

다.

국내외 재난적 의료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각 연구(Table 7) 

마다 자료원 지불능력의 정의에 따라 다양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값, 

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등 은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Xu (2003)

지출 수준이 이상인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한 후 개국 자40% 59

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로 들 국가에서 가장 1.73%(1999) OECD

높았으며 멕시코 대만 미국 캐나, 1.54%(1996), 0.8%(1998), 0.55%(1997), 

다 프랑스 순으로 조사되었다0.09%(1997), 0.04%(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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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Data source
Capacity to pay 

(Threshold)
Main outcomes

Lee and Shin, 

2005

KHIES(1998-2002) TE(10%, 15%, 20%)

nFE(20%, 25%, 30%)

decrease in 1998- 

1999 and increase 

after 2000

Choi et al., 2011 KOWEPS(2006, 2008) nFE(10%, 20%, 30%) 14.6%, 5.9%, 2.8%

Kim and Lee, 

2012

KOWEPS(2010) nFE(10%, 20%, 30%, 40%) 21.5%, 9.1%, 4.2%, 

2.2%

Kim and Yang, 

2012

KHIES(1982-2005) TE-SE(40%) 3.60% in 1982,

1.63% in 2000, 

2.15% in 2005

Wagstaff and 

van Doorslaer, 

2003

Vietnam Living 

Standards Survey 

(1992-1993, 1997-1998)

TE(2.5%, 5%, 10%, 15%)

nFE(10%, 20%, 30%, 40%)

Incidence of CHE 

decreased from 

1993 to 1998

Xu et al., 2003 Household survey 

in 59 countries

CTP(40%) Incidence of CHE 

in Korea is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Table 7. Definition of capacity to pay and main outcomes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in the previous studies

CHE :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E : total household expenditure, CTP : 

capacity to pay, nFE : non-food expenditure, KHIES : the Korea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KOWEPS :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빈곤화 는 의료비 지출 후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impoverishment)

미만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국가마다 경제적 상(poverty line) , 

황에 따라 빈곤선을 달리 정하고 있다 선진국보다 소득 수준과 의료보. 

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의 의료보장 문제를 

빈곤화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Table 8).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 발생 수준간 관련성을 살펴본 국내 연구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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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Song과 의 연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가 그 기준이 Shin(2010) 28% 

이상일 때만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 의 Shin (2010)

연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과 연구에서는 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 Song Shin(2014) 2007-2012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처분 소득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의

료비 지출의 비중을 를 초과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10%, 20%, 30%, 40%

료비로 정의하였을 때 모든 역치 기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와 빈곤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uthor, year Country Data source
Poverty 
incidence(%)

Wagstaff and van 

Doorslaer, 2003

Vietnam Living Standard Survey 1998 3.40%†
0.50%‡

Van Minh et al., 
2012

Vietnam Living Standard Survey 2010 2.50%†

Bonu et al . 2007 India Consumer Expenditure Survey 
2004-05

3.50%‡

Gosh, 2011 India Consumer Expenditure Survey 
2004-05

4.40%‡

Arsenijevic et al. 
2013

Serbia Living Standard Measurement Survey 
2007

1.10%†

Ico, RD. 2008 Philippines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2003

14.00%†

Cavagnero et al. 

2006

Argentina National Survey on Household 

Expenditure & Conditions of Life 

Survey 1996-97

1.70%†

Flores et al. 2008 India National Sample Survey 1995 96–
(Hospitalized cases)

7.24-7.91%‡

Table 8. Impoverishment in previous studies among middle- and low-income 

countries

National poverty line‡ 
Subsistence povert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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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효과 분석 방법(3) 

     가 관찰연구 자료를 이용한 정책효과 인과성 입증 방법론. 

인과성 입증의 개념          ① 

개인이 정책 참여시 기대되는 결과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비

교하는 것이 정책 평가의 기본 원리이지만 한 개인에 있어 정책 참여와 

미참여시 발생되는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두 

결과 중 하나의 결과만 관찰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건강보험 정책이 . 

가입자들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경우 가입자들은 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참

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를 관찰할 수 없게 된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였

을 때도 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감소간 인과성

의 성립 여부는 반사실적 모형 에 기반한 (causality) (counterfactual model)

분석모형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과 (Morgan Winship, 2007; Rubin, 1974; 

과 반사실적 모형은 정책에 참여한 개인들이 정Winship Morgan, 1999). “

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였는가 와 정책에 ?” “

참여하지 않은 개인들이 정책에 참여했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

였는가 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의 시행 시점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보다 앞서는 시간적 선후성이 있으면서 정책 수혜

집단과 비수혜집단을 무작위 할당하는 실험설계이다 무작(White, 2006). 

위 할당을 통해 실험 시작 시점에서 동질한 특성을 가진 두 집단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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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두 집단은 상호교환 이 가능하게 된다 따(interchangeable) . 

라서 실험설계는 앞서 기술한 반사실적 모형에 제시한 정책 수혜자가 비

수혜자일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와 그 반대의 경우에도 모두 

답을 할 수 있어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gold standard 

으로 알려져 있다method) .

하지만 이 연구에서 다루는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경우 

제도 설계시 적용 대상을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특정 질환으로 , , 

의료이용을 한 환자로 사전에 결정하였기 때문에 실험설계는 불가능하

다 또한 정책수혜 질환자 집단과 비수혜 집단간 특성들이 다른 상황을 .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반사실적 모형에서 제시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험설계에서의 시간적 선후성은 유지하. 

면서 정책 수혜 여부 결정이 무작위 할당이 아닌 경우 준실험설계

을 활용하여 정책효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quasi-experimental design)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등Antonakis , 2010).

정책효과 평가를 위한 준실험설계 방법론          ②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평균비교 회귀(unconditional means), 

분석 성향점수 매칭(standard regression technique), (propensity score 

도구변수 회귀불연속모형matching), (instrumental variables), (regression 

이중차이분석 가 discontinuity model), (difference in-difference analysis)–

있다(Table 9) ( 등Giedion , 2013) 이 중 평균비교 회귀분석 성향점수 . , , 

매칭은 통계적 보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며 도

구변수 회귀불연속모형과 이중차이분석은 준실험설계에 해당한다, 

( 등Antonakis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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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Impact evaluation Advantages Disadvantages   
Required 

data 

Uncondit-i
onal  
means  

Compares insured 
and uninsured 
individuals. 

Simple. Does not address the 
key issue of 
endogeneity. 

Cross-
sectional
data. 

Standard  
Regression
Technique 

Evaluating the size 
and significance of 
the health insurance 
coefficient. 

Simple. Imposes arbitrary 
functional form 
assumptions 
concerning the 
treatment effects and 
control variables.. 

Cross-
sectional
data. 

Propensity  
Score 
Matching 

Compares insured 
individuals with 
matched/similar 
nonaffiliated 
individuals. 

Eliminates the selection 
bias related to 
observable 
characteristics. 
Allows estimation of 
mean impacts without 
arbitrary assumptions 
about functional forms 
and error distributions. 

Does not control for 
unobservable 
selection bias. 
A problem of a 
limited area of   
common support may 
exist. 

Cross-
sectional
data. 

Differenc
e-in-
difference
s 

Based on comparison 
of changes in 
outcome variables 
between those with 
and those without 
health insurance. 

Eliminates selection bias 
due to unobservable 
characteristics. 
Avoids the use of   
potentially misleading 
functional forms in 
constructing 
counterfactuals. 

Assumes time- 
invariant selection 
bias. 
Does not control for 
time-variant   
unobservables. 

Repeated 
cross-
sectional 
or panel 
data. 

Regression 
disconti-
nuity 
approach

Based on   
comparison of 
individuals across a 
cut-off point that 
determines 
treatment   but is 
unrelated to 
outcomes.  

Treatment) depends on 
a known eligibility 
criteria that follows a   
known rule. 

Demanding data 
requirements. 
Provides only 
information on impact 
of participants close to 
the cut-off points . 
Does not control for 
unobservable   
characteristics 
determining program 
placement. 

Cross-
sectional
data. 

Instrume-
ntal 
variables  

Based on finding a 
source of variation 
of health insurance 
status that is not 
related to outcome 
variables and 
comparison of 
outcomes along this 
exogenous source   
of variation. 

Corrects  for 
endogeneity problems. 

It is often hard to 
find an instrumental 
variable that 
substantially affects   
participation and 
is convincingly 
unrelated to outcome. 
Calculates the 
marginal effect of 
treatment. 

Cross-
sectional
data. 

Table 9. Methods for evaluating impacts of health insurance po licies

source : Giedio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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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혜 여부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회귀계수

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할 수 있

다. !%를 i번째 개인의 의료비 지출액, "%를 i번째 개인의 정책 수혜 여부 

변수, B%를 오차항으로 가정하면 회귀식은 “!% .HI=H0"% =B% 의 형태 공식"

으로 표현된다 회귀계수 . H0는 "%와 B%간 관련성이 없는 즉 , "%는 외생변수

로서 정책 수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exogeneous variable)

해당하는 B%와 관련성이 없다는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와 (Angrist Krueger, 

1999). "%가 B%와 관련성이 있는 즉 내생성 을 가지고 있다면 , (endogenity)

회귀분석의 가정은 성립되지 않고 이 경우 산출되는 회귀계수 H0은 정책 

수혜 효과의 잘못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평균비교는 정책 수혜자와 비. 

수혜자간 가입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의 평균치를 비교하는 방법으

로서 통계적으로 단순하지만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내생성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성향점수 매칭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이질성을 줄이고 실험설계의 

무작위 배정과 유사한 상황을 만드는 방법으로 앞서 기술한 반사실적 모

형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재창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와 (Smith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에서 관찰된 특성들을 공변량으로 하Todd, 2005). 

여 수혜집단에 배정될 확률을 산출한 후 이 확률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개인들을 추출함으로써 선택 바이어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 하지만 성향점수 매칭은 관찰되지 않은 (Rosenbaum Rubin, 1983). 

특성으로 인한 선택 바이어스를 통제하지 못하며 매칭시 공변량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효율적인 매칭이 어려워 정책효과 평가 연구 방법으로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구변수는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내생성을 지닐 때 단계 최소제곱 1 2

회귀분석법 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다(2-stage least square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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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도구변수 방법의 핵심은 도구변수를 통해 실험설계Antonakis , 2010). 

의 확률할당을 모방하여 반사실적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다른 모. 

든 조건이 동일하고 정책수혜 여부에 대한 잠재적 확률만이 다르게 나타

나도록 하는 자연적 실험 상황을 찾는 것이다(natural experiment) 

와 과 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자(Newhouse McClellan, 1998). Kim Do(2007)

가선택의 가능성이 높은 변수로서 향후 의료이용 확률이 큰 사람일 수록 

보험 구매 가능성이 크고 통상적인 회귀모형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이 의

료이용에 미치는 효과가 과대추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구변수 방

법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유사한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수준을 가. 

진 회사와 회사 중 회사는 직원들에게 민간보험 가입 보조금을 지급A B A

하고 회사는 비슷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도록 지급한 결과 회사의 B A

민간보험 가입율이 회사의 가입률이 라고 가정하자 가입율 50%, B 30% . 

의 차이는 보조금 지급 효과이며 회사 직원들의 의료이용이 더 많20% A

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 의료이용 수준의 차이는 민간보험 가입 차이에

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과 회사의 보(Kim Do, 2007). A

조금이 도구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충분요인으로 작

용하여 실제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을 증가시켜야 하고 이 보조금이 민간

보험 가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 제 의 3

경로를 통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

다 즉 도구변수는 최종 결과변수와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중증질환 법. . 

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혜택을 보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도구변수를 통해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혜택을 보

는 것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종 결과변수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관련성

이 없는 도구변수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중증질환 법정. 

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질환별 접근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암 뇌혈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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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이 발생한 사람만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기 , 

때문에 이 질환들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면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는 관

련성이 없는 도구변수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회귀불연속 모형은 와 에 의해 처음 소개된 Thistlethwaite Campbell(1960)

정책평가 방법으로 실험설계에 가장 가까운 준실험설계법으로 알려져 있

다 실험설계와의 차이점은 실험설계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Cook, 2008). 

단의 배정이 무작위인 반면 회귀불연속 설계에서는 연속형 변수로 측정

된 기준변수에서 특정 임계값 를 기준으로 정책 수혜 집단(cut-off value)

과 비수혜 집단을 구분한다 등 최저생계비의 의 (Shadish , 2002). 150-350%

소득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연간 소득이 최저생

계비의 미만일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를 상환해 주는 250% 20%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수혜 . 

여부가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 

회귀불연속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전년 연간소득이 와 인 두 . 249% 251%

사람은 임계값 주위에서 매우 근소한 차이로 정책 혜택을 받는지 여부가 

결정되게 되며 회귀불연속 모형에서는 이 결정이 거의 무작위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반면 전년 연간소득이 와 인 . 150% 350%

두 사람의 경우 회귀불연속 모형에서는 정책 혜택을 받는지 여부가 무작

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그 이유는 의 소득을 가진 , 350%

사람은 원래부터 소득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더 많아 정책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회귀불연속 . , 

모형은 임계값으로부터 일정한 범위를 정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

들간에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수준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정책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로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등(Hahn , 

회귀불연속 모형은 내생성을 발생시키는 변수를 분2001; Laliv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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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인과성 검증 결과의 일치성 과 불편(consistency)

성 이 보장되는 반면 임계값 주변으로 표본이 제한되기 때(unbiasedness)

문에 실제 분석에서는 표본수의 감소로 인해 표준오차의 증가와 그로 인

한 추정치의 정밀성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정책 수혜 여부를 결. 

정하는 기준이 연속형 변수로 측정되지 않거나 결과변수가 연속형 변수

가 아닐 경우 이 모형을 적용할 수 없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수혜 여부는 치료를 받은 질병이 

무엇인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변수는 연속형 변수가 될 수 없으며 그

에 따라 회귀불연속모형은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중차이모형은 정책 시행 전과 후의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간 결과변

수의 평균을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책 수혜집단

과 비수혜집단 모두에 대한 정책 시행 전 조사와 시행 후 조사를 시행한 

후 정책 수혜 여부에 따른 평균의 차이에서 정책 시행 전후 평균 차이를 

차감하여 정책의 효과로 추정하는 것이다 정책 시행 전 조사를 통해 얻. 

은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인 관찰 불가‘

능한 이질성 이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음(unobserved heterogeneity)’

을 가정함으로써 효과를 추정함을 의미한다 이중차이모형은 성향점수 . 

매칭과는 다르게 선택 바이어스를 가져올 수도 있는 관찰 불가능한 이질

성을 용인하는 대신 이러한 이질성이 시불변 이라고 가, ‘ (time invariant)'

정하여 차분을 통해 선택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다 등(Khandker , 

이중차이모형은 이질적인 개인을 비교할 때 발생하는 내생성 문2010). 

제의 회피 가능성과 단순성의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등(Bertrand , 

2004). 정책 개입 전 후 시점과 정책 수혜 여부를 동시에 고려한 회귀분-

석모형 을 통해 수혜집단의 전후 차이(Equation 12) (H0=HJ 에서 비수혜 집)

단의 전후 차이(H0 를 뺀 값 즉 의 교호작용항 의 ) , Equation 12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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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HJ 를 통해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

!.HI=H0×)%LB=H< ×?@M%'!=HJ×)%LB×?@M%'! ----------- (Equation 12)

Before After
Difference 

over time

Control group HI HI =H0 H0

Treatment group HI=H< HI=H0 =H<=HJ H0=HJ
Difference between 

group
H< H< =HJ HJ

Table 10. Estimation of policy impact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단면조사 자료로서 실험설계를 적용할 수 없

는 점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도구변, 

수를 찾기 어려운 점 정책 수혜 여부 결정을 위한 기준변수의 척도가 , 

회귀불연속모형을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

서는 정책 수혜 여부와 정책 적용 전후 시점에 관한 변수를 구축하여 정

책 효과의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중차이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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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내외 의료보장 확대 정책 효과 평가 연구. 

국외 의료보장 확대 정책 효과 평가 연구          ① 

등 은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의료보장 정책의 영향을 평Giedion (2013)

가한 개 연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후접근성 및 의료이용105 (Table 11), 

을 정책의 영향 변수으로 이용한 연구는 개 로 가장 많았으며84 (35.2%) , 

재정적 보호를 이용한 연구는 개 이었다 연구설계는 준실험연구53 (50.5%) . 

가 개 로 가장 많았으며 상관연구가 개 자연실험연구49 (46.7%) , 33 (31.4%), , 

무작위 할당을 시행한 지역사회시험설계인 연구는 개 였다 통계11 (10.5) .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선형회귀분석 등 다변량분석과 도구변수 단계 모(2

형를 이용한 연구가 개 로 가장 많았으며 검정 등 이변량분석) 25 (23.8%) t-

은 개 성향점수 매칭법을 이용한 연구는 개 이중차이13 (12.4%), 12 (11.4%), 

분석법은 개 짝지은 이중차이분석법은 개 고정효과모18 (17.1%), 11 (10.5%), 

형은 개 회귀불연속모형은 개 연구에서 시행되었다7 (6.7%), 3 (2.9%) .

등 은 개발도상국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하Giedion (2013)

여 시행된 정책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수준에 영향을 미

쳤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방글라데시 등 조지아(Nguyen , 2012), (Bauhoff 

등 콜롬비아 등 등, 2010), (Trujillo, 2003; Trujillo , 2005; Gideon, Diaz ,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와 2007), (Martinez, 2001), (Sosa-Rubi , 2009; Harris

등 니카라과 등 페루Sosa-Rubi, 2009; King , 2009), (Thornton , 2010), (D iazí

와 필리핀 등 태국 등Jaramillo, 2009), (Kraft , 2009;), (Panpiemras , 2011), 

베트남 중국 와 등(Wagstaff, 2010), (Wagstaff Yu, 2007; Wagstaff , 2009; 

등 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정책의 대상은 해당 Wang , 2009) (Table 12). 

국가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경우 저소득계층 농어촌 지역 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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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대상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 경우로 구분되었다 정. 

책 영향 변수는 산전관리 예방접종 자궁경부암 검진 유방 선 촬영 , , , X-

등 예방적 의료서비스 외래와 입원 이용량 등을 이용하였다 일부 연구, . 

등 등 등 를 (Bauhoff , 2010; King , 2009; Thornton , 2010; Wagstaff, 2010)

제외하고 예방적 의료서비스와 외래 입원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 은 방글라데시 중국 와 Giedion (2013) (Nguyenetal, 2012), (Wagstaff Yu, 

와 등 과 2007; Wagstaff Lindelow, 2008; Wagstaff , 2009; Yip Hsiao, 2009), 

콜롬비아 버키나파소 등 조지아(Panopoulou, 2001), (Parmar , 2011), 

등 멕시코 니카과라(Bauhoff , 2010), (Tellez-Rojo, 2009; Gal rraga, 2010), á

등 베트남 와 (Thornton , 2010), (Jowettetal, 2004; Wagstaff Pradhan, 2005; 

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또는 Wagstaff, 2010)

가구를 재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책 영향 변수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여부 또(Table 13). 

는 수준 소득 또는 소비지출액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지출 비중 재난적 , , 

의료비 지출 여부 의료비 지출 후 빈곤선 미만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것, 

을 의미하는 빈곤화 발생률 등 빈곤지표 등을 이용하였다 와 . Wagstaff

연구를 제외하고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의 감소 재난적 Lindelow(2008) , 

의료비 지출 예방 빈곤화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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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studies N %
Study design
Retrospective 61 58.1 
Prospective 44 41.9 

Complementary data source

Yes 30 28.6 
No 75 71.4 
Type of data used
Cross-sectional data 65 61.9 
Repeated cross-sectional data 10 9.5 
Panel data 30 28.6 
Outcome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AU) 37 35.2 
Financia l protection (FP) 13 12.4 
Health status (HS) 8 7.6 
AU and FP 30 28.6 

AU and HS 7 6.7 
AU, FP and HS 10 9.5 
Study design
Correlational 33 31.4 
Quasi-experimental 49 46.7 
Natural experiment 12 11.4 
Social experiment(site randomization) 11 10.5 
Statistical method
Simple means 13 12.4 
Multivariate analysis 25 23.8 

Propensity score matching 12 11.4 
Difference-in-difference 18 17.1 
Matched double difference 11 10.5 
Fixed effect 7 6.7 
Instrumental variables(two-stage model) 25 23.8 
Regression discontinuity approach 3 2.9 
Other 12 11.4 

Table 11. Characteristics of 105 studies on the impac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in developing countries

source : Giedio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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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Country)

Policy Variables Impact

Nguyen et 

al., 2012 

(Bangladesh)

Bangladesh 

Voucher 

Program

� Delivery by a qualified provider 

� Institutional delivery 

� C-section 

� Any antenatal care checkup 

� At least 3 antenatal care checkups 

� At least 1 antenatal care checkup with a 

qualified provider 

+/-

Wagstaff 

and Yu, 

2007 (China)

The World 

Bank’s Health 
VIII Project in 

Gansu 

Province, 

China 

� Doctor visits yes/no and number of visits +

Wagstaff et 

al., 2009 

(China)

New 

Cooperative 

Medical 

Scheme

� Doctor visit in the last 2 weeks 

� Inpatient care in the last 12 months 

� Outpatient/Inpatient care by health 

facility (village clinic, THC, County 

Hospital)

+/-

Wang et al., 

2009 (China)

Rural Mutual 

Health Care

� Outpatient/ Inpatient visit (any level) by 

health insurance status and type of 

health facility (village clinic, health 

center, hospital). 

� Number of outpatient visits by health 

insurance status. 

� Self-medication by health insurance 

status. 

+

Trujillo, 
2003 

(Colombia)

Social Health 
Insurance 

with 
Equalization 

Fund

Private Health Insurance 

� Physician visits for preventive care 

� Hospital use 

Social Health Insurance with Equalization 

Fund 

� Physician visits for preventive care 

� Hospital use 

� Outpatient medical care use 

+

Table 12. Studies i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impac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on the health care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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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Country)

Policy Variables Impact

Trujillo et 

al., 2005 
(Colombia)

Subsidized 

Health 
Insurance for 

the Poor

� Preventive care used in the 12 months 

prior to the interview by area (rural and 

urban) 

� Outpatient care use in the 30 days prior 

to the interview by area (rural and 

urban) 

� Hospitalization in the 12 months prior to 

the interview by area (rural and urban) 

+

Gideon, Diaz 

et al., 2007 
(Colombia)

Subsidized 

Health 
Insurance for 

the Poor

� Probability of use 

� Use of ambulatory health services in last 

12 months 

� Child taken to a health care facility 

when coughing/ diarrhea. 

� Number of prenatal visits 

� Birth in a health facility/attended by a skilled 

professional 

� Complete child immunizations

+

Martinez, 

2001 
(Argentina)

Plan Nacer � Early detection or identification of 

pregnant women (first prenatal care visit 

before 13th and 20th week of 

pregnancy). 

� Number of prenatal care visits. 

� Probability of healthy-child checkups 

according to guidelines .

+

Bauhoff et 

al., 2010 

(Georgia)

Medical 

Insurance for 

the Poor

� Inpatient and outpatient utilization 

� Inpatient and outpatient out-of-pocket 

expenditures

-

Sosa-Rubi 
et al., 2009 

(Mexico)

Seguro 
Popular 

Program

� Obstetric Care Utilization +

Harris and 

Sosa-Rubi, 

2009 
(Mexico)

Seguro 

Popular 

Program

� Number of visits for prenatal care +

King et al., 
2009 

(Mexico)

Mexican 
Universal 

Health 

Insurance 

� Utilization of medical procedures and 

preventive care 

� Used outpatient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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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cates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 indicates a 

positive impact for some services, variables, or population groups and not for 

others; and " " indicates tha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was found. —
source : Giedion et al., 2013

Author, year 
(Country)

Policy Variables Impact

Program � Outpatient visits (count) 

� Hospitalizations (count) 

� Eye exam (past year) 

� Flu vaccination 

� Mammogram (past year) 

� Cervical (past year) 

� Pap test (past year)

Thornton et 
al., 2010 

(Nicaragua)

Social 
Security 

Health 

Insurance

� Probability of seeking care 

� Number of visits
-

D iaz and í
Jaramillo, 
2009 (Peru)

Peru's 

PARSalud 
Program

� Number of deliveries assisted 

� Number of deliveries assisted using 

oxytocin 

� Number of deliveries with caesarean 

intervention 

+/-

Kraft et al ., 
2009 

(Philippines)

Philippine 
Child Health 

Insurance and

Policy 
Experiment

� Delay in seeking care +

Panpiemras 
et al., 2011 

(Thailand)

Thailand's 
Universal 

Health Care 

Coverage 
Program

� Number of outpatients 

� Number of outpatient visits 

� Number of admissions 

� Number of days for which the inpatients 

were admitted 

+/-

Wagstaff, 
2010 

(Vietnam)

Vietnam’s 
Health Care 

Fund for the 
Poor 

�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inpatient 

admissions during the 12 previous 

mont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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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Country)

Policy Dependent variables Impact

Nguyenetal, 

2012 
(Bangladesh)

the Bangladesh 

Voucher Program

� out-of-pocket (OOP) payment 

(yes/no).

� Amount of OOP payment. 

+ 

Wagstaff 

and Yu, 
2007 (China)

The World Bank’s 
Health VIII 
Project in Gansu 

Province, China

� OOP expenditures and catastrophic 

expenditure (OOP exceeding 10% of 

annual household per capita income)

� Doctor visit and drug expenses. 

+ 

Wagstaff 

and 
Lindelow, 

2008 (China) 

commune-based 

cooperative 
medical scheme,  

Labor Insurance  

 Scheme, 
Government 

Insurance Scheme

� Probability of households incurring 

“large” OOP payments , defined in 
relation to the household’s own per 
capita income (or consumption) and 

in relation to the local average 

income (or consumption) thresholds 

5%, 10%, 15%, 20%, 25%

� Actual value of OOP payments. 

-

Wagstaff  

et al., 2009 

(China)

New Cooperative 

Medical Scheme

� Household and individual OOP 

healthcare and hospital expenses in 

the last 12 months

� Catastrophic payments (>10%, 20%, 

40% of income)

� Net OOP expenses per outpatient 

visit, hospital stay, deliveries, formal 

ambulatory care, and inpatient care

� OOP expenses for household 

/individual, total and for 

self-treatment. 

+/- 

Yip and 

Hsiao, 2009 
(China) 

New Cooperative 

Medical Scheme

� Impoverishment and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below the poverty 

line

� The poverty gap - the average 

amount by which resources fall 

short of the poverty line as a 

percentage of that line, where the 

shortfall is counted as zero for 

those who were above the poverty 

line. 

+/- 

Table 13. Studies i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impac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on the financ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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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cates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 indicates a 

positive impact for some services, variables, or population groups and not for 

others; and " " indicates tha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was found. —
source : Giedion et al., 2013.

Author, year 
(Country)

Policy Dependent variables Impact

� The positive poverty gap; poverty 

gap measured only for those who 

are below the poverty line. 

Panopoulou, 

2001 

(Colombia)

Columbia's Health 

Insurance 

Program

� OOP for hospitalizations, medical 

consultations, and medicines. 
+ 

Parmar et 

al., 2011 

(BurkinaFaso
)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

� Per capita household assets. + 

Bauhoff et 

al., 2010 
Georgia()

Medical Insurance 

for the Poor

� Inpatient and outpatient OOP 

expenditures. 
+ 

Tellez-Rojo, 

2009 
(Mexico)

Mexican Universal 

Health  Insurance 
Program

� Catastrophic expenditure defined as 

household’s health spending that 
exceeded 30% of the capacity to 

pay. 

� OOP expenditures. 

+ 

Ga l r ra g aá , 

2 0 1 0 

(Mexico)

Health Insurance 

for the Poor

�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exceeding 20, 30, and 40% of 

household’s capacity to pay). 
� OOP health expenditures .

+ 

Thornton  

et al., 2010 
(Nicaragua)

Social Security 

Health Insurance

� OOP expenditures on pharmacy, 

private doctors, laboratory, EMP, 

private clinic/hospital, public (MINSA) 

health center , public (MINSA) 

hospital, all/any. 

+/- 

Jowettetal, 

2004 
(Vietnam)  

Public Voluntary 

Health Insurance

� OOP expenditures + 

Wagstaff 

and 
Pradhan, 

2005 

(Vietnam)

Public Vietnam 

Health Insurance

� OOP spending between 1992/93 

(pre-intervention) and 1997/98 

(post-intervention). 

+ 

Wagstaff, 

2010 

(Vietnam)

Health Care Fund 

for the Poor

� OOP spending on outpatient and 

inpatient c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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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장 확대 정책 효과 평가 연구          ②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 대상으로 년 월 시행된 중증질환 법, , 2005 9

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의료이용량(Jung, 2007; Jung, 2008; Ju, 2008; 

본인부담금 그리고 의료이용의 형평성Lee, 2009), (Choi, 2006) (Kim, 2008)

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 

정책 시행 후 년 이내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또는 의무기록을 이용하였1

으며 자료의 한계상 소득 수준을 측정할 수 없었으며 지불능력의 측정, 

이 필요한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 여부를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

료비 지출 후 빈곤선 미만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했는지 여부 역시 측정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정책의 수혜집단인 암 뇌혈관질환 심. , , 

장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수혜집단 즉 비교군이 , 

없는 연구설계로 인하여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

다.

재난적 의료비의 개념이 년 국내에 소개된 이후 등 관2003 (Lee , 2003) 

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와 (Lee, 2004; Lee, 2005; Lee Shin, 

과 등 과 2005; Kim, 2008; Kim Yang, 2009; Sohn , 2010; Kim Lee, 2012; 

등 와 과 Roh, 2012; Lee , 2012; Lee Lee, 2012; Cheong Lee, 2012; Park 

등 등 대부분의 연구들이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 수준, 2013; Jung , 2013). 

과 그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

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일부 이루

어졌다 과 의 연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그 기준. Song Shin(2010)

이 이상일 때부터 빈곤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28% , 

과 의 연구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Song Shin(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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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등 의 연구에서는 재난적 2007-2012 Shin (2010)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와 빈곤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복지패널 조사 의료패널 조사가 년 년부터 시작되면서 가구, 2006 , 2008

의 소득 소비지출 의료이용시 진단명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의 정보를 , , , 

얻을 수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한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분석모형은 등(Table 14). Choi 

를 제외하고 모두 이중차이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의 연(2011) , Choi(2009)

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연구들은 

한국복지패널 또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는 . Bae(2010) 

입원일수와 외래 방문횟수를 연구는 인당 본인부담 의료비, Choi(2009) 1

와 일당 본인부담 의료비를 등 와 등, Choi (2011), Choi Jeong(2012), Kim 

연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를 등 은 미충족 의료 필요를 (2014) , Choi (2014)

정책 영향 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 

정책 영향 변수를 제외하고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의료의 

접근성 재정적 보호 및 미충족 의료 필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 

과는 보이지 않았다.

이들 연구들이 분석 대상 정책을 살펴보면 등 와 등Kim (2014) Choi 

은 년에 시행된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효과를 (2014) 2009

살펴보았고 다른 연구들은 년 월에 시행된 정책만을 연구대상으로 , 2005 9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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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D :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CHE :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VD : cerebrovascular disease, DD :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DDD : tripple difference method, DOV : days 

of outpatient visits HD : heart disese, LOS : length of stay, nFE : non-food 

consumption, NHIC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OV : number of 

outpatient visit, OOP : out-of-pocket payment, PSM : propensity score 

matching

: significantly increase, : significantly decrease, : insignificantly ▲ ▼ ↑ 

increase, : insignificantly decrease↓ 

Author, 

year

Policy and 

year

Impact measures
Statistical 

analysis

Main finding and 

implicationUtiliza-

tion
OOP CHE

Choi, 
2009

BEMSD in 
Sep 2005 
for CVD 
and HD

LOS OOP per 
capita, OOP 
per a day

t-test, 
DD

Heart disease : 
LOS , ▼ OOP per capita 
, OOP per a day ▲ ▲

Cerebrovascular disease : 
LOS ,↓  OOP per capita 
, OOP per a day ▼ ▲

Bae, 
2010

BEMSD in 
Sep 2005 
for cancer, 
CVD and 
HD

LOS
NOV

DD LOS , NOV ▲ ▼

Choi et 
al., 
2011

BEMSD in 
Sep 2005 
for cancer, 
CVD and 
HD

LOS
NOV

OOP rate in 
outpatient 
and 
hospitalization

OOP/nFE 
(continuous), 
OOP/nFE
(>10%, 
>20%, >30%)

M cN em ar's 

"2 test ,  
logisti c 
regression

LOS , NOV ▼ ↑
OOP rate ▼
OOP/nFE ↓
OOP/nFE (>10% />20%/>30%) ▲

Choi 
and 
Jeong, 
2012

BEMSD in 
Sep 2005 
for cancer, 
CVD and 
HD

OOP/nFE 
(continuous), 
OOP/nFE
(>20%, >30%)

DD  with 
PSM

Sample without PSM : 
OOP/nFE , ▼ OOP/nFE
(>20%, >30%) ↓
Sample with PSM : 
insignificantly decrease 
OOP/nFE

Kim et 
al., 
2014

BEMSD in 
Dec 2009 
for cancer

LOS
NOV

OOP OOP/income
(>10% , >2 0% )

DD, DDD no significant effect

Choi et 
al., 
2014

BEMSD in 
Dec 2009 
for cancer, 
CVD and 
HD

Unmet 
need

DD no significant effect

Table 14. Studies on the impact of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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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분형 변수를 이용한 정책 효과 평가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 또는 의료비 지출 후 빈곤화 여부와 같은 이

분형 종속변수 를 갖는 단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binary outcome)

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교차비(odds 

와 유병률 비 가 있다ratios) (prevalence ratio) .

교차비는 로지스틱회귀모형으로 손쉽게 산출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 

연구에서 정책의 효과 지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유병률이 , 10% 

이상으로 높은 경우 교차비는 유병률 비를 과대추정할 가능성이 증가되

며 와 등 유병률(Barros Hirakata, 2003; Localio , 2007; Newcombe, 2006), 

이 높을 수록 유병률 비와 교차비간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수혜를 받는 집단 (Zochetti, 1997). 

명 중 명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발생되었고 비수혜 집단 명 100 80 , 100

중 명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하면 교차비는 가 되며 유50 , (80/20)/(50/50)=4

병률 비는 으로 차이가 나 교차비를 유병률 비로 해(80/100)/(50/100)=1.6

석하는 경우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유병률 비는 비수혜집단에 비해 수혜집

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유병률이 몇 배 높다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 

교차비보다 직관적이고 더 정확한 정책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Lui, 

유병률 비와 교차비의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었2004). 

으며 와 과 단면조사 연구에 있어(Barros Hirakata, 2003; Zhang Kai, 1998), 

서 효과 측정지표로서 유병률 비와 교차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

되고 있다 등 와 (Axelson , 1994; Greenland, 1987; Lee Chia, 1993; Lee, 

1994; Pearce, 2004; Stromberg, 1994).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대위험도 를 교차비(relativ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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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할 경우 이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을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Greenland, 1987; Nurminen, 1995; Savitz, 1992; Thompson emd, 1998). 

또한 정책 효과를 교차비로 측정하는 분석모형에서 로지스틱 회귀모형으

로 교란변수와 교호작용을 통제한 결과는 유병률 비를 정책 효과의 지표

로 사용할 경우와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등(Axelson , 1994; 

과 Miettinen Cook, 1981).

단면조사 연구에서 유병률 비를 산출하는 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서 산출된 교차비를 유병률 비로 환산하는 방식 콕스 회귀모형 포아송, , 

모형 로그이항모형 등이 제시되고 있다, .

과 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교차비와 비노Zhang Yu(1998)

출 집단의 유병률을 이용하여 에 따라 유병률 비를 산출하는 Equation 13

방식을 제안하였다 등 은 이 방식이 다른 공변량이 포함되. McNutt (2003)

는 모형의 경우 상당 수준의 편향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

고 등 은 로지스틱회귀모형을 통한 유병률 비 산출 방식, Schouten (1993)

을 제안하였지만 등 은 로그이항모형이 로지스틱회귀모형보다 Skov (1998)

우수한 통계모형으로 제안함으로써 그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6N.D90/6I:=96I ×,N:
,N

-------------------------- (Equation 13)

PR : prevalence ratio, P0 : prevalence of the outcome in the 

nonexposed group, OR : odds ratio

단면조사 연구에서 이분형 종속변수를 분석하기 위한 콕스회귀모형은 

와 에 의해 제시된 방법으로 으로 표현되는 위Lee Chia(1993) Equatio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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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률 함수 에 기반하여 유병률 비를 산출하게 된다(hazard rate function) .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동일한 추적관찰 기간을 부여한 후 콕스회귀모형

을 통해 산출되는 위험률 비 는 단면조사 연구의 유병(hazard rate ratio)

률 비와 같아지게 된다 콕스회귀모형은 정확(Breslow, 1974; Lee, 1994). 

한 점 추정치 즉 유병률 비를 산출할 수 있으며 결과변(point estimate), 

수의 분포는 포아송 분포에 기반하게 된다 단면조사 연구의 유병 자료. 

가 이항분포를 보인다면 콕스회귀모형은 회귀계수의 분산(the variance 

을 과다 추정하게 되며 로그이항모형을 통해 산출된 신뢰of coefficient)

구간보다 더 넓은 신뢰구간을 산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유, 

병률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와 (Barros Hirakata, 2003). 

O9):.OI9):exp9H0S0=TTT=HUSU: ------------------------- (Equation 14)

OI9): : base hazard function of time t, SU : covariates, HU : coefficients 

of covariates k

포아송회귀모형은 종속변수가 시간에 따른 사건의 발생건수(a count 

일 경우 적용 가능한 분석 of episodes of an illness occurring over time)

모형으로 에 제시되었다 이 모형에서 Equation 15 . HU는 log relative risk

를 의미하며 콕스회귀모형에서 산출한 값과 동일하다 따, (Clayton, 1996). 

라서 포아송회귀모형 역시 콕스회귀모형과 마찬가지로 로그이항모형에서 

산출한 신뢰구간보다 더 넓은 신뢰구간을 보이게 된다.

log9Y$): .HI=H0Z0=TTT=HUZU ---------------------------- (Equation 15)

n : the count of events for a given individuals, t : the time it was 

followed-up, ZU : covariates, HU : coefficients of covariates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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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 유병률 비 산출을 위해 제시한 로그이항모형Skov (1998) (Equation 

은 16) log9[:를 종속변수로 하고 오차의 분포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일반

선형모형이다. [는 구간의 확률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0-1 

벗어날 경우 모형이 수렴 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으며 공(convergence) , 

변량이 연속형 변수이거나 다항변수일 경우 모형이 수렴하지 못할 가능

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Lee, 1995).

log9[:.HI=H0Z0=TTT=HUZU --------------------------- (Equation 16)

[ : the probability of success(e.g., the proportion of sick person in a 

group), ZU : covariates, HU : coefficients of covariates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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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3. 

   연구수행 절차(1)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재난적 의료비 빈곤화 소득계층 , , 

하락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각 3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셋과 재난적 의료비 및 소득이동성

에 관한 지표 그리고 분석방법을 와 같이 제시하였다Figure 2 .

Figure 2. Stud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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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2)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조사시점부터 지난 년간 입원 여부 입원시 진단명을 조사하여 1 ,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수혜 여부를 알 수 있고 본인부담 , 

의료비 지출 크기와 지난 년간 가구소득을 조사하여 재난적 의료비 빈1 , 

곤화 및 소득계층 하락 여부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시작된 년과 중증질환에 대한 2005

법정급여 보장률을 까지 확대한 년의 전후 시점을 모두 포95% 2009-2010

함하는 국내 유일의 자료이기도 하다.

연구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년 제 기 년 제 기2 (2001 ), 3 (2005 ), 4

년 제 기 년 에 참여한 가구 중 의료급여 수(2007-2009 ), 5 (2010-2012 ) 40,202

급 가구 및 년도와 년도에 참여한 가구 가구를 제외한 2009 2012 6,084

가구와 지난 년간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가설 34,118 1 3,444 1

의 검증을 위한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제외한 이유. 

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만을 순수하게 살펴보기 위함이며 년 , 2009

조사 참여 가구를 제외한 이유는 뒤에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년도 , 2012

자료는 의료비 지출 내역이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가설 와 가설 에서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재난적 의2 3

료비 예방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 수혜 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지난 년간 입원한 , 1

가구원이 있는 가구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한 가구 등 총 가477 , 2,833 3,310

구를 선정하였다 가설 와 가설 에서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 2 3

책이 소득계층 하락 예방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구균등화소

득 제 분위에 속하는 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선정하였다1 291 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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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형(3) 

     가 분석 모형. 

Figure 3. Study subjects and statistica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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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효과 평가 지표. 

재난적 의료비          ① 

소득은 차적으로 그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직접적 지표이지1

만 실직 등 무작위로 발생되는 사건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여 불안정하

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소비지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득보다 매끄러

운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 지불능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더 적합

한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등 하지만 이 연구에서 이용한 (Murray , 2003).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소비지출 비용이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대신 조

사시점 기준 지난 년간 가구소득을 지불능력의 대리변수로 조작적으로 1

정의하였다 재난적 의료비의 분자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년간 입원 이. 1

용시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가구 단위 총액으로 정의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기준 즉 , &'()은 각 국가마다 경제적 수준 의료, 

제도 의료비 지출 수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Kawabata 

등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 2002) 

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는 소비지출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을 사용하였고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을 입원 본인부담금만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을 5%, 10%, 15%, 

로 설정하였다20% . 

와 이 제시한 Wagstaff van Doorslaer(2003) “incidence of catastrophic 

와 개념은 국문으로 번역하면 health expenditure” “poverty headcount”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와 빈곤화 발생률이 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단

면조사 자료로서 발생률 산출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유병률과 빈곤화 유병률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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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치 수준별 재난적 의료비 유병률(+'() 은 , Equation 2) +'()
S.TI\, +'()

S .T0I, 

+'()
S.T0\, +'()

S.IT<I으로 재난적 의료비 강도율, (-'() 은 , Equation 3) -'()
S. TI\, 

-'()
S.IT0I, -'()

S. IT0\, -'()
S.IT<I으로 정의하였다 역치 수준별 재난적 의료비 유병률. 

의 소득집중도(7* 는 ) 7*
S.TI\, 7*

S.T0I, 7*
S .T0\, 7*

S. T<I으로 재난적 의료비 강도, 

율의 소득집중도(7, 는 ) 7,
S.TI\, 7,

S .T0I, 7,
S.T0\, 7,

S.T<I으로 정의하였다 역치 . 

수준별 재난적 의료비 순위가중 유병률(8* 은 , Equation 4) 8*
S.TI\, 8*

S .T0I, 

8*
S.T0\, 8*

S. T<I으로 재난적 의료비 순위가중 강도율, (8, 은 , Equation 5)

8-
S.TI\, 8-

S .T0I, 8-
S .T0\, 8-

S .T<I으로 정의하였다. 

소득이동성           ② 

빈곤화             A. 

상대적 빈곤은 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중위 가구의 소득의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가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 빈곤연OECD

구에서 년대 채택된 바 있고 유럽연합에서도 이러한 빈곤선을 현행1970

의 공식적 빈곤통계에 활용하고 있다 과 상대적 빈(Nolan Whelan, 1996). 

곤선 은 중위가구 소득의 등을 사용(relative poverty line) 40%, 50%, 60% 

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중위소득의 로 정의하였다, 50% . 빈곤화 영향 

지표는 상대적 빈곤선을 적용하여 6G+(Equation 9), 6G-(Equation 10), 

6G1- 를 산출하였다(Equation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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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하락             B. 

사회이동성 중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인 소득이동성(social mobility) 

은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 지위가 얼마나 활발하게 변(income mobility)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의료비 지출 후 소득이(Fields, 2000). 

동성을 측정할 경우 지출된 의료비만큼 차감된 소득의 변화이기 때문에 

소득계층 상승 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소득계층 (upward income mobility)

하락 을 측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제도의 목(downward income mobility) . 

표를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 또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경험한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보전으로 정의한다면 의료비 지출 

후 소득계층 하락의 예방은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 

소득계층 하락은 가구의 지난 년간 총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1

나눈 가구균등화소득의 분위를 산출한 후 의료비 지출 전 소득 분위와 10

의료비 지출 후 소득 분위가 분위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2

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 전 소득분위 제 분위에 해당한 가구가 소득. 10

계층 하락 가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 후 소득분위가 제 분위 이8

하의 소득 수준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의료비 지출 전 가구균등화. 

소득 제 분위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 의료비 지출 후 소득분위3

가 분위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소득계층 하락 가구로 정의하였고2 , 

의료비 지출 전 제 분위에 속한 가구의 경우 의료비 지출 후 가구소득이 2

제 분위로 감소한 경우를 소득계층 하락 가구로 정의하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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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책 수혜와 적용 시점

정책 수혜          ①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산출이 가능한 입원 이용시 진단

코드를 활용하여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수혜 여부를 측정

하였다(Table 15). 수혜가구는 정책 수혜대상 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또, 

는 심장질환으로만 연 회 이상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 정의하1

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희귀난. 

치성질환과 중증화상으로 입원한 조사대상자는 없어 제외하였다.

비수혜가구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 제외한 질환으로 연 회 이, , 1

상 입원을 한 가구로 정의하였다 비수혜가구는 다시 고액 의료비를 지. 

출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연 회 이상 입원을 한 가구와 기타 가구1

로 구분하였다 고액 의료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진료실인원 . 

인당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개 질환을 년 건강보험통계를 기1 27 2010

준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질환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신부전. , 

증 홍역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태아 발육지, , , , 

연 태아 영양실조와 단기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 대퇴골의 , , 

골정 파킨슨병 치매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알콜 사용에 , , , , ,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바이러스 뇌염 주산기에 기원한 기타 호흡기 , , 

장애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 질환 출혈성 병태와 혈액 및 조혈, , 

기관의 기타 질환 기타 내부장기의 손상 패혈증 폐색전증 고혈압 당, , , , , 

뇨병 관절염 천식 간염 담석 등 및 담낭염 다발성 신체부위를 침범하, , , , , 

는 골절 간질 요로결석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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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s
KNHANES classification code

Year 2001 Year 2005-2011

Cancer
10001-10014, 10016-10038 058-088, 096

10015 095
Cerebrovascular disease 10402 153-156

Heart disease
10403-10404, 10406-10408, 
10417-10418, 10423, 10426

143-144, 147-152, 
157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disease 10311 039

Renal failure 10851 214

Measles   20101 035

Cerebral palsy and other paralytic 
syndromes   10753-10756, 30754-30756 128

Multiple sclerosis   10758, 30758 123
Slow fetal growth, fetal 
malnutrition and disorder

246

Fracture of femur  273

Parkinson's disease   10759, 30759 121

Dementia 10704 112

Schizophrenia schizotypal and 
delusional disorders

10703, 30703 115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

10705, 30705 113

Viral encephalitis  030
Other respiratory disorder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249

Sexually transmitted chlamydial 
diseases 

10308 023

Haemorrhagic conditions and  
other diseases of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099

Injury of other internal organs   279
Sepsis 10307 017

Pulmonary embolism   149

Hypertension 10401 145

Diabetes mellitus 10301 104
Arthritis 10101 200-201

Asthma 10503 176

Hepatitis 10202, 10228 037-038

Cholelithiasis and cholecystitis   10213 195
Fractures involving multiple body 
regions    275

Epilepsy 10757 124
Urolithiasis   10853 215

Table 15. Classification codes i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for cancer, cerebrovascular disease, heart 

disease and 27 non-beneficiary diseases causing a high out-of-pocket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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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적용 시점          ②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은 년 월 암 뇌혈관질환 심장2005 9 , , 

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에서 로 확대하고 년 월 80% 90% 2009 12

암에 대한 법정급여 본인부담율을 에서 로 년 월 뇌혈관질90% 95% , 2010 1

환 심장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본인부담율을 에서 로 확대한 것, 90% 95%

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적용 시점은 개 시점으로 구분하였다 입원 이용시 4 . 

법정급여 보장률 가 적용되는 시점은 년 년 등 개 시점으80% 2001 , 2005 2

로 구분하였다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 가 적용되는 시점. 90%

의 경우 암은 년 월에서 년 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2005 9 2009 11 , 

경우 년 월에서 년 월일로 구분하였다 중증질환에 대한 법2005 9 2009 12 . 

정급여 보장률 가 적용되는 시점은 암의 경우 년 월에서 95% 2009 12 2011

년 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경우 년 월에서 년 월로 12 , 2010 1 2011 12

구분하였다.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경우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2009

률이 암은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은 로 분류되어 이질적인 보95%, 90%

장률을 보이는 정책 수혜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년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2001 , 2005

정책 시행 전 즉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시 법정급여 보장률 가 , 80%

적용되는 개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 . 2007-2008

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 적용 시점으로 정의하였으며 90% 

년 자료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 적용 시점으2010-2011 95% 

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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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충족 의료 필요.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충족되었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임상적 진단이 있는 경우 . 

이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

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위에 기술한 의료적 필요. 

에 대한 충족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대신 가(medically-defined need) . 

구원 중 명 이상이 지난 년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1 “ 1 .”

고 응답한 경우를 미충족 의료 필요가 있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마 기타 정책 영향 요인.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과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 또는 소득계층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의 소득수준 의료보장 유형 연령, , 

세 이상 세 이하 가구원 비중 가구원의 건강상태 등이 제시되고 (65 , 5 ), 

있다 등 김학주 손수인 등(Lee, 1997; Lee , 2005; , 2008; , 2010; 

등 등 등Wyszenwianski, 1986; Feenberg , 1994; Kawabata , 2002; Chu , 

등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효과 분석 모2005; Xu , 2007). 

형에 포함시킬 교란변수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주의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주의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세 미만(Table 16). , 30 , 

세 세 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초등30-44 , 45-59 , 60 . 

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 , , 

분하였다 가구주의 직업은 비육체직 육체직 기타로 구분하였다 비육. , , . 

체직은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로 하였으며 육체직은 서비스 및 판, , , 

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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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종사자로 하였으며 기타는 주부 학생 등 무직인 경우로 하였, , 

다 가구의 특성은 소득과 세 이상 가구원 여부로 하였다 소득수준은 . 65 .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미만 이상 미만 이100% , 100% 150% , 150% 

상 미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200% , 200% .

Confounding variables Classification

Household head's factors

Gender Male, Female

Ages(year) <30, 30-44, 45-59, 60≥

Educational attainments Elementary school or less,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or more

Occupational class Non-manual, Manual, Others

Household's factors

Presence of elderly 
members

Yes, No

Household income 

classified by relative 
poverty line

<100%, 100% to <150%, 150% to <200%, 
200%≥

Table 16. Factors related to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mpoverishment, 

and downward income mobility

   통계 분석(4) 

통계분석은 로 수행하였다R version 3.1.2 .

     가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 방법. 1 

년 년 년 년의 개 중증질환 법정급여 2001 , 2005 , 2007-2008 , 2010-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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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확대 정책의 적용 시점별 재난적 의료비 유병률(+'()
S.TI\, +'()

S. T0I, 

+'()
S.T0\, +'()

S.IT<I 재난적 의료비 강도율), (-'()
S .TI\, -'()

S.IT0I, -'()
S .IT0\, -'()

S .IT<I 재난적 ), 

의료비 유병률의 소득집중도(7*
S .TI\, 7*

S.T0I, 7*
S.T0\, 7*

S .T<I 재난적 의료비 ), 

강도율의 소득집중도(7,
S.TI\, 7,

S.T0I, 7,
S.T0\, 7,

S .T<I 재난적 의료비 순위가중 ), 

유병률(8*
S.TI\, 8*

S.T0I, 8*
S.T0\, 8*

S .T<I 재난적 의료비 순위가중 강도율), 

(8-
S.TI\, 8-

S.T0I, 8-
S.T0\, 8-

S.T<I 의 분포를 살펴보는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

가설 을 검증하였다1 .

     나 가설 와 의 검증을 위한 분석 방법. 2 3

유병률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의 산출          , , ①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은 카이제곱 검정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유병률 차이는 유병률의 절대적 차이 를 유병률 비는 (absolute change) , 

상대적 차이 를 산출할 수 있다 유병률이 높은 단면조사 (relative change) . 

연구 자료에 기반하여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를 산출하는 통계분석 모

형은 로그이항모형 포아송회귀모형 등이 있으며 이 중 로그이항모형이 , , 

포아송회귀모형 등 다른 분석모형보다 회귀계수와 신뢰구간 추정에 있어 

더 효율적인 통계분석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과 (Spiegelman Hertzmark,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로그이항모형을 이용하여 유병률 차이와 2005). 

유병률 비 및 그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95% .

이중차이분석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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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도입 후 수혜가구가 비수혜가구 

에 비해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지 여부는 가 제안한 정책수혜 여부Wooldridge(2002)

와 정책 시행 전후에서의 이중차이분석에 기반한 로그이항모형을 적용하

여 평가하였다 유병률 차이의 경우 정책 수혜 여부와 정책 (Equation 17). 

적용 시점 변수의 교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보다 낮고 유의확률이 0 0.05

보다 낮으면 정책 시행 후 정책 수혜집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또는 소득

계층 하락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유병률 비의 경우 . 

교호작용항의 유병률 비가 보다 작고 유의확률이 보다 작은 경우 1 0.05

정책 시행 후 정책 수혜집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또는 소득계층 하락 예

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log9[: .HI=H0×)%LB=H<×?@M%'!=HJ×)%LB×?@M%'! -------- (Equation 17)

[ is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r downward income mobility in a group, ?@M%'! is a binary variable 

which composes of beneficiaries (coded as 1) and non-beneficiaries 

(coded as 0) from the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and 

)%LB is a binary variable which composes of pre-policy period (coded as 

0) and post-policy period (coded as 1)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적용 시점에 관한 변수는 이중차

이분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 변수로 구분하여 구하였다5 . 

정책 시행 전 시점 즉 입원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 가 적용되는 , 80%

시점은 년과 년 개 시점으로 구분된다 년을 기준 시점으2001 2005 2 . 2001

로 할 경우 년 년 년 각각에 대하여 비교하였2005 , 2007-2008 , 2010-2011

고 년을 기준 시점으로 할 경우 년 년 각각에 , 2005 2007-2008 , 20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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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비교하였다.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수혜 여부는 다음의 가지의 비2

교 방식을 이중차이분석에 각각 적용하였다 첫 번째 방식은 암 뇌혈관. , 

질환 및 심장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

가구 이하 비수혜가구 와 수혜가구를 비교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식은 ( A) , 

고액의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개 질환으로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27

비수혜가구 이하 비수혜가구 와 수혜가구를 비교하는 것이다( B) .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게층 하락

에 미친 영향은 로그이항모형을 적용한 이중차이분석에서 앞서 가지로 2

구분한 정책 수혜 여부 변수와 정책 적용 시점 변수의 교호작용항을 통

해 살펴보았다 유병률 차이의 경우 교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보다 낮. 0

고 유의확률이 보다 작은 경우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0.05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였다 유병률 비의 경우 교호작용항의 . 

회귀계수의 지수승(BH 이 보다 작고 유의확률이 보다 작은 경우 중) 1 0.05

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였

다. 

또한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가구들과 그렇지 않은 가구들로 층화

한 후 로그이항모형을 적용한 이중차이분석을 각각 시행함으로써 가설 3

에 따라 두 집단간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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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4. 

   연구대상 가구의 특성(1)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된 가구 중 년 년 1 34,118 2001 33.8%, 2005

년 년 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 32.9%, 2007-2008 15.0%, 2010-2011 18.4% . 1

년간 입원을 한 가구원이 없는 가구는 전체 로 나타났으며 입원을 89.9%

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로 그 중 수혜가구는 비수혜가구는 11.1% 1.4%, 

로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가구는 로 나타났고 8.3% . 21.5%

상대적 빈곤선 미만의 가구는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18.0%, 25.1%,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세 이상인 가구는 22.6%, 60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인 가구는 가구주의 26.6%, 26.0%, 

직업이 육체직인 가구는 로 나타났다 그 외 가설 을 검증하기 위51.1% . 1

하여 지난 년간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 재난적 의료비에 1 3,444 , 

관한 가설 과 의 검증을 위해 선정한 가구와 소득계층 2-1, 3-1 3-3 3,310

하락에 관한 가설 과 의 검증을 위해 선정한 가구 역시 2-2, 3-2 3-4 3,019

앞서 기술한 가구의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3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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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34,118 HH 
for verifying 
hypothesis 1

Subjects for verifying 
hypothesis 2 and 3

3,310 HH
for CHE*

3,019 HH
for DIM**

Year    

2001 33.8 18.9 18.4
2005 32.9 37.5 37.8

2007-2008 15.0 17.5 17.5

2010-2011 18.4 26 .1 26 .3

Beneficiary from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Households without hospitalized members 89.9 - -

Households with hospitalized members

Beneficiary 1.4 14.4 13.8

Non-beneficiary(high cost) 1.2 12.0 11.2
Non-beneficiary(low cost) 7.1 73.6 75.1

Household with both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members

0.4 - -

Unmet need    

No 78.5 75.0 76 .0
Yes 21.5 25.0 24.0

Relative poverty line    

200%≥ 50.3 48.0 52.6

150% to <200% 17.2 18.3 20.0
100% to <150% 14.5 15.4 16 .9

<100% 18.0 18.4 10.5

Presence of elderly members    

No 74.9 67.8 71.8
Yes 25.1 32.2 28.2

Gender of household’s head    

Male 77.4 83.5 84.6

Female 22.6 16 .5 15.4

Ages(years) of household’s head    
<30 6 .3 4.1 4.4

30-44 35.4 33.3 36 .1

45-59 31.6 30.7 32.3

60≥ 26 .6 31.8 27.2
Educational attainments of household’s head
Elementary school or less 26 .0 28.2 24.5

Middle school 15.5 18.7 18.9

High school 29.9 27.9 29.5
University or more 28.6 25.1 27.1

Occupational class of household’s head
Non-manual 22.6 20.5 22.2

Manual 51.1 50.1 51.8
Others 26 .3 29.4 26 .0

 *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 downward income mobility

Table 17.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househo lds (HH)           un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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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검증 결과(2) 1 

     가 기술통계 분석 결과. 

가설 의 검증을 위해 선정된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구의 평균 1 34,118

가구소득은 년 천원에서 년 천원으로 증가하2001 21,719 2010-2011 48,276

였고 평균 입원 본인부담 비용은 년 천원에서 년 천, 2001 91 2010-2011 252

원으로 증가하였다 가구소득 대비 입원 본인부담 비용의 비중은 년 . 2001

에서 년 로 증가하였다 지난 년간 입원한 가구원0.42% 2010-2011 0.52% . 1

이 있는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입원 본인부담 비용의 비중은 년 3,44 2001

에서 년 로 감소하였다7.94% 2010-2011 3.54% .

상대적 빈곤선 미만 소득을 가진 가구 대비 이상인 가구의 100% 200% 

평균 가구소득 평균 입원 본인부담 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입원 본인부, 

담 지출 비율의 비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의 경우 평균 34,118

가구소득은 년 배에서 년 배로 격차가 커지고 있2001 5.65 2010-2011 10.06

으며 본인부담 입원비 지출은 년 배에서 년 배로 , 2001 0.73 2010-2011 0.91

빈곤선 이상 가구의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200% , 

대비 입원 본인부담 지출 비율은 년 배에서 년 배2001 0.13 2010-2011 0.09

로 빈곤선 미만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년간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 평균 가구소득은 1 3,444

년 배에서 년 배로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본인부2001 4.84 2010-2011 9.26 , 

담 입원비 지출은 년 배에서 년 배로 빈곤선 미만 2001 0.97 2010-2011 0.83

가구의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대비 입원 본인부, 

담 지출 비율은 년 배에서 년 배로 빈곤선 미만 2001 0.20 2010-2011 0.09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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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elative poverty line
Richest/

Poorest
200%≥

(Richest)

150%- 

<200%

100%-

<150%

<100%

(Poorest)
I. All households (N=34,118)   

  Year 2001                                 

  AHI(1,000KRW) 21,719 31,226 16,507 11,587 5,530 5.65

  OOP(1,000KRW) 91 79 96 105 109 0.73
  OOP/AHI(%) 0.42 0.25 0.58 0.91 1.97 0.13

  Year 2005

  AHI(1,000KRW) 27,923 42,423 20,142 14,112 6,407 6.62

  OOP/AHI(%) 156 136 181 190 162 0.84
  OOP/AHI 0.56 0.32 0.90 1.35 2.52 0.13

  Year 2007-2008

  AHI(1,000KRW) 29,984 47,535 21,914 14,668 5,662 8.40

  OOP(1,000KRW) 154 135 166 162 183 0.74
  OOP/AHI(%) 0.51 0.28 0.76 1.10 3.23 0.09

  Year 2010-2011

  AHI(1,000KRW) 48,276 79,406 28,486 19,156 7,889 10.06

  OOP(1,000KRW) 252 242 266 251 267 0.91

  OOP/AHI(%) 0.52 0.30 0.93 1.31 3.38 0.09
II. Households with hospitalized members (N=3,444)   

  Year 2001

  AHI(1,000KRW) 20,360 30,434 16,087 11,879 6,294 4.84

  OOP(1,000KRW) 1,616 1,548 1,838 1,581 1,594 0.97
  OOP/AHI(%) 7.94 5.09 11.43 13.31 25.32 0.20

  Year 2005

  AHI(1,000KRW) 28,861 45,605 21,405 14,750 7,353 6.20

  OOP(1,000KRW) 1,359 1,291 1,452 1,355 1,447 0.89
  OOP/AHI(%) 4.71 2.83 6.78 9.19 19.69 0.14

  Year 2007-2008

  AHI(1,000KRW) 31,553 49,058 22,618 15,796 6,092 8.05

  OOP(1,000KRW) 1,311 1,140 1,269 1,330 1,731 0.66
  OOP/AHI(%) 4.15 2.32 5.61 8.42 28.41 0.08

  Year 2010-2011

  AHI(1,000KRW) 49,292 79,906 30,216 19,902 8,634 9.26

  OOP(1,000KRW) 1,745 1,697 1,480 1,889 2,050 0.83
  OOP/AHI(%) 3.54 2.12 4.90 9.49 23.74 0.09

Table 18. Distribution of average annual household income (AHI), out-of-pocket 

spending (OOP) for hospitalizations, and percentage of out-of-pocket spending 

as share of househo ld income (OOP/AHI) according to income groups based on 

the relative povert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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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설 과 의 검증 결과. 1-1 1-2

가설 ( 1)

건강보험 가입 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의 크기는 중증

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낮아질 것이다.

가설 ( 1-1)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강도율 표준화강도율은 중증질환에 대한 , ,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가설 ( 1-2)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강도율의 소득집중도는 중증질환에 대한 ,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완화될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과 그 소득집중도) (7* 및 순위가중 유병률) 

(8* 의 연도별 분포 를 살펴본 결과) (Table 19) , +'()
S .TI\은 년 2001 2.53%, 

년 로 점차 증가하였으며2010-2011 4.37% , +'()
S.T0I, +'()

S.T0\, +'()
S.IT<I 역시  2001- 

년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1 . 7*
S .TI\는 년 2001 0.300, 2010- –

년 으로 저소득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는 현상2011 -0.430

이 심화되었다. 7*
S.T0I, 7*

S.T0\, 7*
S .T<I 역시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 8*

S.TI\

는 년 년 년 년 2001 3.29%, 2005 5.78%, 2007-2008 5.27%, 2010-2011 6.24%

로 점차 증가하였고, 8*S
.T0I, 8*

S.T0\, 8*
S .T<I 역시 8*

S .TI\에서 나타난 양상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의 강도율(-'() 과 그 소득집중도) (7, 및 순위가중 강도율) 

(8, 의 연도별 분포 를 살펴본 결과) (Table 20) , -'()
S .TI\은 년 2001 0.49%, 

년 로 평균적으로 역치 기준보다 많이 지출하였고 2010-201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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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로 가장 높은 강도율을 보였다2007-2008 3.03% . -'()
S.T0I, -'()

S.T0\, -'()
S .IT<I 역 

시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7,
S.TI\는 년 년 2001 -0.490, 2010-2011

으로 저소득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강도가 집중되는 현상이 -0.680

심화되었고 년 으로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2007-2008 0.900 . – 7,
S.T0I, 7,

S. T0\, 

7,
S.T<I 역시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 8,

S.TI\는 년 년 2001 0.73%, 2010-2011

로 년 금융위기 전후 기간 가장 높은 순위가중 강도율을 보였2.03% 2008

다. 8,S
.T0I, 8,S

.T0\, 8,S
.T<I 역시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Threshold level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5% 10% 15% 20%

Year 2001
Headcounts(HC) (%) 2.53 1.57 1.10 0.83 
Concentration index(CE) -0.300 -0.380 -0.440 -0.410 

Rank-weighted headcounts(WE) (%) 3.29 2.16 1.58 1.17 
Year 2005

Headcounts(HC) (%) 4.24 2.60 1.81 1.28 
Concentration index(CE) -0.360 -0.450 -0.530 -0.590 
Rank-weighted headcounts(WE) (%) 5.78 3.78 2.77 2.04 

Percentage point change* (%) 1.71 1.03 0.71 0.45 
Percentage change** (%) 67.59 65.61 64.55 54.22 

Year 2007-2008
Headcounts(HC) (%) 3.70 2.42 1.90 1.41

Concentration index(CE) -0.420 -0.510 -0.540 -0.610
Rank-weighted headcounts(WE) (%) 5.27 3.66 2.92 2.27
Percentage point change* (%) 1.17 0.85 0.80 0.58

Percentage change** (%) 46.25 54.14 72.73 69.88
Year 2010-2011

Headcounts(HC) (%) 4.37 2.92 2.09 1.52 
Concentration index(CE) -0.430 -0.550 -0.640 -0.700 

Rank-weighted headcounts(WE) (%) 6.24 4.53 3.43 2.58 
Percentage point change* (%) 1.84 1.35 0.99 0.69 
Percentage change** (%) 72.73 85.99 90.00 83.13 

Table 19. Prevalence, concentration index and rank-weighted headcount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for hospita lizations by calender year

 * Percentage point change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headcount in the year 2001 and other periods(year 2005, 2007-2008 and 

2010-2011)
** Percentage change determined by the percentage as a proportion of the 
headcount in yea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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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level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5% 10% 15% 20%

Year 2001

Gap (%) 0.49 0.39 0.33 0.28 

Concentration index(CO) -0.490 -0.540 -0.550 -0.570 

Rank-weighted gap(WO) (%) 0.73 0.60 0.51 0.44 

Year 2005

Gap (%) 0.81 0.65 0.54 0.46 

Concentration index(CO) -0.650 -0.690 -0.740 -0.780 

Rank-weighted gap(WO) (%) 1.34 1.10 0.94 0.82 

Percentage point change* (%) 0.32 0.26 0.21 0.18 

Percentage change** (%) 65.31 66.67 63.64 64.29 

Year 2007-2008

Gap (%) 3.03 2.88 2.77 2.69

Concentration index(CO) -0.900 -0.920 -0.940 -0.950

Rank-weighted gap(WO) (%) 5.75 5.53 5.37 5.24

Percentage point change* (%) 2.54 2.49 2.44 2.41

Percentage change** (%) 518.37 638.46 739.39 860.71

Year 2010-2011

Gap (%) 1.21 1.03 0.90 0.82 

Concentration index(CO) -0.680 -0.710 -0.730 -0.720 

Rank-weighted gap(WO) (%) 2.03 1.76 1.56 1.41 

Percentage point change* (%) 0.72 0.64 0.57 0.54 

Percentage change** (%) 146.94 164.10 172.73 192.86 

Table 20. Intensity (gap), concentration index and rank-weighted headcount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for hospitalizations by calender year

 * Percentage point change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headcount in the year 2001 and other periods(year 2005, 2007-2008 and 

2010-2011)

** Percentage change determined by the percentage as a proportion of the 

gap in yea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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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설 의 검증 결과. 1-3

가설 ( 1-3)

빈곤화 지표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가설 의 검증을 위해 선정된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구를 대상으1 34,118

로 분석한 결과, 6G+는 년 년 년 2001 0.36%, 2005 0.62%, 2007-2008 0.31%, 

년 로 변동의 폭은 크지 않았다 반면 2010-2011 0.48% . 6G-은 년 2001

천원 년 천원 년 천원 년 16.94 , 2005 29.58 , 2007-2008 35.11 , 2010-2011 67.13

천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6G1- 역시 년  2001 0.32, 2005

년 년 년 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0.43, 2007-2008 0.51, 2010-2011 0.73

였다.

지난 년간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구를 대1 3,444

상으로 분석한 결과, 6G+는 년 년 년 2001 6.49%, 2005 5.34%, 2007-2008

년 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2.67%, 2010-2011 3.31% . 6G-는 

년 천원 년 천원 년 천원2001 301.72 , 2005 257.00 , 2007-2008 297.66 , 2010- 

년 천원으로 년에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2011 463.09 2005

였다. 6G1-는 년 년 년 년 2001 5.62, 2005 3.72, 2007-2008 4.30, 2010-2011

로 년에 감소 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5.04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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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2001 2005
2007-

2008

2010-

2011
I. All households (N=34,118)

Poverty headcounts(%)

+?@A
?>B 13.81 18.13 25.12 22.31

+?@A
?@C) 14.17 18.75 25.43 22.78

6G+.+?@A
?@C)/+?@A

?>B 0.36 0.62 0.31 0.48

Poverty gap(1,000KRW)

-?@A
?>B 228.46 435.33 759.51 832.19

-?@A
?@C) 245.40 464.91 794.62 899.32

6G-.-?@A
?@C)/-?@A

?>B 16.94 29.58 35.11 67.13

Normalized poverty gap

1-?@A
?>B 4.26 6.31 10.96 9.06

1-?@A
?@C) 4.57 6.74 11.47 9.79

6G1-.1-?@A
?@C)/1-?@A

?>B 0.32 0.43 0.51 0.73

II. Households with hospitalized members (N=3,444)   

Poverty headcounts(%)

+?@A
?>B 16.69 17.66 22.17 20.09

+?@A
?@C) 23.18 23.01 24.83 23.40

6G+.+?@A
?@C)/+?@A

?>B 6.49 5.34 2.67 3.31

Poverty gap(1,000KRW)

-?@A
?>B 242.85 372.44 670.64 728.47

-?@A
?@C) 544.57 629.44 968.3 1,191.57

6G-.-?@A
?@C)/-?@A

?>B 301.72 257.00 297.66 463.09

Normalized poverty gap

1-?@A
?>B 4.53 5.40 9.68 7.93

1-?@A
?@C) 10.15 9.12 13.98 12.97

6G1-.1-?@A
?@C)/1-?@A

?>B 5.62 3.72 4.30 5.04

Table 21. Poverty impact (PI) line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based on relative poverty line



- 79 -

   (3) 가설 의 검증 결과2

가설 ( 2)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크기는 비수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 가설 의 검증 결과. 2-1

가설 ( 2-1)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

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유병률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          , , ① 

재난적 의료비의 역치가 인 경우 수혜가구의 유병률은 년 5% 2001

년 년 년 으로 년 56.7%, 2005 78.9%, 2007-2008 60.0%, 2010-2011 71.2% 2001

대비 년 증가 년 감소 년 증가하는 경향성을 2005 , 2007-2008 , 2010-2011

보였다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률은 년 년 년 2001 48.0%, 2005 41.4%, 2007-2008

년 로 나타났다 기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46.0%, 2010-2011 46.9% . 

이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률은 년 년 2001 39.3%, 2005 26.7%, 2007-2008

년 년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22.5%, 2010-2011 20.4% .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년 2001

및 년 6.0%(95% CI : -7.3% 19.4%) 1.18(95% CI : 0.92 1.53), 2005— —



- 80 -

및 년 26.1%(95% CI : 17.5% 34.6%) 1.90(95% CI : 1.57 2.36), 2007-2008— —

및 년 19.1%(95% CI : 8.6% 29.6%) 1.30(95% CI : 0.95 1.84), 2010-2011— —

및 로 나타났다15.1%(95% CI : 3.5% 26.7%) 1.52(95% CI : 1.18 2.01) . — —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 대비 기타질환으로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

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년 및 2001 4.6%(95% CI : -15.5% 6.4%) – —

년 및 0.82(95% CI : 0.65 1.05), 2005 4.8%(95% CI : -11.7% 2.2%) — – —

년 및 0.64(95% CI : 0.52 0.81), 2007-2008 7.6%(95% CI : -16.8% 1.7%) — – —

년 0.49(95% CI : 0.36 0.69), 2010-2011 14.5%(95% CI : -24.6% -4.4%) — – —

및 로 나타났다0.44(95% CI : 0.34 0.58) . —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역치가 그리고 의 경우도 위에서 10%, 15% 20%

기술한 의 역치를 적용한 유병률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의 분포와  5% , , 

경향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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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Out-of-pocket spending more than 5% of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2

Beneficiary 72(56.7) 6.0(-7.3—19.4) 1.18(0.92—1.53)
Non-beneficiary (high cost) 49(48.0)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156(39.3) -4.6(-15.5—6.4) 0.82(0.65—1.05)

Year 2005(N=1,241) p<0.001

Beneficiary 135(78.9) 26.1(17.5—34.6) 1.90(1.57—2.36)
Non-beneficiary (high cost) 63(41.4)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245(26.7) -4.8(-11.7—2.2) 0.64(0.52—0.81)

Year 2007-2008(N=578) p<0.001

Beneficiary 45(60.0) 19.1(8.6—29.6) 1.30(0.95—1.84)
Non-beneficiary (high cost) 29(46.0)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99(22.5) -7.6(-16 .8—1.7) 0.49(0.36—0.69)

Year 2010-2011(N=865) p<0.001

Beneficiary 74(71.2) 15.1(3.5—26.7) 1.52(1.18—2.01)
Non-beneficiary (high cost) 38(46.9)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139(20.4) -14.5(-24.6—-4.4) 0.44(0.34—0.58)

Out-of-pocket spending more than 10% of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2
Beneficiary 50(39.4) 13.9(3.3—24.6) 1.43(0.99—2.14)

Non-beneficiary (high cost) 28(27.5)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92(23.2) 1.0(-4.7—6.7) 0.84(0.60—1.24)

Year 2005(N=1,241) p<0.001
Beneficiary 101(59.1) 30.1(20.8—39.4) 2.00(1.53—2.66)

Non-beneficiary (high cost) 45(29.6)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120(13.1) -5.9(-11.0—-0.8) 0.44(0.33—0.60)

Year 2007-2008(N=578) p<0.001

Beneficiary 30(40.0) 17.6(7.2—28.0) 1.33(0.84—2.17)
Non-beneficiary (high cost) 19(30.2)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62(14.1) -0.05(-0.1—0.1) 0.47(0.31—0.75)

Year 2010-2011(N=865) p<0.001

Beneficiary 55(52.9) 21.6(11.1—32.0) 1.78(1.24—2.68)
Non-beneficiary (high cost) 24(29.6)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89(13.1) -1.5(-4.8—1.8) 0.44(0.31—0.67)

Table 22. Prevalence rates,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mong 3,310 households by calender 

year and three beneficiary types from the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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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ontinued

Prevalence
N(%)

PD(95% CI) PR(95% CI)

Out-of-pocket spending more than 15% of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Beneficiary 41(32.3) 12.3(2.6—22.0) 1.37(0.90—2.15)

Non-beneficiary (high cost) 24(23.5)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53(13.4) -3.1(-8.3—2.1) 0.57(0.37—0.89)

Year 2005(N=1,241) p<0.001

Beneficiary 82(48.0) 32.5(24.0—41.0) 2.60(1.83—3.85)

Non-beneficiary (high cost) 28(18.4)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76(8.3) -0.8(-2.5—0.8) 0.45(0.31—0.68)

Year 2007-2008(N=578) p<0.001

Beneficiary 28(37.3) 16.3(5.0—27.7) 1.31(0.81—2.18)

Non-beneficiary (high cost) 18(28.6)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43(9.8) -2.7(-7.0—1.5) 0.34(0.22—0.57)

Year 2010-2011(N=865) p<0.001

Beneficiary 46(44.2) 10.6(0.9—20.4) 2.11(1.35—3.51)

Non-beneficiary (high cost) 17(21.0)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54(7.9) -0.03(-0.2—0.1) 0.38(0.24—0.64)

Out-of-pocket spending more than 20% of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Beneficiary 36(28.3) 10.1(0.5—19.6) 1.45(0.91—2.39)

Non-beneficiary (high cost) 20(19.6)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34(8.6) -6.1(-11.7—-0.4) 0.44(0.27—0.74)

Year 2005(N=1,241) p<0.001

Beneficiary 62(36.3) 22.8(15.2—30.4) 2.62(1.72—4.21)

Non-beneficiary (high cost) 21(13.8)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48(5.2) -0.05(-0.3—0.2) 0.38(0.24—0.63)

Year 2007-2008(N=578) p<0.001

Beneficiary 23(30.7) 14.7(5.5—23.8) 1.49(0.84—2.79)

Non-beneficiary (high cost) 13(20.6)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30(6.8) -0.02(-0.1—-0.2) 0.33(0.19—0.62)

Year 2010-2011(N=865) p<0.001

Beneficiary 35(33.7) 7.4(-0.6—15.4) 1.95(1.16—3.51)

Non-beneficiary (high cost) 14(17.3)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35(5.1) -1.1(-2.2—-0.1) 0.30(0.1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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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적용시점별 가구소득 노인가구, 

원 유무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 , 

의 유병률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의 분포는 부록 에서 까, , Table A-1 A-6

지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노인가구원이 . , 

있는 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 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 , 

가구주의 직업이 육체직 또는 기타일 수록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이 유

의하게 높고 유병률 차이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며 유병률 비는 보다 1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이중차이 분석          ②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차이는 A 

년 대비 년의 경우 모든 역치 수준에서 년의 경우 역2001 2005 , 2007-2008

치 에서 년의 경우 역치 에서 유의한 양의 값5% , 2010-2011 5%, 10%, 15%

을 보였다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와 에서 유의한 . 2005 2007-2008 5% 10%

음의 값을 보였다 유병률 비의 경우 년 대비 년과 년. 2001 2005 2010-2011

의 경우 모든 역치 수준에서 년의 경우 역치 에서 유의하, 2007-2008 5%

게 보다 높은 값을 보였고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1 2005 2007-2008 10%

와 에서의 유의하게 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15% 1 .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차이는 B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와 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2001 2005 5% 15%

고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2005 2007-2008 5%

였다 유병률 비는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와 에서 유의. 2001 2005 5% 15%

하게 보다 높은 값을 보였고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1 2005 2007-2008

에서 유의하게 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1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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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level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Prevalence 

differences (%)

5% 10% 15% 20%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Beneficiary versus all non-beneficiary

2001 2005→ 34.55 <0.001 28.31 <0.001 21.37 0.001 12.28 0.049

2001 2007-2008→ 18.94 0.037 8.57 0.326 8.34 0.312 4.59 0.545

2001 2010-2011→ 32.28 <0.001 22.71 0.004 18.04 0.015 9.68 0.166

2005 2007-2008→ -15.60 0.045 -19.74 0.015 -13.02 0.105 -7.68 0.300

2005 2010-2011→ -2.26 0.717 -5.60 0.452 -3.33 0.652 2.58 0.704

Beneficiary versus non-beneficiary with 27 diseases of high out-of-pocket payment

2001 2005→ 28.84 0.002 17.53 0.058 20.77 0.014 13.70 0.075

2001 2007-2008→ 5.31 0.676 -2.07 0.858 <0.001 0.994 1.29 0.896

2001 2010-2011→ 15.58 0.171 11.33 0.290 14.48 0.140 7.63 0.392

2005 2007-2008→ -23.53 0.041 -19.61 0.077 -20.76 0.051 -12.40 0.185

2005 2010-2011→ -13.24 0.185 -6.19 0.539 -6.30 0.493 -6.07 0.464

Prevalence

ratios

5% 10% 15% 20%

exp( )β p-value exp( )β p-value exp( )β p-value exp( )β p-value

Beneficiary versus all non-beneficiary

2001 2005→ 1.99 <0.001 2.34 <0.001 2.36 <0.001 2.15 0.002

2001 2007-2008→ 1.71 <0.001 1.52 0.059 1.47 0.128 1.36 0.289

2001 2010-2011→ 2.22 <0.001 2.18 <0.001 2.27 <0.001 2.00 0.011

2005 2007-2008→ 0.86 0.267 0.65 0.029 0.62 0.038 0.64 0.101

2005 2010-2011→ 1.12 0.321 0.93 0.647 0.96 0.842 0.93 0.769

Beneficiary versus non-beneficiary with 27 diseases of high out-of-pocket payment

2001 2005→ 1.61 0.004 1.39 0.170 1.90 0.027 1.82 0.074

2001 2007-2008→ 1.10 0.636 0.93 0.800 0.95 0.883 1.03 0.943

2001 2010-2011→ 1.29 0.177 1.24 0.427 1.54 0.189 1.35 0.423

2005 2007-2008→ 0.68 0.053 0.67 0.140 0.50 0.027 0.57 0.132

2005 2010-2011→ 0.80 0.179 0.90 0.643 0.81 0.491 0.74 0.407

Table 23. Results of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es by the log-binomial model 

for hypothesis 2-1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 exp( )β β  and p-values are for interaction term of time and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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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설 의 검증 결과. 2-2

가설 ( 2-2)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

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유병률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          , , ① 

수혜가구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은 년 년 2001 33.9%, 2005 33.3%, 

년 년 으로 년 대비 년은 거의 2007-2008 22.7%, 2010-2011 26.0% 2001 2005

변화가 없고 년에 감소하였다가 년에 증가하는 경향2007-2008 2010-2011

성을 보였다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 

원이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률은 년 년 2001 29.4%, 2005 19.7%, 

년 년 로 년 대비 년 감소2007-2008 25.4%, 2010-2011 18.5% 2001 2005 , 

년 증가 년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기타 질환으2007-2008 , 2010-2011 . 

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률은 년 2001 16.1%, 2005

년 년 년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9.5%, 2007-2008 9.1%, 2010-2011 8.4%

경향성을 보였다.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년 2001

및 년 14.0%(95% CI : 4.7% 23.3%) 1.15(95% CI : 0.79 1.72), 2005— —

및 년 14.9%(95% CI : 8.7% 21.2%) 1.69(95% CI : 1.16 2.52), 2007-2008— —

및 년 5.8%(95% CI : 0.2% 11.4%) 0.89(95% CI : 0.49 1.64), 2010-2011— —

및 로 나타났다0.6%(95% CI : -3.5% 4.8%) 1.40(95% CI : 0.81 2.53) .— —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 대비 기타질환으로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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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년 및 2001 4.1%(95% CI : -8.3% 0.2%) 0.55(95% – —

년 및 CI : 0.38 0.81), 2005 0.02%(95% CI : -0.2% 0.1%) 0.48(95% CI : — – —

년 및 0.33 0.71), 2007-2008 0.03%(95% CI : -0.2% 0.1%) 0.36(95% CI : — – —

년 및 0.22 0.62), 2010-2011 2.6%(95% CI : -4.2% -1.0%) 0.45(95% CI : — – —

로 나타났다0.28 0.79) .—

Prevalence

N(%)
PD(95% CI) PR(95% CI)

Year 2001(N=556) p<0.001
Beneficiary 43(33.9) 14.0(4.7—23.3) 1.15(0.79—1.72)
Non-beneficiary (high cost) 30(29.4)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64(16.1) -4.1(-8.3—0.2) 0.55(0.38—0.81)
Year 2005(N=1,141) p<0.001
Beneficiary 57(33.3) 14.9(8.7—21.2) 1.69(1.16—2.52)
Non-beneficiary (high cost) 30(19.7)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87(9.5) -0.02(-0.2—-0.1) 0.48(0.33—0.71)
Year 2007-2008(N=529) p<0.001
Beneficiary 17(22.7) 5.8(0.2—11.4) 0.89(0.49—1.64)
Non-beneficiary (high cost) 16(25.4)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40(9.1) -0.03(-0.2—0.1) 0.36(0.22—0.62)
Year 2010-2011(N=793) p<0.001
Beneficiary 27(26.0) 0.6(-3.5—4.8) 1.40(0.81—2.53)
Non-beneficiary (high cost) 15(18.5)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57(8.4) -2.6(-4.2—-1.0) 0.45(0.28—0.79)

Table 24. Prevalence rates,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downward income mobility among 3,019 households by calender year 

and three beneficiary types from the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적용시점별 가구소득 노인가구, 

원 유무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에 따른 소득계층 하락, , , 

의 유병률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의 분포는 부록 에 기술하, , Table A-7

였다 분석 결과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 , ,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 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가구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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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육체직 또는 기타일 수록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

고 유병률 차이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며 유병률 비는 보다 유의하게 1

높은 값을 보였다.

이중차이 분석          ②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는 A 2001

년 대비 년의 경우 유의한 양의 값을 유병률 비는 년 대비 2007-2008 , 2001

년과 년 대비 년의 경우 유의하게 보다 높은 값을 보2005 2001 2010-2011 1

였다.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와 유B 

병률 비는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Year

Beneficiary versus 

all non-beneficiary

Beneficiary versus non-beneficiary 
with 27 diseases of high 

out-of-pocket payment

Prevalence 

difference(%)

Prevalence 

ratio

Prevalence 

difference(%)

Prevalence 

ratio

β p-value exp( )β p-value β p-value exp( )β p-value

2001 2005→ 4.03 0.487 2.29 0.006 9.14 0.292 1.82 0.074

2001 2007-2008→ 11.79 0.044 2.58 0.175 -7.17 0.492 1.03 0.943

2001 2010-2011→ 9.10 0.110 2.49 0.032 2.99 0.749 1.35 0.423

2005 2007-2008→ -7.75 0.117 0.97 0.968 -16 .32 0.082 0.57 0.132

2005 2010-2011→ -5.06 0.287 1.09 0.835 -6.15 0.452 0.74 0.407

Table 25. Results of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es by the log-binomial model 

for  hypothesis 2-2 on downward income mobility

, exp( )β β  and p-values are for interaction term of time and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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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설 의 검증 결과3

가설 ( 3)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하면서 나타나는 비수혜가

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크기는 미

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 가설 의 검증 결과. 3-1

가설 ( 3-1)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

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혜가구

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유병률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          , , ①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역치가 인 경우 정책 수혜가구의 유병률은 5%

년 년 년 년 으로 2001 75.0%, 2005 84.5%, 2007-2008 56.5%, 2010-2011 73.9%

년 대비 년 증가 년 감소 년 증가하는 경2001 2005 , 2007-2008 , 2010-2011

향성을 보였다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 

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률은 년 년 2001 35.7%, 2005 35.9%, 

년 년 로 나타나 년과 년은 차2007-2008 40.0%, 2010-2011 26.7% 2001 2005

이가 없다가 년 증가한 후 년에 감소하는 경향성을 2007-2008 2010-2011

보였다 기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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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년 년 년 로 2001 39.0%, 2005 30.2%, 2007-2008 27.8%, 2010-2011 25.7%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년 2001

및 년 47.6%(95% CI : 28.4% 66.8%) 2.10(95% CI : 1.15 5.23), 2005— —

및 년 29.9%(95% CI : 11.8% 48.0%) 2.35(95% CI : 1.60 3.86), 2007-2008— —

및 년 27.7%(95% CI : 8.6% 46.8%) 1.41(95% CI : 0.73 3.28), 2010-2011— —

및 로 나타났다31.6%(95% CI : 10.3% 52.9%) 2.77(95% CI : 1.34 8.24) . — —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 대비 기타질환으로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

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년 및 2001 12.9%(95% CI : -0.9% 26.7%) 1.09 —

년 및 (95% CI : 0.58 2.76), 2005 2.0%(95% CI : -17.6% 13.6%) 0.84 — – —

년 및 (95% CI : 0.56 1.41), 2007-2008 1.6%(95% CI : -16.1% 12.9%) — – —

년 및 0.69(95% CI : 0.38 1.59), 2010-2011 6.9%(95% CI : 1.7% 12.2%) — —

로 나타났다0.97(95% CI : 0.47 2.88) .—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역치가 그리고 의 경우도 위에서 10%, 15% 20%

기술한 의 역치를 적용한 유병률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의 분포와 5% , , 

경향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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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Out-of-pocket spending more than 5% of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123) p=0.002

Beneficiary 24(75.0) 47.6(28.4—66.8) 2.10(1.15—5.23)

Non-beneficiary (high cost) 5(35.7)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30(39.0) 12.9(-0.9—26.7) 1.09(0.58—2.76)

Year 2005(N=355) p<0.001

Beneficiary 49(84.5) 29.9(11.8—48.0) 2.35(1.60—3.86)

Non-beneficiary(high cost) 14(35.9)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low cost) 78(30.2) -2.0(-17.6—13.6) 0.84(0.56—1.41)

Year 2007-2008(N=146) p=0.026

Beneficiary 13(56.5) 27.7(8.6—46.8) 1.41(0.73—3.28)

Non-beneficiary (high cost) 6(40.0)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30(27.8) -1.6(-16 .1—12.9) 0.69(0.38—1.59)

Year 2010-2011(N=205) p<0.001

Beneficiary 17(73.9) 31.6(10.3—52.9) 2.77(1.34—8.24)

Non-beneficiary (high cost) 4(26.7)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43(25.7) 6.9(1.7—12.2) 0.97(0.47—2.88)
Out-of-pocket spending more than 10% of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123) p=0.001

Beneficiary 18(56.2) 41.6(18.9—64.2) 3.94(1.38—22.69)

Non-beneficiary (high cost) 2(14.3)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18(23.4) 6.2(1.0—11.4) 1.64(0.55—9.57)

Year 2005(N=355) p<0.001

Beneficiary 36(62.1) 30.9(13.3—48.6) 2.42(1.45—4.63)

Non-beneficiary (high cost) 10(25.6)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40(15.5) -6.0(-17.6—5.6) 0.60(0.35—1.19)

Year 2007-2008(N=146) p=0.227

Beneficiary 6(26.1) -10.5(-35.2—14.1) 0.78(0.28—2.29)

Non-beneficiary (high cost) 5(33.3)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18(16.7) -10.5(-35.2—14.1) 0.50(0.24—1.33)

Year 2010-2011(N=205) p=0.001

Beneficiary 11(47.8) 21.2(-0.7—43.1) 3.59(1.17—21.13)

Non-beneficiary (high cost) 2(13.3)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26(15.6) 0.05(-0.2—0.3) 1.17(0.40—6.81)

Table 26. Prevalence rates,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mong 829 households with unmet 

need by calender year and three beneficiary types from the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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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Continued

Prevalence
N(%)

PD(95% CI) PR(95% CI)

Out-of-pocket spending more than 15% of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123) p=0.003

Beneficiary 13(40.6) 30.4(9.4—51.4) 5.69(1.32—98.36)

Non-beneficiary (high cost) 1(7.1)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11(14.3) 5.1(0.4—9.8) 2.00(0.44—35.11)

Year 2005(N=355) p<0.001

Beneficiary 30(51.7) 30.3(13.3—47.2) 2.88(1.52—6.55)
Non-beneficiary (high cost) 7(17.9)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28(10.9) -4.0(-11.9—3.8) 0.60(0.30—1.42)

Year 2007-2008(N=146) p=0.017

Beneficiary 6(26.1) -5.8(-31.3—19.8) 0.78(0.28—2.29)

Non-beneficiary (high cost) 5(33.3)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11(10.2) -14.3(-39.2—10.7) 0.31(0.13—0.85)

Year 2010-2011(N=205) p<0.001

Beneficiary 10(43.5) 15.1(-7.5—37.6) Non-applicable

Non-beneficiary (high cost) 0(0.0) Reference Non-applicable

Non-beneficiary (low cost) 15(9.0) -0.05(-0.2—-0.1) Non-applicable

Out-of-pocket spending more than 20% of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123) p=0.001

Beneficiary 11(34.4) 26.7(6.4—47.0) 4.81(1.09—83.76)

Non-beneficiary (high cost) 1(7.1)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6(7.8) 0.05(-0.1—0.3) 1.09(0.21—19.79)

Year 2005(N=355) p<0.001

Beneficiary 22(37.9) 19.3(4.5—34.0) 2.47(1.19—6.20)
Non-beneficiary (high cost) 6(15.4)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18(7.0) -3.8(-9.8—2.3) 0.45(0.20—1.19)

Year 2007-2008(N=146) p=0.108

Beneficiary 5(21.7) 1.7(-0.7—4.1) 1.09(0.31—4.69)

Non-beneficiary (high cost) 3(20.0)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9(8.3) -0.03(-0.2—-0.1) 0.42(0.14—1.72)

Year 2010-2011(N=205) p<0.001

Beneficiary 8(34.8) 12.0(-8.9—32.9) Non-applicable

Non-beneficiary (high cost) 0(0.0)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10(6.0) -0.04(-0.2—-0.2) Non-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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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이 분석          ②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차이는 A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와  에서 유의한 음의 값2005 2007-2008 10% 15%

을 보였다 유병률 비는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에서 . 2005 2007-2008 10%

유의하게 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1 .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차이는 B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2005 2007-2008 10%, 15%

보였다 유병률 비는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에서 유. 2005 2007-2008 15%

의하게 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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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level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Prevalence

difference (%)

5% 10% 15% 20%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Beneficiary versus all non-beneficiary

2001 2005→ 16.97 0.144 10.96 0.430 12.49 0.356 3.16 0.801

2001 2007-2008→ -9.28 0.583 -26.88 0.090 -14.35 0.345 -14.69 0.287

2001 2010-2011→ 11.56 0.439 -1.82 0.916 7.79 0.642 2.59 0.867

2005 2007-2008→ -26.25 0.070 -37.84 0.004 -26.85 0.043 -17.86 0.140

2005 2010-2011→ -5.41 0.654 12.79 0.399 -4.70 0.754 -0.54 0.969

Beneficiary versus non-beneficiary with 27 diseases of high out-of-pocket payment

2001 2005→ 9.29 0.650 -5.52 0.753 0.28 0.984 -4.68 0.747

2001 2007-2008→ -22.70 0.400 -49.19 0.033 -40.72 0.060 -25.47 0.166

2001 2010-2011→ 7.96 0.745 -7.47 0.719 9.99 0.563 7.55 0.643

2005 2007-2008→ -32.06 0.157 -43.66 0.038 -41.01 0.047 -20.80 0.226

2005 2010-2011→ -1.33 0.945 -1.93 0.917 9.70 0.547 12.23 0.416

Prevalence

ratio

5% 10% 15% 20%

exp( )β p-value exp( )β p-value exp( )β p-value exp( )β p-value

Beneficiary versus all non-beneficiary

2001 2005→ 1.39 0.088 1.44 0.225 1.42 0.375 1.05 0.923

2001 2007-2008→ 0.99 0.973 0.54 0.198 0.65 0.430 0.49 0.285

2001 2010-2011→ 1.46 0.115 1.21 0.605 1.71 0.268 1.41 0.566

2005 2007-2008→ 0.70 0.172 0.37 0.024 0.45 0.094 0.47 0.172

2005 2010-2011→ 1.04 0.813 0.84 0.598 1.20 0.645 1.34 0.544

Beneficiary versus non-beneficiary with 27 diseases of high out-of-pocket payment

2001 2005→ 1.12 0.793 0.62 0.507 0.51 0.518 0.51 0.534

2001 2007-2008→ 0.67 0.448 0.20 0.055 0.14 0.074 0.23 0.210

2001 2010-2011→ 1.32 0.633 0.91 0.923 infinite infinite

2005 2007-2008→ 0.60 0.232 0.32 0.053 0.27 0.037 0.44 0.287

2005 2010-2011→ 1.18 0.742 1.48 0.601 infinite infinite

Table 27. Results of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by the log-binomial model 

for hypothesis 3-1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 exp( )β β  and p-values are for interaction term of time and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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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설 의 검증 결과. 3-2

가설 ( 3-2)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

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혜가구

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유병률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          , , ① 

수혜가구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은 년 년 2001 35.7%, 2005 16.3%, 

년 년 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2007-2008 5.6%, 2010-2011 5.3%

보였다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률은 년 년 년 2001 0.0%, 2005 5.7%, 2007-2008

년 로 나타났다 기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9.1%, 2010-2011 7.1% .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률은 년 년 년 2001 6.1%, 2005 3.9%, 2007-2008

년 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2.1%, 2010-2011 2.6% .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년의 유병2001

률 차이는 로 나타났고 유병률 비는 로그이27.1%(95% CI : 5.0% 49.2%)—

항모형이 수렴되지 않아 산출되지 못하였다 년 . 2005 2.4%(95% CI : 

및 년 -5.4%-10.2%) 2.85(95% CI : 0.74 18.32), 2007-2008 0.7%(95% CI : — –

및 년 -2.3% 1.1%) 0.61(95% CI : 0.03 14.43), 2010-2011 -0.05%(95% CI — —

및 로 나타났다: -0.20% -0.01%) 0.74(95% CI : 0.03 17.59) .— —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 대비 기타질환으로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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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차이와 유병률 비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년의 경우 유병률 차2001

이는 로 나타났고 유병률 비는 로그이항모0.05%(95% CI : 0.01% 0.20%)—

형이 수렴되지 않아 산출되지 못하였으며 년 , 2005 0.04%(95% CI : –

및 년 -0.20% -0.01%) 0.68(95% CI : 0.18 4.33), 2007-2008 0.9%(95% CI — — –

및 년 : -3.3% 1.5%) 0.23(95% CI : 0.02 4.72), 2010-2011 0.02%(95% CI — — –

및 로 나타났다: -0.05% 0.01%) 0.37(95% CI : 0.06 6.89) .— —

Prevalence
N(%)

PD(95% CI) PR(95% CI)

Year 2001(N=105) p<0.001

Beneficiary 10(35.7) 27.1(5.0—49.2) Non-applicable

Non-beneficiary (high cost) 0(0.0)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4(6.1) 0.05(0.01—0.20) Non-applicable

Year 2005(N=310) p=0.006

Beneficiary 7(16.3) 2.4(-5.4—10.2) 2.85(0.74—18.32)

Non-beneficiary (high cost) 2(5.7)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9(3.9) -0.04(-0.20 -0.01)— 0.68(0.18—4.33)

Year 2007-2008(N=125) p=0.379

Beneficiary 1(5.6) -0.7(-2.3—1.1) 0.61(0.03—14.43)

Non-beneficiary (high cost) 1(9.1)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2(2.1) -0.9(-3.3—1.5) 0.23(0.02—4.70)

Year 2010-2011(N=186) p=0.570

Beneficiary 1(5.3) -0.05(-0.20 -0.01)— 0.74(0.03—17.59)

Non-beneficiary (high cost) 1(7.1)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4(2.6) -0.02(-0.05 -0.01)— 0.37(0.06—6.89)

Table 28. Prevalence rates,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downward income mobility among 726 househo lds with unmet need by 

calender year and three beneficiary types from the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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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이 분석          ②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는 A 

년 대비 년과 년의 경우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2001 2007-2008 2010-2011

다 유병률 비는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는 유B 

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으며 유병률 비는 , 로그이항모형이 수렴되지 않아 

산출되지 못하였다.

Year

Beneficiary versus 

all non-beneficiary

Beneficiary versus non-beneficiary 

with 27 diseases of high 

out-of-pocket payment

Prevalence 
difference(%)

Prevalence ratio
Prevalence 
difference(%)

Prevalence ratio

β p-value exp( )β p-value β p-value exp( )β p-value

2001 2005→ -18.35 0.131 0.78 0.790 0.22 0.990 Non-applicable

2001 2007-2008→ -27.76 0.016 0.65 0.780 -29.56 0.222 Non-applicable

2001 2010-2011→ -28.24 0.013 0.12 1.000 -13.91 0.494 Non-applicable

2005 2007-2008→ -9.39 0.160 0.84 0.907 -29.78 0.142 Non-applicable

2005 2010-2011→ -9.88 0.130 0.15 1.000 -14.13 0.363 Non-applicable

Table 29. Results of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by log-binomial models for 

hypothesis 3-2 on downward income mobility

, exp( )β β  and p-values are for interaction term of time and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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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설 의 검증 결과. 3-3

가설 ( 3-3)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하지 않은 경험한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

라 비수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유병률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          , , ①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역치가 인 경우 정책 수혜가구의 유병률은 5%

년 년 년 년 으로 2001 50.5%, 2005 76.1%, 2007-2008 61.5%, 2010-2011 70.4%

년 대비 년 증가 년 감소 년 증가하는 경2001 2005 , 2007-2008 , 2010-2011

향성을 보였다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 

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률은 년 년 2001 50.0%, 2005 43.4%, 

년 년 로 년 대비 년 감소하였2007-2008 47.9%, 2010-2011 51.5% 2001 2005

다가 년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타 질환으로 입원을 2007-2008 .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률은 년 년 2001 39.4%, 2005 25.3%, 

년 년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2007-2008 20.8%, 2010-2011 18.7%

보였다.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년 2001

및 년 0.6%(95% CI : -12.8% 14.0%) 1.01(95% CI : 0.76 1.36), 2005— —

및 년 24.6%(95% CI : 14.8% 34.5%) 1.76(95% CI : 1.40 2.25), 2007-2008— —

및 년 13.8%(95% CI : 2.2% 25.4%) 1.28(95% CI : 0.90 1.89), 2010-2011— —

및 로 나타났다12.6%(95% CI : 0.1% 25.2%) 1.37(95% CI : 1.05 1.8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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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 대비 기타질환으로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

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년 및 2001 -4.6%(95% CI : -15.0% 5.8%) —

년 및 0.79(95% CI : 0.62 1.03), 2005 6.6%(95% CI : -14.7% 1.4%) — – —

년 0.64(95% CI : 0.43 0.89), 2007-2008 11.0%(95% CI : -22.3% 0.2%) — – —

및 년 0.43(95% CI : 0.31 0.64), 2010-2011 -18.8%(95% CI : -30.4%— —

및 로 나타났다-7.2%) 0.36(95% CI : 0.27 0.50) .—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역치가 그리고 의 경우도 위에서 10%, 15% 20%

기술한 의 역치를 적용한 유병률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의 분포와 5% , , 

경향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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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Out-of-pocket spending more than 5% of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503) p=0.060

Beneficiary 48(50.5) 0.6(-12.8—14.0) 1.01(0.76—1.36)
Non-beneficiary (high cost) 44(50.0)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126(39.4) -4.6(-15.0—5.8) 0.79(0.62—1.03)

Year 2005(N=886) p<0.001

Beneficiary 86(76.1) 24.6(14.8—34.5) 1.76(1.40—2.25)
Non-beneficiary (high cost) 49(43.4)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167(25.3) -6.6(-14.7—1.4) 0.64(0.43—0.89)

Year 2007-2008(N=432) p<0.001

Beneficiary 32(61.5) 13.8(2.2—25.4) 1.28(0.90—1.89)
Non-beneficiary (high cost) 23(47.9)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69(20.8) -11.0(-22.3—0.2) 0.43(0.31—0.64)

Year 2010-2011(N=660) p<0.001

Beneficiary 57(70.4) 12.6(0.1—25.2) 1.37(1.05—1.83)
Non-beneficiary (high cost) 34(51.5)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96(18.7) -18.8(-30.4—-7.2) 0.36(0.27—0.50)

Out-of-pocket spending more than 10% of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503) p=0.090
Beneficiary 32(33.7) 6.5(-3.9—16.9) 1.14(0.74—1.77)

Non-beneficiary (high cost) 26(29.5)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74(23.1) 1.3(-5.3—8.0) 0.78(0.54—1.17)

Year 2005(N=886) p<0.001
Beneficiary 65(57.5) 30.0(18.8—41.1) 1.86(1.37—2.59)

Non-beneficiary (high cost) 35(31.0)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80(12.1) -6.2(-11.8—-0.5) Reference

Year 2007-2008(N=432) p<0.001

Beneficiary 24(46.2) 23.3(10.2—36.4) 1.58(0.95—2.79)
Non-beneficiary (high cost) 14(29.2)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44(13.3) 0.05(0.1—0.2) 0.45(0.28—0.80)

Year 2010-2011(N=660) p<0.001

Beneficiary 44(54.3) 20.1(7.7—32.6) 1.63(1.12—2.49)
Non-beneficiary (high cost) 22(33.3)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63(12.3) -3.8(-9.4—1.8) 0.37(0.25—0.57)

Table 30. Prevalence rates,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mong 2,481 households without unmet 

need by calender year and three beneficiary types from the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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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Continued

Prevalence
N(%)

PD(95% CI) PR(95% CI)

Out-of-pocket spending more than 15% of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503) p<0.001

Beneficiary 28(29.5) 8.0(-2.6—18.5) 1.13(0.71—1.82)

Non-beneficiary (high cost) 23(26.1)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42(13.1) -4.4(-10.7—1.8) 0.50(0.32—0.80)

Year 2005(N=886) p<0.001

Beneficiary 52(46.0) 32.6(22.5—42.8) 2.48(1.64—3.93)

Non-beneficiary (high cost) 21(18.6)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48(7.3) 0.6(0.3—0.8) Reference

Year 2007-2008(N=432) p<0.001

Beneficiary 22(42.3) 22.9(9.3—36 .6) 1.56(0.91—2.85)

Non-beneficiary (high cost) 13(27.1)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32(9.6) -0.01(-0.1—0.2) 0.36(0.21—0.66)

Year 2010-2011(N=660) p<0.001

Beneficiary 36(44.4) 14.6(2.9—26 .2) 1.73(1.10—2.88)

Non-beneficiary (high cost) 17(25.8)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39(7.6) -3.7(-7.8—0.4) 0.30(0.18—0.51)

Out-of-pocket spending more than 20% of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503) p<0.001

Beneficiary 25(26.3) 7.2(-3.0—17.4) 1.22(0.73—2.09)

Non-beneficiary (high cost) 19(21.6)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28(8.8) -7.0(-12.8—-1.1) 0.41(0.24—0.70)

Year 2005(N=886) p<0.001

Beneficiary 40(35.4) 21.3(12.2—30.4) 2.67(1.61—4.72)

Non-beneficiary (high cost) 15(13.3)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30(4.5) 0.04(0.01—0.2) Reference

Year 2007-2008(N=432) p<0.001

Beneficiary 18(34.6) 15.2(3.1—27.3) 1.66(0.87—3.41)

Non-beneficiary (high cost) 10(20.8)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21(6.3) -0.05(-0.1—-0.1) 0.30(0.16—0.64)

Year 2010-2011(N=660) p<0.001

Beneficiary 27(33.3) 4.9(-4.3—14.0) 1.57(0.92—2.85)

Non-beneficiary (high cost) 14(21.2)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25(4.9) -4.1(-7.7—-0.6) 0.23(0.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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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이 분석          ②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차이는 A 

년 대비 년의 경우 모든 역치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2001 2005 , 2001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와 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2007-2008 5% 10% ,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와 에서 유의한 양의 2001 2010-2011 5%, 10% 15%

값을 보였다 유병률 비의 경우 년 대비 년 년 대비 . 2001 2005 , 2001

년의 경우 모든 역치 수준에서 유의하게 보다 높은 값을2010-2011 1 ,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와 에서 유의하게 2001 2007-2008 5%, 10% 15% 1

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차이는 B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와 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2001 2005 5%, 10% 15%

보였다 유병률 비는 년 대비 년의 경우 역치 와 에. 2001 2005 5%, 15% 20%

서 유의하게 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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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level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Prevalence 

difference (%)

5% 10% 15% 20%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Beneficiary versus all non-beneficiary

2001 2005→ 39.30 <0.001 33.46 <0.001 23.54 0.002 14.77 0.042

2001 2007-2008→ 28.46 0.007 21.73 0.036 16.92 0.088 11.65 0.134

2001 2010-2011→ 39.05 <0.001 30.44 <0.001 21.21 0.013 11.79 0.134

2005 2007-2008→ -10.83 0.252 -11.75 0.246 -6.64 0.506 -3.12 0.736

2005 2010-2011→ -0.24 0.973 -3.00 0.731 -2.27 0.793 -2.98 0.707

Beneficiary versus non-beneficiary with 27 diseases of high out-of-pocket payment

2001 2005→ 32.21 0.004 22.40 0.036 24.09 0.014 17.39 0.051

2001 2007-2008→ 13.09 0.373 12.84 0.342 11.88 0.362 9.05 0.444

2001 2010-2011→ 18.32 0.153 16.84 0.166 15.34 0.179 7.39 0.475

2005 2007-2008→ -19.11 0.162 -9.56 0.472 -12.20 0.336 -8.33 0.465

2005 2010-2011→ -13.89 0.231 -5.56 0.640 -8.74 0.427 -9.96 0.313

Prevalence 

ratio

5% 10% 15% 20%

exp( )β p-value exp( )β p-value exp( )β p-value exp( )β p-value

Beneficiary versus all non-beneficiary

2001 2005→ 2.24 <0.001 2.81 <0.001 2.78 <0.001 2.66 0.001

2001 2007-2008→ 2.09 <0.001 2.20 0.002 1.93 0.023 1.85 0.067

2001 2010-2011→ 2.58 <0.001 2.69 <0.001 2.48 0.001 2.16 0.013

2005 2007-2008→ 0.93 0.671 0.78 0.276 0.69 0.164 0.69 0.262

2005 2010-2011→ 1.15 0.285 0.95 0.813 0.89 0.624 0.81 0.482

Beneficiary versus non-beneficiary with 27 diseases of high out-of-pocket payment

2001 2005→ 1.74 0.004 1.63 0.073 2.20 0.016 2.19 0.040

2001 2007-2008→ 1.27 0.312 1.39 0.346 1.39 0.383 1.36 0.473

2001 2010-2011→ 1.35 0.137 1.43 0.230 1.53 0.213 1.29 0.514

2005 2007-2008→ 0.73 0.158 0.85 0.611 0.63 0.204 0.62 0.277

2005 2010-2011→ 0.78 0.173 0.88 0.613 0.70 0.272 0.59 0.179

Table 31. Results of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es by the log-binomial model 

for hypothesis 3-3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 exp( )β β  and p-values are for interaction term of time and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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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설 의 검증 결과. 3-4

가설 ( 3-4)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하지 않은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

의 유병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

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유병률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          , , ① 

수혜가구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은 년 년 2001 25.8%, 2005 22.8%, 

년 년 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액 2007-2008 14.9%, 2010-2011 15.7% .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

구의 유병률은 년 년 년 2001 14.1%, 2005 9.2%, 2007-2008 7.5%, 2010-2011

년 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7.0% .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률은 년 년 년 2001 6.9%, 2005 3.8%, 2007-2008

년 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3.2%, 2010-2011 1.2% .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년 2001

및 년 9.5%(95% CI : -0.3% 19.3%) 1.83(95% CI : 0.97 3.80), 2005— —

및 년 16.6%(95% CI : 8.7% 24.4%) 2.48(95% CI : 1.26 5.41), 2007-2008— —

및 년 5.2%(95% CI : -2.3% 12.7%) 1.94(95% CI : 0.58 8.58), 2010-2011— —

및 로 나타났다0.8%(95% CI : -5.1% 6.7%) 2.24(95% CI : 0.81 7.75) . — —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 대비 기타질환으로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비수혜가구의 유병

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년 및 2001 4.7%(95% CI : -9.6% 0.1%) 0.4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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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및 CI : 0.25 1.04), 2005 0.03%(95% CI : -0.01% -0.1%) 0.41(95% CI — – —

년 및 : 0.21 0.92), 2007-2008 0.05%(95% CI : -0.1% 0.1%) 0.42(95% CI — – —

년 및 : 0.14 1.82), 2010-2011 2.7%(95% CI : -4.8% -0.6%) 0.18(95% CI — – —

로 나타났다: 0.05 0.68) .—

Beneficiary from BEMSD
Prevalence

N(%)
PD(95% CI) PR(95% CI)

Year 2001(N=451) p<0.001

Beneficiary 23(25.8) 9.5(-0.3—19.3) 1.83(0.97—3.80)
Non-beneficiary (high cost) 10(14.1)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20(6.9) -4.7(-9.6—0.1) 0.49(0.25—1.04)
Year 2005(N=831) p<0.001

Beneficiary 23(22.8) 16.6(8.7—24.4) 2.48(1.26—5.41)
Non-beneficiary (high cost) 9(9.2)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24(3.8) -0.03(-0.01—-0.1) 0.41(0.21—0.92)
Year 2007-2008(N=404) p<0.001

Beneficiary 7(14.6) 5.2(-2.3—12.7) 1.94(0.58—8.58)
Non-beneficiary (high cost) 3(7.5)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10(3.2) -0.05(-0.1—0.1) 0.42(0.14—1.82)
Year 2010-2011(N=607) p<0.001

Beneficiary 11(15.7) 0.8(-5.1—6.7) 2.24(0.81—7.75)
Non-beneficiary (high cost) 4(7.0) Reference Reference

Non-beneficiary (low cost) 6(1.2) -2.7(-4.8—-0.6) 0.18(0.05—0.68)

Table 32. Prevalence rates,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downward income mobility among 2,293 households without unmet 

need by calender year and three beneficiary types from the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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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이 분석          ②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는 유A 

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고 유병률 비는 년 대비 년과 2001 2005 2010-2011

년의 경우 유의하게 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1 .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는 유B 

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고 유병률 비는 로그이항모형이 수렴되지 않아 산

출되지 못하였다.

Year

Beneficiary versus 

all non-beneficiary

Beneficiary versus non-beneficiary 

with 27 diseases of high 

out-of-pocket payment

Prevalence 

difference(%)
Prevalence ratio

Prevalence 

difference(%)
Prevalence ratio

β p-value exp( )β p-value β p-value exp( )β p-value

2001 2005→ 0.69 0.918 3.70 0.004 9.88 0.318 Non-applicable

2001 2007-2008→ -6.62 0.345 3.78 0.095 -1.60 0.889 Non-applicable

2001 2010-2011→ -3.70 0.574 10.78 0.044 7.61 0.472 Non-applicable

2005 2007-2008→ -7.31 0.259 1.022 0.979 -11.49 0.284 Non-applicable

2005 2010-2011→ -4.39 0.465 2.915 0.372 -2.27 0.814 Non-applicable

Table 33. Results of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es by the log-binomial model 

for  hypothesis 3-4 on downward income mobility

, exp( )β β  and p-values are for interaction term of time and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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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및 결론5. 

   연구 재료에 대한 고찰(1)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 

의식 및 행태 의료이용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해 국가 단위 대표, , 

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계를 산출하고자 년부터 년까지는 년 1998 2005 3

주기로 단기 조사체계로 운영하였다가 년 월부터 연중조사체계로 2007 7

개편되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 조사 시기마다 새로운 대). 

상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종단자료의 특성을 갖는 패널조사 

자료에 비해 이중차이분석 모형 등 정책 시행 전후 및 수혜 여부에 따른 

정책 효과의 인과성을 추론할 수 있는 분석모형에 적용시키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 

시행된 년과 년 전후 가구 소득 의료비 지출 크기와 의료 2005 2009-2010 , 

이용시 진단명을 통한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수혜 여부 

및 미충족 의료 필요의 경험 여부를 알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가 갖는 한계점은 크게 가구 가중치 지불능력 , 

측정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측정 표본 가구에서의 가구원 조사 참여율, , , 

다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효과의 측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양로원 군대 교도소 등에 입소한 , , 

자와 외국인 등은 제외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제 기 1-4

조사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와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표본 추출

틀로 사용하였으며 제 기 조사부터 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의 조사, 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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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및 가구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년 년 년 매년 순환2010 , 2011 , 2012

표본설계방법 을 통해 전국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rolling survey sampling)

확률표본을 추출하고 각 연도별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표본이 뽑히도록 

하였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국민건). 

강영양조사는 년부터 건강설문조사 가중치 검진조사 가중치 영양19998 , , 

조사 가중치를 산출하고 있지만 가구 가중치는 년도 제 기 조사부터 2005 3

산출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건강보2001

험 가입 가구에 대한 가구 가중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년2005-2011

간 자료 역시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분모는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소득 수준이 보

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실직 등 무작위로 발생되는 사건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여 불안정하며 가구의 소비지출이 더 안정적인 지불능력 지표로 

미래 지불능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Murray , 2003).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한 연구 과 (Kim Lee, 2012; Kim

과 와 와 들을 Yang, 2012; Wagstaff van Doorslaer, 2003; Lee Shin, 2005)

살펴보면 지불능력을 가구 소비지출 또는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를 차감

한 금액으로 정의하여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지출보다 일반적으로 . 

더 큰 값을 보이는 소득을 지불능력으로 사용할 경우 재난적 의료비 유

병률 값이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며 더구나 이 연구에서는 분자

의 의료비 지출 항목을 입원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의 과

소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 연구 과 와 . (Kim Lee, 2012; Wagstaff

에서 제시한 의 역치의 에 해당하는 소득 van Doorslaer, 2003) 10-40% 1/2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를 초과하는 경우 재난적 5%, 10%, 15%, 20%

의료비로 정의하였다 빈곤화 지표 산출할 경우에도 소득을 사용할 경우 . 

빈곤화 유병률 강도율 및 표준화강도율이 과소추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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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도 의료패널 등 소비지출액을 측정하는 . 

다른 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가구 소비지출 수준을 측정할 경우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액 측정에 있어 지난 년간 입원 본인부담 지출1

액만을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외래 응급진료 의약품 구매비 등 다른 , , 

의료비 지출항목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조사시. 

점 기준 지난 년간 입원 이용과 지난 주간 외래 이용에 관해서 측정하1 2

고 있어(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입원과 ) 

외래 이용 수준 및 그에 따른 의료비 지출 수준 측정시 준거기간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이 연구에서는 의료비 지출 측정시 외래 이용은 제외시

켰으며 이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과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을 과소 

추정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년 조사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 2007-2008

명 중 만이 건강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31,705 74.5% (Statistics 

조사 미참여 가구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자Korea, 2011). 

료가 제외됨으로써 재난적 의료비 지출과 소득계층 하락 발생률을 과소 

추정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가구원의 조사 미참여는 수. 

혜가구와 비수혜가구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고 두 집단간 조사 미참여율

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비차별적 오분류(non-differential 

를 발생시켜 분석 결과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 값misclassification)

이 귀무값으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 

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표본가구내 가구원 중 무응답자에 발생할 경우 이

를 보정한 가중치를 산출하고 있지만(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앞서 기술하였듯이 이 연구에서 가중치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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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가구내 무응답자의 의료비 지출 수준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입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제 기 조사에서는 치료비 간병인 비용1-3 , , 

교통비 기타 비용별로 나누어 측정하고 제 기 조사부터 이를 통합하여 , 4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한국의료패널 자료에서와 같이 외래 입원 응급의료) , , , 

약국 이용 등 직접적인 치료에 지출되는 의료비와 교통비 등 간접의료비 

비용을 구분하여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체 비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 중 법정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본인부담을 구분하지 못하

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조사문항이 없어(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본인부담상한제도 수혜 여부를 구별할 수 ) 

없기 때문에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 

이동성에 미친 영향만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기억에 . 

의존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한계상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연동된

다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2) 

이 연구에서의 결과변수인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는 와 Wagstaff van 

이 제시한 역치적 접근법을 통해 산출됨으로써 몇 가지 Doorslaer(2003)

제한점을 가지게 된다 우선 지불능력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 

아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은 가구는 재난적 의료비을 하지 않은 가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소비를 줄여서 생긴 금액이나 기존의 저축된 금액으로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은 

역치적 접근법의 근본적 한계라 할 수 있다 등(O’Donnell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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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는 생명이 위독한 질병이나 손상과 같Wagstaff van Doorslaer(2003)

이 가격 탄력성이 낮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지불능력이 

낮은 가구들이 대출 등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하게 된다면 현재 시점의 

지불능력 수준은 변하지 않지만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여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과대 추정되는 등 의료비 지출을 하기 위해 가구가 

어떻게 재정을 조달하는지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되는 한계점을 지적하였

다 대출을 받아 의료비 지출을 한 경우 그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충격. 

은 미래 여러 시점으로 분산 완화되지만 현재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여 ,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의 재난적 경제상황 또는 빈곤화가 과대추정되

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와 는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가구의 전략은 Somkotra Lagrada(2009)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소비 복지와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등 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가구의 전략. Flores (2008)

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시키는 장기간 기회 비용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등 은 역치적 접. Xu (2003)

근법이 교통비용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같은 간접비용을 고려하지 , 

못한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의. 

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가구의 전략 의료비 지출로 인한 미래 발생하는 , 

기회비용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는 대응전략, 

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 한국복지패널 한국의료패널 , 

자료와 같이 장기간 추적 관찰이 가능한 자료원을 이용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등 은 비공식적 노동시장과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Yu (2008)

가구의 소득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가구의 소비지출을 지불능력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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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직. 

업이 비육체직인 경우가 약 육체직 약 주부 등 기타 직업 약 20%, 50%, 

로 구성되어 소비지출이 더 안정적인 지불능력의 대리지표로 판단되30%

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측정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소비지출을 측

정할 수 있는 한국복지패널 한국의료패널 자료 등을 이용한 추가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측정되는 본인부담 의료비는 입원시 진단

명 이외에 기존 질환 또는 입원 중 발생하였거나 진단된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료비 지출은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단면조사 자료의 특성상 이미 입원해 있거나 사망한 사람의 경우 조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지출 수준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한국의료패널과 같이 의료이용시 진단. 

명 의료비 지출 내역이 비교적 상세히 측정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이

중차이분석은 정책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간 관측 불가능한 이질성에 

의해 선택 바이어스가 발생되는 문제를 이러한 이질성이 시불변이라고 

가정함으로써 극복하고 정책의 실제 효과만을 추정하는 분석 방법이다

등 이중차이분석은 정책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에 영향(Kwon , 2011). 

을 미치는 요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공통적이고 각 집단의 규

모와 구성이 정책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

고 있다 과 (Blundell Dias, 2008).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수혜 여부는 암 뇌혈관질환 심, , 

장질환 등 수혜 대상 중증질환의 발생 유무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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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규모와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년간 매년 암 발생률이 증가하였고. 1999-2012 3.3% (Jung 

등 년간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건수는 년 건에, 2015) 2000-2009 2000 90,605

서 년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 이와 2009 119,901 (Hong , 2013). 

같이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혜택을 받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 혜택을 받는 가구들이 표본가구로 선정될 확률 또한 

년간 증가한다면 관측 불가능한 이질성에 의해 발생되는 선택 2001-2011

바이어스 문제를 일정 수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 

서는 년간 수혜가구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측불가2001-2011

능한 이질성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단면조사 자료로서 정책 시행 전과 후의 집단의 

이질성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질

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구소득 수준 가구주의 교육수준 등을 보정한 , 

이중차이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3) 

       가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한 고찰. 1 

가설 ( 1)

건강보험 가입 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의 크기는 중증

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낮아질 것이다.

가설 ( 1-1)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강도율 표준화강도율은 중증질환에 대한 , , 



- 113 -

가설 을 검증한 결과 건강보험 가입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1

화 수준은 보장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부 가설의 성립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 

빈곤화의 표준화 강도율은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난적 2001-2011

의료비의 강도율은 년간 증가하여 년 가장 높은 값2001-2008 2007-2008

을 보인 후 년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 가설 은 성2010-2011 1-1

립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과 강도율은 . 

년 모두에서 저소득층에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심화되2001-2011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가 성립하지 않았다 빈곤화 지표 역시 1-2 .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설 이 성립하지 않았다2001-2011 1-3 .

과 는 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난Kim Yang(2009) 1982-2005

적 의료비 발생가구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년 에서 년 1982 3.60% 2000

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년 에서 년 로 다시 증1.63% 2001 1.73% 2005 2.15%

가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년간 재난적 의료비 . 2001-2011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이 연구 결과 중 년 구간에2001-2005

서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이 증가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과 . Kim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가설 ( 1-2)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강도율의 소득집중도는 중증질환에 대한 ,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완화될 것이다.

가설 ( 1-3)

빈곤화 지표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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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년까지 이루어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및 급여 수준Yang(2009) 2000

의 확대가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였지만 년 2000

이후 지니계수 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을 통해 살펴본 소득불평등이 , 5 ,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의 미비로 인해 저

소득 계층에서 년 이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2000

로 더 커졌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년간 재난적 의료비 유병률. 2001-2005

의 소득집중도가 증가한 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2003-2011

지출 분포를 분석한 과 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Jung Huh(2012) 2003- 

년간 소비지출 대비 입원 본인부담 지출 비중의 분포를 재분석한 결2011

과 년 년 년 년 년 2003 0.75%, 2005 0.92%, 2007 1.15%, 2008 1.09%, 2010

년 로 나타나 년간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이 1.28%, 2011 1.21% 2005-2011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 연구 결과를 일부분 뒷받침해주고 있다 과 . Jung

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년간 제 분위와 제 분위 소Huh(2012) 2003-2011 1 5

비지출 대비 입원 본인부담 지출 비중의 분포를 재분석한 결과 제 분위1

의 경우 년 년 년 년 2003 1.72%, 2005 2.19%, 2007 2.77%, 2008 2.59%, 2010

년 이며 제 분위의 경우 년 년 년 3.39% 5 2003 0.45%, 2005 0.53%, 2007

년 년 년 으로 저소득 계층에서0.65%, 2008 0.67%, 2010 0.73%, 2011 0.70%

의 입원 본인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증가 폭이 고소득 계층

보다 높게 나타나 년간 2001-2011 재난적 의료비 유병률의 소득집중도가 

증가한 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이 초반에서 정체되는 상황에서 년 60% 2005 9

월 시작된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과 더불어 법정급여 범위와

의 확대 본인부담상한제의 수급 기준 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 및 빈곤화 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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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난적 의료비 및 빈곤화 발생이 저소득 계층에 집

중되어 발생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 결과는 건강보

험 체계 내에서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는 지불능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

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협의의 개(Shin, 2009) 

념으로 건강보험 수급 가구 중 지불능력의 부족 등으로 필요한 의료서비

스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 수준이 

높거나 빈곤가구로 전락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최. 

저생계비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어 이들이 건강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가장 높

은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은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의료급여 수급가구 Kim(2004)

비수급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가구는 로 나15.04%, 38.50%, 40.24%

타났고 비수급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상대적 위험도는 약 배 1.7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가입 차상위 계층이 건강보험 보장 사각지

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였다 년 차상위계층조사자료를 이용하여 . 2006

생활비를 제외한 총 생활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가 넘는 경우40%

를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여 분석한 연구 과 에 따르면 (Kim Huh, 2011)

건강보험 빈곤가구 건강보험 차상위가구 로 의료급여 빈곤가7.6%, 4.4%

구 의료급여 차상위가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과 4.2%, 3.9% . Kim Huh 

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미충족 의료 필요 경험률이 더 높아 단순(2011)

히 건강보험에 가입된 저소득 가구가 의료급여 가구보다 의료보장성이 

취약하다는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저소득 가구가 의료급

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보장을 받을 경우 낮은 

보장 수준으로 인하여 재난적 의료비 빈곤 탈출의 어려움 및 삶의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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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의 가능성이 의료급여 수급 가구보다 높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전국민에 

대해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빈곤 

계층은 건강보험에서 제외시켜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하고 의료급여로

의 전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계층은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체납

한 보험료를 결손 처분함으로써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준

다 은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보장 제도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 Lee(2010)

를 의료서비스를 공적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하(social exclusion)

고 년 월부터 시행된 제 종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중 세 이하 아2008 4 2 18

동과 청소년 만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로 전환한 조치를 사회적 배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였다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료급여 예산이 년 조원에서 년 2003 2.2 2008 4.4

조원으로 약 배 증가하면서 의료급여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경제적 목적2

에 따라 년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환자 명을 그리고 년 2008 20,359 , 2009

월에 종 만성질환자 명과 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명을 4 2 92,840 18 139,447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년 억원2009 5,200 , 

년 억원의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 건강보험 가입2010 8,000 (Lee, 2010). 

자로 전환된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

지게 된 것이다.

소득 분위 배율이 년 배에서 년 배로 증가하였고 같5 2000 4.58 2008 6.20

은 기간 상대빈곤율은 에서 로 지니계수는 에서 로 10.8% 15.4% , 0.286 0.325

증가하여 와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가 가속화되(Choi Choi, 2014) IMF 

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존 저소득 계층과 의료급여에서 건강

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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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보호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한 고찰. 2 

가설 ( 2)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크기는 비수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 2-1)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

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 2-2)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

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를 검증한 결과 년 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2 2005 9

로 확대한 후 년까지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재90% 2007-2008

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일부 유의하

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장률을 로 확대한 후에는 재난적 , 95%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그 증감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고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년 월 보. 2005 9

장률을 로 확대하면서 년까지 투입된 보험 재정의 효과가 일정 90% 2008

수준 나타난 반면 년에 걸쳐 보장률을 로 확대한 이후 재2009-2010 95%

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비가 감소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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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체 상태에 놓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와 은 년에서 년간 수혜가구와 비수혜가구간 Choi Jeong(2012) 2005 2008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유의하지 않지만 수혜가구와 비수

혜가구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 결과 중 년에1.1-3.8% 2005

서 년 사이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비가 감2007-2008

소한 결과를 일정 부분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중차이분석에서는 . 

수혜가구에서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 시행 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하

지 않았다 이는 와 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 . Choi Jeong(2012)

년 자료는 년 월에 도입된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률을 로 2005 2005 9 90%

확대한 정책의 수혜가구가 포함될 가능성으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

률이 낮아지면서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질환별로 의료비 내역을 구분. 

할 수 없어 수혜가구로 분류된 가구 중에서 비수혜 질환으로 의료이용을 

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수혜가구 

중에서 비수혜가구가 포함되거나 비수혜가구 중에서 수혜가구가 포함되

는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와 의 연. Choi Jeong(2012)

구에서는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수혜를 받은 가구와 182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추출한 비수혜 가구를 선정하여 이중차이분석182

을 시행한 결과 유의한 정책 효과는 관찰할 수 없었으며 이는 적은 표, 

본수로 인한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등 은 년 년의 암환자 가구와 간질환 가구간 재난Kim (2014) 2009 , 2010

적 의료비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암환자 가구는 증가하고 간질환 가구는 

감소하였으며 이중차이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았지만 비수혜가구 대비 수

혜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정책 시행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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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비 년의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2007-2008 2010-2011

률 비가 일부 유의하게 증가한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과 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중 소득을 자영업자에 비해 Kim Kwon(2015)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한 직장가입자를 이용하여 년을 2002-2004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 시행 전으로 년을 정책 시, 2006-2010

행 후로 정의하고 간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 대비 암환자 

집단에서의 정책 시행 전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이중차이분석 및 소

득수준을 고려한 삼중차이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중차이분석 결과 . 

암환자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정책 시행 후 비교집단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년 대비 년 재난적 의2005 2007-2008

료비가 수혜가구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과 . Kim

는 삼중차이분석 결과 저소득 직장가입자인 암환자보다 고소Kwon(2015)

득 직장가입자인 암환자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감소가 더 뚜렷이 나

타나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저소득 계층에서의 의료비 지

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효과가 목표 집단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고소득 가입자들이 . 

저소득 가입자에 비해 지불능력이 높아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이 높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 의 연구는 지역가입자를 분석에 포. Kim Kwon(2015)

함하지 못하였고 건강보험 청구자료의 한계로 인해 미충족 의료 필요를 

측정하지 못하였지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소득수준

으로 이를 보완하였고 삼중차이분석까지 시행한 점은 이 연구와 비교하

여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

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년 본인부담80% 2004



- 120 -

상한제를 시행한 이후 년 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법2005 9 , , 

정급여 보장률 확대 정책 보험급여화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MRI , , 

만 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 면제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 등 6 ,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며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조 2004 7 2006 12 2 6

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였다(National Health Insurance 

이 재정은 주로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중Corporation, 2008). 

증질환자와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입되었고 그 결과 년 에 2004 54.9%

불과한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년 년 로 2005 57.5%, 2006 64.1%

증가하여 동기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에서 로 9.2% 61.3% 64.3% 3.0% 

증가한 것에 그친 것에 비해(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의 2006-2008) . 

확대는 이 연구에서 년에서 년 사이 수혜가구에서의 재난2005 2007-2008

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이 비수혜가구 대비 유의하게 감소

한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년 이후 년 재난. 2009 2010-2011

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가 감소하지 못하

고 정체 상태에 머문 이 연구 결과는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년 를 정점을 찍은 이후 년 년 년 2007 66.5% 2008 61.7%, 2009 64.3%, 2010

로 정체된 사실63.9%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09-2012)

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등 은 년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보장성 강Lee (2012) 2005-2010 , , 

화를 위한 급여비 지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암의 경우 년 억원2005 585

에서 년 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년 억원으로 총 2006 3,773 2010 8,903

조원을 지출하였고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경우 년 억원에2.7 , 2005 32

서 년 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년 억원으로 총 2006 491 2010 1,239 3,391

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 은 년간 암 심장. Lee (2012) 2005-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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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뇌혈관질환의 비급여 본인부담 지출액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암의 , 

경우 년 억원에서 억원으로 약 배 증가하였으며 심장질2005 5,649 10,381 2

환과 뇌혈관질환의 경우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 2006 489 2010 764 2007

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대책은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춰 첨

단장비를 갖추고 명망있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킬 수 있다 와 의료기관의 선(Dranove Sattertwaite, 1992). 

택과 이용이 자유로운 우리나라 중증질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선

호 현상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심화 또는 고착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등 은 . Park (2012) 2007-2010

년간 종합병원 규모별 입원 중증질환자의 전문진료 분야 분담률을 분석

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70% 

타나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고비용 투자가 필요한 고도의 

첨단 시술을 독점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고착화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등 은 년간 의료기관 종별 비. Lee (2012) 2006-2010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암 환자의 전체 본인

부담 의료비 지출 중 를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였고 심장질환57.4-61.7%

과 뇌혈관질환의 경우 인 것으로 나타나 중증질63.1-70.3% 환자의 비급여 

의료비 지출에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역별 관외 이용 환자 비율이 년을 기점으로 감소2009

세로 전환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심화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등 이는 (Shin , 2013) 9 에 이르는 평균 병상이용률로 인6%

해 환자 수용능력의 포화로 인해 환자 쏠림 현상이 둔화된 것이며(Hong 

등 재원일수의 감소와 동시에 재원일당 진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 2011) 

전체 입원진료 수입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등 (Shin 2013 중증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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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은 비급여 의료비를 지출하는 상급종합병

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의 경영행태는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상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한 고찰. 3 

가설 ( 3)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하면서 나타나는 비수혜가 

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크기는 미

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 3-1)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

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혜가구

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 3-2)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

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혜가구

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 3-3)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하지 않은 경험한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

라 비수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 3-4)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하지 않은 수혜가구에서의 소득계층 하락

의 유병률은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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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을 검증한 결과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하지 않은 가구는 가설 3

의 검증 결과와 유사한 반면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가구는 통계값2

의 경향성은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하지 않은 가구와 유사하였지만 대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충족 의료 . 

필요를 경험한 수혜가구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

률이 비수혜가구와 비교하여 더 많이 감소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입원서비스는 가격 비탄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중(Feldstein, 1999) 

증질환과 같이 의료필요 수준이 높은 경우 가격 비탄력성은 더욱 높아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증질환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입원을 하지 않거나 입원을 하더라도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양

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 즉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할 가능성은 지불능, 

력이 낮은 저소득 가구들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미충족 의료 필. 

요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지출을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역치적 접근법

을 통해 산출되는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은 낮아지게 되는 역설적인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지불능력이 낮아 의료이용에 있어 경제적 장벽. 

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장애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역치

적 접근법을 통해 산출된 재난적 의료비 빈곤화 및 소득계층 하락의 유, 

병률은 과소추정 될 수 있는 것이다.

과 은 년 차상위계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미충족 Kim Huh(2011) 2006

의료 필요 경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가구와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의

료비 지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하였고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에

혜가구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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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충족 의료 필요를 유의하게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과 는 의료기관까지의 물리적 거리 의료정보의 부족 뿐만 아Huh(2011) , 

니라 다양한 경제적 이유로 인해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 , , , 

환 등 중증질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이용과 그로 인해 고

액의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을 경우 미충족 의료 필요의 발생 가능성

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외래 입원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나 검사를 포기, 

함으로써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의료비 지출의 크기가 감소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 은 년 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증질Choi (2014) 2009 , 2011

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미충족 의료 필요 경험에 미친 영향을 살

펴본 결과 정책 시행 후 미충족 의료 필요 경험이 시행 전에 비해 감소

하였지만 수혜집단의 미충족 의료 필요 경험률은 비수혜집단보다 더 높

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에서 . 

미충족 의료 필요가 더 집중되어 발생할 수 있고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

험한 중증질환자는 입원 서비스 이용을 줄임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스스

로 통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수혜가구 중 일구 가구에서는 미충족 의료 필요가 발생하여 필

요한 의료서비스의 소비를 줄여 의료비 지출이 감소되면서 재난적 의료

비 또는 소득계층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비수혜가구보다 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은 수혜가구에서 더 많

이 나타나는 차별적 오분류 가 발생하게 된(differential misclassification)

다 이러한 차별적 오분류로 인해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수혜가구. 

에서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의 감소 폭이 비수혜가구

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이는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가구만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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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시행한 이중차이분석 결과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의 통계적 유

의성이 대부분 관찰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과도한 가계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

고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빈곤화를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

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미충족 의료 필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선행

연구들과 이 연구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 의료이. 

용을 한 가입자만이 포함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경우 미충족 의료 필요가 발생하여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사례들은 모두 누락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고 정책 수혜 여부

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 수준별 중증질환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암 발생률과 사

망률은 저소득 계층이 고소득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Kim, 200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위암 대장암과 유방암은 조기검진 , 2011) , 

대상 암종 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계층이 고소득 계층에 비해 진행된 

병기의 암을 진단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Kim, 2013). 

환은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에 비해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났

다 등 이는 저소득 계층이 중증질환에 이환될 경우 고소득 (Choi , 2011). 

계층보다 진단 당시 질병의 중증도가 더 높아 의료필요 수준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가구 소득과 미충족 의료 필요간 관련성. 

을 살펴본 연구 등 에서는 소득 하위 에 해당(Sohn , 2010; Lim, 2013) 20%

하는 제 분위 가구들이 제 분위 가구들에 비해 미충족 의료 필요 경험 1 5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 분위 가구에서 미충족 의료 2

필요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 은 제 분위 가. Sohn (2010) 2

구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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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에 가입하였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통해 미충족 의료 필요 경험

의 크기를 낮추는 데 일정 수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저소득 계층은 고소득계층에 비해 건강검진 등 질병예방 

의료서비스를 덜 받고 그로 인해 중증질환이 더 진행된 상태에서 의료서

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 필요 수준이 높고 가격 탄력성. 

이 낮아 고액의 의료비 지출을 해야 하는 중증질환에 이환된 저소득 계

층들은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치료 검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정급여 본인부담 , . 

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

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

능성도 있다.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재난적 의료비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빈곤화를 예방하는 목적을 충분히 이루었다면 건강

보험 보장망 안의 사각지대 크기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적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을 통해 중증질환자들

이 건강보험 보장망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얼마만큼 효과

적으로 감소시켰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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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결론(4)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2011

자료를 이용하여 년과 년 시행된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2005 2009-2010

확대 정책이 재난적 의료비와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 및 소득계층 

하락의 예방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 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과 강도율은 저소득 가구에 집중되었으며 이 집

중도는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년도와 년도 사이에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 재2001 2005

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는 증가하였고, , 

법정급여 보장률을 로 확대한 후 년까지 비수혜가구 대비 90% 2007-2008

수혜가구에서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는 일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하, . 

지만 법정급여 보장률을 로 확대한 후에는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95%

구에서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의 증감이 뚜렷하지 않았다, . 

셋째,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하지 않은 가구는 가설 의 검증 결과2

와 유사하였다 반면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가구만을 분석한 결과 .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비수혜가

구 대비 수혜가구에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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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기 위해 년도부터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수혜가구에서 재난2005

적 의료비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반면 보장률, 

을 로 확대하기 위하여 년부터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은 추95% 2009-2010

가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데 한계, 

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수혜가구들. 

이 법정급여 보장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 소득계층 하락의 , 

유병률이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은 점은 법정급여 보장률 확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소득계층 하락 수준을 평가할 때 미충족 의료 필요 경험 ,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년도부터 년도까지 진행된 중증질환 법정급여 2001 2011

보장 확대 정책이 가구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얼마만큼 기여를 했

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으며 년 이후 추진되는 건강보, 2013

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초자

료와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 129 -

참고문헌6. 

Antonakis A, Bendaha S, Jacquart P, Lalive. On making causal claims: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Leadership Quarterly 2010;21(6):1086–

1120.

Axelson O, Fredriksson M, Ekberg K. Use of the prevalence ratio v the 

prevalence odds ratio in view of confounding in cross sectional studies. 

Occup Environ Med 1995;52(7):494.

Ayanian JZ, Weissman JS, Schneider EC, Ginsburg JA, Zaslavsky AM. 

Unmet health needs of uninsured adults in the United States. JAMA 

2000;284(16):2061-2069.

Bae JY. Impacts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health status. Korean J Soc Welf Stud 2010;41(2):35-65. 

(Korean)

Baji P, Pavlova M, Gulacsi L, Groot W. Changes in equity in 

out-of-pocket payments during the period of health care reforms: 

evidence from Hungary. Int J Equity Health 2012;11:36.

Bank of Korea. National Accounts. Seoul: Bank of Korea; 2000-2012. 

(Korean)

Barros AJ, Hirakata VN. Alternatives for logistic regression in 

cross-sectional studies: an empirical comparison of models that directly 

estimate the prevalence ratio. BMC Med Res Methodol 2003;3:21.

Bauhoff S, Hotchkiss DR, Smith O. The impact of medical insurance for 

the poor in Georgia: a regression discontinuity approach. Health Econ 

2011;20(11):1362-1378.



- 130 -

Berki SE. A look at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nd the poor. Health 

Aff (Millwood) 1986;5(4):139-145.

Blundell R, Dias MC. Alternative approaches to evaluation in empirical 

microeconomics. In Discussion Paper No. 3800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Bonn, Germany: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Discussion Paper No. 3800: 2008.

Bonu S, Bhushan I, Peters DH. Incidence, intensity, and correlates of 

catastrophic out-of-pocket health payments in India. In ERD Working 

Paper No. 102.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2007.

Breslow NE. Covariance analysis of censored survival data. Biometrics 

1974;30:89-99.

Bump JB. The long road to universal health coverage: a century of 

lessons for development strategy. New York: Rockefeller foundation; 

2010.

Burtless G, Siegel S. Medical spending, health insurance, and measurement 

of american povert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01.

Carrin G , James C. Reaching universal coverage via social health 

insurance: key design features in the transition period.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Carrin G, Mathauer I, Xu K, Evans DB. Universal coverage of health 

services: tailoring its implementation. Bull World Health Organ 

2008;86(11):857-863.

Cavagnero E, Carrin G , Xu K, Aguilar-Rivera AM. Health financing in 

Argentina: an empirical study of health care expenditure and 

utilization. Delegaci n Tlalpan: Fundaci n Mexicana para la Salud, A.C.; ó ó



- 131 -

2006.

Chen L, Yip W, Chang MC, Lin HS, Lee SD, Chiu YL, et al. The effects 

of Taiwan's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access and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Health Econ 2007;16(3):223-242.

Cheong CL, Lee TJ. The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and re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mong households in Seoul. Health 

Policy Manage 2012;22(2):275-296. (Korean)

Choi WJ. Changes in cancer patients' medical costs due to increased health 

insurance benefits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06. 

(Korean)

Choi HJ, Khang YH, Yang S, Harper S, Lynch JW.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cause-specific mortality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Int J 

Epidemiol 2007;36(1):50-57.

Choi YH. The effect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extension on medical 

care utilization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inpatient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09. (Korean)

Choi YS, Tae YH, Sohn DG , Kim KY. Policy for efficient containment of 

out-of-pocket payment. Seoul: Health Insurance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1. (Korean)

Choi JK, Jeong HS, Shin JW, Yeo JY. Effects of the benefit extension 

policy on the burdening of health care expenditure for households 

with patients of chronic or serious case. Health Policy Manage 

2011;21(2):159-178. (Korean)

Choi JK, Jeong HS.  Impacts of the benefit extension policy on financial 

burden and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 Korean J Health 



- 132 -

Econ Policy 2012;18(4):1-19. (Korean)

Choi SA, Choi JS. Determinants of poverty exit during the economic crises: 

in the case of South Korea, 1998 economic crisis and 2008 financial crisis. 

Korean J Soc Welf Stud 2014;45(1):5-36. (Korean)

Choi JW, Kim JH, Park EC. The relief effect of copayment decreasing 

policy on unmet needs in targeted diseases. Health Policy Manage 

2014;24(1):24-34. (Korean)

Chu TB, Liu TC, Chen CS, Tsai YW, Chiu WT. Household out-of-pocket 

medical expenditure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aiwan: income 

and regional inequality. BMC Health Serv Res 2005;5(1):60.

Clayton D, Hills M, Pickles A. Statistical models in epidem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1996.

Cook TD. Waiting for life to arrive: a history of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in psychology, statistics and economics. J Econom 

2008;142(2):636-654.

Cunningham PJ, Hadley J. Differences between symptom-specific and 

general survey questions of unmet need in measuring insurance and 

racial/ethnic disparities in access to care. Med Care 2007;45(9):842-850.

Cutler DM, Zeckhauser RJ. The anatomy of health insurance. Handbook 

Health Econ 2000;1:563-643.

Deddens JA, Petersen MR, Lei X. Estimation of prevalence ratios when 

PROC GENMOD does not converge. In: Proceedings of the 28th Annual 

SAS Users Group International Conference, March 30 April 2, 2003. –

Paper 270-28. Cary, NC: SAS Institute Inc, 2003. Available from 

http://www2.sas.com/proceedings/sugi28/270-28.pdf (accessed 17 March  



- 133 -

2015).

Dranove D, Satterthwaite MA. Monopolistic competition when price and 

quality are imperfectly observable. RAND J Econ 1992;23(4):518-534.

Fallon PR, Lucas REB. The impact of financial crises on labor markets, 

household incomes, and poverty: a review of evidence. World Bank Res 

Obs 2002;17(1):21-45.

Feder J, Hadley HH. Insuring the Nation's Health.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1.

Feder J, Hadley J, Zuckerman S. How did Medicare's prospective payment 

system affect hospitals? N Engl J Med 1987;317(14):867-873.

Feenberg D, Skinner J. The risk and duration of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s. Rev Econ Stat 1994;76(4):633-647.

Feldstein MS. A new approach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Public 

Interest 1971;23(1):93-105.

Feldstein MS. The welfare loss of excess health insurance. J Polit Econ 

1973;81:251-280.

Feldstein PJ. Health care economics. New York; Delmar Publishers Inc.: 

1999.

Fields GS. Income mobility: concepts and measures. New markets, new 

opportunities?: economic and social mobility in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Flores G , Krishnakumar J, O’Donnell O, van Doorslaer E. Coping with 

health-care costs: implications for the measurement of catastrophic 

expenditures and poverty. Health Econ 2008;17(12):1393-1412.

Friedman M.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134 -

Press: 1962.

Gal rraga O, Sosa-Rub SG, Salinas-Rodr guez A, Sesma-V zquez S. á í í á

Health insurance for the poor: impact on catastrophic and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s in Mexico. Eur J Health Econ 

2010;11(5):437-447.

Ghosh S. Catastrophic payments and impoverishment due to out-of-pocket 

health spending. Econ Polit Wkly 2011;46(47):63-70.

Giedion U, Andr s Alfonso E, D az B. Measuring the impact of mandatory é í

health insurance on access and utilization: The case of the Colombian 

contributory regim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7.

Giedion U, Andr s Alfonso E, D az Y. The impact of universal coverage é í

schemes in the developing world: a review of the existing evidenc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13.

Gosden T, Pedersen L, Torgerson D. How should we pay doctors? A 

systematic review of salary payments and their effect on doctor 

behaviour. QJM 1999;92(1):47-55.

Greenland S. Interpretation and choice of effect measures in 

epidemiologic analyses. Am J Epidemiol 1987;125(5):761-768.

Harris JE, Sosa-Rubi SG . Impact of "Seguro Popular" on prenatal visits in 

Mexico, 2002-2005: latent class model of count data with a discrete 

endogenous variable.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9.

Hong JS et al. Policy on managing hospital beds for providing efficient 

medical care. Seou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1. (Korean)



- 135 -

Hong KS, Bang OY, Kang DW, Yu KH, Bae HJ, Lee JS, Heo JH, Kwon 

SU, Oh CW, Lee BC, Kim JS, Yoon BW. Stroke statistics in Korea: Part 

I. Epidemiology and risk factors: a report from the Korean Stroke 

Society and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Stroke. J Stroke 

2013;15(1):2-20.

Huh SI. Policy issues on the limited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Health Welf Policy Forum 2008;6:22-38. (Korean)

Huh SI. Changes in the financial burden of health expenditures by income 

level. Health Welf Policy Forum 2009;3:48-62. (Korean)

Hwang DK, Shin YS, Shin HW, Sung MH, Lee YS, Yeo JY, Lim SJ. A study of 

ways to improve the health of low-income Koreans and reduce their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Jos D az J, Jaramillo M. Evaluating interventions to reduce maternal é í

mortality: evidence from Peru's PARSalud programme. J Development 

Effectiveness 2009;1(4):387-412.

Jowett M, Contoyannis P, Vinh ND. The impact of public voluntary health 

insurance on private health expenditures in Vietnam. Soc Sci Med 

2003;56(2):333-342.

Ju WS. The effect of increased cancer coverage on medical usage 

behavior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8. (Korean)

Jung SM. Effects of benefit coverage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the cancer patient s the hospital stay and their medical cost [master's ʼ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07. (Korean)

Jung JJ.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changes to the co-payments of cancer 



- 136 -

patients on their uses of medical services [dissertation]. Nonsan; Konyang 

University: 2008. (Korean)

Jung YH. Cost of illness and health-friendly fiscal policy. Health Welf Policy 

Forum 2009;10:50-61. (Korean)

Jung Y, Huh SI. Changes in the level and the composition of health 

expenditures by income levels. Korean Health Econ Rev 2012;18(4):21-39. 

(Korean)

Jung YI, Lee HJ, Lee TJ, Kim HS. Measures of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systematic review and implications. Korean J 

Health Econ Policy 2013;19(4):1-27. (Korean)

Jung KW, Won YJ, Kong HJ, Oh CM, Cho HS, Lee DH, Lee KH. Cancer 

statistics in Korea: incidence, mortality, survival, and prevalence in 2012. 

Cancer Res Treat 2015;47(2):127-141.

Kawabata K, Xu K, Carrin G. Preventing impoverishment through 

protection agains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ull World Health 

Organ 2002;80(8):612.

Kim CY, Khang YH, Kim SH, Sung JH, Yoon TH, Jung SH et al. Poverty 

and health. Seoul: Hanul Publishing Company; 2003. (Korean)

Kim HJ. How much should the poor pay for their health care servic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Korean J Soc Welf 

2004;56(3):113-133. (Korean)

Kim CW. Inequality in incidence, fatality and utilization of cancer patients 

across income groups in South Korea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Korean)

Kim JG. Study on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behavior of the 



- 137 -

poor. Korean J Soc Welf Stud 2007;34:29-53. (Korean)

Kim MH, Do YK. Strengthening causal inference in studies using non- 

experimental data: an application of propensity score and instrumental 

variable methods. J Prev Med Public Health 2007;40(6):495-504. 

(Korean)

Kim HJ.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burden of the poor. J Soc Res 

2008;9(1):229-254. (Korean)

Kim SJ, Ko Y, Oh JH, Kwon SM. The effect of expanding health 

insurance benefits for cancer patients on the equ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Health Policy Manage 2008;18(3):1-21. (Korean)

Kim TI, Huh SI. Changes in financial burden of health expenditures by 

income level. Korean J Health Policy Adm 2008;18:23-48. (Korean)

Kim CY. Theories of health insurance. Seoul: Hanul Publishing Company; 

2009. (Korean)

Kim YH, Yang BM. The trend in catastrophic health payments by income 

strata in South Korea. Korean J Health Econ Policy 2009;15(1):59-77. 

(Korean)

Kim JK. Issues in coverage of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0. (Korean)

Kim SJ, Huh SI. Financial burden of health care expenditures and unmet 

needs by socioeconomic status. Korean J Health Econ Policy 

2011;17(1):47-70. (Korean)

Kim KA, Shine EK, Baek SJ, Choi YS, Jung KT. A study on catastrophic 

user-paid expenditure attributes for patient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Korean J Health Econ Policy 2011;17(3):75-99. (Korean)



- 138 -

Kim KS, Lee HO.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unmet 

needs depending on the types of health care system. Soc Welf Policy 

2012;39(4):255-279. (Korean)

Kim SJ. Effect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extension for cancer 

patients on equity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Korean)

Kim JH, Kim SJ, Kwon SM. Effect of expanding benefit coverage for 

cancer patients on equ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catastrophic 

expenditure. Health Policy Manage 2014;24(3):228-241. (Korean)

Kim Y. Towards universal coverage: an evaluation of the benefit 

enhancement plan for four major conditions in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J Korean Med Assoc 2014;57(3):198-203. (Korean)

Kim SJ, Kwon SM. Impact of the policy of expanding benefit coverage 

for cancer patients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cross different 

income groups in South Korea. Soc Sci Med 2015;138:241-247.

King G, Gakidou E, Imai K, Lakin J, Moore RT, Nall C, et al. Public 

policy for the poor? A randomised assessment of the Mexican universal 

health insurance programme. Lancet 2009;373(9673):1447-145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Korean)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 for using 

raw data of the 5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Che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Korean)



- 139 -

Kraft AD, Quimbo SA, Solon O, Shimkhada R, Florentino J, Peabody JW. 

The health and cost impact of care delay and the experimental impact 

of insurance on reducing delays. J Pediatr 2009;155(2):281-285.

Krugman P. The rich, the right, and the facts. Am Prospect 

1992;11:19-31.

Kwon SM. Strategy for enhancing benefit coverage in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Society of Public Administration. 

Proceedings of 2007 annual conference of Korea Society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Korea Society of Public Administration; 2007. p. 

1-15. (Korean)

Kwon HJ, Cho Y, Ko JY.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The DD method 

combine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Korean J Soc Welf 

2011;63(4):301-326. (Korean)

Lagomarsino G , Garabrant A, Adyas A, Muga R, Otoo N. Moving 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health insurance reforms in nine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and Asia. Lancet 2012;380(9845):933-943.

Lee J, Chia KS. Estimation of prevalence rate ratios for cross sectional 

data: an example in occupational epidemiology. Br J Ind Med 

1993;50(9):861-862.

Lee J. Odds ratio or relative risks for cross-sectional data? Int J 

Epidemiol 1994;23(1):201-203.

Lee J. Estimation of prevalence rate ratios from cross-sectional data: a 

reply. Int J Epidemiol  1995;24(5):1066-1067.

Lee SY. A study on inequ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the proportion 



- 140 -

of medical care expenditure to income. Korean J Soc Welf Stud 

1997;10(1):415-447. (Korean)

Lee TJ, Yang BM, Kwon SM, Oh JH, Lee SH. Equity in the expenditures 

of health care services. Korean Health Econ Rev 2003;9(2):25-24. 

(Korean)

Lee WY. Equity i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dissertation]. Seoul: 

Hanyang University; 2004. (Korean)

Lee WY. Equity in urban households’ out-of-pocket payments for health 

care. Health Policy Manage 2005;15(1):30-56. (Korean)

Lee WY, Shin YJ.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mong income groups 

in urban households. Korean Soc Sec Stud 2005;21(2):105-133. (Korean)

Lee YJ.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changes to the co-payment of 

cancer patients of their uses of medical services. J Korean Public 

Policy 2009;11(1):3-24. (Korean)

Lee YG . Social exclusion and social inclusion in the public health security 

system. Korea Soc Policy Rev 2010;17(2):235-265. (Korean)

Lee HJ, Lee TJ. Factors associated with incidence and recurrence of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n South Korea. Korean Soc 

Secur Stud 2012;28(3):39-62. (Korean)

Lee OH, Tae YH, Seo SR, Seo NG. Change of structure of medical 

expenditure after implementing benefit reinforcement policy. Seoul: 

Health Insurance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2. (Korean)

Liao PA, Chang HH, Yang FA. Does the universal health insurance 

program affect urban-rural differences in health service utilization 

among the elderly?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in Taiwan. J 



- 141 -

Rural Health 2012;28(1):84-91.

Lim JH. Analysis of unmet medical need status based on the Korea 

Health Panel. Health Soc Sci 2013;34(3):237-256.

Limwattananon S, Tangcharoensathien V, Prakongsai P. Catastrophic and 

poverty impacts of health payments: results from national household 

surveys in Thailand. Bull World Health Organ 2007;85(8):600-606.

Localio AR, Margolis DJ, Berlin JA. Relative risks and confidence intervals 

were easily computed indirectly from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J 

Clin Epidemiol 2007;60(9):874-882.

Lui KJ. Statistical estimation of epidemiologic risk. Hoboken; John Wiley & 

Sons Ltd; 2004.

Lumley T, Kronmal R, Ma S. Relative risk regression in medical research: 

models, contrasts, estimators, and algorithms. UW Biostatistics Working 

Paper Series, paper 293, 2006. Available from http:// 

www.bepress.com/uwbiostat/paper293/ (accessed 17 March  2015).

Maasoumi E. On mobility. In Giles, D. & A. Ullah(eds), Handbook of 

applied economic statistics. New York; Marcel Dekker: 1998 p. 9-176.

Martinez S. Impact evaluation of maternal child provincial health 

investment project in Argentina-Plan Nacer. BNPP PPP Health and 

Education Synthesis Reports. Washington D.C.: World Bank Netherlands 

Partnership Program: 2001.

McNutt LA, Wu C, Xue X, Hafner JP. Estimating the relative risk in 

cohort studies and clinical trials of common outcomes. Am J Epidemiol 

2003;157(10):940-943.

Miettinen OS, Cook EF. Confounding: essence and detection. Am J 



- 142 -

Epidemiol 1981;114(4):593-603.

Mills A. Strategies to achieve universal coverage: are there lessons from 

middle income countries?: a literature review commissioned by the 

Health Systems Knowledge Network. Johannesburg;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Centre for Health Policy; 200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 book 1980.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80.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 book 1990.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0.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ncer facts and figures.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national health accounts and total 

health expenditure in 2010.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a.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 book 2012.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b.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lan for increasing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2014 to 2018. Sejong; Min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Korean)

Morgan SL, Winship C. Counterfactuals and causal inference: methods 

and principles for social resear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Murray C, Frenk J. World Health Report 2000: a step towards 

evidence-based health policy. Lancet 2001;357(9269):1698-1700.

Murray CJL, Xu K, Klavus J, Kawabata K, Hanvoravongchai P, Zeramdini 



- 143 -

R, Aguilar-Rivera MA, Evans DB. Assessing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financial contributions to the health system: Concepts and 

empirical application. in Health systems performance assessment: 

debates, methods, and empiricism, ed. Murray CJL and Evans DB.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Nam GY. A study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reinforcement and its 

effect on hospital management performance [dissertation]. Seoul: 

KyungHee University; 2011.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urvey on the benefit coverage 

rat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2004-2011). Seoul: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06-2013.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urrent status of major four 

serious illnesses. Seoul: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3.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Benefit enhancement plan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um. 2008. 

(Korean)

Newacheck PW, Hughes DC, Hung YY, Wong S, Stoddard JJ. The unmet 

health needs of America's children. Pediatrics 2000;105(Supplement 

3):989-997.

Newcombe RG . A deficiency of the odds ratio as a measure of effect 

size. Stat Med 2006;25(24):4235-4240.

Newhouse JP, McClellan M. Econometrics in outcomes research: the use 

of instrumental variables. Annu Rev Pub Health 1998;19:17-34.

Nguyen HT, Hatt L, Islam M, Sloan NL, Chowdhury J, Schmidt J-O, et al. 



- 144 -

Encouraging matern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 evaluation of the 

Bangladesh voucher program. Soc Sci Med 2012;74(7):989-996.

Nolan B, Whelan CT. Resources, deprivation and poverty. Oxford; 

Clarendon Press: 1996.

Nurminen M. To use or not to use the odds ratio in epidemiologic 

analyses? Eur J Epidemiol 1995;11(4):365-371.

Nyman JA. The value of health insurance: the access motive. J Health 

Econ 1999;18(2):141-152.

O'Donnell O, van Doorslaer E, Rannan-Eliya RP, Somanathan A, Adhikari SR, 

Harbianto D, et al. The incidence of public spending on healthcare: 

comparative evidence from Asia. World Bank Econ Rev 2007;21(1):93-123.

O'Donnell O, van Doorslaer E, Wagstaff A, Lindelow M. Analyzing health 

equity using household survey data - a guide techniques and their 

implementations. Washington, D.C; The WorldBank: 2008.

Oh JH. Performance indices for tackling inequalities of population health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Korea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ealth 

Statistics 2014.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5. Available from http://http://www.oecd.org/els/ 

health-systems/health-data.htm (accessed 17 March  2015).

Osborn J, Cattaruzza MS. Odds ratio and relative risk for cross-sectional 

data [letter; comment]. Int J Epidemiol 1995;24(2):464-465.

Panopoulou G. Affiliation and the demand for health care by the poor in 

Colombia. Sussex, UK: University of Sussex Department of Economics; 

2001.



- 145 -

Panpiemras J, Puttitanun T, Samphantharak K, Thampanishvong K. Impact 

of universal health care coverage on patient demand for health care 

services in Thailand. Health Policy 2011;103(2):228-35.

Park CS, Kim KM, Lee BR, Jang JH, Han SJ, Kang KH et al. Survey on 

and analysis of medical care delivery for improving appointment 

criteria of tertiary hospitals.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Korean)

Park JY, Kim YM, Jung K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he middle- and old-aged household. Health Serv 

Manag Rev 2013;7(2):25-37. (Korean)

Parmar D, Reinhold S, Souares A, Savadogo G , Sauerborn R. Does 

community based health insurance protect household assets? evidence ‐

from rural Africa. Health Serv Res 2012;47(2):819-839.

Pearce N. Effect measures in prevalence studies. Environ Health Perspect 

2004;112(10):1047.

Preker AS, Langenbrunner J, Jakab M, Dror D, Preker A. Rich-poor 

differences in health care financing. Boston: Social Reinsurance; 2002, 

p. 21.

Rice T, Desmond K, Gabel J. The Medicare Catastrophic Coverage Act: a 

post-mortem. Health Aff (Millwood) 1990;9(3):75-87.

Roh SY, Kim JH, Lee HY. Differential adoption of out-of-pocket payment 

limit system by income. Seoul: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08. (Korean)

Roh SH. The longitudinal study on the factor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mong disabled elderly households. Korean J Soc Welf 



- 146 -

2012;64(3):51-77. (Korean)

Rosenbaum PR, Rubin DB.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1983;70(1):41-55.

Rubin DB. Estimating causal effects of treatments in randomized and 

nonrandomized studies. J Educ Psychol 1974;66(5);688-701.

Savitz DA. Measurements, estimates, and inferences in reporting 

epidemiologic study results. Am J Epidemiol 1992;135(3):223-224.

Schouten EG, Dekker JM, Kok FJ, Le Cessie S, Van Houwelingen HC, 

Pool J, Vanderbroucke JP. Risk ratio and rate ratio estimation in 

case-cohort designs: hypertension and cardiovascular mortality. Stat 

Med 1993;12(18):1733-1735.

Shadish WR, Cook TD, Campbell DT. Experimental and quasi- 

experimental designs for generalized causal inference. Boston; 

Houghton Mifflin: 2002.

Shim Y. An analysis on health expenditures of the elderly. J Korean 

Home Manage Assoc 1997;15(4):1-13 (Korean)

Shin YS, Shin HW, Hwang DK, Kim HI, Kim JS. Establishment of the 

health care safety net and policy task.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6, p. 53-60, 137-196. (Korean)

Shin YS. Proceeding 30 years of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celebrating past achievement, planning for the future. Seoul; The 30th 

Anniversary Symposiu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2007. 

(Korean)

Shin YS. A study to improve health security for low income people. 

Health Welf Policy Forum 2009;151:79-91. (Korean)



- 147 -

Shin YJ, Sohn JI. The prevalence and association factors of unmet 

medical need - using the 1st and 2nd Korea Welfare Panel Data. 

Health Soc Welf Rev 2009;29(1):111-142.

Shin HW, Shin YS, Hwang DK, Yoon PK. The effect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povert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Korean)

Shin YS, Kang HJ, Kim NS, Jeong YH, Kim DJ, Hwang DK. Direction of 

sustainability of health care system after enhancing National Health 

Insurance's coverage.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Korean)

Skov T, Deddens J, Petersen MR, Endahl L. Prevalence proportion ratios: 

estimation and hypothesis testing. Int J Epidemiol 1998;27:91-95.

Smith JA, Todd PE. Does matching overcome LaLonde's critique of 

nonexperimental estimators? J Econom 2005;125(1):305-353.

Somkotra T, Lagrada LP. Payments for health care and its effect on 

catastrophe and impoverishment: experience from the transition to 

Universal Coverage in Thailand. Soc Sci Med 2008;67(12):2027-2035.

Somkotra T, Lagrada LP. Which households are at risk of catastrophic 

health spending: experience in Thailand after universal coverage. 

Health Aff(Millwood) 2009;28(3):w467-478.

Sohn SI, Shin YJ, Kim CY.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he poor. Health Soc Welf Rev 2010;30(1):92-110. 

(Korean)

Song EC, Shin YJ.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poverty and the persistence of poverty in South Korea. J 



- 148 -

Prev Med Public Health 2010;43(5):423-435. (Korean)

Song EC, Shin YJ.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and persistence of poverty in South Korea: analysi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2007-2012. Health Policy Manage 

2014;24(3):242-253. (Korean)

Sosa-Rubi SG , Galarraga O, Harris JE. Heterogeneous impact of the 

“Seguro Popular” program on the utilization of obstetrical services in 

mexico, 2001 2006: a multinomial probit model with a discrete –

endogenous variable. J Health Econ 2009;28(1):20-34.

Spiegelman D, Hertzmark E. Easy SAS calculations for risk or prevalence 

ratios and differences. Am J Epidemiol 2005;162:199-200.

Statistical information center, Ministry of Health, China. Progress and 

impact evaluation of Chinese New Cooperative Medical Scheme. 

Beijing: Beijing Union Medical University Press; 2007.

Statistics Korea. Analysis of non-reponse rate and imputation in Korea 

National Health and Examination Survey. Daejeon; Statistics Korea: 

2011. (Korean)

Stiglitz JE. Ecometrics of the public sector(2nd 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8.

Stromberg U. Prevalence odds ratio versus prevalence ratio. Occup 

Environ Med 1994;51(2):143-144.

Storeng KT, Baggaley RF, Ganaba R, Ouattara F, Akoum MS, Filippi V. 

Paying the price: the cost and consequences of emergency obstetric 

care in Burkina Faso. Soc Sci Med 2008;66(3):545-557.

Tellez-Rojo M, Avila J, Avila M, Llamas H. Public policy for the poor? A 



- 149 -

randomized assessment of the Mexican universal health insurance 

program. Lancet 2009;373(9673):1447-1454.

Thistlethwaite DL, Campbell DT. Regression-discontinuity analysis: an 

alternative to the ex post facto experiment. J Educ Psychol 

1960;51(6):309-317.

Thompson ML, Myers JE, Kriebel D. Prevalence odds ratio or prevalence 

ratio in the analysis of cross sectional data: what is to be done? 

Occup Environ Med 1998;55(4):272-277.

Thornton RL, Hatt LE, Field EM, Islam M, Sol s Diaz F, Gonz lez MA. í á

Social security health insurance for the informal sector in Nicaragua: a 

randomized evaluation. Health Econ 2010;19(S1):181-206.

Traissac P, Martin-Prevel Y, Delpeuch F, Maire B. R gression logistique é

vs autres mod les lin aires g n ralis s pour l'estimation de rapports de è é é é é

pr valences. é Rev Epidemiol Sante Publique 1999;47(6):593-604. 

(Mexican)

Trujillo AJ. Medical care use and selection in a social health insurance 

with an equalization fund: evidence from Colombia. Health Econ 

2003;12(3):231-246.

Trujillo AJ, Portillo JE, Vernon JA. The impact of subsidized health 

insurance for the poor: evaluating the Colombian experience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Int J Health Care Finance Econ 

2005;5(3):211-239.

van Doorslaer E, O'Donnell O, Rannan-Eliya RP, Somanathan A, Adhikari 

SR, Garg CC, et al. Catastrophic payments for health care in Asia. 

Health Econ 2007;16(11):1159-1184.



- 150 -

van Minh H, Kim Phuong NT, Saksena P, James CD, Xu K. Financial 

burden of household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in Viet Nam: 

findings from the National Living Standard Survey 2002-2010. Soc Sci 

Med 2013;96:258-263.

Victora Cesar Gomes, Vaughan JP, Kirkwood Betty R, Martines JC, 

Barcelos LB. Risk factors for malnutrition in Brazilian children. The 

role of soci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Bull World Health Organ 

1986;64(2):299-309.

Wacholder S. Binomial regression in GLIM, estimating risk ratios and risk 

differences. Am J Epidemiol 1986;123(1):174-184.

Wagstaff A, van Doorslaer E. Catastrophe and impoverishment in paying 

for health care: with applications to Vietnam 1993-1998. Health Econ 

2003;12(11):921-933.

Wagstaff A, Pradhan M. Health insurance impacts on health and 

nonmedical consumption in a developing country.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563. New York; The World Bank: 2005.

Wagstaff A. Extending health insurance to the rural population: an impact 

evaluation of China's New Cooperative Medical Scheme. New York; 

The World Bank Publications: 2007.

Wagstaff A, Yu S. Do health sector reforms have their intended impacts?: 

the World Bank's Health VIII project in Gansu province, China. J 

Health Econ 2007;26(3):505-535.

Wagstaff A, Lindelow M. Can insurance increase financial risk?: the 

curious case of health insurance in China. J Health Econ 

2008;27(4):990-1005.



- 151 -

Wagstaff A, Lindelow M, Jun G, Ling X, Juncheng Q. Extending health 

insurance to the rural population: an impact evaluation of China's new 

cooperative medical scheme. J Health Econ 2009;28(1):1-19.

Wagstaff A. Estimating health insurance impacts under unobserved 

heterogeneity: the case of Vietnam's health care fund for the poor. 

Health Econ 2010;19(2):189-208.

Wang H, Yip W, Zhang L, Hsiao WC. The impact of rural mutual health 

care on health status: evaluation of a social experiment in rural China. 

Health Econ 2009;18(S2):S65-S82.

Waters HR, Anderson GF, Mays J. Measuring financial protection in health 

in the United Stats. Health Policy 2004;69(3):339-349.

White H. Impact evaluation: The experience of the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of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6.

Winship C, Morgan SL. The estimation of causal effects from 

observational data. Ann Rev Sociol 1999;25;659-706.

Wooldridge JM.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Cambridge; MIT press: 2010.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Health System: 

Improving Performa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Wyszewinaski L. Financially catastrophic and high-cost cases: definitions, 

distinctions, and their implication for policy formulation. Inquiry 

1986a;21:382-394.

Wyszewianski L. Families with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s. 

Health Serv Res 1986b;21(5):617-634.



- 152 -

Xu K, Evans DB, Kawabata K, Zeramdini R, Klavus J, Murray CJ.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Lancet 2003;362(9378):111-117.

Xu K, Evans DB, Carrin G, Aguilar-Rivera AM, Musgrove P, Evans T. 

Protecting households from catastrophic health spending. Health 

Aff(Millwood) 2007;26(4):972-983.

Yan JE, Fan TT, Shi SL. Evaluation of effects of New Cooperative 

Medical Schemes on disease economic risk alleviation. Xian Dai Yu 

Fang Yi Xue 2009;36:259-262.

Yip W, Hsiao WC. Non-evidence-based policy: how effective is China's 

new cooperative medical scheme in reducing medical impoverishment? 

Soc Sci Med 2009;68(2):201-209.

Yu CP, Whynes DK, Sach TH. Equity in health care financing: the case 

of Malaysia. Int J Equity Health 2008;7-15.

Yun HS, Kwon SM, Kwon YJ. Improving Priority-setting procedures for 

NHI benefit package. Health Policy Manage 2010;20(2):53-68. (Korean)

Yun JY, Hong KS. An empirical analysis of intra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Korea. Korean J Labour Econ 2012;35(2):43-77. (Korean)

Zhang J, Kai YF. What's the relative risk?: a method of correcting the 

odds ratio in cohort studies of common outcomes. JAMA 

1998;280(19):1690-1691.

Zocchetti C, Consonni D, Bertazzi P. RE. Estimation of prevalence rate 

ratios from cross-sectional data (letter). Int J Epidemiol 1995;24:1064–

1065.



- 153 -

부  록

Table A-1. Prevalence,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calender year and 3,310 households' 

equivalent income divided by relative poverty line ········································ 154

Table A-2. Prevalence,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calender year and presence of elderly 

members···················································································································· 156

Table A-3. Prevalence,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calender year and household head's 

gender ························································································································ 158

Table A-4. Prevalence,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calender year and household head's 

age group·················································································································· 160

Table A-5. Prevalence,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calender year and household head's 

educational attainments ·························································································· 162

Table A-6. Prevalence,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calender year and household head's 

occupational class ···································································································· 164

Table A-7. Prevalence,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downward income mobility by calender year and household's 

characteristics  ······································································································· 166



- 154 -

Prevalence N(%) PD(95% CI) PR(95% CI)

More than 5%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200%≥ 79(27.2)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54(46.6) 19.3(7.2-31.4) 1.71(1.30-2.24)

     100% to <150% 70(57.9) 30.6(18.9-42.4) 2.12(1.67-2.71)

     <100% 74(74.7) 47.5(36.8-58.2) 2.74(2.21-3.44)

  Year 2005(N=1,241) p<0.001

     200%≥ 102(17.7)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74(33.3) 15.6(8.0-23.3) 1.88(1.45-2.42)

     100% to <150% 98(43.6) 25.8(17.6-34.0) 2.46(1.95-3.10)

     <100% 169(77.2) 59.4(52.9-66.0) 4.35(3.61-5.29)

  Year 2007-2008(N=578) p<0.001

     200%≥ 28(9.4)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26(28.9) 19.5(8.7-30.2) 3.06(1.89-4.96)

     100% to <150% 31(41.9) 32.5(18.9-46.0) 4.44(2.86-6.98)

     <100% 88(75.2) 65.8(57.0-74.5) 7.98(5.64-11.80)

  Year 2010-2011(N=865) p<0.001

     200%≥ 42(9.9)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41(23.2) 13.3(6.4-20.2) 2.35(1.58-3.49)

     100% to <150% 42(47.2) 37.3(24.8-49.9) 4.79(3.33-6.90)

     <100% 126(72.8) 63.0(55.4-70.5) 7.39(5.54-10.14)

More than 10%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200%≥ 38(13.1)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32(27.6) 14.5(4.9-24.0) 2.11(1.38-3.20)

     100% to <150% 45(37.2) 24.1(13.5-34.6) 2.84(1.95-4.16)

     <100% 55(55.6) 42.5(30.4-54.5) 4.24(3.02-6.05)

  Year 2005(N=1,241) p<0.001

     200%≥ 44(7.7)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43(19.4) 11.7(6.3-17.1) 2.53(1.71-3.75)

     100% to <150% 58(25.8) 18.1(11.8-24.5) 3.37(2.36-4.86)

     <100% 121(55.3) 47.6(39.7-55.5) 7.22(5.37-9.95)

  Year 2007-2008(N=578) p<0.001

     200%≥ 14(4.7)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14(15.6) 10.8(3.6-18.0) 3.30(1.62-6.73)

     100% to <150% 16(21.6) 16.9(7.1-26.7) 4.59(2.34-9.12)

     <100% 67(57.3) 52.5(41.9-63.2) 12.15(7.39-21.74)

  Year 2010-2011(N=865) p<0.001

     200%≥ 17(4.0)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18(10.2) 6.2(2.4-10.0) 2.55(1.34-4.87)

     100% to <150% 28(31.5) 27.5(16.5-38.4) 7.88(4.57-14.10)

     <100% 105(60.7) 56.7(48.2-65.2) 15.21(9.72-25.60)

Table A-1. Prevalence,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calender year and 3,310 

households' equivalent income divided by relative povert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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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More than 15%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200%≥ 24(8.3)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20(17.2) 9.0(1.9-16.0) 2.08(1.19-3.62)

     100% to <150% 30(24.8) 16.5(8.0-25.1) 3.00(1.83-4.96)

     <100% 44(44.4) 36.2(24.3-48.0) 5.37(3.50-8.52)

  Year 2005(N=1,241) p<0.001

     200%≥ 24(4.2)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24(10.8) 6.6(3.1-10.2) 2.59(1.50-4.48)

     100% to <150% 41(18.2) 14.0(9.0-19.1) 4.37(2.73-7.16)

     <100% 97(44.3) 40.1(32.3-47.9) 10.61(7.13-16.55)

  Year 2007-2008(N=578) p<0.001

     200%≥ 11(3.7)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9(10.0) 6.3(1.1-11.5) 2.70(1.12-6.32)

     100% to <150% 13(17.6) 13.9(5.3-22.4) 4.74(2.21-10.40)

     <100% 56(47.9) 44.2(33.3-55.0) 12.92(7.36-25.25)

  Year 2010-2011(N=865) p<0.001

     200%≥ 7(1.6)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7(4.0) 2.3(0.6-4.0) 2.41(0.84-6.93)

     100% to <150% 19(21.3) 19.7(10.9-28.5) 12.99(5.91-32.43)

     <100% 84(48.6) 46.9(38.1-55.7) 29.55(15.08-69.27)

More than 20%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200%≥ 19(6.6)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17(14.7) 8.1(1.8-14.3) 2.24(1.19-4.16)

     100% to <150% 23(19.0) 12.5(5.2-19.7) 2.90(1.64-5.19)

     <100% 31(31.3) 24.8(14.3-35.2) 4.78(2.86-8.24)

  Year 2005(N=1,241) p<0.001

     200%≥ 12(2.1)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18(8.1) 6.0(3.3-8.8) 3.89(1.92-8.16)

     100% to <150% 29(12.9) 10.8(6.9-14.7) 6.18(3.29-12.38)

     <100% 72(32.9) 30.8(23.7-37.8) 15.75(9.10-30.02)

  Year 2007-2008(N=578) p<0.001

     200%≥ 6(2.0)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5(5.6) 3.5(0.3-6.8) 2.75(0.81-8.93)

     100% to <150% 9(12.2) 10.1(3.6-16.7) 6.02(2.24-17.47)

     <100% 46(39.3) 37.3(26.9-47.7) 19.46(9.30-49.80)

  Year 2010-2011(N=865) p<0.001

     200%≥ 2(0.5)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4(2.3) 1.8(0.8-2.8) 4.81(0.95-34.50)

     100% to <150% 12(13.5) 13.0(6.6-19.4) 28.72(8.01-182.53)

     <100% 66(38.2) 37.7(29.3-46.1) 81.26(25.94-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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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More than 5%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No 172(39.2) Reference Reference

     Yes 105(56.1) 17.0(7.1-26.9) 1.43(1.20-1.70)

  Year 2005(N=1,241) p<0.001

     No 218(26.0) Reference Reference

     Yes 225(55.8) 29.8(23.3-36.3) 2.15(1.86-2.48)

  Year 2007-2008(N=578) p<0.001

     No 72(18.2) Reference Reference

     Yes 101(55.2) 37.0(27.7-46.2) 3.03(2.38-3.90)

  Year 2010-2011(N=865) p<0.001

     No 99(17.3) Reference Reference

     Yes 152(51.7) 34.4(27.0-41.7) 2.98(2.42-3.70)

More than 10% of ou 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No 102(23.2) Reference Reference

     Yes 68(36.4) 13.1(4.2-22.1) 1.57(1.21-2.01)

  Year 2005(N=1,241) p<0.001

     No 115(13.7) Reference Reference

     Yes 151(37.5) 23.7(17.9-29.6) 2.73(2.21-3.38)

  Year 2007-2008(N=578) p<0.001

     No 39(9.9) Reference Reference

     Yes 72(39.3) 29.5(20.9-38.0) 3.98(2.84-5.71)

  Year 2010-2011(N=865) p<0.001

     No 46(8.1) Reference Reference

     Yes 122(41.5) 33.4(26.6-40.2) 5.15(3.82-7.10)

Table A-2. Prevalence,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calender year and presence 
of elder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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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More than 15% of ou 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2

     No 69(15.7) Reference Reference

     Yes 49(26.2) 10.5(3.0-18.0) 1.67(1.20-2.30)

  Year 2005(N=1,241) p<0.001

     No 75(8.9) Reference Reference

     Yes 111(27.5) 18.6(13.6-23.6) 3.08(2.36-4.04)

  Year 2007-2008(N=578) p<0.001

     No 28(7.1) Reference Reference

     Yes 61(33.3) 26.2(18.3-34.2) 4.70(3.16-7.22)

  Year 2010-2011(N=865) p<0.001

     No 26(4.6) Reference Reference

     Yes 91(31.0) 26.4(20.4-32.4) 6.80(4.58-10.50)

More than 20% of ou 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12

     No 53(12.1) Reference Reference

     Yes 37(19.8) 7.7(1.4-14.0) 1.64(1.11-2.40)

  Year 2005(N=1,241) p<0.001

     No 56(6.7) Reference Reference

     Yes 75(18.6) 11.9(8.0-15.8) 2.78(2.02-3.87)

  Year 2007-2008(N=578) p<0.001

     No 15(3.8) Reference Reference

     Yes 51(27.9) 24.1(16.9-31.3) 7.34(4.37-13.19)

  Year 2010-2011(N=865) p<0.001

     No 16(2.8) Reference Reference

     Yes 68(23.1) 20.3(15.2-25.4) 8.25(5.0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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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More than 5%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670

     Male 243(43.9) Reference Reference

     Female 34(46.6) 2.6(-11.8-17.1) 1.06(0.79-1.35)

  Year 2005(N=1,241) p=0.001

     Male 373(34.0) Reference Reference

     Female 70(48.6) 14.6(4.4-24.8) 1.43(1.17-1.71)

  Year 2007-2008(N=578) p=0.736

     Male 138(30.3) Reference Reference

     Female 35(28.7) -1.6(-11.6-8.4) 0.95(0.68-1.28)

  Year 2010-2011(N=865) p=0.002

     Male 173(26.3) Reference Reference

     Female 78(37.5) 11.2(2.7-19.6) 1.42(1.14-1.76)

More than 10% of ou 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147

     Male 145(26.2) Reference Reference

     Female 25(34.2) 8.0(-5.1-21.1) 1.31(0.90-1.80)

  Year 2005(N=1,241) p<0.001

     Male 219(20.0) Reference Reference

     Female 47(32.6) 12.7(3.7-21.7) 1.63(1.24-2.10)

  Year 2007-2008(N=578) p=0.912

     Male 88(19.3) Reference Reference

     Female 23(18.9) -0.4(-8.2-7.3) 0.98(0.63-1.44)

  Year 2010-2011(N=865) p=0.084

     Male 119(18.1) Reference Reference

     Female 49(23.6) 5.4(-1.3-12.1) 1.30(0.96-1.73)

Table A-3. Prevalence,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calender year and household head's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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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More than 15% of ou 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177

     Male 100(18.1) Reference Reference

     Female 18(24.7) 6.6(-4.5-17.6) 1.36(0.85-2.05)

  Year 2005(N=1,241) p=0.001

     Male 151(13.8) Reference Reference

     Female 35(24.3) 10.5(2.9-18.2) 1.77(1.25-2.40)

  Year 2007-2008(N=578) p=0.824

     Male 71(15.6) Reference Reference

     Female 18(14.8) -0.8(-7.4-5.8) 0.95(0.57-1.49)

  Year 2010-2011(N=865) p=0.505

     Male 86(13.1) Reference Reference

     Female 31(14.9) 1.8(-3.2-6.8) 1.14(0.77-1.64)

More than 20% of ou 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860

     Male 80(14.5) Reference Reference

     Female 10(13.7) -0.8(-8.4-6.9) 0.95(0.48-1.65)

  Year 2005(N=1,241) p<0.001

     Male 103(9.4) Reference Reference

     Female 28(19.4) 10.1(3.5-16.7) 2.07(1.39-2.98)

  Year 2007-2008(N=578) p=0.982

     Male 52(11.4) Reference Reference

     Female 14(11.5) 0.1(-5.3-5.5) 1.01(0.55-1.70)

  Year 2010-2011(N=865) p=0.830

     Male 63(9.6) Reference Reference

     Female 21(10.1) 0.5(-3.3-4.3) 1.05(0.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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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More than 5%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 ital 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30 9(31.0) Reference Reference

     30-44 53(25.9) -5.2(-25.6-15.3) 0.83(0.49-1.64)

     45-59 86(40.4) 9.3(-11.5-30.2) 1.30(0.80-2.52)

     60≥ 129(72.1) 41.0(20.3-61.7) 2.32(1.46-4.44)

  Year 2005(N=1,241) p<0.001

     <30 9(19.1) Reference Reference

     30-44 75(17.6) -1.5(-13.4-10.4) 0.92(0.53-1.87)

     45-59 126(32.3) 13.2(0.7-25.7) 1.69(0.99-3.37)

     60≥ 233(61.5) 42.3(29.6-55.0) 3.21(1.91-6.36)

  Year 2007-2008(N=578) p<0.001

     <30 6(24.0) Reference Reference

     30-44 13(7.0) -17.1(-35.6-1.4) 0.29(0.13-0.76)

     45-59 35(21.9) -2.2(-21.6-17.3) 0.91(0.47-2.21)

     60≥ 119(57.8) 33.7(13.8-53.7) 2.41(1.33-5.64)

  Year 2010-2011(N=865) p<0.001

     <30 2(5.7) Reference Reference

     30-44 30(10.5) 4 .8(-1.2-10.8) 1.84(0.59-11.04)

     45-59 59(23.2) 17.5(10.0-25.1) 4.06(1.36-24.12)

     60≥ 160(55.2) 49.5(40.9-58.0) 9.66(3.30-56.81)

More than 10%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30 3(10.3) Reference Reference

     30-44 28(13.7) 3 .3(-7.0-13.6) 1.32(0.51-5.28)

     45-59 50(23.5) 13.1(2.0-24.2) 2.27(0.91-8.92)

     60≥ 89(49.7) 39.4(26.6-52.1) 4.81(1.98-18.69)

  Year 2005(N=1,241) p<0.001

     <30 2(4.3) Reference Reference

     30-44 36(8.5) 4.2(0.2-8.3) 1.99(0.64-12.01)

     45-59 65(16.7) 12.4(7.4-17.4) 3.92(1.29-23.39)

     60≥ 163(43.0) 38.7(31.9-45.6) 10.11(3.40-59.88)

  Year 2007-2008(N=578) p<0.001

     <30 3(12.0) Reference Reference

     30-44 7(3.7) -8.3(-19.7-3.2) 0.31(0.09-1.38)

     45-59 16(10.0) -2.0(-14.0-10.0) 0.83(0.30-3.40)

     60≥ 85(41.3) 29.3(15.4-43.1) 3.44(1.43-13.30)

  Year 2010-2011(N=865) p<0.001

     <30 1(2.9) Reference Reference

     30-44 16(5.6) 2.7(-0.6-6.1) 1.96(0.42-34.81)

     45-59 27(10.6) 7.8(3.5-12.0) 3.72(0.84-65.36)

     60≥ 124(42.8) 39.9(32.6-47.2) 14.97(3.54-259.38)

Table A-4. Prevalence,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calender year and household head's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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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More than 15%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30 3(10.3) Reference Reference

     30-44 20(9.8) -0.6(-10.5-9.3) 0.94(0.35-3.83)

     45-59 28(13.1) 2 .8(-7.4-13.0) 1.27(0.49-5.08)

     60≥ 67(37.4) 27.1(14.6-39.5) 3.62(1.48-14.13)

  Year 2005(N=1,241) p<0.001

     <30 2(4.3) Reference Reference

     30-44 27(6.4) 2.1(-1.7-5.9) 1.49(0.47-9.07)

     45-59 39(10.0) 5.7(1.5-10.0) 2.35(0.76-14.15)

     60≥ 118(31.1) 26.9(20.6-33.1) 7.32(2.45-43.43)

  Year 2007-2008(N=578) p<0.001

     <30 2(8.0) Reference Reference

     30-44 5(2.7) -5.3(-13.7-3.0) 0.33(0.08-2.25)

     45-59 11(6.9) -1.1(-9.9-7.6) 0.86(0.25-5.34)

     60≥ 71(34.5) 26.5(15.4-37.6) 4.31(1.49-25.23)

  Year 2010-2011(N=865) p<0.001

     <30 1(2.9) Reference Reference

     30-44 9(3.1) 0.3(-2.8-3.4) 1.10(0.22-20.01)

     45-59 13(5.1) 2.3(-1.1-5.6) 1.79(0.37-32.05)

     60≥ 94(32.4) 29.6(22.8-36.3) 11.34(2.67-196.87)

More than 20%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30 3(10.3) Reference Reference

     30-44 16(7.8) -2.5(-12.3-7.2) 2.24(1.19-4.16)

     45-59 19(8.9) -1.4(-11.3-8.4) 2.90(1.64-5.19)

     60≥ 52(29.1) 18.7(6.8-30.6) 4.78(2.86-8.24)

  Year 2005(N=1,241) p<0.001

     <30 2(4.3) Reference Reference

     30-44 17(4.0) -0.3(-3.9-3.4) 3.89(1.92-8.16)

     45-59 23(5.9) 1.6(-2.2-5.5) 6.18(3.29-12.38)

     60≥ 89(23.5) 19.2(13.6-24.9) 15.75(9.10-30.02)

  Year 2007-2008(N=578) p<0.001

     <30 0(0.0) Reference Reference

     30-44 2(1.1) 1.1(0.6-1.6) 2.75(0.81-8.93)

     45-59 5(3.1) 3.1(1.7-4.6) 6.02(2.24-17.47)

     60≥ 59(28.6) 28.6(21.8-35.4) 19.46(9.30-49.80)

  Year 2010-2011(N=865) p<0.001

     <30 1(2.9) Reference Reference

     30-44 7(2.4) -0.4(-3.4-2.6) 4.81(0.95-34.50)

     45-59 6(2.4) -0.5(-3.5-2.5) 28.72(8.01-182.53)

     60≥ 70(24.1) 21.3(15.3-27.2) 81.26(25.94-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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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More than 5%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Elementary or less 95(57.2) 26.7(14.5-38.9) 1.87(1.43-2.51)

     Middle school 47(50.0) 19.4(4.8-34.1) 1.64(1.19-2.26)

     High school 91(41.0) 10.4(-0.9-21.7) 1.34(1.01-1.82)

     University or more 44(30.6) Reference Reference

  Year 2005(N=1,241) p<0.001

     Elementary or less 172(64.9) 44.2(36.3-52.1) 3.13(2.51-3.97)

     Middle school 75(41.2) 20.5(11.0-30.0) 1.99(1.52-2.62)

     High school 127(27.5) 6 .8(0.6-13.1) 1.33(1.03-1.73)

     University or more 69(20.7) Reference Reference

  Year 2007-2008(N=578) p<0.001

     Elementary or less 88(51.5) 39.4(29.6-49.2) 4.26(2.86-6.74)

     Middle school 28(31.1) 19.0(7.5-30.6) 2.58(1.56-4.34)

     High school 36(25.2) 13.1(4.4-21.8) 2.09(1.29-3.47)

     University or more 21(12.1) Reference Reference

  Year 2010-2011(N=865) p<0.001

     Elementary or less 155(46.7) 34.0(26.3-41.6) 3.67(2.53-5.64)

     Middle school 67(26.5) 13.8(6.5-21.0) 2.08(1.38-3.29)

     High school 6(6.1) -6.6(-12.0--1.3) 0.48(0.18-1.06)

     University or more 23(12.7) Reference Reference

More than 10%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 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Elementary or less 63(38.0) 19.2(8.6-29.8) 2.02(1.39-3.06)

     Middle school 26(27.7) 8.9(-2.9-20.7) 1.48(0.92-2.37)

     High school 54(24.3) 5.6(-3.1-14.3) 1.30(0.87-1.99)

     University or more 27(18.8) Reference Reference

  Year 2005(N=1,241) p<0.001

     Elementary or less 118(44.5) 34.0(26.5-41.6) 4.24(3.06-6.06)

     Middle school 42(23.1) 12.6(5.6-19.5) 2.20(1.46-3.33)

     High school 71(15.4) 4.9(0.8-9.0) 1.47(1.01-2.17)

     University or more 35(10.5) Reference Reference

  Year 2007-2008(N=578) p<0.001

     Elementary or less 62(36.3) 29.9(21.3-38.6) 5.74(3.28-11.17)

     Middle school 18(20.0) 13.7(5.0-22.4) 3.16(1.59-6.65)

     High school 20(14.0) 7 .7(1.9-13.4) 2.21(1.12-4.64)

     University or more 11(6.3) Reference Reference

  Year 2010-2011(N=865) p<0.001

     Elementary or less 110(33.1) 25.4(19.0-31.8) 4.28(2.64-7.61)

     Middle school 41(16.2) 8 .5(3.3-13.6) 2.10(1.21-3.88)

     High school 3(3.0) -4.7(-8.1--1.3) 0.39(0.09-1.17)

     University or more 14(7.7) Reference Reference

Table A-5. Prevalence,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calender year and household head's 

educational attai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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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More than 15%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 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5

     Elementary or less 46(27.7) 14.5(5.6-23.4) 2.10(1.32-3.51)

     Middle school 18(19.1) 6.0(-3.4-15.3) 1.45(0.80-2.63)

     High school 35(15.8) 2.6(-4.1-9.2) 1.19(0.72-2.05)

     University or more 19(13.2) Reference Reference

  Year 2005(N=1,241) p<0.001

     Elementary or less 81(30.6) 23.4(16.9-29.8) 4.24(2.82-6.65)

     Middle school 32(17.6) 10.4(4.6-16.1) 2.44(1.49-4.06)

     High school 49(10.6) 3.4(0.4-6.5) 1.47(0.94-2.40)

     University or more 24(7.2) Reference Reference

  Year 2007-2008(N=578) p<0.001

     Elementary or less 49(28.7) 22.9(15.1-30.7) 4.99(2.74-10.15)

     Middle school 16(17.8) 12.0(4.0-20.1) 3.09(1.49-6.80)

     High school 14(9.8) 4.0(-0.5-8.6) 1.70(0.79-3.84)

     University or more 10(5.7) Reference Reference

  Year 2010-2011(N=865) p<0.001

     Elementary or less 77(23.2) 18.2(13.1-23.4) 4.66(2.54-9.80)

     Middle school 30(11.9) 6 .9(2.9-10.8) 2.38(1.21-5.22)

     High school 1(1.0) -4.0(-6.1--1.9) 0.20(0.01-1.06)

     University or more 9(5.0) Reference Reference

More than 20%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 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16

     Elementary or less 36(21.7) 11.3(3.6-18.9) 2.08(1.22-3.77)

     Middle school 13(13.8) 3.4(-4.1-11.0) 1.33(0.65-2.67)

     High school 26(11.7) 1.3(-4.2-6.8) 1.12(0.63-2.10)

     University or more 15(10.4) Reference Reference

  Year 2005(N=1,241) p<0.001

     Elementary or less 63(23.8) 18.7(13.1-24.3) 4.66(2.87-8.03)

     Middle school 17(9.3) 4.2(0.6-7.9) 1.83(0.95-3.52)

     High school 34(7.4) 2.3(-0.0-4.6) 1.44(0.83-2.61)

     University or more 17(5.1) Reference Reference

  Year 2007-2008(N=578) p<0.001

     Elementary or less 40(23.4) 20.5(13.7-27.3) 8.14(3.64-23.17)

     Middle school 12(13.3) 10.5(4.0-16.9) 4.64(1.78-14.22)

     High school 9(6.3) 3.4(0.4-6.4) 2.19(0.77-6.99)

     University or more 5(2.9) Reference Reference

  Year 2010-2011(N=865) p<0.001

     Elementary or less 61(18.4) 15.6(11.4-19.9) Non-applicable

     Middle school 18(7.1) 4.4(1.8-6.9) Non-applicable

     High school 0(0.0) -2.8(-4.0--1.6) Non-applicable

     University or more 5(2.8) Reference Non-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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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More than 5%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Non-manual 33(28.2) Reference Reference

     Manual 132(38.7) 10.5(-0.3-21.3) 1.37(1.02-1.93)

     Others 112(66.7) 38.5(26.4-50.5) 2.36(1.77-3.29)

  Year 2005(N=1,241) p<0.001

     Non-manual 41(15.8) Reference Reference

     Manual 209(31.7) 15.9(10.2-21.7) 2.01(1.51-2.77)

     Others 193(59.9) 44.2(36.7-51.7) 3.80(2.87-5.19)

  Year 2007-2008(N=578) p<0.001

     Non-manual 11(10.0) Reference Reference

     Manual 74(27.9) 17.9(10.5-25.4) 2.79(1.62-5.38)

     Others 88(43.3) 33.3(24.1-42.6) 4.33(2.55-8.28)

  Year 2010-2011(N=865) p<0.001

     Non-manual 20(10.4) Reference Reference

     Manual 98(25.0) 14.6(8.9-20.4) 2.41(1.58-3.90)

     Others 133(47.5) 37.1(29.4-44.9) 4.58(3.06-7.32)

More than 10%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 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Non-manual 16(13.7) Reference Reference

     Manual 78(22.9) 9 .2(1.9-16.5) 1.67(1.05-2.86)

     Others 76(45.2) 31.6(21.1-42.1) 3.31(2.11-5.61)

  Year 2005(N=1,241) p<0.001

     Non-manual 15(5.8) Reference Reference

     Manual 114(17.3) 11.5(8.2-14.9) 3.00(1.85-5.26)

     Others 137(42.5) 36.8(30.2-43.4) 7.37(4.61-12.83)

  Year 2007-2008(N=578) p<0.001

     Non-manual 4(3.6) Reference Reference

     Manual 46(17.4) 13.7(8.9-18.5) 4.77(2.00-15.56)

     Others 61(30.0) 26.4(19.1-33.7) 8.26(3.53-26.70)

  Year 2010-2011(N=865) p<0.001

     Non-manual 11(5.7) Reference Reference

     Manual 62(15.8) 10.1(6.1-14.1) 2.78(1.57-5.46)

     Others 95(33.9) 28.2(21.6-34.9) 5.95(3.45-11.51)

Table A-6. Prevalence,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calender year and household head's 

occupationa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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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More than 5%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Non-manual 11(9.4) Reference Reference

     Manual 46(13.5) 4.1(-1.2-9.4) 1.43(0.80-2.83)

     Others 61(36.3) 26.9(17.5-36.3) 3.86(2.23-7.47)

  Year 2005(N=1,241) p<0.001

     Non-manual 8(3.1) Reference Reference

     Manual 77(11.7) 8 .6(6.2-11.0) 3.80(1.99-8.44)

     Others 101(31.4) 28.3(22.5-34.1) 10.19(5.42-22.44)

  Year 2007-2008(N=578) p<0.001

     Non-manual 3(2.7) Reference Reference

     Manual 34(12.8) 10.1(6.2-14.0) 4.70(1.74-19.26)

     Others 52(25.6) 22.9(16.3-29.5) 9.39(3.57-37.98)

  Year 2010-2011(N=865) p<0.001

     Non-manual 6(3.1) Reference Reference

     Manual 41(10.5) 7 .3(4.5-10.2) 3.36(1.58-8.71)

     Others 70(25.0) 21.9(16.3-27.4) 8.04(3.90-20.43)

More than 20% of out-of-pocket spending for hospitaliza tions as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Year 2001(N=626) p<0.001

     Non-manual 9(7.7) Reference Reference

     Manual 32(9.4) 1.7(-2.7-6.0) 1.22(0.63-2.65)

     Others 49(29.2) 21.5(13.1-29.9) 3.79(2.05-7.99)

  Year 2005(N=1,241) p<0.001

     Non-manual 4(1.5) Reference Reference

     Manual 54(8.2) 6.7(5.0-8.3) 5.33(2.21-17.47)

     Others 73(22.7) 21.1(16.3-25.9) 14.74(6.23-47.91)

  Year 2007-2008(N=578) p<0.001

     Non-manual 0(0.0) Reference Non-applicable

     Manual 28(10.6) 10.6(7.5-13.6) Non-applicable

     Others 38(18.7) 18.7(13.4-24.0) Non-applicable

  Year 2010-2011(N=865) p<0.001

     Non-manual 5(2.6) Reference Reference

     Manual 27(6.9) 4.3(2.2-6.4) 2.66(1.14-7.75)

     Others 52(18.6) 16.0(11.4-20.6) 7.17(3.2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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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Relative poverty line

  Year 2001(N=556) p<0.001

     200%≥ 21(7.2)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20(17.2) 10.0(3.0-17.0) 2.38(1.33-4.24)

     100% to <150% 15(12.4) 5.2(-0.4-10.7) 1.71(0.90-3.19)

     <100% 11(37.9) 30.7(9.5-51.9) 5.24(2.69-9.58)

  Year 2005(N=1,141) p<0.001

     200%≥ 16(2.8)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10(4.5) 1.7(-0.1-3.5) 1.62(0.72-3.46)

     100% to <150% 11(4.9) 2.1(0.2-4.0) 1.76(0.80-3.69)

     <100% 37(31.1) 28.3(18.9-37.7) 11.17(6.57-20.03)

  Year 2007-2008(N=529) p<0.001

     200%≥ 5(1.7) Reference Non-applicable

     150% to <200% 4(4.4) 2.8(0.1-5.4) Non-applicable

     100% to <150% 0(0.0) -1.7(-2.3--1.1) Non-applicable

     <100% 15(22.1) 20.4(10.1-30.7) Non-applicable

  Year 2010-2011(N=793) p<0.001

     200%≥ 1(0.2) Reference Reference

     150% to <200% 1(0.6) 0.3(0.0-0.6) 2.41(0.10-60.64)

     100% to <150% 2(2.2) 2.0(0.6-3.5) 9.57(0.93-204.70)

     <100% 23(22.8) 22.5(14.0-31.1) 97.01(20.86-1725.94)

Presence of elderly member

  Year 2001(N=556) p=0.069

     No 43(10.5) Reference Reference

     Yes 24(16.2) 5.7(-0.5-11.8) 1.54(0.95-2.42)

  Year 2005(N=1,141) p<0.001

     No 32(3.9) Reference Reference

     Yes 42(12.8) 8.9(5.6-12.1) 3.25(2.10-5.10)

  Year 2007-2008(N=529) p<0.001

     No 7(1.8) Reference Reference

     Yes 17(11.7) 9.9(5.4-14.4) 6.43(2.84-16.34)

  Year 2010-2011(N=793) p<0.001

     No 5(0.9) Reference Reference

     Yes 22(9.5) 8.6(5.6-11.7) 10.70(4.45-31.66)

Gender of household head

  Year 2001(N=556) p=0.996

     Male 60(12.0) Reference Reference

     Female 7(12.1) 0.0(-7.7-7.7) 1.00(0.43-1.93)

  Year 2005(N=1,141) p=0.080

     Male 62(6.1) Reference Reference

     Female 12(10.3) 4.2(-0.4-8.8) 1.69(0.89-2.93)

  Year 2007-2008(N=529) p=0.301

Table A-7. Prevalence, prevalence differences (PD) and prevalence ratios (PR) 

of downward income mobility by calender year and household'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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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Male 17(4.1) Reference Reference

     Female 7(6.4) 2.3(-1.0-5.7) 1.57(0.62-3.54)

  Year 2010-2011(N=793) p=0.588

     Male 22(3.6) Reference Reference

     Female 5(2.8) -0.8(-2.3-0.6) 0.77(0.26-1.84)

Age(years) of household head

  Year 2001(N=556) p<0.001

     <30 3(10.7) Reference Reference

     3-44 16(8.0) -2.8(-13.0-7.4) 0.74(0.27-3.05)

     45-59 17(8.6) -2.1(-12.3-8.2) 0.81(0.29-3.29)

     60≥ 31(23.8) 13.1(0.6-25.6) 2.23(0.87-8.82)

  Year 2005(N=1,141) p<0.001

     <30 0(0.0) Reference Non-applicable

     3-44 14(3.3) 3.3(2.4-4.3) Non-applicable

     45-59 13(3.4) 3.4(2.4-4.4) Non-applicable

     60≥ 47(15.8) 15.8(11.9-19.6) Non-applicable

  Year 2007-2008(N=529) p<0.001

     <30 0(0.0) Reference Non-applicable

     3-44 1(0.5) 0.5(0.3-0.8) Non-applicable

     45-59 4(2.6) 2.6(1.3-3.8) Non-applicable

     60≥ 19(11.6) 11.6(7.4-15.8) Non-applicable

  Year 2010-2011(N=793) p<0.001

     <30 1(2.9) Reference Reference

     3-44 3(1.1) -1.8(-4.7-1.1) 0.37(0.05-7.34)

     45-59 2(0.8) -2.0(-5.0-0.9) 0.29(0.03-6.05)

     60≥ 21(9.2) 6.4(2.2-10.5) 3.22(0.71-56.90)

Educational attainments of household head

  Year 2001(N=556) p=0.157

     Elementary or less 22(17.9) 6.7(-1.2-14.6) 1.60(0.89-2.96)

     Middle school 8(9.8) -1.4(-8.2-5.3) 0.87(0.37-1.89)

     High school 21(10.1) -1.1(-6.6-4.4) 0.90(0.49-1.70)

     University or more 16(11.2) Reference Reference

  Year 2005(N=1,141) p<0.001

     Elementary or less 32(15.8) 12.7(7.9-17.5) 5.15(2.69-10.85)

     Middle school 14(8.3) 5.3(1.9-8.6) 2.72(1.25-6.20)

     High school 18(4.1) 1.0(-0.4-2.5) 1.33(0.63-2.96)

     University or more 10(3.1) Reference Reference

  Year 2007-2008(N=529) p=0.001

     Elementary or less 14(10.2) 9.6(5.5-13.8) 17.47(3.58-314.72)

     Middle school 3(3.7) 3.1(0.8-5.5) 6.33(0.83-126.97)

     High school 6(4.3) 3.7(1.7-5.7) 7.33(1.27-137.55)

     University or more 1(0.6) Reference Reference

  Year 2010-2011(N=793) p=0.001

     Elementary or less 19(6.8) 5.7(3.5-7.9) Non-applicable

     Middle school 6(2.5) 1.4(0.3-2.5) Non-applicable

     High school 0(0.0) -1.1(-1.7--0.6) Non-applicable

     University or more 2(1.1) Reference Non-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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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N(%) PD(95% CI) PR(95% CI)

Occupational class of household head

  Year 2001(N=556) p<0.001

     Non-manual 7(6.1) Reference Reference

     Manual 26(8.3) 2.1(-1.7-5.9) 1.35(0.64-3.29)

     Others 34(26.6) 20.4(11.6-29.2) 4.33(2.14-10.30)

  Year 2005(N=1,141) p<0.001

     Non-manual 5(1.9) Reference Reference

     Manual 31(4.9) 3.0(1.7-4.3) 2.53(1.09-7.36)

     Others 38(14.9) 13.0(8.9-17.0) 7.66(3.38-21.97)

  Year 2007-2008(N=529) p=0.006

     Non-manual 0(0.0) Reference Non-applicable

     Manual 10(4.1) 4.1(2.6-5.5) Non-applicable

     Others 14(8.0) 8.0(5.0-11.1) Non-applicable

  Year 2010-2011(N=793) p<0.001

     Non-manual 2(1.1) Reference Reference

     Manual 8(2.1) 1.1(0.2-1.9) 2.02(0.51-13.31)

     Others 17(7.5) 6.4(3.9-9.0) 7.11(2.0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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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BEMSD)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poverty impact (PI) and downward income mobility (DI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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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I tested three major hypotheses in this study.

Hypothesis 1 : The magnitude of CHE and PI in  households insu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decreased as the coverage rate for 

cancer, cerebrovascular accident (CVA) and heart disease (HD) 

expanded. 

Hypothesis 2 : The magnitude of CHE and DIM in beneficiary 

households from BEMSD policy decreased as the coverage rate for 

cancer, CVA and HD expanded. 

Hypothesis 3 : Beneficiary households from BEMSD policy with and 

without unmet needs showed different pattern of the magnitude of 

CHE and DIM as the coverage rate for cancer, CVA and HD expanded.

Materials and Methods

Among 40,202 households participating in 2nd-5th wave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KNHANES), I 

excluded 6,084 households which were benefited from Medicaid program 

or participated in the 2009 or 2012 KNHANES and then selected 34,118 

households for testing hypothesis 1. For testing hypothesis 2, I selected 

3,310 households composing of 477 beneficiary households and 2,833 

non-beneficiary households. For testing hypothesis 3, I excluded 291 

households at the 1st decile of equivalized household income and then 

selected 3,091 households.

Beneficiary households were defined as households with family members 

who had been hospitalized in the previous year due to cancer, 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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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D. The study periods for BEMSD policy were divided into four 

periods. The first two periods were KNHANES 2001 and 2005 when the 

coverage rate for hospitalization was about 80%. Third period was 

KNHANES 2007-2008 with 90% of coverage rate for hospitalization due 

to cancer, CVA and HD. Final period was KNHANES 2010-2011 with 

95% of coverage rate for hospitalization due to cancer, CVA and HD. 

Dependent variables for testing hypothesis 1 were CHE and PI. I 

calculated prevalence, intensity and their concentration index of CHE 

according to four threshold level (5%, 10%, 15% and 20%). PI was 

defined as difference between post-payment and pre-payment of 

poverty headcounts, poverty gaps and normalized poverty gaps.  

Dependent variables for testing hypothesis 2 and 3 were CHE and DIM. 

DIM wa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deciles of prepayment household 

income and postpayment household income were 2 deciles and more.

Independent variables were gender, ages, educational attainments and 

job of household's head, presence of elderly members and equivalent 

household income classified by relative poverty line.

I used descriptive analyses for testing hypothesis 1. For testing 

hypothesis 2 and 3, I calculated prevalence rates by chi-squared test, 

estimated prevalence differences and prevalence ratios of CHE and DIM 

by log-binomial model and finally assessed impact of BEMSD by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es based on log-binomial model.

Results

Hypothesis 1 was not established. The magnitude of CH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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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verishment in NHI insured households increased as coverage rate  

for cancer, CVA and HD had expanded. CHE concentrated gradually in 

low-income households.

Hypothesis 2 was not established. From year 2001 to 2005 with 80% of 

coverage rate for covered services due to major serious diseases, 

prevalence rates, prevalence differences and prevalence ratios of CHE 

and DIM among beneficiary households significantly increased. 

Fortunately after reaching up to 90% of coverage rate for covered 

services, prevalence rates, prevalence differences and prevalence ratios 

of CHE and DIM de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prevalence rates, 

prevalence differences and prevalence ratios of CHE and DIM showed 

no significant decrease after reaching up to 95% of coverage rate for 

covered services.

Hypothesis 3 was not established. Beneficiary households without unmet 

need showed similar results to that of hypothesis 2. However among 

beneficiary households with unmet need, prevalence rates, prevalence 

differences and prevalence ratios of CHE and DIM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Conclusions

I suggested that additional NHI funding for increasing coverage rate for 

covered services due to major serious illness up to 90% had significant 

impacts on decreasing risk of CHE and DIM among beneficiary 

households. However, additional NHI funding for increasing coverage 

rate up to 95% had limited and nonsigificant impacts on decreasing risk 



- 173 -

of CHE, PI and DIM among beneficiary households. 

This study contributed to providing baseline data and methodologies for 

investigating policy impact of BEMSD and other benefit expansion 

policies which are now being implemented in 2013 and after in South 

Korea.

………………………………………
keywords       :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mpoverishment, 

downward income mobility, out-of-pocket payment , 

unmet need, National Health Insurance

Student Number : 2005-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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