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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 초록) 

 

미숙아 출생은 미숙아의 건강상 취약점과 특징상 부모의 양육 시 

가구의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부모의 사회경제

적 위치는 미숙아 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부모의 사회경

제적 불평등이 자녀의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자녀의 건강불평등

이 부모와 가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불평등의 악순

환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본 연구는 가구 소득이나 지불능력에 비해 

부담한 의료비의 비중이 과한 것을 의미하는 과부담의료비 개념을 통

해 미숙아 출생 여부가 가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로 

중 하나인 의료비 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조사 4개년도를 이용해 태어난 아이를 출생 

후 다음 연도를 추적했다. 가구 총 소득 대비 가구 의료비 지출이 10%

를 초과할 때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미숙아 출생이 있

는 가구 중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가구 비율은 미숙아 출생이 없는 

가구의 비율보다 2.64배 많았다. 통합 로지스틱 분석 결과 미숙아 출

생 여부가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것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밝혔다. 미숙아 출생이 있는 가구는 없는 가구보

다 과부담의료비 발생할 확률이 2.61배 높다. 추가로 의료비와 총 소

득 대비 의료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미숙아 출생이 있는 가구 집단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미숙아 출생이 없는 가구 집단에 비해 의료

비 비중이 높은 가구와 낮은 가구로 양극화된다. 의료비 비중이 높은 

가구는 실질적으로 가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상일 것

이다. 

 미숙아 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미숙아는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가

구의 위험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미숙아 지원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점, 그마저도 예

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마

련과 중앙화되고 체계적인 미숙아 추적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미숙아, 과부담의료비, 출생아 가구, 불평등 

학번 : 2011-2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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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학적 위기는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문제이

다. 이 중 출산율 저하는 만혼이나 비혼 등 결혼의 기피 현상과 경제

적, 사회적 이유 등에 의한 출산 기피 현상에서 기인하였다. 출산 기

피는 특히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으로 발생한 것이

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은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으며 사회경

제적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적 불안정

성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양육비를 부담하면서도 산모의 

경제력, 즉 출산 후 일자리 복귀나 재취업 등이 보장되지 않은, 출산

이라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 가구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한 출생아 가구 중에서도 다른 가구에 비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된 집단이 미숙아 가구이다. 

미숙아가 태생적으로 지닌 건강상의 취약점뿐만 아니라 이후 성장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양육과 관리가 만숙아에 비해서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 더욱 문제인 점은 여성의 노

동참여가 많아졌지만 성별에 의한 불평등 문제로 일자리 지위가 낮은 

부문에 종사하면서 임신 기간의 정기적인 관리가 힘들고 근무 스트레

스에 의한 노출이 상당하다는 점, 만혼에 의한 출산 여성의 연령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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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미숙아 출산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

는 것이다. 가구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숙아 출산을 결정하는 

위험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결국, 미숙아 출산이라는 현상이 단순하게 출생체중과 임신 기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미숙아라는 자녀의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자녀의 건강불평등 결과 때문에 가구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부모와 자

녀 세대 모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이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미숙아의 선천적인 건강 상의 취약점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미숙아에 대한 관심과 연구 주제는 출산 직후의 생존율과 

양육세대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미숙아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의료 개입의 필요성 등 건강 불평등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건의료체계가 특정 인구 집단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

기 위한 또 다른 기여를 위해서는 특정 인구 집단이 겪고 있는 현상

에 대해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미숙아 가구가 가진 의료비 지출 수준

과 가구에의 부담이라는 측면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출생아 가구의 

의료비 지출 수준을 확인하고 미숙아 출생이라는 요인이 의료비 지출

에, 그리고 가구의 실질적인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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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출생아 가구에서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다. 

 둘째, 출생아 가구의 의료비와 가구 총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과부담의료비 발생과 의료비, 가구 총 소

득 대비 의료비 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셋째, 미숙아 출생 여부가 과부담의료비 발생과 의료비, 가구 총 소

득 대비 의료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과 영향력의 크기를 확

인하고 그 함의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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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미숙아의 특성과 의료비 지출 

 

1.1 미숙아의 특성 

 

 미숙아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조의 2(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기준)에 따르면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

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

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의미한다. 크게 출생 시 체중과 재태 기간으

로 구분할 수 있는 미숙아의 기준은 각 기준 별로도 분류 가능하다.  

 미숙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

인으로 각각 38%와 62%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정수 외, 

2009). 산모의 연령이 매우 낮거나 높을 경우, 교육 수준이나 일자리 

지위,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 산전기간의 관리와 

영양상태가 안 좋을 경우, 산모가 위험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연이나 음

주, 카페인 섭취와 같은 건강위험행동을 보일 경우 등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Kramer, 1987).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산통계에 따르면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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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6.5% 수준이며 2500그램 미만인 출생아

는 전체 출생아의 5.5% 수준이다. 두 지표 모두 2003년부터 지속적

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대한신생아학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

터 2013년까지 지난 21년간 신생아 출생아는 39%가 줄어들었으나, 

2,500 그램 미만의 저체중아는 두 배 이상 늘어났고 1,500 그램 미만

의 극소 저체중아는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미숙아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인 35세 이상 산모와 다태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미

숙아 출생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숙아의 출생 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재태 

기간과 출생 시 체중으로 출생 시 체중이 적을수록 생존율은 낮아진

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으며 실제 출생 

체중이 1,500그램에서 2,000그램 사이인 경우 생존율은 90% 이상이

다(박원순, 2003). 

미숙아는 미숙아 만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합병증 등 만숙

아에 비해 건강 상 취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경 장애, 

정신 지체, 뇌성마비 등 선천성 장애를 지닐 가능성(김중선 & 서경희, 

1998)이 있으며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기관의 정상적 발달이 되지 않

은 채로 태어나 장기 기능이 떨어지기도 한다(박해령, 2010). 

 미숙아의 건강관리와 이를 위한 추적은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 이후

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만숙아에 비해 재태기간 내에 성장 속도가 느

리거나 정상적인 재태기간 범위를 벗어난 미숙아는 따라잡기 성장

(catch-up growth)이 생후 2년 내에 일어나며 이 기간 동안 지속적

인 영양 공급과 관리가 필요하다(박원순,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

생 체중이 낮을수록 평균적인 성장을 할 확률이 떨어지며(Huee Jin, P, 

2015; 박지윤&방경숙, 2013) 성장 후 기타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

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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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는 성장과정에서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시지각-운동 발달 등

의 발달 장애가 정상 체중 출생아에 더 많이 발생한다(김중선&서경희, 

1998). 미숙아의 발달 장애 비율은 만숙아에 비해 5-8배 높기 때문에 

6개월 이후의 발달선별검사를 통해 발달지연의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

할 필요성이 있다(주현옥, 2008). 중요한 점은 발달적 결과가 미숙아의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박지윤&방경숙, 2013; 이혜령, 2012), 사회경

제적 지위 등을 포함한 가정 환경과 어머니의 발달 및 양육 지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안영미, 2004)이다. 즉, 미숙아 있는 가구의 발달 

및 양육 지식을 함양하는데 지원을 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

은 가구의 경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태생적인 건강 상의 취약점과 장기적인 건강관리의 필요

성, 높은 발달 장애 가능성 등의 특성은 미숙아의 의료이용이 장기적

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1.2 미숙아로 인한 의료비와 지원 현황 

 

 우리나라 미숙아의 의료비 관련 연구는 전반적으로 신생아 집중 치

료실(NICU)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배종우 외, 2009; 배

종우 외, 2010). 미숙아의 출생 시 체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입원기간

은 길었으며 그에 따라 의료비도 증가하였다. 다만 의료비 중 본인부

담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 정도로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는 

백 만원 정도이다. 퇴원 후 생후 1년 이내 재입원을 하는 비율은 

14.8%로 재입원 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8.74%로 1회당 비용은 474,000원 정도이다. 이 연구들의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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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자료를 활용한 연구라는 점으로 현 시점과 매우 동떨어져 있

다는 것과 전체 미숙아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특정 병

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미숙아 연구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한 연구(Petrou, 2001)에 

의하면 미숙아는 만숙아보다 재입원율이 높으며 2배 이상의 주치의 

왕진을 이용하였다. 생후 1년간 의료비의 경우 90% 정도가 출생 직후 

입원비에 쓰이며 퇴원 이후 의료비도 만숙아에 비해 2.2배 정도 많았

다. 미숙아 내에서도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의료비가 장애가 없는 미

숙아에 비해 5배 정도 많았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퇴원 이후 장기 추

적한 해외 연구(Richard, 2007)에서는 입원 의료비와 외래의료비가 

재태기간이 짧은 출생아가 생후 1년간뿐 만 아니라 2세, 3-4세, 5-7세 

기간에도 더 많다는 결과를 보인다. 

출생아를 포함한 영유아 시기의 의료비는 총 출생아 수의 감소와 

외래 내원일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0세아의 연간 평균의료비는 2010년 기준 81만 1천원 수준이다. 특

히 0세아의 입원의료비에서 인구수 분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숙아 출생에 따른 의료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

이다. 특히 미숙아의 영아기 의료이용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

과 비급여 부문의 의료비를 제외한 점에서 실제 미숙아의 발생으로 

초래되는 의료비 부담은 휠씬 클 것으로 전망한다(최정수, 2012). 

 건강보험과 지방자치단체는 6세 이하 입원의료비 전액 면제 정책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경감이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으로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전국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5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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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있으며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해 시행되고 있

다. 출생체중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의 상한선이 결정되며 선천성 이

상아로 등록이 될 경우 상한선이 높아진다.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지원율이 결정되는데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을,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제외 금액의 80%를, 500만원이 초과

하는 경우는 90%를 지원하고 있다(G-Health).  

 문제는 이러한 지원 대책들이 일시적인 조치에 불가하거나 조산∙저

체중 출생아의 의료이용 수준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박해령

(2010)의 연구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의 일회성 의료비 지원으로 

이후 양육이나 발달 검사, 미숙아 특성상 잦은 외래 이용 등 이후 양

육비나 의료비로 많은 경제적 지출 있다는 점을 밝혀 부모들의 경제

적 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일회성의 병원비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숙아가 안전하게 성장하기까지 지속

적인 관심과 관리를 위한 지원이라는 것이다.  

 2014년 대한신생아학회에서 미숙아 부모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미숙아 가정 중 60.2%

에 이르는 가정이 신생아 집중 치료실 퇴원 후 자녀의 병원 방문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경제적인 지원 요청을 하거

나 적금 해지 및 대출과 같은 금융권 방문을 했다. 이 결과는 미숙아

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감소하고 다른 항목의 가계지출을 

더 이상 줄이지 못해 대출이나 사적 이전소득이 증가하고 저축액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NICU 퇴원 이후에도 지속 지출되는 부

분이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56.6%로 가장 지출 부담이 크고, 재입원 

18.5%, 재활치료 13.7%의 순이었다. 재입원의 경우도 29.8%에 해당

하는 미숙아가 일주일 이상 입원하였으며 한 달 이상 입원한 경우도 

15%에 이른다(대한신생아학회 보도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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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가정이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이후에도 의료 이용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볼 때 실제 미숙아 가정이 만숙아 가정에 비해 얼마나 의료비 부담을 

많이 경험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을 과부담의료비 발생으로 보고 과부담의료비라는 지표를 통해 확인

하려 한다. 

 

 

2. 과부담의료비 

 

 2.1 과부담의료비의 개념 

  

과부담의료비는 가구 소득이나 지불능력에 비해 부담한 의료비의 비

중이 과한 것을 말한다(손수인 외,2010). 지출된 의료비가 가구의 소

득이나 지불능력의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 지표는 의료비 형평성 및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김윤희&양봉민, 2009). 보건의료체계 내

에서의 의료 이용에 대한 재정 보호 수준에 영향을 받는 가구의 의료

비 지출은 국가 단위 간 혹은 계층 간의 비교를 명확히 밝혀주는 지

표이다. 가구 수준에서도 과도하게 부담한 의료비는 그 지출 자체로 

인한 효용이 없거나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Reinhardt, 2001; 

이혜재, 2015 재인용) 일상생활 수준을 위협하고 인생 계획에 불확실

성을 증가하는 원인이다.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라는 것이 국민의 건

강을 증진시키는 기본적인 목표를 추구할 뿐 아니라, 질병이나 의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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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인해 구성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이혜재, 2015)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표를 가진다면 과도

한 의료비 부담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의료비 부담을 결정하는 요소는 많지만 과부담의료비라는 지표에서

는 크게 본인부담 의료비의 지출과 가구의 지불 능력, 즉 경제적 수준

과 연관이 있다. 본인부담 의료비의 지출은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급여

되는 의료비를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 의료비와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

비의 합이다. 가구의 지불 능력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기

본적으로 가구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Xu et al.(2003)은 가구 총 지출에서 제외하는 식료품

비를 소득 백분위 45~55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 식료품비로 정의한

다. 특정 연구에서는(이혜재&이태진, 2012; 이태진 외, 2012; 이혜재, 

2015, Wagstaff, 2003) 식료품비를 제외하지 않은 가구 소득을 가구

의 지불 능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실제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많거나 가구의 지불 능력이 감소할 경우 

과부담의료비에서 정의한 의료비 부담은 높을 것이다. 과부담의료비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에서는(Eddy Van Doorslaer, 2005; Ke Xu, 2003) 

가구의 지불 능력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가구의 예산선과 그 예산선에 

따른 의료비 지출 역시 다르기 때문에 보건의료체계의 재정 보호 정

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 지출이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내 계층 간 비교에서는(노승현, 2012; 손수인 외, 

2010) 같은 예산선과 의료비 비중이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뿐 만 아니라 가구의 지불 능력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저

소득층이나 노인 가구처럼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고 의료비 지출 

역시 많은 인구 집단이 있는 반면 암환자가 있는 가구처럼 경제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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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맥락에 따라 상이하지만 의료비 지출은 많은 인구 집단이 존재

한다.  

또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개인적 행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

제적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의료가 발생하여 실제 관측되는 의료비 부

담이 과소 추정될 수 있으며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선택적으로 고가

의 의료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이 과대 추정되는 등 개인적 행

태가 가구의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 부담이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특정 역치 수준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 국가 간 비교에서는 지불능력을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구 

총 지출으로 정의할 경우 WHO에서는 역치 수준을 40%으로 보았으

며 Doorslaer(2005)의 연구에서는 15%, 25%, 40%로 다양하게 보았

다. 국가 간 비교의 경우 의료비 지출 수준이 보건의료체계의 보장성

과 사회 경제적 환경 등 국가 간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

황에 맞춰 역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불능력을 식

료품비를 제외하지 않은 가구 총 지출 혹은 가구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Wagstaff & van Doorslaer(2003)에서는 역치 수준을 2.5%, 

5%, 10%, 15%로 다양하게 정의했다. 우리 나라의 연구들은 선행연구

와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한다.  

 역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역치가 어

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이혜재(2015)의 연구에서는 적절

한 역치 수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

근법을 제시하였다. 어느 정도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생계에 

필요한 다른 소비를 줄이는지를 보고 설정하는 접근법과 가구가 최종

적으로 겪게 되는 결과를 대변해주는 대리지표로 보는 접근법,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 여부를 주관적 건강 지표처럼 주관적으로 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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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활용하는 접근법 등을 제시한다. 이들 접근법이 가지는 한계들이 

물론 존재하지만 과부담의료비의 의미 있는 역치 수준의 설정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2.2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의 과부담의료비 관련 연구들은 전체 인구 집단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 빈도를 확인하는 연구부터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태진 외, 2012),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가구의 

위험적 상황, 예를 들어 미충족의료 발생과 빈곤화 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연구(이원영, 2004, 이혜재, 2015), 노인가구,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부담의료비 발생 빈도를 확인하고 그 영향요

인을 밝힌 연구(노승현, 2012; 손수인 외, 2010)까지 매우 다양하게 진

행되었다. 연구 대부분이 횡단면 연구로서 최근에는 종단연구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 조사자료가 계속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과부담의료비의 발생, 재발, 빈곤화 등 가구 수준의 역동성을 파악하

고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이혜재&이태진, 2012)들이 등장하고 있

다(정일영 외 , 2013). 

 과부담의료비 결정 요인은 분석 대상과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

적으로 소득이 낮을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을 경우, 가구 내 만성질환

이 많거나 있는 경우, 연령이 많은 경우, 가구 내 건강상태가 안 좋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가입이나 일자리 지위에 따라 과부담의

료비 발생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일영 외 , 2013).  

 출생아 가구 혹은 미숙아 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의료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없었다. 해외연구 중 Xu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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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소득 국가에서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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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한국의료패널조사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이에 따른 비용 지출 

그리고 재원에 관한 통계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패널조사이다. 전국 7,866가구로 시작한 조사는 2008년 상반기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 7차 조사까지 이루어졌으며 사망이나 조사 

거부 등의 이탈 가구 발생으로 2013년 2,500가구를 추가표본으로 추

출하여 2013년 8차 조사부터 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2014년 9차 조사

까지 이루어졌다. 표본 추출은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90% 전수자

료를 표본 추출 틀로 하여 확률비례 2단계 층화 집락 추출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의료패널의 조사 내용이 가지는 특징은 다른 통계조

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응급, 외래, 입원서비스 등 전반적인 의료이

용 내역과 사유, 진단, 의료비 액수와 재원, 서비스의 수준 등을 조사

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008년~2012년 연간데이터 총 5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출생아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을 확인하였다. 자료처리 과정에서 가구 총 소득이나 의료비가 미 기

입된 가구와 가구 총 소득이 없다고 한 가구는 제외하였으며 출산에 

관한 정보는 있으나 출생아가 신규등록이 안 된 가구, 가구원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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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등록된 출생아가 있으나 출산에 관한 정보가 없는 가구, 가구주 등

록이 되어있지 않은 가구 역시 제외하였다. 또한, 다태아로 추정되는 

가구의 경우 두 표본에 대한 출산 데이터가 한 개만 존재하여 다태아

로 추정되는 가구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 가구 수는 총 

588 가구로 이 중 55가구는 미숙아 출생이 확인된 가구이다.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전년도 기준으로 제공하는 의료패널의 특성상 

의료비 추산 년도의 소득 자료는 사용하지 않고 다음 년도의 소득 자

료를 활용하였다. 총 5개년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4개년

도에 해당하는 출생아 가구에 대해 연구하게 된 이유이다. 

 

 

2. 변수의 정의 

 

2.1 종속변수 

 

표 1. 종속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정의 

의료비 가구의 직접 의료비 

의료비/소득 비율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직접 가구 의료비의 비율 

과부담의료비 발생 직접의료비가 가구 총 소득의 10%를 넘는 경우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크게 3가지로 <표 1>과 같다. 

종속 변수 중 의료비의 경우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이용하고 본

인부담금으로 지출한 의료비와 서비스 받고 처방 받은 약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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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를 합한 직접 의료비로서 연간 총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다.  

가구 총 소득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보험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자산소득의 합으로서 가구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과부담의료비 발생 여부는 직접 의료비가 가구 총 소득의 10%를 

넘는 경우를 발생했다고 정의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

생 여부를 판단할 때 가구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구 총 소

득에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하

는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의료패널조사의 2010년 이전 자료에서 

식료품비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지불능력

을 가구 총 소득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부담의료비 발생 여

부 역치도 가구 총 소득의 10%를 사용한다. 조사한 소득과 의료비 발

생 시점은 같은 연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시점은 출생아가 태어난 출생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공

개된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에서는 출생아가 태어난 다음 곧바로 신

규 가구원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 연도의 다음 연도 자료부

터 등록된다.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 변수와 과부담의료비 발생 변수

에 대입하는 의료비의 경우 조사된 의료비를 이용하였지만 직접의료

비의 경우 조사시점에 따른 통화가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정의 필요성이 있다. 통화가치를 통일하는 방법으로는 구매력 평가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방법, 소

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해 보정하는 방법, 나라 간 화폐의 차이를 하나

의 통화 가치로 통일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대표하는 보험자와 공급자와의 협상 및 계약으로 결정

되는 의료비의 특성 상 다른 방법으로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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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상대가치점수의 변화보다는 환산지수의 계약

이 전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산지수의 전체 평균 

조정률을 사용하여 보정한다. 2008년을 기준으로 의료비 변동을 살펴

보았으며 대입한 연간 환산지수 조정률은 <표2>와 같다(김요은, 2015).  

표 2. 보정을 위한 전년 대비 환산지수 조정률 

 2008 2009 2010 2011 

조정률 reference 1.94% 2.22% 2.05% 

 

2.2 독립변수 

 

가구를 분석 단위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크게 가구주 특성과 가구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표3>과 같다.  

독립변수의 구성은 선행 연구 중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영향 요인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교육 수준과 일자리 지위의 경우 가구주와 함께 

산모의 교육 수준과 일자리 지위를 고려했는데 이는 가구 총 소득과 

의료비 모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숙아의 출

생 여부를 포함하여 연구 목적에 맞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다만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일자리 지위 변수의 경우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범

주화를 위한 기준을 달리했다. 연구 대상인 미숙아의 특성 상 통계 분

석을 위한 표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변수의 분할을 많이 하면 할

수록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층위가 생김에 따라 통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의 경우 2분위로 구분하였으며 일자리 지위도 정규

직 및 상용직, 그 기타로 간단히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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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독립변수의 정의 

독립변수 정의 

가구주 특성  

연령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속변수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입학 이상 

의료보장 유형 건강보험, 기타
1
 

일자리 지위 정규직 및 상용직, 기타
2
 

가구 특성  

소득 2분위 가구 총 소득 기준 상위 50%, 하위 50% 

만성질환 개수 가구 내 만성질환을 합한 연속변수 

미숙아 출생 여부 
출생체중 2500g 미만 혹은 임신 기간 37주 

이내인 경우 미숙아 출생 있음, 그 외 없음 

산모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입학 이상 

산모의 일자리 지위 정규직 및 상용직, 기타
3
 

출생아의 출생 연도 신규 가구원으로 등록된 출생아의 출생 연도 

1
 나머지에는 의료급여, 건강보험 특례자, 미가입(외국 국적) 등이 포함됨 

2,3 나머지에는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됨 

 

표본의 가구주 연령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 표본의 90% 이상

이 42세 이하이며 2008년 기준 42세가 1967년 생임을 확인하고 진학

률을 확인하여 교육수준 변수의 범주화를 진행하였다. 1967년 생의 고

등학교 진학률은 61.7%이지만 점차 증가하여 1974년 생부터는 80% 

이상의 진학률을 보인다. 김영화(1990)의 연구에서는 대학진학에서 유

리한 계급의 혜택이나 불리한 계급의 불이익이 일관성 있게 감소하지

만 1960~1965년 출생 집단을 기준으로 계급 간 대학 진학 확률이 다

르며 대학 진학 확률이 높은 계급부터 나열하면 중상계급, 신 중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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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구 중간계급, 근로계급, 도시하류계급, 농업종사자 순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0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집단을 살펴본 방하남∙김기

헌(2002)의 연구에는 대학진학 비율이 부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가구

소득 계층이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고등교육으로의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은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가구의 사회경제적 위

치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의미가 희미해지는 반면 대학진학의 

경우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고등교육의 진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고등교육의 진학에 사회경제적 위치

가 미치는 영향은 줄어드는 데 반해 계열이행, 예를 들어 일반계 고등

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혹은 전문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 진학

의 경우 이러한 계열적 배치가 사회계층에 따른 일차적인 선별과 거

르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

는 계열이행을 확인할 수 없어 계열 이행에 따른 교육 수준을 반영하

여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소득 2분위의 경우 가구 총 소득을 가구 동등화 지수 1 로 보정하여 

구분하였다. 기존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 제시한 소득 5분위를 사용하

지 않은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통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적인 문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의 범주화가 소득 5분위에

서 소득 2분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변수가 가지는 해석의 한계가 있을 

                                            
1  가구 동등화 지수는 (가구원 수)

0.5
로 산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가구 

동등화 지수로 (성인 가구원 수+0.5*어린이 가구원 수)
0.75

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이들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계지출 규모가 크다는 점을 전제할 때 

상대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적을 것이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의료패널에서 제시한 소득 5 분위 역시 (가구원 

수)
0.5

를 이용하여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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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만성질환 개수의 경우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원의 만성

질환을 확인하고 확인된 만성질환의 가구 내 총합을 의미한다. 만성질

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만성질환 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6)를 기초로 하고 있다. 데이터에서 확인한 대표적 질병군으로 

고혈압, 당뇨병, 지질증, 관절병증, 결핵,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

환, 바이러스감염에 의한 만성 기관염, 천식, 선천성 기관 장애 등등

이 있다.  

 

2.3 연구 모형 및 분석방법  

 

 기술적 분석에서는 연도에 따른 분석 집단의 변수별 가구 분포를 확

인하고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종속 및 설명 변수들에 대해 범주형 

변수는 빈도를, 연속형 변수는 평균을 확인한다. 또한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의 비율을 가구원 중 출생아의 출생 연도와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경우 역치 수준을 통계 

분석에서 활용한 가구 총 소득 기준 10%뿐만 아니라 15%, 20% 수준

에서도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 과 같다. 설명 변수

인 미숙아 출생 여부 이외에도 통제 변수 요인을 가구주 요인과 가구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에 대입하였다. 이들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인 의료비,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 과부담의료비 발생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살펴보는 연구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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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가구주 요인   가구 요인  
 

 

미숙아 

출생  

여부 

    의료비 

⇨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일자리 지위 

• 소득 수준 

• 산모의   

교육수준 

•산모의  

 일자리 지위 

•가구 내  

만성질환 개수 

⇨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 

과부담의료비 

발생 여부 

 

통계 분석에서는 종속변수에 따라 분석이 다르게 수행되었다. 의료

비와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이 종속변수인 분석에서는 합동 다중회

귀분석(Pool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과부담의료비 발생

이 종속변수인 경우는 합동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Pooled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활용한다. 종속변수에 따른 회

귀 식은 다음과 같다. 

ME𝑖 = 𝛽0 + 𝛽1𝑋𝑖 + 𝛽2𝑃𝑟𝑒𝑖 + 𝛽3𝐵𝑖𝑟𝑡ℎ𝑖 + 𝜇𝑖 

ME𝑖
𝐼𝑛𝑐𝑖

= 𝛽0 + 𝛽1𝑋𝑖 + 𝛽2𝑃𝑟𝑒𝑖 + 𝛽3𝐵𝑖𝑟𝑡ℎ𝑖 + 𝜇𝑖 

log𝑖 (
𝑃𝑖

1 − 𝑃𝑖
) = 𝛽0 + 𝛽1𝑋𝑖 + 𝛽2𝑃𝑟𝑒𝑖 + 𝛽3𝐵𝑖𝑟𝑡ℎ𝑖 + 𝜇𝑖 

(ME : 가구 의료비, Inc : 가구 총 소득, P :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 

Pre : 미숙아 출생 여부, Birth : 출생아의 출생 연도, X : 미숙아 출생 

여부와 출생 연도를 제외한 독립변수) 

통계 분석은 STATA version 14를 사용하였다. 

 



22 

Ⅳ. 결과 

 

 

 

1. 기술적 분석 

 

 

1.1 출생아 출생 연도 별 대상 가구의 특성 

 

분석대상 가구의 출생아 출생 시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은 다음 

<표4>와 같다.  

가구주 특성을 보면 가구주 연령이 전반적으로 40세 미만 가구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40세 이상의 가구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5~39세에 해당하는 출산 여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13). 

 가구주와 산모의 일자리 지위는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이는 출생아 

가구주의 경제적 지위가 안정될수록 출산을 결정하거나 혹은 출산을 

하는 가구주 연령대의 일자리 지위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산모의 일자리 지위는 매우 낮은 편으로 데이터상으로 무급가족종사

자나 ‘해당 없음’에 답안을 택한 비율, 즉 무직이 79.76%에 달한다. 

이는 산모의 일자리 지위가 기타인 상황 중 대부분이 무직 혹은 무직 

가족종사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관찰 시점이 출산연도가 아닌 출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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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다음 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출산 후 취업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김유경(2013)의 연구에서는 출산 전후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첫째아 혹은 막내아 출산 이후 모두 취업률

이 감소하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한 취업률을 파악한 것으로 가장 취업 지속성 비율이 높은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하면 취업률 감소 정도가 더 증가할 것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소득 2분위, 가구 내 만성질환 개수의 경우 가

구주 연령의 분포가 전체 인구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집중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분포가 발생한 것인지 혹은 출산을 결정한 가

구의 특성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표 4. 출생 연도 별 분석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출생아 출생 연도 2007 2008 2009 2010 합계 

분석 대상 가구수 213 132 129 114 588 

가구주 

연령 

(37.29 

±7.48) 

40 세 

 미만 

n 176 104 92 79 451 

(%) (82.63) (78.79) (71.32) (69.30) (76.70) 

40 세 

 이상 

n 37 28 37 35 137 

(%) (17.63) (21.21) (28.68) (30.70) (23.30) 

가구주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n 88 46 47 34 215 

(%) (41.31) (34.85) (36.43) (29.82) (36.56) 

대학교 

입학 이상 

n 125 86 82 80 373 

(%) (58.69) (65.15) (63.57) (70.18) (63.44) 

가구주  

일자리  

지위 

정규직 

상용직 

n 136 87 84 78 385 

(%) (63.85) (65.91) (65.12) (68.42) (65.48) 

기타
1
 

n 77 45 45 36 203 

(%) (36.15) (34.09) (34.88) (31.58) (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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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분위 

1 분위 
n 81 60 55 43 239 

(%) (38.03) (45.45) (42.64) (37.72) (40.65) 

2 분위 
n 132 72 74 71 349 

(%) (61.97) (54.55) (57.36) (62.28) (59.35) 

가구 내 

만성질환 

개수 

(1.43 

±1.78) 

5 개 미만 
n 204 122 122 114 552 

(%) (95.77) (92.42) (94.57) (91.94) (93.88) 

5 개 이상 
n 9 10 7 10 36 

(%) (4.23) (7.58) (5.43) (8.77) (6.12) 

미숙아 

출생 여부 

미숙아 무 
n 192 114 121 106 533 

(%) (90.14) (86.36) (93.80) (92.98) (90.65) 

미숙아 유 
n 21 18 8 8 55 

(%) (9.86) (13.64) (6.20) (7.02) (9.35) 

산모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n 106 49 58 40 253 

(%) (49.77) (37.12) (44.96) (35.09) (43.03) 

대학교 

입학 이상 

n 107 83 71 74 335 

(%) (50.23) (62.88) (55.04) (64.91) (56.97) 

산모의  

일자리  

지위 

정규직 

상용직 

n 33 23 20 16 92 

(%) (15.49) (17.42) (15.50) (14.04) (15.65) 

기타
 3

 
n 180 109 109 98 496 

(%) (84.51) (82.58) (84.50) (85.96) (84.35) 

1,3 나머지에는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됨 

2
 나머지에는 의료급여, 건강보험 특례자, 미가입(외국 국적) 등이 포함됨 

  

 

1.2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변수의 분포 

 

 미숙아 발생이 일어나는 데의 영향 요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



25 

인이 혼재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목하는 영향 요인으로 가구의 사

회경제적 위치를 꼽을 수 있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위치, 특히 산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산모의 영양 상태, 재태기간 동안 산모의 건강 행

태 혹은 산전 관리와 연관성이 높은 요인이므로 미숙아 발생에 큰 영

향을 줄 수 있다. 다음은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변수의 분포를 <표 

5>로 정리하였다.  

표 5.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미숙아 유 미숙아 무 χ2
 

  n(55) (%) n(533) (%)  

가구주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28 (50.91) 187 (35.08) 

5.38
*
 

대학교 이상 27 (49.09) 346 (64.92) 

가구주  

일자리 지위 

정규직, 

상용직 
31 (56.36) 354 (66.42) 

2.23 

기타
 1

 24 (43.64) 179 (33.58) 

소득  

2분위 

1분위 28 (50.91) 211 (39.59) 

2.65 

2분위 27 (49.09) 322 (60.41) 

산모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29 (52.73) 224 (42.03) 

2.33 

대학교 이상 26 (47.27) 309 (57.97) 

산모의  

일자리 지위 

정규직, 

상용직 
4 (7.27) 88 (16.51) 

3.2234† 

기타
 3

 51 (92.73) 445 (83.49) 

1,3 나머지에는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됨 

2
 나머지에는 의료급여, 건강보험 특례자, 미가입 등이 포함됨 

†p<.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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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산모의 교육수준과 일자리 지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산모의 일자리 지위가 정규직 혹은 상용직에 해당하는 경우 미

숙아 출생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일자리 지위 역

시 산모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가

구주의 교육수준과 산모의 일자리 변수를 제외하고는 두 변수는 연관

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유의하게 기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귀무가설

을 기각하지 못할 확률이 전반적으로 10% 중반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다. 

가구의 소득 역시 차이를 보이는 특성 중 하나로 소득이 낮은 1분위

의 경우 2분위보다 미숙아 출생이 일어난 가구의 비중이 더 높은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 <표 6>은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종속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종속 변수의 기술 통계량 

 

미숙아 출생 있음 미숙아 출생 없음 

mean±SD mean±SD 

의료비(원) 1,571,942±1,756,868 1,377,227±1,205,219 

의료비

가구총소득
 0.0464±0.0463 0.038±0.0378 

가구 소득 

(만원) 
3,850±2,090 4,290±2,250 

 

의료비는 환산지수 조정률을 보정한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미숙아 

출생이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에 비해 평균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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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분포도 넓게 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미숙아 출생

이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에 비해 그 비율의 평균값이 높고 그 분포

도 넓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통계량에서 미숙아 출생이 

없는 가구 중 이상치(outlier)를 가진 가구를 제외하고 산출한 데이터

로 이상치(outlier)를 포함할 경우 0.0414±0.0881의 값을 가진다.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라 가구 소득도 차이가 있음을 밝힐 수 있다. 

이 결과는 미숙아 출생이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1.3 과부담의료비 발생 현황 

 

 과부담의료비 발생 현황에 대해 살펴 본 결과를 분석대상 가구 전체

에 대해서는 <표 7>로 정리하였다. 추가로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결과는 <표 8>로 정리하였다. 

 과부담의료비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역치 수준은 각 10%, 15%, 20%

로 잡았으며 지불능력은 가구 총 소득, 의료비는 직접의료비를 이용하

여 추정하였다. 직접의료비는 응급 서비스, 외래, 입원의 의료비와 그

에 따른 처방약값을 포함한다. 

 전체 가구를 보았을 때 가구 총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 비율, 즉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가구 비율은 4.6%로 15%와 20%로 역치 수준

이 증가할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일어난 가구는 줄어든다. 선행연

구(이혜재, 2015)에서 같은 의료패널 조사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전체 

인구 집단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비율이 대략 16%인데 비해서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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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발생 비율을 보이는 2008년에 태어난 출생아 가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출생아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비율은 전체 인구의 고소

득층(소득 상위 20~40%)이 보이는 비율, 7% 내외와 비슷하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은 전체 인구 집단의 결과와 비슷한 부분이다. 

표 7. 분석대상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출생 연도 
과부담의료비 역치 수준 

10% 15% 20% 

2007 4.69 1.88 1.41 

2008 0.76 0 0 

2009 5.43 1.55 0 

2010 8.77 5.26 3.51 

전체 4.6 2.04 1.19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결과는 전체 출생아 가구의 결과와 확연

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숙아 출생 있는 가구의 경우 분석대

상 전시기에 걸쳐 역치 수준 10%, 15%, 20%에 따라 각각 10.91%, 

5.45%, 1.82%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비율을 보인다. 반면 미숙아 출생

이 없는 가구의 경우 각각 4.13%, 1.69%, 1.13%의 과부담의료비 발

생 비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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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과부담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출생 

연도 

미숙아 출생 있는 가구 미숙아 출생 없는 가구 

10% 15% 20% 10% 15% 20% 

2007 4.76 0 0 4.69 2.08 1.56 

2008 0 0 0 0.88 0 0 

2009 25 12.5 0 4.13 0.83 0 

2010 37.5 25 12.5 6.6 3.77 2.83 

전체 10.91 5.45 1.82 4.13 1.69 1.13 

 

역치 수준 20%를 제외하면 역치 수준 10%와 15%에서는 미숙아 

출생이 있는 가구의 경우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미숙아 출생이 없는 

가구에 비해 각각 2.64배, 3.22배 많다.  

출생 연도에 따른 결과를 확인할 경우 미숙아 출생이 있는 가구의 

2007년생이나 2008년생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비율이 미숙아 출생이 

없는 가구와 차이가 없지만 2009년이나 2010년생에서는 차이를 보이

는 점이 특이점이다.  

 

2. 결과 

 

출생아 가구의 변수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

틱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多)년도 자료를 활용하지만 가구원으

로 신규 등록한 출생아 가구를 특정 시기만 추적하는 연구모형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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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패널 분석보다는 합동 회귀분석이 본 연구 목적에 맞는 적절

한 방법으로 그에 따라 시간을 보정하기 위한 출생 연도 변수를 추가

하였다.  

표 9. 분석대상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종속 변수 

과부담의료비 발생(역치 10%) 

Pooled Logit  

(n=588) 

Odds Ratio Std. Error 

가구 내 만성질환 개수 1.03 0.12 

가구주 연령 1.02 0.02 

소득 2분위 

(소득 하위 50%) 
소득 상위 50% 0.35

*
 0.16 

가구주 

교육수준 

(대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3.83
**

 1.92 

가구주 

일자리 지위 

(정규직∙상용직) 

기타1 0.60 0.27 

산모의 

 교육수준 

(대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0.71 0.33 

미숙아 출생 

여부 

(미숙아 없음) 

미숙아 있음 2.61† 1.38 

출생 연도 

(2010) 

2007 0.43† 0.22 

2008 0.06
*
 0.07 

2009 0.52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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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
p<.05;

**
p<.01; 

1 
나머지에는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됨 

 

위의 <표 9>는 출생아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정리한 표이다. 

출생아 가정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소득 2분

위, 가구주 교육수준, 미숙아 출생여부, 출생 연도가 2007년과 2008

년인 경우로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교차비(Odd ratio)는 소

득 상위 50%인 경우 소득 하위 50%에 비해 0.35로 유의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대학교 이상보다 3.83으로 통

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결과를 보인다. 미숙아 출생이 있는 가구의 경

우 미숙아 출생이 없는 가구에 비해 2.61의 교차비를 보이며 이는 유

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타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숙아 출생이 없을수록 과부담의료비 발

생 위험이 적은 것이다. 가구주 일자리 지위 출생 연도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발생의 차이는 2010년 기준으로 2007년과 2008년의 과부담의

료비 발생이 유의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숙아 출생이 있

는 가구의 산모 일자리 지위는 일부 연도(2009년, 2010년)에서 정규직, 

상용직에 해당하는 가구가 없는 관계로 이 변수를 제외하고 합동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환산지수 조정률을 보정한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결

과는 다음 <표 10>와 같다. 의료비에 로그를 취하면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은 두 개의 관측치가 제외되었다. 이분산(heteroskedasticity) 

검정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였으며 이분산과 다중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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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분석대상 가구의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결과 

종속 변수 

Log 의료비 

Pooled OLS  

(n=586) 

β Std. Error 

가구 내 만성질환 개수 0.10
***

 0.02 

가구주 연령 -0.001 0.005 

가구원 수 0.09
*
 0.04 

소득 2분위 

(소득 하위 50%) 
소득 상위 50% 0.30

***
 0.08 

가구주 

교육수준 

(대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0.09 0.08 

가구주 

일자리 지위 

(정규직∙상용직) 

기타
1
 -0.17

*
 0.08 

산모의 

 교육수준 

(대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0.11 0.08 

산모의 

 일자리 지위 

(정규직∙상용직) 

기타
1
 0.13 0.10 

미숙아 출생 

여부 

(미숙아 없음) 

미숙아 있음 0.15 0.12 

출생 연도 

(2008) 

2007 -0.08 0.09 

2009 0.19† 0.11 

2010 0.21†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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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
p<.05;

**
p<.01;;

***
p<.001 

1 
나머지에는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됨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구 내 만성질

환 개수와 가구원 수, 소득 2분위, 가구주 일자리 지위, 출생연도 

2009년과 2010년이다. 연속 변수인 가구 내 만성질환 개수와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밝혀졌으며 소득 상위 

50%가 소득 하위 50%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출

생 연도 2008년을 기준으로 2009년과 2010년은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숙아 출생 여부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방향으

로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의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결

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이분산(heteroskedasticity) 검정과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이분산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분석하는데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의 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요인은 소득 2분위, 가구주 교육수준, 산모의 일자리 지위이다. 가

구주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일 경우, 산모의 일자리 지위

가 기타일 경우 유의하게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이 더 크다는 결론이 

밝혀졌다.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 적게 나

왔으며 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출생 연도에 따른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은 2009년 기준 전년도 유의성을 띄지 않는 것

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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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분석대상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

인 분석 결과 

변수 

의료비/가구 총 소득 비율 

Pooled OLS  

(n=588) 

β Std. Error 

가구 내 만성질환 개수 0.002 0.001 

가구주 연령 0.00003 0.0003 

소득 2분위 

(소득 하위 50%) 
소득 상위 50% -0.02

*
 0.009 

가구주 

교육수준 

(대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0.01† 0.007 

가구주 

일자리 지위 

(정규직∙상용직) 

기타1 -0.01 0.01 

산모의 

 교육수준 

(대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0.0007 0.006 

산모의 

 일자리 지위 

(정규직∙상용직) 

기타
1
 0.01

***
 0.003 

미숙아 출생 

여부 

(미숙아 없음) 

미숙아 있음 0.002 0.009 

출생 연도 

(2009) 

2007 0.0005 0.01 

2008 -0.009 0.005 

2010 -0.0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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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
p<.05;

**
p<.01;

***
p<.001 

1 
나머지에는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됨 

 

3. 추가 분석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 역치 수준을 다양

하게 잡지 못한 이유는 15%와 20%의 경우 발생하지 않는 변수 군(출

생 연도)이 존재하여 제대로 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가 분석에서는 출생아 의료비의 가구 내 의료비 비중에 대한 분석

과 출생아에 대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다른 가구원들, 특히 가구주와 

산모에 있어서 미충족의료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출생아 의료비의 가구 내 의료비 비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 종속변수 구성은 가구 전체 의료비 대비 출생아의 의료비 비

율로 정하였다. 통제 변수와 설명 변수는 기존 분석과 같은 변수들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존 의료비를 분석한 경우와 마찬

가지로 합동 다중회귀분석(Pool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출생아 의료비 비중을 분석하는 이유는 미숙아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출생아 의료비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미숙아 발생 시 출생아 의료

비가 증가한다면 이에 따라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많아진다는 이전 결

과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 의료비의 가구 내 의료비 비중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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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출생아 의료비의 가구 내 의료비 비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

석 결과 

변수 

출생아 의료비의 가구 내 비중 

Pooled OLS  

(n=586) 

β Std. Error 

가구 내 만성질환 개수 -.02
***

 0.006 

가구주 연령 -0.006
***

 0.002 

소득 2분위 

(소득 하위 50%) 
소득 상위 50% -0.005 0.02 

가구주 

교육수준 

(대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0.02 0.03 

가구주 

일자리 지위 

(정규직∙상용직) 

기타1 0.05
*
 0.02 

산모의 

 교육수준 

(대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0.02 0.02 

산모의 

 일자리 지위 

(정규직∙상용직) 

기타1 -0.08
*
 0.03 

미숙아 출생 

여부 

(미숙아 없음) 

미숙아 있음 0.06† 0.04 

출생 연도 

(2009) 

2007 -0.02 0.03 

2008 -0.02 0.03 

2010 0.00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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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
p<.05;

**
p<.01;

***
p<.001 

1 
나머지에는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됨 

 

 가구주 연령과 가구 내 만성질환 개수, 가구주와 산모의 일자리 지위, 

미숙아 출생 여부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

수록, 가구 내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수록 출생아 의료비의 가구 내 비

중이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주와 산모의 일자리 지위의 

결과는 상반되는데 산모의 일자리 지위가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

직 및 상용직의 경우보다 출생아 의료비 비중이 더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 가구주의 일자리 지위가 기타일 경우 오히려 의료비 비중

이 많아짐을 볼 수 있다. 미숙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 없는 가구에 비

해 의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유의한 변수 중에 큰 영향력을 

가진다. 이는 미숙아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 내 의료비 중 출생아에 

지출하는 의료비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미숙아가 있는 가구 집단의 의료비 지출이 출생

아 이외의 가구원인 가구주나 산모에 있어 의료이용 접근성을 감소시

키는지 알아 보았다. 다음은 가구주와 산모의 미충족의료 발생에 대해 

정리한 <표 13>과 <표 14>이다. 

 

표 13.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가구주 미충족의료 발생 여부 

 미충족의료 발생 미충족의료 없음 

미숙아 있는 가구 

(%) 

5 

(19.23) 

21 

(80.77) 

미숙아 없는 가구 

(%) 

40 

(18.60) 

175 

(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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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산모의 미충족의료 발생 여부 

 미충족의료 발생 미충족의료 없음 

미숙아 있는 가구 

(%) 

6 

(23.08) 

20 

(76.92) 

미숙아 없는 가구 

(%) 

51 

(23.18) 

169 

(76.82)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 중 미충족의료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는 자료는 2009년과 2011년 자료로서 앞서 살펴 본 

출생아 가구 집단의 일부이다. 가구주와 산모 간의 결측치는 가구주에

서 미충족의료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위 결과를 

보면 가구주나 산모의 미충족의료 비율이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따른 미

충족의료 발생 여부도 확인하였지만 과부담의료비 발생한 집단과 발

생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23% 내외의 산모의 미충족의료 발생 확률은 송해연 외(2015)의 연

구 중 여성의 미충족의료 발생 확률(17.9%)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

로 이에 대한 분석은 추후 연구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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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1.1 기술적 분석 고찰 

 

출생아 가구는 전체 인구 집단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기본적으로 

출산을 경험하는 연령군이 청장년층으로 몰려있으며 이는 만성질환 

개수,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일자리 지위, 가구주 의료보장 형태에 

영향을 끼친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등학교 진학률의 증가라

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고등교육의 진학이라는 변수가 사회경제적 위

치를 반영하는 것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반면 대학교 

진학률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 입학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대

학교 입학이라는 경계는 아직까지 유효한 구분임을 알 수 있다. 

출생아 가구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는 산모의 일자리 지위

이다.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변수는 출산 이후 취업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다. 이 변수는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변수이기도 하다. 미

숙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 미숙아가 없는 가구보다 정규직 및 상용직

에 해당하는 일자리 지위를 가진 산모 비율이 절반 정도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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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미숙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산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라는 것을 감안할 때 미숙아를 낳는 산모의 

교육 수준이 낮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일자리 유형 차이로 출산 직후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미숙아가 가지는 건강문제에 부딪혀 이

들을 돌보는 어머니들이 더욱 증가한 양육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점

(김소영&권미경, 2005), 미숙아 양육 스트레스가 정상체중 출생아의 

양육 스트레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점(이채원&김윤화, 

2013)에서 일자리 복귀 혹은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은 기존 미숙아 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가구주와 산모

의 교육수준이 미숙아 없는 가구에 비해 미숙아 있는 가구에서 낮은 

결과를 보이며 소득 2분위 변수나 가구주 일자리 지위에서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일자리와 수입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및 

상용직 비율이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차이는 의료비와 가구 총 소득 대비 의료

비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미숙아 있는 가구에서 미숙아 없는 가구에 

비해 의료비를 더 지출하고 가구 총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도 상대적

으로 더 높다. 그러나 미숙아가 있는 가구의 의료비 분포는 분산이 큰 

결과, 즉 표본 간의 의료비 차이가 크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미숙아의 기준을 상세히 나누어 그 분포(<표 15>)를 보면 설명이 가

능하다.  

미숙아의 기준은 출생체중 기준으로 2,500g 미만인 경우 혹은 재태 

기간 기준 37주 이내인 경우이다. 미숙아의 출생 후 건강 결과는 출

생 체중 혹은 재태 기간 중 일정 시기 내 체중 증가량에 따라 결정되

는 것을 보았을 때 미숙아의 분포는 표본 간의 건강 결과가 큰 차이

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물론 출생 체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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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 기간이 짧을 경우 재입원 비율이 높고 건강결과도 재태 기간이 

정상인 출생아에 비해 안 좋다는 결과도 있다.)  

표 15. 미숙아 기준에 따른 분포 

기준 
재태 기간 

(37주 이하) 

출생체중 

(2,500g 미만) 

출생체중 

재태 기간 

표본 수 29 9 17 

 

과부담의료비의 경우 역치 수준에 따라,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라 

발생 가구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출생 연도가 2008년인 경우의 결과

와 같이 연도별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출생 

연도 기준 2007년과 2008년의 결과와 2009년, 2010년의 결과가 차이

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3가지의 종속변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그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와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을 비교할 경우 고려할 점이 존재한다. 선행연구가 가진 변

수 추적시점 일치의 문제이다. 이혜재(2015)의 경우 연구자가 연구의 

제한점 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의료비와 소득의 추적시점이 일치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득이 낮게 추정됨에 따라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이 과다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선행연구와 같은 방법

에 따라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을 구했을 때 미숙아가 있는 가구에

서 10.91%에서 16.36%로, 전체 출생아 가구에서 4.6%에서 7.48%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 의료비와 소득 추적시점을 일치하

였을 때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을 구하고 전체 자료의 평균 발생

률과 비교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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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비율은 역치 수준 10%에서 2008년

부터 2011년 순으로 14.04%, 13.57%, 15.29%, 15.92%로 나왔다. 과

부담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다고 응답

한 가구와 다음 연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는 제외하였다. 

미숙아 있는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은 역치 수준 10% 

기준으로 10.91%이다. 10.91%의 결과는 전체 인구 집단의 평균 값인 

14.66%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비율이 4.6%라는 것과 비교하면 출생아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

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낮은 이유는 출생아 가구의 출

생아 외 가구원들이 상대적으로 건강 위험도가 낮으며 의료이용이 적

다는 점과 출산을 결정한 가구의 경우 경제적 안정도, 즉 소득이 일정 

수준 갖춰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점은 세가지 추

가적 함의를 가진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미숙아 있는 가구가 미숙아 없는 가구보다 

의료비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숙아가 정상 성장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진찰

과 검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통비 등의 추가 비용이 상당하며 그

에 따른 양육자의 시간과 심리적 부담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산모의 

재취업 포기) 등도 존재한다. 또한 미숙아를 돌보는 양육비용도 정상 

출생 체중아에 비해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용소득의 감소 혹은 

사적 이전에 의존한 경제적 부담 해결 등 산재된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는 의료비를 직접의료비로 추정한 본 연구에서 살펴볼 수 없으며 

한국의료패널 내에서도 가용소득의 감소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설문

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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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계 지출의 예산선이 같은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에서 그 

부담 수준이 비슷할 수 있다. 가계 지출 예산선에 따라 가구 의료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출생아 가구의 경우 기본적으

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부모의 경우 의료 이용 비중이 적

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선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것

이다. 이는 다른 인구 집단, 특히 장애인이 있는 가구나 노인 가구에

서의 해석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출생아 가구의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평균인 4.19% 정도를 의료비

에 대한 예상한 적정 지출이라고 본다면 그 것을 초과하는 10% 이상

의 의료비 지출은 가구에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전체 인구 

집단의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평균이 7.10%라는 것을 보면 10% 지

출 수준이 갖는 의미는 다르게 보인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비중이 낮은 출생아 가정이라는 동일한 인구 집

단에서 미숙아가 있는 가구에게 발생하는 의료비의 추가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가 되는 

점이다.  

 

1.2 결과 고찰 

 

과부담의료비 발생 여부 이외에 의료비나 가구 총 소득 대비 의료

비 비율을 분석한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결과

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미숙아가 있는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과부담의료비라는 변수 특성상 여러 가

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변수가 의료비와 가구의 지불능력, 본 연구에

서는 가구 총 소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높을 경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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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을 경우, 그리고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부담의료비 발

생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 중 어떤 요

인이 출생아 가구, 특히 미숙아 출생이 있는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

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종속변수를 설정한 것

이다. 또한 다양한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은 출생 연도에 따른 차이에 

관해서도 설명할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출생아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 2분위, 가구주 교육수준, 미숙아 출생 여부 등이 있다. 전체 가

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었던 가구주 연령, 건강

보장 유형, 만성질환 개수 등은 출생아 가구의 특성 상 유의미한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이다.  

미숙아 출생 여부의 경우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

며 미숙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 없는 가구에 비해 과부담의료비가 발

생할 확률이 2.61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결과는 기술적 분석에

서 살펴보았듯이 출생아 인구 집단이 전체 인구 집단에 비해 과부담

의료비 발생 위험이 적지만 미숙아 출생이 있는 경우 미숙아의 건강 

위험이 클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고 미숙아 양육 부담에 

의한 산모의 경제력 상실에 따라 과부담의료비 발생 위험이 미숙아 

없는 출생아 가구에 비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출생아 가구의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결과와 비교할 

경우 의료비는 미숙아 있는 가구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많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라 의료비는 차이가 나

지 않지만 과부담의료비 발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해석은 미숙아 있는 가구 소득의 문제이다. 미숙아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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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지만 가구 소득이 유의

미하게 적기 때문에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 해석

은 미숙아 발생에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가구의 사회경제적 위치라

는 점에서 일견 타당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해석은 미숙아 있는 가구의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에 

따른 분포 문제이다. 이 해석은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 결

과 고찰에서 더 자세히 후술하고자 한다. 

소득 2분위 변수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보이는데 이는 과부담의료비 발생 요인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의료

비가 증가하지만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은 감소한다는 것은 의료비 

증가를 완충할 소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과부담의료비 발생 영향 요인 중 하나였지만 의

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결과는 가구주 교육수준이 과부담의

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칠 때 의료비보다 가구 총 소득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출생 연도에 따른 과부담의료비 발생과 의료비의 차이

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결과를 

보면 2009년과 2010년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2007

년과 2008년의 경우 과부담의료비가 덜 발생한다. 의료비도 2008년 

기준으로 2009년과 2010년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출생 

연도 기준 2007년과 2008년, 즉 2008년과 2009년에 의료비 지출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출생 연도와 의료비 추적 시점 간의 차이가 있어 데이터 상으로 출

생 연도 2007년인 경우 2008년의 데이터를, 출생 연도 2009년인 경

우 2010년의 데이터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비 지출 변화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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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급여 보장률 변화와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실질 본인부담금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표 16>는 2010

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장성을 강화 혹은 유

지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의료비 지출 

증가분 중 실질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16. 2008~2010년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보장성 강화 정책 

재정지출 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I P N I P N I P N 

전체

(%) 
62.0 22.5 15.5 63.6 22.5 13.9 62.7 21.3 16.0 

급여

지출 
20,815(억 원) 26,017(억 원) 36,917(억 원) 

자료 :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재구성 

(I : 건강보험 보장률; P : 법정 본인 부담률; N : 비급여 본인 부담률) 

 

표 17. 2008~2010년 총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금 비율과 실질 본인

부담금 추이 

연도 

총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금 비율

(A)  (%) 

(A)의 증가율 

(%) 

실질 본인부담금 

(B) (억 원) 

(B)의 증가율 

(%) 

2008 38.38 - 152,273 - 

2009 37.22 -1.16 161,549 6.09 

2010 38.10 0.88 186,804 15.63 

 자료 : 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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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은 연도별 실질 본인부담금과 그 증가율, 총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금 비율과 그 증가율에 대한 것이다. 참고로 이 자료의 의료

비는 연간 수가상승률에 따라 2006년 기준으로 현재 가치화한 것이다.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을 실질 본인부담금이라

고 할 때 총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금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실질 본인부담금 절대치의 증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본인부담금 경감, 급여 전환에 추가적으로 급여비를 지출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

인부담금의 증가분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연구원, 

2012). 

 치과와 한방이 포함되지 않은 병원 및 의원(의과영역)에 한정하였을 

경우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인다. <표 18>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8. 연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요양기관 종별 분포와 추이 

(단위 : 억 원) 

 전체 
증감률 

(%)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2008 55,306 - 18,050 12,358 13,221 9,878 1,798 

2009 49,369 -10.74 20,516 9,363 9,759 7,710 2,201 

2010 64,214 30.07 23,075 13,768 12,346 11,946 3,078 

자료 : 김옥회 외(2012) 재구성 

 

 2010년의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30.07%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통계 연보의 진료비(보건

기관 및 조산원 제외)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결과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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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출한 <표 18>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특히 항목별 분포를 보

이는 <표 19>에서는 병실 차액료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증가세를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한 항목은 처

치 및 수술료를 제외한 전 항목에 달한다. 

 

표 19. 연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항목별 분포와 추이 

(단위 : 억 원) 

 2009 2010 증감률(%) 

비급여 63,231 82,769 30.90 

병실 차액료 9,927 9,684 -2.45 

선택 진료료 16,819 21,603 28.44 

식대 126 248 96.83 

주사료 5.122 6,622 29.29 

처치 및 수술료 4,742 5,132 8.22 

검사료 4,426 6,953 57.09 

치료 재료대 4,806 7,284 51.56 

MRI 3,288 4,966 51.03 

초음파 6,133 9,105 48.46 

기타 7,651 11,174 46.05 

 자료 : 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현경래 외(2013) 재구성 

 지금까지의 자료들은 2010년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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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실질 본인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고 이러한 흐름

이 유독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벌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심지어 

2009년 의료비가 2008년보다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서의 결과들이라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원 1일당 0세 기준 진료비와 급여비, 법정본인부담금이 

실제로 2009년과 2010년 사이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보면 비슷한 흐

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표 20>는 2009년과 2010

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중 연령별 외래 및 입원 급여 현황을 재구

성한 것이다. 

표 20. 연도별 0세 기준 내원 1일당 진료비, 급여비, 법정 본인부담금 

분포와 추이 

 2009년(원) 2010년(원) 상승률(%) 

 진료 급여 본인 진료 급여 본인 진료 급여 본인 

입

원 
78,912 76,592 2,320 92,447 89,872 2,575 17.15 17.34 10.99 

외

래 
10,064 7,170 2,894 13,986 10,005 3,981 38.97 39.54 37.56 

약

국 
5,543 4,374 1,169 7,625 6,039 1,586 37.56 38.07 35.67 

전

체 
94,519 88,136 6,383 114,058 105,916 8,142 20.67 20.17 27.56 

자료 : 2009년, 2010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재구성 

 <표 20>를 보면 진료비와 급여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반적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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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특히 본인부담금은 27.56%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당

시 환산지수 조정률 2.22%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증가세이다. 다만, 본 연구의 추적 시기가 정확히 0세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출생 연도에 따른 의료비 차이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오차 범위 내

에서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특히 

특정 시점에서의 실질 본인부담금 상승으로 인해 나온 결과이다. 동시

에 전체 인구 집단의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흐름이 0세아의 의료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의 비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

은 가구주 교육수준과 소득 2분위, 산모의 일자리 지위이다.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산모의 일자리 지위가 기타일수록 가구 총 소득 

대비 의료비의 비율은 높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 소득 대비 

의료비의 비율은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인다. 이 중 산모의 일자리 

지위의 경우 매우 특이한 상황으로 산모의 일자리 지위가 정규직 및 

상용직인 경우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과부담의료비 

발생 역치 기준을 더 낮춰 5% 수준에서 볼 경우 산모의 일자리 지위

가 정규직 및 상용직인 경우 과부담의료비 발생하는 가구 비율이 

8.70%인데 이는 산모의 일자리 지위가 기타일 때 과부담의료비가 발

생하는 가구 비율이 27.02%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가구 총 소득 대비 의료비의 비율에 대한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

은 미숙아 출생 여부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다.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대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변수

가 역치값을 대입하지 않은 가구 총 소득 대비 의료비의 비율에서는 

왜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일까? 그 의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

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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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결과에서 앞서 언급한 가구 총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의 평

균은 미숙아 있는 가구에서 높게 나왔다. 하지만 미숙아 없는 가구에

서 이상치(outlier)를 가진 표본을 제거하지 않은 결과를 보면 평균치

가 거의 비슷하고 분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값을 지닌다. 표본에 

따른 가구 총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

포에 대해 자세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숙아 출생 여부와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 구간에 따른 분포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미숙아 출생 여부와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 구간에 

따른 분포 

 (단위 : 가구, %) 

비율 구간 ~2.5% 
2.5 

~5% 

5% 

~8% 

8% 

~10% 

10% 

~20% 
20%~ 

미숙아 무 

(n : 533) 

246 

(46.15) 

159 

(29.83) 

77 

(14.45) 

29 

(5.44) 

16 

(3.00) 

6 

(1.13) 

미숙아 유 

(n : 55) 

25 

(45.45) 

16 

(29.09) 

3 

(5.45) 

5 

(9.09) 

5 

(9.09) 

1 

(1.82)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이 5% 이하의 경우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분포는 차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이 5%~8%인 구간에서는 미숙아 없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다. 반면에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 8% 이상에서

는 미숙아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숙아가 

있는 가구에서의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의 분포가 양극화 

되어있다는 결과이다. 

미숙아 유무에 관계없이 비슷한 분포를 지닌 구간을 넘어선 특정 

비율 구간에서 미숙아 없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데 반해 그 이상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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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는 미숙아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가구 총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역치값을 적용해 산출하는 과부담의료비 특성 상 10% 

기준에 해당하는 분포가 중요하고 미숙아 있는 가구 군에서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이 10% 넘는 가구 비율이 높으므로 과부담

의료비 발생 결과에서는 미숙아 출생이 유의미한 의미를 가질 수 있

다.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의 경우처럼 의료비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미숙아 출생이 유의하지 않았는지 추론이 가능하다. 다음

은 미숙아 출생 여부와 의료비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표 22>이다. 

표 22. 미숙아 출생 여부와 의료비 구간에 따른 분포 

의료비 구간 ~2,000,000원 
2,000,000원 

~4,000,000원 
4,000,000원~ 

미숙아 무 

(n : 533) 

418 

(78.42%) 

95 

(10.90%) 

20 

(3.75%) 

미숙아 유 

(n : 55) 

44 

(80%) 

6 

(10.90%) 

5 

(9.09%) 

 

의료비 구간에 따른 분포 역시 가구 총 소득에 따른 의료비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비 지출이 의료필요나 건

강 위험과 연결되어있다는 점에서 미숙아 있는 가구 군에서는 의료필

요나 건강 위험에서도 양극화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숙아의 출생 시 체중이나 재태기간의 차이, 출산 후 

치료와 관리의 차이에 따라 건강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구 총 소득에 대한 의료비 비율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숙아 

출생 여부에 따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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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한국의료패널 조사 총 5개년도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는 자료가 제

공하는 변수의 제약을 받으며 그에 따른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아 탄생 직후 시점으로부터 신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자료부터 신규 등록하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장 결

정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출생아 탄생 직후 시점부터 신규 

등록이 된다면 출생시점부터 생후 1년이 될 때까지 추적함으로써 0세 

시기에 대한 의료비가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로 각 표본 간의 

추적 시기마다 차이가 존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연구의 편향이 발생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의료비 지출의 연령대별 추세는 전반적으

로 비슷하다는 것을 볼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의의는 유효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미숙아 구분을 위한 임신기간 변수의 한계이다.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임신기간을 37주 이내, 37~42주, 42주 이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에서 조사된 미숙아의 52%가 

정상체중이면서 임신기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표본이기 때문이다. 

만약 임신기간을 정확하게 조사했다면 임신기간 중 일정 기간 당 체

중 증가량, 즉 재태 기간 내 성장속도에 따른 구분을 통해 미숙아 집

단을 더 세밀히 구분하고 연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자료 손실과 활용 한계에서의 문제점이다. 본 연구는 과부담의

료비 발생 여부 변수의 추정을 위해 의료이용 시점과 소득 추적 시점

을 동일하게 설정했다. 그럼으로써 총 5개년도 자료 중 마지막 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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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소득 자료만 사용하게 되어 4개년도에 해당하는 출생아 가구 

집단을 연구하게 되었고 소득 자료의 결측치 역시 존재했다. 이러한 

표본수의 부족은 본 연구가 미숙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

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출생아 가구를 추

출하고 이 중에서 미숙아에 해당하는 가구를 구분한 결과 분석에 이

용된 미숙아 가구는 55가구에 그쳤다. 자료의 크기에 따라 분석의 질

과 설명력이 달라진다는 데서 아쉬움이 남는다. 

 넷째, 장기추적의 문제이다. 장기추적을 통해 출생 이후 가구 특성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추세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패널

분석을 통해 역인과성을 판단하고 정확한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장기추적의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미숙아의 가구 빈곤화

이나 과부담의료비 지속 여부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과부담의료비

에 대한 가구 빈곤화의 경우 실제로 자녀의 건강불평등에 의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빈곤화 확률이 높은 경우 추가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

는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생존자 편향에 의해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적게 발생하거나 과부담의료비 발생 시에도 빈

곤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3. 연구의 의의와 제언 

  

 본 연구의 의의는 출생아 가구 전반에 걸쳐 의료비 지출과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정요인을 확인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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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생 여부가 실제로 가구의 의료비 지출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을 높인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한 

출생아의 의료비가 가구의 의료비 중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실제 

미숙아 가정이 만숙아 가정에 비해 더 의료비 지출이 많으며 

의료비에 의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있음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자료의 한계에 따른 추가 분석의 제한이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 

만으로도 그 동안 사회적 문제로 파악되었던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지금까지의 지원대책 이외에 다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일시적 지원 대책일 뿐 만 아니라 미숙아 출산율 증가와 예산 부족 

등으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과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지원 대책의 

책임부서를 보건복지부로 하여 지원 부서와 지원 대상의 창구를 

일원화하며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지원금의 상한선을 늘리는 등 

지원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고 수동적인 지원이 아닌 능동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미숙아를 지방자치단체 보건담당부서에 의무 등록하고 보호자에 

대한 심리적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에도 가정 방문을 하여 미숙아와 양육하는 부모 모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숙아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후 18개월 내에 지속적인 관리와 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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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전체 자료를 통해 미숙아 기준에 따른 실제 의료비 

지출 경향을 살펴보고 미숙아 집단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구간까지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미숙아 

가정에서의 의료비 지출이 만숙아 가정보다 많다는 근거가 있다면 

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환자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하여 본인부담금 경감정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미숙아도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하여 응급이나 외래 

본인부담금 추가 경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의료이용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보다 접근성을 높혀 만숙아와 미숙아의 건강 

차이를 줄이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의료비 이외의 지원 대책도 가능할 

것이다. 양육비를 지원할 때 미숙아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하는 

등을 말한다. 미숙아 가정의 미숙아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의료비뿐 

만 아니라 양육비에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지원도 

미숙아 가정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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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출생아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미숙아 출생 여부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의 유

의성과 크기를 확인하였다.  

 가구의 과부담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은 미숙아 출생 여부와 

가구의 소득 수준, 가구주의 교육수준, 출생연도 변수이다. 미숙아 출

생이 있는 가구일수록,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과부담의료비가 많이 발생했다. 출생연도에 따른 과

부담의료비 차이는 특정연도의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미숙아 출생 여부는 출생아 가구의 의료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주

었으며 과부담의료비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미숙아가 있

는 가구는 없는 가구에 비해 의료비가 187,682원 더 많았고,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2.6115배 높았다.  

출생아 가정의 평균 과부담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은 전체 인구 집

단보다 적으며 미숙아가 있는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은 

없는 가구에 비해 2.64배 높았다.  

미숙아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많으며 이 지출이 가구의 과도한 경

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책의 현실화와 

동시에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숙아에 대

한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행정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미숙아 가구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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