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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건정책 분야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충족 의료는 

보건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과정 지향적(process-oriented) 지표로써 널리 

쓰이고 있다 (Carr & Wolfe, 1976). 전 국민 건강보장제도와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원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미충족 

의료는 2014년 약 12%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그 규모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는 의료자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은 

필요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의료자원과 미충족 의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충족 의료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개인 수준만을 고려하고 

지역 수준의 의료자원을 포함하여서는 연구 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2014 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의 의료자원이 개인의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미충족 의료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만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인만을 파악하였다. 반면, 지역 특성을 함께 

분석할 경우 미충족 의료와 수요 및 공급의 측면의 관계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시∙군∙구 지역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미충족 의료 분석 결과, 개인수준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혼에 비해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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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감소할수록,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만성질환이 0 개에 비해 1 개인 경우, 최근 

급∙만성질환 및 경험이 있는 경우 미충족 의료의 비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수준에서는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의료자원을 포함한 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가 높아지고, 가정의학과와 

결핵과 전문의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광역시 동에서는 

흉부외과, 성형외과,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동은 모든 

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국 읍면에서는 비뇨기과, 응급의학과 의사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가 증가하고, 결핵과 의사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자원 분포 현황과 지역 내 

의료자원과 미충족 의료와의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및 접근성 제고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는 미충족 의료의 경험 가능성을 완화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형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미충족 의료, 의료자원, 다수준 분석 

학   번 : 2014-2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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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건강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정책 분야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강조되어 왔다(허순임∙김수정, 

2007). ‘접근성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 개념에 입각한 방법으로서 

필요시 동등한 이용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Mooney, 

1991). 이와 같이 보건의료서비스의 평등한 접근을 위해 전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원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2013년 기준 62%)1, 수도권 중심의 의료자원의 분포2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같은 문제는 소득계층별, 지역별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와 

양극화에 이어 건강 불평등(윤태호, 2010)까지 불러온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접근성 자체에서 형평성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불형평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의료자원이 

공급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불균등 분포 문제가 존재하고, 민간이 

의료시장을 주도하는 환경(오영호, 2008)에서 지역적 불균형 문제는 

자연스럽게 완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고 이는 접근성에 의해 야기되는 

형평성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방법이다. 때문에 현재 지역의 

                                                 
1 서남규 2013. 2013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
 김상기 2015.12.18의료는 산업인가, 복지인가?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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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특히 정책적 개입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접근성은 형평성의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되는데(Le Grand, 1981), 이는 의료의 

이용과 건강결과에서의 차이를 불러오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Mooney, 1983). Andy, Andersen, Fleming 등(1980)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구집단의 잠재적 접근성과 

실제적 접근성을 포괄하는 범주로 정의하고, 각 범주별로 이들 접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전달체계의 

특징과 개인적 특징은 의료서비스 접근의 잠재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용량과 충족률은 실현된 서비스 접근성의 객관적, 주관적 지표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란 실제로 이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즉 의료서비스 접근성 연구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징, 의료인력과 

시설의 분포와 같은 조직적 특징뿐만 아니라 의료이용률이나 충족률과 

같은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된다는 

것이다(홍백의, 1995 에서 재인용). 특히 ‘접근성의 평등’을 위해서는 

실제 의료이용 양보다는 이용하지 못한 상태인 미충족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평가한다면 의료이용자에만 국한되어 

접근성의 문제를 제한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충족되지 못한 의료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접근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허순임∙김수정, 2011).  

미충족 의료(Unmet needs)는 보건의료의 접근성에 과정 

지향적(process-oriented) 지표(Carr & Wolfe, 1976)로써, 환자가 

원하거나 의료전문가의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환자가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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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를 말한다(Donabedian, 1973). 미충족 의료의 중요성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건강권의 측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는 

기본적인 건강권의 하나로 어떤 이유에서든 충족되지 않은 경우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실용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는 그 자체나 수치상의 결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이나 치료의 

지연으로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사망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이용을 더 늘리거나 더 비싼 서비스가 요구될 수 

있다(Institute of medicine, 2002; Tidikis & Strasen, 1994; Alfonso, 

1997). 셋째, 형평성의 측면에서 의료의 불평등은 불리한 환경에 있는 

집단이 건강의 측면에서 더욱 불리하도록 하며, 나아가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Braveman & Gruskin, 2003: 256). 따라서 

미충족 의료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미충족 의료는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미충족 의료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0 년 20.3%에서 

2014 년 12.1%로 5 년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지만(보건복지부, 

2015), 14년 시∙군∙구 단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률은 최소 1.4%~최대 

23.1%로 분포하여 지역별로 미충족 의료가 상이하다는 것을 

암시한다(질병관리본부, 2014a).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으로 소득,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성별, 연령, 만성질환, 

교육, 주관적 건강상태, 민간보험, 근무상태 등이 있고, 그 중에서도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소득, 의료보장 유형 등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파악되었다(Shi, 2005; 신영전∙손정인, 2009; 김수정, 2011; 임지혜, 

2013). 경제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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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의료 경험에 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신영전∙손정인, 

2009; 박경돈, 2007). 이에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책적으로 변경가능한 

경제적 접근성에 초점을 맞춰 미충족 의료 완화 방안으로 의료비 지불 

능력의 평등에 국한되어 주로 다루고 강조해왔다(건강형평성학회, 2008).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거시구조적 맥락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되며 기존의 개인속성에 추가하여 지역관점에서도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omver Brunson Radburn, 2011; 신호성∙이수형, 2011; 

박경돈, 2012). 과거보다는 현재 의료자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커져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 의료자원의 분포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환경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Penchansky(1981)는 접근성을 의료자원의 공급의 유용성(availability), 

의료시설에서의 지리적 접근성(accessibility), 의료비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의료기관의 편의성(accommodation), 그리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상호수용성(acceptability)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료이용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는 접근성이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기존에 강조하는 경제적 접근성만으로는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이용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Andersen(1995) 모형에서는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사회구조 요인, 건강신념으로 

설명되는 ‘소인성 요인(Predisposing factors)’과 가족 자원, 의료보장, 

지역사회 자원(의료자원,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설명되는 ‘가능성 

요인(Enabling factors)’, 그리고 개인의 건강상태,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의료욕구 요인(Needs factors)’로 구분하였고, 그 중 정책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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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요인으로 ‘가능성 요인’을 강조하였다(Aday & Andersen, 

1974; Andersen, 1995). ‘가능성 요인’에 포함된 지역사회 

의료자원은 의료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변경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간 의료이용 형평성 또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신호성∙이수형, 2011).  

지역별 의료자원의 균등한 분포를 통한 접근의 보장은 공급측면에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정책가가 일차적으로 

추구해야 할 원리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Oliver&Mossialos, 

2004).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자원이 필수조건이란 점에서 

의료자원의 부족은 주민들의 공간적, 시간적으로 의료이용의 접근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오영호, 2008). 때문에 기본적인 건강유지 수준을 위한 

보건의료 접근이 공평하게 보장되기 위해선 자원이 어느정도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이용재, 2005).  

 하지만 의료자원의 분배는 의료필요도를 반영하지 않고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자원이 배치되는 현상을 보인다(이용재, 

2005; 전보영, 2012).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의 의료기관, 인력이 

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접근성이 

낮고(이용재, 2005), 지역별 인구 10 만명당 병의원수, 진료과와 병상수 

모두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오영호, 2011)를 보인다고 하였다. 2014 

의료자원 통계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의 56%, 종합병원의 37%가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상급 종합병원의 40%는 서울에 위치해 

있어 의료기관 종별 분포가 지역별로 균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천명당 의사와 간호사 수는 타지역의 환자의 유입이 많은 서울,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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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광주 3는 의사는 2~2.6 명으로 전국 평균인 1.6 명보다 높고, 

간호사수는 2.4~3.2 명으로 평균 2.2 명보다 높다. 반면 다른 지역으로 

환자유출이 높은 지역4에서는 의사수가 1~1.4 명으로 평균보다 낮았고, 

간호사수는 1.3~2.3 명으로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이는 자원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의료이용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인다. 즉, 

의료자원이 불평등하게 분포하면 거주 지역에 따라 치료의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전보영, 2012)는 점에서 불형평성이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의 환경에 따라 의료의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개인에 초점을 둔 연구결과는 지역이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입안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비록 환경적 

요인이 개인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환경적 특성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 환경과 같은 거시적 특성, 특히 

의료이용과 관련된 의료자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미충족 의료의 현황과 의료자원 분포를 

파악하고,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을 모두 고려하는 다수준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의료자원 분포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미충족 의료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을 여러 

수준에서 감안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종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3
 대도시에 속하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의 지역환자구성비가 61.2%~70.3% 사이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환자가 유입이 많다. 
4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은 지역친화도가 62%~77.2% 사이로 환자의 

유출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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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명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근거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2절 연구의 목적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와 개인의 미충족 의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내 의료자원이 개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와 개인 수준에서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개인 수준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 내 의료자원 분포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 2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미충족 의료 

 

1) 미충족 의료의 정의  

 

  미충족 의료는 의료에 대한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이 

때 의료 필요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가능한 최대의 건강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 혹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Culyer & Wagstaff, 1993; 허순임 외, 2009). 즉, 미충족 의료는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이용가능한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미충족 의료는 임상적 혹은 주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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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인 측정에 의한 미충족 의료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비스와 실제로 받은 서비스 간의 차이를 측정으로 

하여 나타낸다(Carr&Wolfe, 1976).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미충족 의료는 

개인이 필요하다고 느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를 말한다. 따라서 

미충족 의료는 판단주체에 따라 의료욕구(want)와 의료필요(need)로 

나뉠 수 있다. 의료욕구(want)는 인지된 필요(perceived needs) 라고도 

불리며, 환자가 신체적 이상을 느끼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의 

필요성을 말한다. 반면, 의료요구(need)는 평가된 필요(evaluated 

needs)라고도 불리며, 전문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을 말한다(Aday & Andersen, 1975). 

Allin(2010)은 미충족 의료를 5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번째는 개인이 

인지하지 못한 미충족 의료(Unperceived unmet need)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다, 두번째는 개인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였지만 이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Subjective, chosen unmet 

need)로 개인의 선호나 선택에 의해 과소 혹은 이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세번째는 개인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였지만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접근의 장애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Subjective, not-

chosen unmet need)이다.  네번째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느꼈지만, 

의료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Subjective, 

clinician-validated unmet need)로 서비스의 적절성 및 질과 관련이 

있다. 다섯번째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느꼈지만 개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Subjective unmet expectations)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경우 인지된 필요와 평가된 필요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양봉민, 2002), 환자와 의료인의 인식 차이로 판단이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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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김수정, 2008). 

‘의료필요'라는 개념이 지닌 상대성과 측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의료필요를 가지고 의료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어렵다(배상수, 

1992).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미충족 의료서비스의 개념은 대상자가 

스스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대상자가 의료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관적 미충족 

의료’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주관적 미충족 

의료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개인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경험에서 결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더 잘 평가할 수 있다(Idler & Benyamini, 1997). 

의료인은 환자의 의료필요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과 증상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의존해야 한다(Basa & McGuire, 2001). 특히, 의료이용 진입 

단계에서는 환자의 결정이 크게 작용하고 의료 이용에 있어 일차적인 

주체라는 점에서 주관적인 ‘의료욕구’를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설문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문항인 ‘최근 1년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미포함)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로 응답한 경우로 

미충족 의료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주관적으로 인식한 미충족 의료’를 

미충족 의료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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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 

 

     미충족 의료에 대한 인식은 1) 가용성 2) 접근성 3) 수용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룰 가용성 측면은 의료자원 배분을 

의미한다(허순임 외, 2009). James(2010)의 연구에서는 인구 

1,000 명당 일반의 수와 전문의 수가 늘어날 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이 

낮아지는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농촌은 지역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정하여 미충족 의료를 예측하는 하나의 

변수로 간접적인 지표인 지역을 포함하였다(신형철, 2009; Clark, 1998; 

James, 2010; Girgis, 2000). 한국에서는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만성질환 유병률도 농촌지역이 

높음에도 농촌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 미치료률은 중소도시와 대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신형철, 2009). 거주지역 분석시 특별시를 기준으로 

광역시는 1.25 배, 기타지역은 1.14 배로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이 

높았다(김진형, 2011). 반면,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도시와 농촌의 노인을 

비교시, 농촌 거주자는 도시와 비교시 주관적 건강상태는 차이가 없고, 

객관적 건강상태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미충족 의료가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 특히 농촌은 도시보다 의사, 의료시설까지 거리가 3 배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의사 방문을 위한 이동의 편의와 의사에 대한 만족에 

대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고, 교통도 잠재적 미충족 의료에 대한 

원인이 아니었다. 한편 정기검진을 위한 의사 방문수나 방문간호 빈도가 두 

지역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의료서비스를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에 따라 

미충족 의료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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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경험에 대한 응답에 두 지역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농촌은 18%, 

도시는 6%의 비율을 보였고, 특히 주치의 보유 비율은 농촌(92.7%)이 

도시(8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미충족 의료를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치의의 유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연된 욕구, 의사 및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예측인자라고 하였다(Sox, 1998; Xu, 2002; Mollborn, 2005). 

따라서 주치의 보유율이 높은 농촌이 도시보다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농촌 지역에서 의료 이용에 따르는 물리적인 

장애와 상쇄되어 미충족 의료 경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경우 건강에 대해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비공식적인 의료서비스에 의존하거나 스스로 돌봄으로써 미충족 의료나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은 것으로도 추정된다(Clark, 

1998). 

캐나다 5 개 province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British Columbia 

province 를 제외하고 도시화가 되지 않은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의사 

방문이 낮음에도 미충족 의료는 농촌과 도시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James, 

2010). 호주의 유방암 진단받은 여성을 농촌, 도시로 나눠서 비교했을 시, 

미충족 의료의 차이는 없었고, 신체적 및 일상생활에 관한 필요만 도시보다 

농촌에서 높게 요구되었다(Girgis, 2000). Newacheck(2000)은 거주 

지역에 따라 아동이 미충족 의료 경험할 위험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여, 이는 

지역에 따라 미충족 의료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국 

내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미충족 의료 경험이 다르게 보이는 양상을 

보였지만, 국외 연구에서는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Silbery and Glazier(2009)의 연구는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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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1)대기시간이 길어서 2)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이용할 수 없어서 3) 거주 지역내 의료기관이 없어서 

보고하였고, 세 가지 요인 모두 의료가용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의료자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거주지만을 고려하였고, 직접적으로 의료자원과 미충족 의료 간의 

관계를 본 연구는 국외연구에 한정되어 있었다.  

     접근성의 측면은 기본적인 의료자원이 갖추어진 사회에서는 

의료보장제도에서 해결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를 의미한다.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소득, 건강보험 가입유형 등은 미충족 의료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파악되고 있다(허순임∙김수정, 2011; 신영전∙손정인, 2009; 

Newacheck, 2000). 허순임∙김수정(2011)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 

의료보장형태의 조합으로 6개 그룹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내에서도 서로 

다른 보장체계의 적용을 받는 빈곤 또는 차상위계층이 혼재하여 

소득수준과 함께 의료보장 형태도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신영전∙손정인(2009)의 연구에서도 동태적으로 2년 동안 미 

충족 의료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미충족 의료를 한번 이상 경험할 가능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로 보고하였다. 

Newacheck(2000)는 미충족 의료에 소득수준과 건강보험의 유형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을 통제하여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을 높아진다고 한다. 이를 통해 소득과 의료보장 종류는 미충족 

의료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수용성의 측면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의료의 질 개선으로 환자의 기대와 만족을 높이고 특정 질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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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환자의 의료에 대한 필요가 충족될 수 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미충족 의료를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미충족 의료가 낮다고 파악되었다(Mollborn, 2005). 

또한, 상용의료원의 부재는 의료의 지속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Xu,2002)하고, 주치의 유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연된 욕구, 의사를 방문하지 않는 것,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예측인자로 밝혀졌다(Sox, 1998).  

 

3) 미충족 의료와 건강 

 미충족 의료가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시기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완화될 수 있는 증상이 악화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충족 의료가 건강상태를 더 악화시킬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건강한 상태가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김진구(2007)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내에서 의료이용 

포기현상이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의해 설명된다고 한다. 

만성질환자일수록 의료이용을 포기한다고 나타났는데, 만성질환자의 

73.2%가 의료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5.9%는 ‘자주’ 

또는 ‘항상’ 포기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수요가 

높고 의료적인 처지를 받더라도 만성질환의 특성상 급격한 호전이나 

악화없이 병세가 완만하게 지속되기 쉽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이용을 통해 

완치될 것이라는 치료의 기대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이라면 잦은 이용포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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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이라는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 의료처지에 대한 기대가 낮고, 

동시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충족 의료로 인해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더 비싼 의료비를 초래한다는 결과도 건강상태와 경제적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미충족 의료 경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Institute 

of medicne, 2002). Alonso(1996)의 연구에서는 65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조사를 실시하여 미충족 의료를 보고한 집단의 5년 후 

사망률을 보았다. 미충족 집단은 충족집단에 비해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집단은 1.1 배, 2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집단은 1.8 배, 거둥에 

불편이 있는 집단에서는 2.55 배로 상대적인 사망 위험률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미충족 의료의 축적이 사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 2절 보건의료 자원과 의료 이용 

 

1) 보건의료 자원의 중요성  

 

     보건의료 자원은 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적정 자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적절히 사용될 때 국민들의 의료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오영호 등, 2006).  

     의료자원에는 인력, 시설, 장비, 지식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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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의료서비스가 행해지는데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력과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대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인력은 서비스 제공의 주체이며 비용의 원천으로서 의료인력의 전체적인 

양, 지역 분포, 기술의 조합, 생산성 및 공급체계의 적절성에 따라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질이 결정된다(Buchan, Calman, 2004; Simoens et al., 

2005; 전보영, 2012에서 재인용). 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교통과 

도로의 발달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의료부문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필요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분포는 지역주민들의 의료의 접근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공간적, 시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의료시설은 설립과 전환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고착성을 지니고, 다른 

의료자원 유치의 전제가 된다. 즉, 의료시설은 인력, 장비, 지식, 기술 등 

수반되는 의료자원의 지리적 분포와 의료이용을 결정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합리적인 분포가 전제 되어야 한다(오영호 등, 2006). 

 

2) 지역 간 보건의료 자원 분포와 영향요인 

 

 지역은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이 형성된 공간으로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과 접근의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Steele, 1981). 이와같은 지역의 

특성때문에 지역 간 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변이의 정도’, 즉 지역 간 의료자원 분포의 

‘격차’에 관해서는 문제로서 인지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어 

왔다(전보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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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천명당 의사는 서울 2.6 명, 6 대 광역시에 

속하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은 약 2명, 그 외 지역은 1~1.5명, 최하는 

세종 0.2 명이고, 간호사도 최대 3.2 명에서 최저는 0.5 명으로 지역별로 

상이하다. 모든 의사인력과 진료과목별 전문의는 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이용재, 2005), 강원과 영남지역에서는 의사와 일차의료의사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오영호, 2008).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기관, 요양병원, 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이 

도시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재, 2005).  반면, 

전보영(2012)의 연구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에서 의료자원의 

집중지수가 0에 가까워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고, 진료과목별로 비교시, 

전국적으로 외과, 산부인과는 부유한 지역에, 서울시 제외한 시∙군∙구에서는 

전문의 분포의 불평등 정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마다 지역간 분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수도권과 타 지역들간의 의료자원 분포는 불평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은 의료자원은 여성비율, 인구밀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오히려 의료필요와는 

무관하거나 더욱 악화시키는 영향관계로 나타나는 불평등을 보이고 

있다(이용재, 2005; 오영호, 2008; 전보영, 2012).  

 

3) 지역 내 보건의료 자원과 의료이용 

 

의료자원의 분포는 의료이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지역의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개수는 교통비,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등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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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의 용이성을 결정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Oliver& Mossialos, 2004).  

신호성∙이수형(2011)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지역에 따라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큰 차이를 보였다. 군지역 거주 

주민의 다빈도 의료기관은 직선거리가 3km 의 범위를 갖는 반면 

시지역에서는 1.5km, 구지역에서는 500m 정도의 범위를 가져 행정구역이 

작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더 먼 곳의 의료기관을 찾고 있었다. 즉, 작은 

행정구역임에도 의료기관이 멀다는 것은 그만큼 적절한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전반적으로 행정구역이 작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의료이용의 접근도는 낮아짐을 보였다.  

강암구(2007)의 연구에서는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과 관내 및 관외 

의료이용의 관계를 보았다. 지역 내 의료장비인 MRI 나 CT 가 많이 

보급되어 있을수록 관내에서의 1인당 외래방문일수가 늘어났고, 지역 내 

의료인력이 많을수록, 의료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있을수록, 병상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관내 입원이용이 많았다. 지역 내에 의료인력이 

많을수록, 의료장비가 많을수록 관외 입원이용이 적었다. 즉, 지역 내의 

보건의료자원의 증가는 지역 주민들의 입원이용에 대한 지리적 접근도를 

높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의료시설, 인력, 병상 등과 같은 

보건의료자원의 분포에 있어 불균형이 주민들의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홍성욱(2009)의 연구에서는 

경기, 강원지역이 기타지역보다 서울지역 의료기관 이용가능성이 3.58배 

높게 나타났는데, 경기지역의 경우는 서울과 근접하여 이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강원지역은 의료기관 부족으로 인해 서울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에 비해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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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거주하는 환자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에 비해 서울지역 

의료기관 이용가능성이 2.08 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역 내의 

보건의료자원이 많을수록 관내 의료이용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반대로 의료기관의 부족은 당장의 의료접근성 저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관외 의료이용을 유발시키는 걸로 보인다. 

Janssen(1992)은 의사와 환자의 거리를 강조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시간비용이 커지면 환자에 의한 방문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다만 1 차 의료기관의 경우 주로 거주지 

근처를 방문하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이광수, 2013). 1차 의료서비스와 예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환경은 전체 의료제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Dulin, 

2010)을 미치고, 일반의 수가 증가할수록 환자당 일반의 보유율이 

올라가고, 전문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문의에 의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며,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James, 

2010). 따라서 주거지와 의료기관 간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영향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3절  다수준 분석 

 

 다수준 분석은 서로 다른 수준의 분석단위를 하나의 모형에 

포함시켜 하위수준과 상위수준의 모수 추정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통계분석 기법이다(정성원・조영태, 2005).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 지역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통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유사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같은 집단에서 표집된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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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형화되지 않은 집단 

수준의 변이가 개인수준의 랜덤항으로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즉, 

오차항이 독립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서 벗어나서 개인자료 간 

독립성이라는 회귀모형의 전통적 분석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신상수, 

2014). 이러한 주민들간의 상관성은 통계분석에 있어서 모수의 

표준오차의 계산에 영향을 미쳐서, 확대 혹은 축소의 방향으로 편향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소 추정하게 되고 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Goldstein et al., 2011). 따라서 

일반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적절한 가설검정기법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수준 분석은 표본을 층위화함으로써 독립성 가정의 오류를 

극복하고 개인 요인과 지역 요인 모두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신상수, 2014).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는 전국적인 집락 표본 

추출을 통해 표집되었다.(지역사회건강조사, 2014). 이러한 집락 표본 

추출의 경우 하위 수준의 단위들이 상위 수준의 단위들에 집락이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집락이 되어 있는 자료 사이에 상관관계가 생기므로 

자료분석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같은 수준에 있는 집락된 자료의 

상관성을 급내상관성이라고 하며(Norton, 1996), 다수준 자료의 계급내 

상관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는 통계적 

패키지들이 있다. 이 패키지들은 사용한 다수준 분석으로 한 단계 이상을 

파악하여 개인의 구성효과와 지역의 맥락효과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다수준 분석은 SAS, R, Stata, MLwiN 등 여러 통계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방은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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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및 분석 모형 

 

 

 

 

 

  

 

 

 

 

 

 

 

 

 

 

 

 

<그림 1> 연구 모형 

소인성 요인 

: 인구학적 특성 가능 요인 

affordability 

: 사회경제적 특성 

필요 요인 

: 건강수준  

가능 요인 

availability  

: 의료자원 

(인력,시설) 

미충족 의료 

가능 요인 

affordability 

: 사회경제적 특성 

개인 수준 지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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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모형은 Andersen(1995)의 의료이용의 행동학적 모델과 

Penchansky(1981)의 5 가지 접근성의 개념을 참고하여 <그림 1>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앞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나누었다. 개인 수준에서는 기존의 

미충족 의료 연구에서 다루는 소인성 요인, 필요 요인, 가능 요인을 

포함하였다. 지역 수준에서는 가능 요인으로 지불가능성(affordability)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용성(availability)에 해당하는 의료자원을 

포함하였다 

 

제 2절 연구 자료 

 

1)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 개인 수준의 자료는 질병관리본부(KCDC)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2014 년 원시자료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약 22만명 대상으로 건강행태, 

예방접종, 이환, 의료이용, 삶의 질 등에 관해 조사를 시행해왔다. 이는 

조사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고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을 기반으로 지역 간 건강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표준화된 조사체계이다. 2014 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는 전국 

254 개의 지역 보건소에서 성인 평균 900 명이 조사될 수 있도록 

확률비례통계추출을 통해 표본기점을 선정하고, 선정된 표본지점에서 

계통추출법에 의해 조사가구를 선정하여 선정된 가구의 만 19 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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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조사하였다.  2014 년 경우 8 월 16 일부터 10 월 31 일 사이 

훈련된 조사원이 설문 프로그램이 탑재된 노트북을 사용하여 1:1 

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ing, CAPI)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여한 대상자는 총 

228,712 명이었다(질병관리본부, 2014b). 최근 자료에 해당하는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총 228,712명의 조사 참여자 중 응답이 

불충분한 참여자 3,881명을 제외하고 224,83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지역 수준의 자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 단위로 산출된 수치들을 

활용하였다.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한 이유는 시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공급규모가 큰 시설이 분포해 있으며 군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병원급, 의원급, 보건소 등과 같은 

의료시설이 분포되어 있고(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정책과 전달체계 재편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박경돈, 2012). 일부 자료에서 

가용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총 22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의료자원을 사용하였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별현황(2014)에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2014)와 지적통계(2014)에서 각 

시∙군∙구의 면적을 사용하여       당 인구수를 나타내는 인구밀도를 

구해 사용하였다. 지역의 의료자원에 관한 변수인 인력과 시설은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2014), 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2014), 

공공보건의료통계집(2014), 건강보험통계(2014)를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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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변수의 정의 

 

1) 종속 변수 

 

     미충족 의료는 '최근 1년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미포함)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예'로 응답한 경우로 정의한다.  

 

2) 독립 변수 

   의료자원은 인력과 시설로 구분된다. 인력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로 총 의료인력 수, 일반의 수, 전문의 수, 간호인력 수, 전문과목별 

의사 수(내과, 외과, 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 가정의학과)로 구성된다. 

의료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지역의 의사 수라는 변수는 가용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김두섭, 

2003). 의료시설은 총 요양기관 수, 요양기관 종별 수, 공공의료기관 수 로 

구성된다. 

 지역의 총 의사 수 

지역 내 주민등록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로 의사(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한의사(일반의,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전문의)의 수를 합한다. 

 지역의 일반의 수  

지역 내 주민등록 인구 10만 명당 일반의 수로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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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전문의 수  

지역 내 주민등록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를 나타낸다. 

 지역의 전문과목별 의사수 

지역 내 주민등록 인구 10만 명당 각 전문과목별 의사 수를 나타낸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로 총 

26 개 과목별 전문의를 포함하였다. 의료취약지 및 시・군・구단위의 

병원에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로 구성된다(이태호, 2014; 박수경, 2011). 

 

 지역의 총 간호사 수 

지역 내 주민등록 인구 10만명당 간호사 수를 나타낸다. 

 지역의 총 의료기관 수  

지역 내 주민등록 인구 10 만명당 의료기관 수를 나타낸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투약)을 하는 기관으로서, 병원,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지역의 종별 의료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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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주민등록 인구 10만명당 종별 각 의료기관 수를 나타낸다. 병원급, 

의원급, 보건소, 공공병원(보건의료원 포함)으로 분류하였다.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수 

지역 내 주민등록 인구 10 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수를 나타낸다. 공공의료 

프로그램과 공공의료시설의 존재는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Fox, mcmanus, limb, 2006; 박경돈, 2007). 정부는 지역 내 

의료제공이 어렵거나 민영 의료기관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아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에서 의료서비스의 기능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시설 수에 따라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한다(박경돈, 2012). 

 

3) 통제 변수 

 

가. 개인수준 

 

(1)  소인성 요인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 연령, 결혼상태를 포함한다. 여성은 대체로 

평균수명이 더 길고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지만 건강수준은 

남성보다 못하고 임신, 출산 요인으로 인해 남녀의 건강과 의료 욕구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연령에 

따라 질병 발생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료욕구도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고려하여야 한다. 결혼상태에 따라 미충족 의료의 보고가 

다르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미혼, 기혼, 이혼・별거・사별로 3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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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능 요인 

     사회경제적 특성을 대변하는 변수로 소득수준, 기초생활여부, 

교육수준과 거주지를 포함하였다.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조사된 월 평균 가구소득을 이용하였으며, 

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 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 400 만원 미만, 400 만원 이상으로 

5 분류하였다. 의료이용은 개인단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지출원은 일반적으로 한 가구 내에서 공유되는 소득이고 소비자 단위의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 가구(household)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여유진, 2002) 가구단위의 소득을 사용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가구소득은 범주형으로 질문하여 가구원수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초생활수급여부를 ‘그렇다’, 

‘아니다’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이하,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거주지의 경우 

농촌(읍・면)과 도시(동)은 사회경제적 발전의 격차가 심하고, 

농촌에서는 의료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부족으로 의료이용에서의 

접근성이 낮다(신형철, 2009). 또한 거주지에 따라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뿐 만 아니라 삶의 질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요인으로 

고려하였으며, 읍・면과 동으로 구분하였다. 

 

(3)  의료필요 요인  

의료서비스에서 형평성을 ‘동일한 의료 필요에 따라서 의료이용을 

동일하게 하는 것(Whitehead, 1992)으로 정의한다면 의료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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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의 형평성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유승홈 등, 1988; 배상수, 1992). 따라서 의료필요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따라 

만성질환 여부, 만성질환 개수, 주관적 건강수준, 최근 급성･만성질환 및 

사고 경험를 이용하였다(건강형평성 학회, 2008).  

 만성질환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기관마다 상이하였다. 미국 

만성질환위원회는 1) 질병 자체가 영구적인 것 2) 후유증으로 불능을 

동반하는 것 3) 회복 불가능한 병리적 병변을 가지는 질병 3) 재활에 

특수한 훈련을 요하는 질병 5) 장기간에 걸친 보호, 감시 및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능장애의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을 갖은 손상이라 

규정하였다.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는 1)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발병 후 3개월이 넘어도 낫지 않는 

병 2) 실제 이환기간에 관계없이 질병의 자연사적 특성에 따라 처음부터 

만성병으로 분류해 놓은 34 가지 질환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만성질환을 고혈압, 이상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골관절염, 류타미스관절염, 폐결핵, 천식, 당뇨병, 갑상샘질환, 암, 

기타질환(우울증, 아토피피부염, 신부전, B 형간염, C 형간염, 

간경변증)으로 정의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골관절염, 노인성난청, 비만, 

안구건조증, 이상지질혈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고혈압, 당뇨, 만성콩팥병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환과 관련된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관절염을 만성질환으로 정의하였다(허순임 외, 2009; 전보영, 2012; 

정영호, 2013). 만성질환 유무(허순임 외, 2009; 이혜재, 2015; 신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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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인, 2009)는 위의 정의한 만성질환 중에 하나라도 유병상태에 있는 

경우 ‘있음’으로 처리하여 ‘있음’과 ‘없음’으로 2 분류 하였다. 

만성질환 개수는 0개, 1개, 2개, 3개이상으로 구분하였다(이혜재, 2015; 

임지혜, 2013; 허순임 외; 2009). 주관적 건강수준은 진단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태를 반영할 수 있고, 현재 건강수준 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능력이나 사회적 자원 등을 반영하는 사망률, 

의료이용 등을 예측하는 타당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Ider & Benyamini, 

1997). 5점 척도의 주관적 건강상태 항목을 범주화하여 ‘매우 좋음 혹은 

좋음’으로 답한 경우 ‘좋음’으로, ‘보통’으로 답한 경우 ‘보통’으로, ‘매우 

안좋음’ 혹은 ‘안좋음’으로 답한 경우 ‘나쁨’으로 3분류 하였다(허순임 외, 

2009; 전보영, 2012). 최근 2주간 급성･만성질환 및 사고 경험은 ‘있음’과 

‘없음’으로 2분류 하였다.  

 

나. 지역 수준 (가능요인) 

 

(1)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의 인구밀도는 의료자원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재, 2005; 전보영, 2012). 또한 인구밀도에 따라 지역의 

발전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포함하였다. 

 지역의 소득수준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적 

지표이다. 지역주민의 소득은 주민들의 소비지출을 결정하고 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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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순환고리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지역의 발달정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이 물리적인 환경이나 지역 주민들 간의 관계 및 사회적 

자본 등 대부분의 지역 특성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고려가 

필요하다(조영태, 2005). 

     지역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총생산액(GDRP), 지방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주로 쓰인다. 지역총생산액(GDRP)지표는 

시∙군∙구별로 발표가 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1 인당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세입수입을 의미하고,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에 교부세가 

포함된 것으로 지방정부가 전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재원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로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활용능력을 

나타낸다. 앞의 지표 모두 재정능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지방재정능력을 설명하는데 각기 다른 특성들이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행정자치부, 2015).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심혈관 사망률이나 의료자원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지표였다(오영호, 2014; 박은옥, 2013). 전반적으로 고용감소, 

경기침체,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지방세입의 감소하고(하능식, 2007), 그에 

따라 국가 의존 정도의 증가 및 복지증대로 인한 지원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수입보다 국가 지원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는 상위정부에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의존재원으로 포함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의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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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재정자주도는 사회안전망 및 복지 

예산에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및 복지 증진을 대변한다고 

보기어렵다(김지경∙정윤미, 2013; 함영진, 2013; 신상수, 2014). 더욱이 

의존재원이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 및 지역 자체의 경제수준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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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변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자료원 

종속 

변수 
마충족 의료 

최근 1년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미포함)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예 를 

답한 경우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4) 

독

립 

변

수 

의

료 

자

원 

인력 

총 의사 의사(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한의사(일반의,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전문의)의 수를 합함. 

지역별의료 

이용통계       

(2014) 

건강보험통

계 (2014) 

일반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를 포함 

전문의 모든 과목 전문의 를 포함 

한의사 한의사(일반의,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전문의)를 포함 

과목별 

전문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로 총 26개 

과목별 전문의 수 

간호사 총 간호사 수 

시설 

총 의료 

기관 

의료기관의 정의: 환자에게 진료(투약)을 하는 기관으로 병원,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을 합함. 

지역별의료 

이용통계 

(2014) 

전국 

공공의료기

관 현황    

(2014) 

공공보건의

료 통계집 

(2014) 

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합한 수   

의원 의원, 한의원을 합한 수 

보건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를 합한 수 

공공의료 

기관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총 공공의료기관 수 



32 

 

<표 1> 계속 

 

구분 변수 조작정 정의 자료원 

통

제

변

수 

개

인

수

준 

인구학

적 특성 

성별 남성, 여성 

지역사회건

강조사 

(2014) 

연령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 80세 이상으로 분류 

결혼상태 미혼, 기혼, 이혼・별거・ 사별로 분류 

사회 

경제적 

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으로 분류 

기초생활

여부 
‘그렇다’, ‘아니다’ 로 분류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이하,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분류 

거주지 동과 읍∙ 면으로 분류 

건강 

수준 

특성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혹은 ‘좋음’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좋음’으로  ‘보통’으로 대답한 사람은 

‘보통’으로  ‘안좋음’ 혹은 ‘매우 안좋음’은 ‘나쁨’ 으로 분류 

만성질환

여부 

의사에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관절염 등을 진단받아 현재 앓고 

있는지의 여부 

만성질환

개수 

의사에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관절염 등을 진단받은 만성질환의 

개수로 0개, 1개, 2개, 3개이상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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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자료원 

통

제

변

수 

개

인

수

준 

건강 

수준 

특성 

최근 2주간 

급성・만성 

및 사고경험 

최근 2주간 급성질환, 만성지환의 이환이나 사고 경험 여부로 ‘예’, ‘아니오’ 로 분류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4) 

지

역 

수

준 

사회 

경제적

특성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100 / 일반회계 총세입 

자치단체

별현황  

(2014) 

 인구밀도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의 인구수/해당 시∙군∙구의 지역면적(   )*100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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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1) 기술적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수준의 

독립변수별로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빈도 분석과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역수준의 설명변수는 전국 평균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시하였다.  

 

2) 개인 수준 및 지역수준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독립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수준의 설명변수들은 명목형변수로 스피어만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 이 넘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지역수준의 설명변수들은 연속형변수로 구성되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계수가 0.8 이상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미충족 의료에 대한 개인수준의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다수준 분석에 포함할 개인수준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개인수준의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인수준의 각각 

독립변수들의 개인의 미충족 의료에 대한 비차비(odds ratio)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의 로짓을 설명변수   를 통하여 예측하는 모형으로 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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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식 (4.2)와 같다. 

 

                                                                                 (4.1) 

              
  

    
                                     (4.2)                 

                               

   

여기서   는 종속변수    의 관심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며   ,     

        는 회귀분석 계수를 나타내고,    ,             는 범주형 

설명변수이다. 식 (4.2)의 예측되는 결과 값은 로짓 단위로 해석한다.  

 

4)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을 고려한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자원이 개인의 특성들을 보정한 

상태에서도 개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개인수준을 1 단계로 하고 지역(시・군・구)수준을 2 단계로 설정하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지역(시・군・구)수준의 표본 

수는 229 개이고, 개인수준은 표본 수는 224,8315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수준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다수준 로지스틱 모형에서 사용되는 로짓 연결 함수    는 식(4.3)과 같다. 

 

                      (4.3)                                                                          

 

   는 집단 j 에 속한 개인 i 의 종속변수이며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다수준 로지스틱 모형의 2 수준으로 구성되며, 수준 

                                                 
5
 분석과정에서 가중치 적용이 되지 않은 1명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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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수준)과 수준 2(지역수준)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으며 수준 1은 

식 (4.4)와 같다. 

 

               
   

     
             (개인 수준)                 (4.4)                                 

 

   는 개인수준의 설명변수이며    는 절편,    은 개인 수준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설명변수의 효과를 나타낸다. 

수준 2(지역수준)은 모형 전체에서 관측된 분산 중 지역 수준을 설명하는 

분산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식 (4.5)에서처럼 수준 1의 절편    를 분해한 

형태로 절편    와 지역 수준의 설명변수인   , 지역 수준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설명변수의 효과     를 포함하며, 전체 절편에서 각 지역의 

절편의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 j의 오차항인    로 이루어져 있다.  

                   ,         ,                                   (4.5)           

                           
 ) , (집단 수준)                  

 

또한 수준 1 과 수준 2 를 결합하여 최종 2 수준 로지스틱 모형을 식 

(4.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4.6)                

따라서 2수준 로지스틱 모형은 고정효과와 임의 효과과 동시에 존재하며 

로짓 연결 함수가 있으므로 로지스틱 혼합 효과 모형(logistic mixed 

effect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랜덤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이라고도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지역 간 절편의 변동량만을 

고려하는 모형으로 지역간의 개인 설명변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지역의 집단 설명변수를 추가하 여 지역 간 절편의 변동량만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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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계수들은 모두 일정하다고 하는 모형으로 확장할 수 있다. 평균이 

0 이라는 정규분포 가정하에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수 모두 

고정효과(fixed effect)에 포함되고, 지역수준의 절편(intercept)는 

랜덤효과(random effect)에 포함하였다(Raudenbush, 2002).  

 분석은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빈 모형(Null model)으로 

개인 혹은 지역수준의 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개인의 미충족 의료에서 

지역수준의 변이의 정도를 보기 위해 시행하였고 식(4.7)과 같다. 

2 단계는 개인수준의 변수만을 포함하고(식 4.8) 3 단계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변수를 포함하였다(식 4.9). 

 

1단계: 빈 모형 (Null model) 

                                                              (4.7) 

            : 개인수준의 표본 

          : 지역수준의 표본 수 

 

2단계: 개인 수준의 변수 

                                                             (4.8) 

          : 개인 수준의 독립변수 개수 

 

3단계: 개인 수준의 변수 + 지역 사회경제적 특성 + 지역의 의료자원  

                                                   (4.9) 

          : 지역 수준의 독립변수 개수 

 미충족 의료에서 지역수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급내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였다. 랜덤 절편 로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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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잠재반응모델(a latent-response model)로    
    인 경우 

      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으로    는 평균이 0, 분산은 

          의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ICC 는 전체 

분산에서 집단간의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고 로짓단위로 해석한다. 집단 내 

분산     (within-cluster variance)는 집단 내 발생률에 의존하지 

않는다((Hox, 2010; Wu et al., 2012). ICC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ICC = 
                   

                      
     

 

 

 본 연구에서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4 (SAS Institue Inc., 

Cary, NC)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Surveylogistic procedure,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Glimmix 

procedure 를 이용한다. 다수준 분석에서 이분형인 결과변수는 이산형 

분포(binominal response distribution)과 Logit link function 을 

사용하였다(Heinrich et al, 2007).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와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두에서 비차비(Odds ratio) 계수가 

산출되며, 해당 변인이 1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이 증가함을, 0 이상 1 미만의 값을 갖고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미충족 의료 경험의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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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결과 

 

제1절  일반적 현황 

 

1) 개인 수준의 일반적 특성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에 응답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표2>에 제시되어 있다. 총 224,832명에서 남자 101,884명, 여자 

122,948명로 여자가 10% 많았다. 연령에서 50-59세가 차지하는 

비중이22%로 가장 많았으며, 80세 이상 5%로 가장 작았지만, 70세 

이상으로 보면 전체의 19%를 차지하였다.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인 경우가 

전체의  69%를 차지하였고, 미혼과 이혼・별거・사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97%를 

차지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 이상(26%)이 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22%)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34%)이 가장 많고, 다음이 전문대 졸업 이상(29%)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42%)로 가장 높았다. 만성질환은 없음이 60%로 

나타났고, 만성질환 개수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1개가 22%로 가장 

높았다. 최근 2주간 급∙만성 질환 및 사고경험은 없음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분포가 <표2>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라 남자 10% 여자 14%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30-39세 연령대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이 14%로 가장 높았고, 60-69세가 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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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태 및 배우자 여부에서 이혼・별거・사별이 15%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가 11%로 가장 낮게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였다. 

거주지의 경우 읍∙면과 동에서 모두 12%로 차이가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1%를 보고한데 비해 비수급자는 12%로 

경제수준이 미충족 의료와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에서는 

100만원 미만이 15%인데 비해 400만원 이상은 10%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인 경우 16%로 가장 높았고 고졸까지는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점차 낮아졌으나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13% 없는 경우는 11%로 미충족 의료 

경험의 차이를 보였다. 만성질환이 3개인 경우 14%로 미충족 의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2주 급∙만성질환 및 사고경험이 있는 경우는 23%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였고, 없는 경우는 10%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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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미충족 의료 경험의 단변량분석 (n=224,832) 

 

분류 합계 (%) 

 미충족 의료 

경험  

아니오 (%)  

미충족 의료  

경험  

 예  (%)  

p-값 

성별 

남성  101,884 (45) 92,139 (90) 9,745 (10) 

<.0001 

여성  122,948 (55) 106,010 (86) 16,938 (14) 

연령 

19-29세  25,189 (11) 22,075  (88) 3,114 (12) 

<.0001 

30-39세  34,025 (15) 29,160 (86) 4,865 (14) 

40-49세  43,416 (19) 38,201 (88) 5,215 (12) 

50-59세  48,376 (22) 42,940 (89) 5,436 (11) 

60-69세  31,433 (14) 28,474 (91) 2,959 (9) 

70-79세  31,561 (14) 28,053 (89) 3,508 (11) 

80세 이상  10,832 (5) 9,246 (85) 1,586 (15) 

결혼

상태 

미혼  34,528 (15) 30,471 (88) 4,057 (12) 

<.0001 이혼・별거・사별  35,692 (16) 30,282 (85) 5,410 (15) 

기혼  154,612 (69) 137,396 (89) 17,216 (11) 

거주

지 

읍면 97,128 (43) 85,269(88) 11,859(12) 

<.0001 

동 127,704 (57) 112,880(88) 14,824(12) 

기초

생활

수급  

그렇다  7,619 (3) 6,057 (79) 1,562 (21) 

<.0001 

아니다  217,213 (97) 192,092 (88) 25,121 (12) 

월평

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9,439 (22) 42,181 (85) 7,258 (15) 

<.0001 

100-200만원 38,235 (17) 33,867 (89) 4,368 (11) 

200-300만원 42,291 (19) 37,400 (88) 4,891 (12) 

300-400만원 35,993 (16) 31,949 (89) 4,044 (11) 

400만원 이상 58,874 (26) 52,752 (90) 6,1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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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분류 합계 (%) 
미충족 의료 경험 

아니오 (%) 

미충족 의료 경험 

예  (%) 
p-값 

교육수준 

무학  25,501 (11) 21,362 (84) 4,139  (16) 

<.0001 

초졸  33,058 (15) 29,947 (88) 4,036 (12) 

중졸  24,461 (11) 21,836 (89) 2,625 (11) 

고졸  76,058  (34) 67,807 (89) 8,251 (11) 

전문  64,829 (29) 57,197 (88) 7,632 (12)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47,944 (21) 39,184 (82) 8,760 (18) 

<.0001 보통 94,681 (42) 83,036 (88) 11,645 (12) 

좋음 82,207 (37) 75,929 (92) 6,278 (8) 

만성질환 

이환여부 

있음 88,820 (40) 77,643 (87) 11,177 (13) 

<.0001 

없음 136,012 (60) 120,506 (89) 15,506 (11) 

만성질환 

개수 

0개 136,012 (60) 120,506 (89) 15,506  (11) 

<.0001 

1개 48,604 (22) 42,657 (88) 5,947 (12) 

2개 26,309 (12) 23,021 (88) 3,288 (12)  

3개 13,907 (6) 11,965 (86) 1,942 (14) 

최근 2주 

급·만성질

환 및 

사고경험 

있음 25,882 (12) 19,890 (77) 5,992 (23) 

<.0001 

없음 198,950 (88) 178,259 (90) 20,69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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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수준의 일반적 특성 

 

 최종 분석에 활용된 시・군・구 지역은 229 개로, 2014 년 

자치단체별현황에서 제시된 재정자립도의 시・군・구 기준을 따랐다. 

시・군・구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와 같다. 시・군・구 지역에는 

평균 397 명/      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양천구로 평균 2794 명/       이고, 주민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 강원 인제군으로 2 명/      이다. 재정자립도의 

전국 시・군・구 평균은 26% 였다. 서울 중구가 71.6% 로 가장 높았고, 

전남 신안군가 7.6% 로 가장 낮았다.  

전국 시・군・구 지역별 의료자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인구 

10 만명당 총 의료기관 수는 평균은 106 개이며, 대구 중구가 383 개로 

가장 많았고, 반면 충남 공주시는 23 개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 만명당 

병원은 전국 시・군・구 평균은 7개였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 의성군이 

22개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0개로 서울 용산구, 인천 동구,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태백시 등 9 곳이 였다. 인구 

10 만명당 의원은 전국 시・군・구 평균은 77 개였다. 대구 중구가 

367 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울릉군이 10 개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 만명당 보건소의 전국 시・군・구 평균은 22 개였다. 전북 임실군이 

103개로 가장 많았고, 주로 광역시에 속하는 서울, 경기, 대구, 인천 지역 

등 47 군데에서 0 개로 나타났다. 인구 10 만명당 공공의료기관의 전국 

시・군・구 평균은 1개였다. 경북 울릉군이 10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곡성군이 7개, 전남 함평군이 6개, 인천 옹진군이 5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0개는 대부분의 시・군・구 지역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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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총 의사의 전국 시・군・구 평균은 212명이였다. 

대구 중구가 1,859 명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 공주시가 33 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최대와 최소지역의 차가 약 56 배로 나타났다. 인구 10 만명당 

일반의의 전국 시・군・구 평균은 41 명이였다. 대구 중구가 745 명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 계룡시가 2명으로 가장 낮았다. 최대지역과 최소지역의 

일반의 수의 격차가 372 배에 이르렀다. 인구 10 만명당 전문의의 전국 

시・군・구 평균은 132명이였다. 대구 중구가 1,004명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 공주시가 22 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 두지역의 격차는 46 배에 

이르렀다. 인구 10만명당 한의사의 전국 시・군・구 평균은 39명이였다. 

충남 천안시가 128 명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 공주시가 8 명으로 가장 

낮았다. 인구 10 만명당 간호사의 전국 시・군・구 평균은 275 명이였다. 

대구 중구가 2,427 명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 계룡시가 16 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두 지역의 차이가 152 배에 달하였다. 과목별 전문의의 경우,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진료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를 먼저 살펴보면 인구 10 만명당 내과 전문의의 전국 

시・군・구 평균은 24 명이였다. 대구 중구가 193 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영덕군, 충남 공주시와 강원도 고성군이 3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 만명당 외과 전문의의 전국 시・군・구 평균은 12 명이였다. 대구 

중구가 90 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인천 옹진군, 경북 양양군과 경북 

봉화군은 인구 10만명당 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인구 10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의 전국 시・군・구 평균은 9 명이였다. 서울 중구가 

59 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 군데, 경남 3 군데, 전북 진안군, 강원 

4 군데로 총 11 개의 지역에서 인구 10 만명당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전국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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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8 명이였다. 서울시 종로구가 45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 4 개 지역, 경남 4 개 지역, 전남 담양군, 강원 양양군, 

정선군으로 총 12개 지역에서 인구 10만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 만명당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전국 

시・군・구 평균은 11명이였다.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 강원도 3개 지역, 경북 2개 지역 , 

충북 단양군인 총 7개 지역에서 인구 10만명당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진료과목으로 분류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에 비해 그 외 진료과목은 상대적으로 

의료수요가 높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과 등을 

제외하고 의사의 평균수가 낮았으며, 최소값이 0 명인 지역이 많았다. 

중증도가 높은 질병 및 대형병원에 주로 포함되는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의학과, 핵의학과는 광역시 지역인 서울, 인천, 

부산과 대구 등에서도 의사가 0 명인 시∙ 군∙ 구 지역이 있었다. 반면, 

의료수요가 낮거나 질병의 유병률이 낮은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와 

예방의학과는 143 곳 ~ 207 곳까지 시∙ 군∙ 구 전체의 약 2/3 정도 

해당하는 곳에서 의사가 0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에서 최대값 지역은 대부분이 대구 중구였으며, 일부 서울 강남구, 

종로구로 나타났다. 결핵과만이 예외적으로 강원 태백시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3 명인 곳은 경북 영덕군, 2 명인 곳은 부산 중구, 전남 목포시, 

경기도 가평군, 여주시, 연천군이었다. 강원도 태백지역은 광산이라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결핵 환자가 많았어서 결핵과 의사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 특히 의료인력은 주로 대구 중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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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 지역의 경우 경북대학교 병원 등 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거주하는 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이 있다. 전체 의사에서 

전문의 비율이 60%를 넘고, 일반의 수와 비교시 3 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세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력이 

중복적으로 최소값을 가져 해당 지역에서 의료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자원의 최대와 최소 차이가 많게는 372 배까지의 

차이를 보여 지역 간의 의료자원의 불평등이 심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료 취약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된 전문과목별 전문의 중 일부지역에서는 

인구 10 만명당 수가 0 명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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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시∙군∙구)수준의 일반적 특성 (n=229) 

 

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대값 지역 최소 최소값 지역 

수요

요인 

인구학적 

특성 

인구밀도 

(명/      ) 
397 629.45 2794 서울 양천구 2 경북 영양군, 강원 인제군 

사회경제

적 특성 
재정자립도 26 14.28 71.6 서울 중구 7.6 전남 신안군 

공급

요인 

시설 

총 의료기관 106 44.72 383 대구중구 23 충남 공주시 

병원  7 4.26 22 경북 의성군 0 

인천 동구, 서울 용산구, 경기 과천시 

강원 고성군, 양양군, 태백시, 화천군                        

전북 장수군, 경남 산청군 

의원 77 41.41 367 대구 중구 10 경북 울릉군 

보건소 22 25.50 103 전북 임실군 0 주로 광역시에 속하는 47개 지역 

공공의료기관 1 1.37 10 경북 울릉군 0 
*7개:전남 곡성군 6개: 전남 함평군 5개: 인천 

옹진군  

인력 

총 의사 212 202.88 1859 대구 중구 33 충남 공주시 

일반의 41 82.89 745 대구 중구 2 충남 계룡시 

전문의 132 114.11 1004 대구 중구 22 충남 공주시 

한의사 39 16.46 128 충남 천안시 8 충남 공주시 

간호사 275 300.55 2427 대구 중구 16 충남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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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시∙군∙구)수준의 일반적 특성 (n=229) 

 

구분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대값지역 최소값 최소값 지역 

공급

요인 
인력 

내과 24 23.57 193 대구 중구 3 경북 영덕군, 충남 공주시, 강원 고성군 

외과 12 9.70 90 대구 중구 0 인천 옹진군, 경북 영양군, 봉화군 

산부인과 9 7.84 59 서울 중구 0 
경북 고령군, 영덕군, 영양군 

경남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전북 진안군 등 (총 11곳) 

소아청소년과 8 5.91 45 
서울시 

종로구 
0 

경북 청도군, 성주군, 군위군, 영양군 

경남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하동군 등 (총 12곳) 

가정의학과 11 7.51 49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0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 

경북 울릉군. 군위군, 충북 단양군 (총 7곳) 

신경과 3 3.55 29 대구 중구 0 
경북 영양군, 전남 곡선군, 구례군, 장흥군 

강원 철원군, 고성군, 인제군 등 (총 46곳) 

정신건강의학과 6 6.39 45 서울 종로구 0 
경북 영양군, 전남 구례군, 전북 장수군, 강원 고성군, 경남 

함양군, 충남 청양군, 인천 옹진군 등 (총 29곳) 

정형외과 9 6.15 47 대구 중구 0 
경북 청송군, 군위군, 경남 산청군,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전북 무주군, 강원 화천군 (총 7곳) 

신경외과 5 4.67 41 대구 중구 0 
경북 군위군, 산청군, 강원 화천군,  

전북 무주군,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총 7곳) 

흉부외과 2 2.92 25 대구 중구 0 
경북 군위군, 강원 화천군, 인제군, 경북 봉화군, 충남 계룡시, 

충북 증평군, 인천 옹진군, 전남 완도군 등 (총 5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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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구분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대값지역 최소값 최소값 지역 

공급

요인 
인력 

성형외과 3 7.67 82 서울 강남구 0 
경북 군위군, 봉화군, 강원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 

충북 증편군 등 (총 66곳) 

마취과 7 6.06 41 대구 중구 0 
강원 고성군, 충남 계룡시, 전남 곡선궁, 경북 산청군, 충북 

보은군, 단양군, 전북 순창군 등 (총 12곳) 

안과 5 5.65 53 대구 중구 0 
강원 고성군, 화천군, 충북 단양군, 경북 영양군, 봉화군, 인천 

옹진군, 부산 강서구, 전북 장수군, 전남 신안군 (총 9곳) 

이비인후과 6 5.10 36 대구 중구 0 
강원 고성군, 화천군, 철원군, 충북 단양군, 

경북 영양군, 전북 장수군, 경북 산청군 등 (총 15곳) 

피부과 3 4.28 37 대구 중구 0 
강원 화천군, 철원군,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영암군, 장성군, 

경남 산청군, 의령군 등  (총 61 곳) 

비뇨기과 5 4.45 37 대구 중구 0 
강원 화천군, 철원군, 경북 영양군, 전남 영암군, 장성군, 경북 

산청군 등 (총 19곳) 

영상의학과 5 7.59 63 서울 종로구 0 
경북 영양군, 군위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전남 진도군, 강원 

양양군 등  (총 17곳) 

방사선종양학과 0.5 1.24 9 대구 중구 0 총 178곳 

병리과 1 2.88 23 대구 중구 0 총 142곳 

진단의학과 1 1.99 15 대구 중구 0 총 9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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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구분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대값지역 최소값 최소값 지역 

공급

요인 
인력 

결핵과 0.1 0.49 4 강원 태백시 0 

총 207곳  

( 최대 지역 - 3명: 경북 영덕군, 2명: 부산 중구, 전남 목표시, 

경기도 가평군, 여주시, 연천군 ) 

재활의학과 3 2.47 14 대구 중구 0 
 경북 영양군, 군위군, 전남 진도군, 강원 양구군, 경기 과천시 

충남 청양군 (총 32곳) 

핵의학과 0.4 1.09 8 대구 중구  0 총 188곳 

응급의학과 2 2.90 21 서울 종로구 0 
 경북 영양군, 군위군, 전남 진도군, 경기 과천시,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부산 강서구 등 (총 55곳) 

직업환경의학과 0.8 1.40 10 충남 천안시 0 총 143곳 

예방의학과 0.3 0.82 8 대구 중구 0 총 176곳 

 

주 1) 재정 자주도 자료에서 일부 구의 자료를 포함하지 않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구미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서귀포시, 제주시는 하위 구단위를 합쳐 시단위로 포함 

주 2) 결핵과 전문의는 대부분이 최소값을 갖는 지역이므로 높은 값을 갖는 지역을  최소값 지역에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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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 및 지역수준의 변수 간 상관성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주는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인자)값을 살펴보았다(강암구, 2007). 개인수준은 

스피어만 상관분석, 지역수준은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분석 

결과는 <표 4><표 5><표 6>와 같다.  

 개인수준의 변수 간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성별은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와 약한 음의 상관관계( r<-.1)를, 

나머지 변수들과는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1< r <.1)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교육수준, 월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와 뚜렷한 음의 관계(r<-

.3)를 나타내고, 만성질환 개수 및 여부와는 뚜렷한 양의 관계(r=.5)가 

있었다. 결혼상태, 기초생활수급, 최근 급・만성질환 및 사고 경험 및 

거주지와는 약한 상관관계(-.3< r <.3)를 나타냈다. 교육수준은 월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거주지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r>.3)를 

나타내고 만성질환 개수 및 여부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r=-.4)를 

나타낸다. 월 가구소득은 기초생활수급, 최근 급・만성질환 및 사고 경험, 

만성질환 여부 및 개수, 거주지, 주관적 건강상태와는 약한 상관관계(-3< r 

<.3)를 나타낸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만성질환 여부 및 개수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최근 급・만성질환 및 사고 경험, 미충족 의료, 

거주지와는 약한 상관관계(-.1< r <.1)을 나타냈다. 만성질환 개수는 

만성질환 여부와 강한 상관관계(r=.9)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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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인수준의 변수 간 스피어만 상관관계 (n=224,832) 

 

 
1 2 3 4 5 6 7 8 9 10 11 

성별 1.000 
          

연령 
0.048 

*** 
1.000 

         

교육수준 
-0.174 

*** 

-0.669 

*** 
1.000 

        

월 평균 가구소득 
-0.060 

*** 

-0.475 

*** 

0.53 

*** 
1.000 

       

기초생활수급 
0.025 

*** 

0.101 

*** 

-0.138 

*** 

-0.22 

*** 
1.000 

      

주관적건강상태 
-0.128 

*** 

-0.397 

*** 

0.378 

*** 

0.306 

*** 

-0.13 

*** 
1.000 

     

최근급∙ 만성질환 및 

사고 경험 

0.089 

*** 

0.16 

*** 

-0.167 

*** 

-0.137 

*** 

0.085 

*** 

-0.251 

*** 
1.000 

    

만성질환 개수 
0.061 

*** 

0.56 

*** 

-0.431 

*** 

-0.314 

*** 

0.095 

*** 

-0.405 

*** 

0.171 

*** 
1.000 

   

만성질환 여부 
0.046 

*** 

0.549 

*** 

-0.417 

*** 

-0.299 

*** 

0.080 

*** 

-0.378 

*** 

0.154 

*** 

0.967 

*** 
1.000 

  

거주지 
-0.006 

** 

-0.263 

*** 

0.321 

*** 

0.285 

*** 

-0.03 

*** 

0.124 

*** 

-0.045 

*** 

-0.149 

*** 

-0.15 

*** 
1.000 

 

미충족 의료 
0.065 

*** 

-0.023 

*** 

-0.025 

*** 

-0.042 

*** 

0.05 

*** 

-0.12 

*** 

0.126 

*** 

0.02 

*** 

0.018 

*** 

0.009 

*** 
1.000 

 

주 1) * p<0.05 ** p<0.01 *** p<0.001 

주 2) 성별: 0=여자 1=남자, 연령: 1=19세 이상~29세 이하 2=30세 이상~39세 이하 3= 40세 이상~49세 이하 4= 50세 이상~59세 이하 5: 60세 

이상~69세 이하 6: 70세 이상~79세 이하 7=80세 이상 8=80대 이상, 교욕수준: 0=무학, 1=초졸,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이상, 월 평균가구소득: 

1=100만원 미만 2=100~200만원 미만 3=200~300만원 미만 4=300~400만원 미만 5=400만원 이상, 기초생활수급 여부: 0=아니다 1= 그렇다, 주관적 

건강수준: 0=나쁨 1=보통 2=좋음, 최근 급・만성 질환 및 사고 경험: 0=없음 1= 있음, 만성질환 개수: 0=0개 1=1개 2=2 개 3=3개 이상, 만성질환 이환 

여부: 0=없음 1=있음, 거주지: 읍・면=0, 동=1, 미충족 의료: 0=아니다 1=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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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준의 독립변수 간의 상관성은 인구 수와 외과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총 의료기관은 의원, 한의사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r>.8)을 보이며, 

총 의사, 일반의, 전문의, 간호사와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4 < r <.7)가 

있었다. 지역의 인구밀도와는 상관성이 거의 없었고, 재정자립도와는 약한 

음의 관계를 나타났다. 병원은 의료기관인 의원, 보건소, 공공병원과는 약한 

상관성(.1< r <.3)으로 나타났고, 한의사(r=.46)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료인력과는 상관성이 약하였다(r<.3). 인구밀도와 재정자립도와는 약한 

음의 관계(r<.3)를 보였다. 의원은 총의사, 전문의, 내과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r>.7)를 보였고, 일반의, 한의사, 간호사와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 (r>.5)를 보였다. 인구밀도, 재정자립도와는 약한 상관관계 

(r<.4)를 나타냈다. 보건소는 공공병원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r=.55)를 

보이고, 총의사, 일반의, 전문의, 간호사와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r<.3)를 

보였고,  인구밀도와 재정자립도와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r<-.5)를, 

한의사와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r=.20)를 보였다. 공공병원은 

한의사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r=.17), 인구밀도와 재정자립도와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r<-.3)를 보였다. 나머지 변수들과는 거의 상관성이 없는 

것(-.1< r <.1)으로 나타났다. 

 총 의사는 일반의, 전문의, 간호사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r>.9)를 

보여주고, 한의사와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r=.68)를 나타냈다. 총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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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을 전부 포함한 변수이므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여진다.  

인구밀도와 재정자립도와는 상관관계(r>.2)로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일반의는 전문의, 간호사, 한의사와 강한 상관관계(r>.7)를 나타냈다. 

전문의는 간호사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r>.8)을 보이고, 한의사와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r>.6)를 보였다. 인구밀도와 재정자립도와는 약한 

상관관계(r>.2)을 나타냈다. 한의사는 간호사와 뚜렷한 상관관계(r>.4)를 

보였다. 인구밀도와 재정자립도와는 약한 상관관계(-.1< r <.2)을 

나타냈다. 간호사는 인구밀도와 재정자립도와 약한 상관성(r>.1)을 

보였다.  

<표 6>은 전문과목별 의사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내과는 

결핵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목 전문의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r>.7)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와는 뚜렷한 

상관관계(r>.5)를 나타낸다. 인구밀도, 재정자립도와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r>.3)을 나타낸다. 외과는 결핵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과목 

전문의와 강한 상관성(r>.7)을 보이고,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와는 뚜렷한 

상관성(r>.5)를 나타낸다. 인구밀도, 재정자립도는 약한 상관성(r<.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학과는 결핵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과목 

전문의와 뚜렷한 상관성(r>.5)을 보이며, 인구밀도와 재정자립도와는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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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성(r<.2)을 나타낸다. 산부인과, 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는 대부분의 전문과목과 강한 상관성(r>.7)을 

보이고, 일부 과목 전문의들과는 뚜렷한 상관성(r>.5)을 보인다. 

소아청소년과, 성형외과는 대부분의 전문과목과 뚜렷한 상관성(r>.5)을 

나타낸다.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 

전문의들과 상관성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2< r <.5). 결핵과는 다른 과목 

전문들과 거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1).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는 다른 과목 전문의와 뚜렷한 상관성(.2< r <.7)을 

나타냈지만, 다른 과목 전문의 간의 상관성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와는 대부분의 과목 의사와 강한 상관성(r>.7)을 나타냈다. 

인구밀도와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는 뚜렷한 상관성(r>.3)을 보였고, 대부분 의료 이용의 빈도가 

높은 과목이다. 재정자립도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인구밀도와 뚜렷한 상관성(r>.3)을 나타낸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간에는 총 의료기관과 

한의사, 의원과 전문의가 강한 상관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의료인력 변수들 

간에는 대체로 강한 상관성을 나타내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의료인력 변수에서는 총의사와 간호사는 대부분의 

의사들과 강한 상관성을 보였고, 전문과목별 의사 내에서도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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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수준의 변수 간 피어슨 상관관계 (n=22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총의료기관 1 
           

2.병원 0.43*** 1 
          

3.의원 0.80*** 0.23*** 1 
         

4.보건소 0.38*** 0.22*** -0.24*** 1 
        

5.공공병원 0.17*** 0.15*** -0.19*** 0.55*** 1 
       

6.총의사 0.62*** 0.23*** 0.77*** -0.18*** -0.01** 1 
      

7.일반의 0.50*** 0.14*** 0.61*** -0.13*** 0.01** 0.96*** 1 
     

8.전문의 0.62*** 0.25*** 0.81*** -0.26*** -0.04*** 0.99*** 0.90*** 1 
    

9.한의사 0.86*** 0.45*** 0.77*** 0.20*** 0.17*** 0.67*** 0.5*** 0.67*** 1 
   

10.간호사 0.48*** 0.24*** 0.65*** -0.25*** -0.03*** 0.95*** 0.91*** 0.95*** 0.56*** 1 
  

11.인구밀도 0.02*** -0.16*** 0.36*** -0.51*** -0.34*** 0.26*** 0.21*** 0.29*** 0.14*** 0.23*** 1 
 

12.재정자립도 -0.12*** -0.27*** 0.29*** -0.62*** -0.39*** 0.20*** 0.13*** 0.26*** -0.03*** 0.16*** 0.30*** 1 

 

  주 1) * p<0.05 ** p<0.01 *** p<0.001 

 주 2) 총 의료기관, 병원, 의원, 보건소(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포함), 공공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총 의사수, 일반의(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포함), 전문의,   

한의사,  간호사 단위는 인구 10만명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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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수준의 변수 간 피어슨 상관관계: 전문과목별 의사 (n=229) 

 
1 2 3 4 5 6 7 8 

1.내과 1 
       

2.외과 0.88*** 1 
      

3.가정의학과 0.73*** 0.72*** 1 
     

4.소아청소년과 0.80*** 0.64*** 0.58*** 1 
    

5.산부인과 0.79*** 0.70*** 0.71*** 0.79*** 1 
   

6.신경과 0.85*** 0.77*** 0.58*** 0.63*** 0.60*** 1 
  

7.정신건강의학과 0.56*** 0.56*** 0.52*** 0.43*** 0.42*** 0.53*** 1 
 

8.정형외과 0.88*** 0.75*** 0.69*** 0.77*** 0.80*** 0.70*** 0.48*** 1 

9.신경외과 0.88*** 0.81*** 0.65*** 0.73*** 0.71*** 0.79*** 0.49*** 0.80*** 

10. 흉부외과 0.84*** 0.80*** 0.60*** 0.58*** 0.57*** 0.80*** 0.44*** 0.70*** 

11.성형외과 0.58*** 0.62*** 0.54*** 0.38*** 0.57*** 0.53*** 0.28*** 0.50*** 

12.마취과 0.82*** 0.74*** 0.64*** 0.68*** 0.74*** 0.70*** 0.51*** 0.77*** 

13.안과 0.87*** 0.84*** 0.70*** 0.68*** 0.73*** 0.78*** 0.48*** 0.78*** 

14.이비인후과 0.90*** 0.75*** 0.69*** 0.83*** 0.83*** 0.73*** 0.48*** 0.87*** 

15.피부과 0.79*** 0.71*** 0.65*** 0.66*** 0.77*** 0.65*** 0.36*** 0.74*** 

16.비뇨기과 0.83*** 0.82*** 0.68*** 0.67*** 0.78*** 0.71*** 0.44*** 0.78*** 

17.영상의학과 0.92*** 0.83*** 0.75*** 0.77*** 0.81*** 0.81*** 0.50*** 0.83*** 

18.방사선종양학과 0.82*** 0.78*** 0.57*** 0.59*** 0.56*** 0.70*** 0.43*** 0.66*** 

19.병리과 0.95*** 0.83*** 0.69*** 0.76*** 0.71*** 0.84*** 0.50*** 0.80*** 

20.진단검사의학과 0.87*** 0.77*** 0.62*** 0.68*** 0.61*** 0.79*** 0.45*** 0.75*** 

21. 결핵과 0.00 0.03*** 0.00* 
-0.01 

*** 
0.01*** 

-0.02 

*** 
0.05*** 0.09*** 

22.재활의학과 0.58*** 0.54*** 0.50*** 0.46*** 0.48*** 0.57*** 0.32*** 0.51*** 

23.핵의학과 0.79*** 0.72*** 0.52*** 0.57*** 0.52*** 0.76*** 0.45*** 0.61*** 

24.응급의학과 0.64*** 0.59*** 0.47*** 0.51*** 0.49*** 0.59*** 0.34*** 0.52*** 

25.직업환경의학과 0.54*** 0.49*** 0.37*** 0.49*** 0.40*** 0.42*** 0.22*** 0.51*** 

26.예방의학과 0.69*** 0.72*** 0.44*** 0.49*** 0.47*** 0.62*** 0.26*** 0.55*** 

27.간호사 0.96*** 0.87*** 0.70*** 0.76*** 0.74*** 0.85*** 0.56*** 0.84*** 

28.인구밀도 0.32*** 0.14*** 0.19*** 0.35*** 0.39*** 0.18*** 0.04*** 0.39*** 

29.재정자립도 0.24*** 0.07*** 0.18*** 0.48*** 0.37*** 0.10*** 0.09***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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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9 10 11 12 13 14 15 16 

9.신경외과 1        

10. 흉부외과 0.77*** 1       

11. 성형외과 0.59*** 0.58*** 1      

12. 마취과 0.74*** 0.71*** 0.59*** 1     

13.안과 0.79*** 0.80*** 0.74*** 0.76*** 1 
   

14.이비인후과 0.79*** 0.72*** 0.57*** 0.78*** 0.82*** 1 
  

15.피부과 0.70*** 0.66*** 0.78*** 0.71*** 0.86*** 0.83*** 1 
 

16.비뇨기과 0.80*** 0.72*** 
0.62 

*** 
0.75*** 0.82*** 0.79*** 0.79*** 1 

17.영상의학과 0.82*** 0.78*** 0.60*** 0.82*** 0.86*** 0.89*** 0.80*** 0.81*** 

18.방사선종양학과 0.73*** 0.77*** 0.50*** 0.68*** 0.68*** 0.72*** 0.61*** 0.65*** 

19.병리과 0.84*** 0.82*** 0.59*** 0.78*** 0.85*** 0.87*** 0.75*** 0.78*** 

20.진단검사의학과 0.82*** 0.77*** 0.52*** 0.72*** 0.77*** 0.76*** 0.66*** 0.71*** 

21. 결핵과 0.07*** 0.02*** -0.01** 0.06*** 0.03*** 0.03*** 0.02*** 0.03*** 

22.재활의학과 0.55*** 0.55*** 0.39*** 0.51*** 0.53*** 0.50*** 0.44*** 0.53*** 

23.핵의학과 0.70*** 0.71*** 0.50*** 0.72*** 0.69*** 0.68*** 0.59*** 0.63*** 

24.응급의학과 0.64*** 0.64*** 0.41*** 0.59*** 0.57*** 0.56*** 0.50*** 0.61*** 

25.직업환경의학과 0.53*** 0.50*** 0.27*** 0.41*** 0.43*** 0.49*** 0.31*** 0.41*** 

26.예방의학과 0.68*** 0.69*** 0.51*** 0.53*** 0.65*** 0.57*** 0.55*** 0.61*** 

27.간호사 0.89*** 0.84*** 0.56*** 0.82*** 0.84*** 0.85*** 0.72*** 0.80*** 

28.인구밀도 0.21*** 0.13*** 0.15*** 0.25*** 0.27*** 0.42*** 0.37*** 0.22*** 

29.재정자립도 0.18*** 0.05*** 0.15*** 0.14*** 0.23*** 0.43*** 0.36***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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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17 18 19 20 21 22 23 24 

17.영상의학과 1        

18.방사선종양학과 0.78*** 1       

19.병리과 0.91*** 0.83*** 1      

20.진단검사의학과 0.82*** 0.77*** 0.87*** 1     

21. 결핵과 
0.02 

*** 
-0.01** 0.02*** 0.03*** 1    

22.재활의학과 0.54*** 0.47*** 0.56*** 0.47*** 0.08*** 1   

23.핵의학과 0.71*** 0.72*** 0.82*** 0.75*** -0.03*** 0.50*** 1  

24.응급의학과 0.61*** 0.53*** 0.64*** 0.59*** -0.03*** 0.55*** 0.62*** 1 

25.직업환경의학과 0.49*** 0.51*** 0.55*** 0.48*** 0.00*** 0.27*** 0.46*** 0.41*** 

26.예방의학과 0.60*** 0.73*** 0.68*** 0.63*** -0.06*** 0.43*** 0.64*** 0.42*** 

27.간호사 0.90*** 0.82*** 0.94*** 0.87*** 0.07*** 0.58*** 0.79*** 0.64*** 

28.인구밀도 0.31*** 0.21*** 0.27*** 0.25*** 0.03*** 0.19*** 0.13*** -0.01*** 

29.재정자립도 0.32*** 0.16*** 0.25*** 0.19*** -0.02*** 0.05*** 0.09*** 0.06*** 

 

<표 6> 계속 

 25 26 27 28 29 

25.직업환경의학과 1 
    

26.예방의학과 0.51*** 1 
   

27.간호사 0.58*** 0.72*** 1 
  

28.인구밀도 -0.01*** 0.06*** 0.23*** 1 
 

29.재정자립도 0.17*** 0.12*** 0.16*** 0.30*** 1 

 

 주 1) * p<0.05 ** p<0.01 *** p<0.001 

 주 2) 전문과목별 의사 수의 단위는 인구 10 만명당임 

 

 이상에서 독립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계수가 0.8 

이상 혹은 VIF지수가 10 이상인 경우는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개인수준의 변수에서 만성질환 여부와 

만성질환 개수 간 밀접한 상관성을 보여 만성질환 여부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진단은 VIF 값을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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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값의 기준은 10이상인 경우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Chohen et al., 2003). <표7>에서 보여진 개인수준의 

변수들의 VIF값은 3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역수준에서 주 관심변수인 의료자원 간의 상관성이 높았다. 특히, 

간호사는 대부분의 의료기관, 의사인력과 상관성이 높아 간호인력 

자체만으로 의료시설 및 의사인력 정도의 상당부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의와 전문의, 전문과목 간에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 전문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전문과목별 의사 간에는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개별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분석에 

포함할 의료자원은 <표8>과 같이 분리하여 6개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표 7> 개인수준: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구분 VIF 

성별 1.07 

연령 2.74 

결혼상태 1.27 

거주지 2.58 

월 평균 가구소득 1.62 

기초생활수급 여부 1.07 

교육수준 2.46 

주관적 건강수준 1.39 

만성질환 개수 1.49 

최근 급∙ 만성질환 및 사고 경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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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지역수준: 의료자원 분석 모델 

구분 1 2 3 4 5 6 

총의료기관 
 

○   
  

병원 
 

 ○    

의원 
 

 ○    

보건소 
 

 ○    

공공병원 
 

 ○    

총의사 
 

  ○ 
  

일반의 
 

   ○ 
 

전문 과목별 의사 
 

   
 

○ 

인구밀도  ○ ○  ○ ○ 

재정자립도  ○ ○  ○ ○ 

 

 

제3절  개인의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요인 

 

1)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9>을 보면 Model 1은 전체를 대상으로 소인성 요인, 가능요인, 

필요요인을 포함한 결과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미충족 의료 비차비가 

높았으며 연령의 경우 19-29 세 비차비가 가장 크게 나타냈다. 

이혼・별거・사별에 해당하는 경우 미충족 의료 경험 비차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월 평균가구 소득은 줄어들수록, 교육수준은 낮아질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할 비차비가 증가하였다. 기초생활수급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해당할 경우 미충족 의료 경험 비차비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의 경우 읍면인 경우 비차비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의 비차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나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가 높아졌다. 만성질환 개수는 0개와 비교하여 3개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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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9배, 2개인 경우 0.9배 1개인 경우는 1.1배 비차비를 나타냈다. 

최근 급∙만성질환 및 사고경험은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가 2배 높았다.  

 종합해보면, 거주지를 제외하고 Andersen(1995) 의 모형에서 

포함된 요인들을 대리하는 모든 변수가 미충족 의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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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로지스틱 회귀분석: 미충족 의료 경험에 개인수준 영향요인 

  

Model 1 (전체) 

(n=224,831) 

Model 2 (읍·면) 

(n= 97,127) 

Model 3(동) 

(n=127,704) 

변수 
OR  

(95% CI) 

OR  

(95% CI) 

OR  

(95% CI) 

성별 

여자 
1.22* 

(1.18-1.27) 

1.30*** 

(1.23-1.37) 

1.21* 

(1.16-1.26) 

남자 1 1 1 

연령 

19세-29세이하 
4.54* 

(4.00-5.15) 

3.84*** 

(3.16-4.67) 

4.98*** 

(4.2-5.9) 

30세-39세이하 
4.37* 

(3.90-4.90) 

3.36*** 

(2.85-3.95) 

4.87*** 

(4.15-5.71) 

40세-49세이하 
2.93* 

(2.63-3.27) 

2.44*** 

(2.1-2.83) 

3.23*** 

(2.77-3.76) 

50세-59세이하 
2.13* 

(1.93-2.36) 

1.83*** 

(1.61-2.07) 

2.33*** 

(2.01-2.7) 

60세-69세이하 
1.13* 

(1.02-1.25) 

1 

(0.89-1.14) 

1.23*** 

(1.06-1.43) 

70-79세이하 
0.92 

(0.84-1.01) 

0.83*** 

(0.75-0.92) 

0.99 

(0.85-1.14) 

80세 이상 1 1 1 

결혼 

상태 

미혼 
0.78* 

(0.74-0.84) 

0.66*** 

(0.58-0.75) 

0.81*** 

(0.75-0.86) 

이혼・별거・사별 
1.21* 

(1.14-1.27) 

1.05 

(0.97-1.14) 

1.26*** 

(1.18-1.35) 

있음 1 1 1 

소득 

100만원 미만 
1.49* 

(1.40-1.59) 

1.48*** 

(1.33-1.64) 

1.47*** 

(1.36-1.59) 

100-200만원 

미만 

1.20* 

(1.14-1.28) 

1.14 

(1.02-1.26) 

1.21*** 

(1.13-1.3) 

200-300만원 

미만 

1.14* 

(1.08-1.21) 

1.06 

(0.96-1.18) 

1.16*** 

(1.09-1.23) 

300-400만원 

미만 

1.07* 

(1.01-1.12) 

1.03 

(0.93-1.15) 

1.07*** 

(1.01-1.13) 

400만원이상 1 1 1 

기초 

생활 

해당 
1.31* 

(1.19-1.44) 

1.3** 

(1.13-1.5) 

1.33*** 

(1.19-1.49) 

비해당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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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계속 

  
Model 1 (전체) 

(n=224,831) 

Model 2 (읍·면) 

(n= 97,127) 

Model 3( 동) 

(n=127,704) 

변수 
OR  

(95% CI) 

OR  

(95% CI) 

OR  

(95% CI) 

교육 

수준 

무학 
1.46* 

(1.34-1.60) 

1.49*** 

(1.31-1.71) 

1.39*** 

(1.24-1.56) 

초졸 
1.12* 

(1.04-1.21) 

1.1 

(0.98-1.24) 

1.117* 

(1.02-1.23) 

중졸 
1.06 

(0.98-1.14) 

1.01 

(0.9-1.15) 

1.07 

(0.98-1.16) 

고졸 
0.93* 

(0.89-0.97) 

0.94 

(0.86-1.02) 

0.92* 

(0.88-0.97) 

전문대졸 이상 1 1 1 

거주지 

읍면 
0.98 

(0.95-1.02) 
- - 

동 1 - - 

주관적 

건강수준 

나쁨 
2.93* 

(2.77-3.10) 

2.71*** 

(2.47-2.96) 

2.98* 

(2.79-3.19) 

보통 
1.76* 

(1.69-1.83) 

1.74 

(1.61-1.87) 

1.76* 

(1.68-1.85) 

좋음 1 1 1 

만성질환 

개수 

3개이상 
0.91* 

(0.83-0.98) 

0.92 

(0.82-1.04) 

0.91 

(0.82-1.01) 

2개 
0.92* 

(0.86-0.98) 

1 

(0.92-1.09) 

0.90* 

(0.83-0.97) 

1개 
1.06* 

(1.01-1.11) 

1.05 

(0.97-1.13) 

1.06* 

(1-1.13) 

0개 1 1 1 

최근 

급∙만성

질환 및 

사고경험 

있음 
2.04* 

(1.95-2.14) 

2.18*** 

(2.02-2.34) 

2.01* 

(1.9-2.126) 

없음 1 1 1 

모형의 

적합도 
Likelihood Ratio 

       

1439801.51(25)

*** 

277415.55(24)*

** 

1174212.44(24)

*** 

 

주 1) * p<0.05 ** p<0.01 *** p<0.001 

주 2)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주 3)  Model 1: 소인성 요인 + 가능요인 + 필요요인   Model 2: 읍면 거주자    Model 3: 동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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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동과 읍면으로 분류한 거주지는 인구사회적 특성, 지역 내 환경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에 포함한 변수들이 거주지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생적 요인을 통제하고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동과 읍면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9>과 같다.  

 읍면에서는 미충족 의료 경험할 비차비가 남자에 비해 여자는 1.3배 

높았다. 80세 이상을 기준으로 연령이 낮아질 수록 비차비가 증가하였고, 

70-79 세 이하만이 0.8 배를 나타냈다. 70 세 이상 연령부터는 비슷한 

특성을 갖는 연령대임을 고려했을 때, 80세 이상이 상대적으로 신체적 기능, 

건강상태 등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는 

비차비는 0.7 배를 나타냈다. 가구소득이 월 400 만원 이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100 만원 미만인 경우 비차비가 1.5 배로 나타나고, 나머지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해당하는 사람은 비차비가 1.3 배였다. 전문대졸과 비교하여 

무학은 비차비가 1.5 로 높았고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은 사람에 비해 나빠질수록 비차비가 증가하였다. 

만성질환개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최근 급∙만성질환 및 사고경험은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비차비가 2.2배였다.  

 동에서는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비차비가 남자에 비해 여자가 1.2배 

높았다. 연령에서는 80세 이상에 비해 연령이 낮아질수록 비차비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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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고, 19-29 세이하는 비차비가 5 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기혼자에 비해 미혼인 경우는 0.8 배였지만, 이혼・별거・사별인 경우는 

1.3 배 높았다. 소득은 400 만원 이상과 비교하여 소득이 낮아짐에 따라 

비차비가 증가하였고, 100 만원 미만은 비차비가 1.5 로 가장 높았다. 

기초생활수급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해당하는 경우 1.3배 높았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에 비해 무학은 1.4배로 높았고 고졸은 0.9배로 

낮았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좋음에 비해 나빠질수록 비차비가 증가하였다. 

만성질환 개수는 없는 경우에 비해 3개 이상인 경우 비차비가 0.9, 2개인 

경우 0.9 로 나타났다. 1 개인 경우는 비차비 1.1 로 나타났다. 최근 

급∙만성질환 및 사고경험은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비차비가 2 로 

높았다. 

 동과 읍면을 비교해보았을 때, 연령의 비차비가 동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읍면에서는 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이 

많았다.  만성질환 개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은 읍면에서는 무학의 

비차비만이 유의하였다. 소득수준은 100 만원 미만의 비차비만이 

유의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만이 유의하였다. 

 거주지별 미충족 의료 경험의 이유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는 

표<10>에 제시되어 있다. 도시와 농촌 모두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인 시간적인 이유가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다. 

도시는 ‘증상이 가벼워서’와 ‘경제적 이유’, 농촌은 ‘교통이 불편해서’가 

두번째 이유로 나타났다.  농촌도 ‘경제적 이유’가 그 다음으로 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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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한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유에서 비슷하거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교통이 불편해서’는 농촌이 도시에 약10배 정도 

높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특성 외에도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외부요인이 있음을 암시한다.  

 

<표 10> 거주지별 미충족 의료 경험 이유 

구분 
농촌(읍·면) % 

(n=11,859) 

도시(동) %             

(n=14,824) 

경제적 이유 17.2 18.4 

병의원 등 예약을 하기 힘들어서 2.1 2.7 

교통이 불편해서 19.0 2.4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 
30.3 42.6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4.4 4.0 

증상이 가벼워서 13.5 18.7 

기타 13.7 11.2 

합계 100 100 

 

 

제4절  지역의 의료자원이 개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수준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임의 효과에 대한 분산을 추정하고 급내 상관 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추정하였으며 <표 9>와 같다. 

 Model 1은 개인과 지역 수준의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에 대한 지역별 절편의 공분산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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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공분산을 이용하여 모형의 필요성과 차후 모형들에서 추가한 

설명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Hox & Roberts, 2011). 미충족 의료 

여부와 관련하여 지역 수준의 분산은 0.131로 나타났고 p-값이 <.0001 

으로 유의하였다. 즉, 각 시∙군∙구에 따라 개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수준까지 모형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자료의 기초모형인 Model 1에서는 지역 수준의 분산이 0.131로 

ICC값이 약 0.038 로 나타났다. 즉 미충족 의료 경험에 대해 지역 수준에서 

3.8%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다.  Model 2는 개인수준인 소인성 요인, 가능 

요인과 필요요인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이다. 지역 수준의 분산이 

0.127로 ICC값이 약 0.0371로 지역 수준이 3.7%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Model 3는 Model 2에 지역수준에서 지역특성인 인구밀도, 

재정자립도와 관심변수인 총 의료기관 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이다. 

지역 수준의 분산이 0.126로 ICC값이 약 0.0369 로 지역 수준이 3.7%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Model 4는 Model 2에 지역수준의 지역특성과 

총 의사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이다. 지역 수준의 분산이 0.124로 

ICC값이 약 0.0364로 나타났다. Model 5는 Model 2에 지역수준의 

지역특성과 일반의 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이다. 지역 수준의 분산이 

0.127로 ICC값이 약 0.0363로 지역 수준이 3.6%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Model 6는 Model 2에 지역수준의 지역특성과 전문과목별 

의사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이다. Model 1 ~ Model 5 와 비교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지역 수준의 분산만을 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결핵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의 

지역 수준의 분산은 0.1046 ~ 0.1057 로 나타났다. 지역 수준의 분산이 

가장 작은 응급의학과를 포함한 모형은 0.1046로 ICC값이 약 0.030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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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지역 수준의 분산이 가장 큰 성형외과를 포함한 모형은 0.1057로 

ICC값이 약 0.0308로 나타났다. 즉, 유의한 전문과목 의사를 포함한 Model 

6의 경우 ICC는 0.0308로 볼 수 있으며 지역 수준에서 약 3.1%를 

설명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초 모형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변수가 추가된 모형에서도 각 시∙군∙구 간 미충족 의료 경험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형에서 전체 변동에서 지역에 의해 

발생되는 변동은 Model 1이 가장 컸고, Model 6는 가장 낮았다. 

지역수준의 변수가 추가된 모형 중 Model 6 에서는 지역 수준의 분산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추가된 지역수준의 변수인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결핵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의사 수가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수준과 지역수준의 변수가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의 고정효과를 제외한 

Model 2의 예측된 고정 효과와 지역의 고정 효과를 포함시킨 Model 3 ~ 

6의 예측된 고정 효과가 미충족 의료경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기초생활수급여부, 

교육수준, 거주지,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개수, 최근 급만성질환 및 

사고 경험은 개인 수준의 고정 효과 추정량이며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총 

의료기관, 총 의사, 일반의, 과목별 전문의는 지역 수준의 고정 효과 

추정량이다. 

 Model 2의 개인 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미충족 의료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과 비교하여 70-79세 

이하를 제외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미충족 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혼자에 비해 이혼・별거・사별에 해당할 경우 미충족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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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률이 높고 미혼자는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과 비교하여 고졸을 제외하고 학력이 

낮아질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높아졌다. 동에 비해 읍면일 경우 미충족 의료경험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음에 비해 나빠질수록 비차비가 

커지고, 만성질환 0개에 비해 1개는 비차비가 커졌지만 2개와 3개 이상인 

경우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낮아짐을 나타냈다. 최근 급만성질환 및 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수준 

분석에 앞서 실시한 일반적인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와 비차비의 방향성이 

일치하고 비차비의 크기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준 분석에서는 거주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동에 비해 

읍면인 경우 미충족 의료 경험 비차비가 1.073배 많았다. 연령대의 ‘70-

79세 이하’와 교육수준의 ‘중졸’의 비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Model 2 분석결과 모든 값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개인의 특성이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에 유의한 설명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Model 3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수준의 비차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수준의 변수들은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총 

의료기관을 포함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병원 유형별로 

분류한 병원, 의원, 보건소, 공공병원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도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2 Res Log Pseudo-Likelihood 를 

비교하였을 때, 총 의료기관(39966529)이 더 작게 나타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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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39966596)로 나누었을 때보다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표11>에 포함하지 않았다. 

 Model 4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수준의 비차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수준의 변수들은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총 의사를 

포함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odel 5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수준의 비차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수준의 변수들은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일반의를 

포함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odel 6는  전문 과목별 의사 각각을 모형에 넣었을 때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로 <표12>에 나타낸다. 개인특성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보정변수이고, Model 1 ~ Model 5 에서 나타난 비차비의 크기 및 

방향성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대상자 모두를 포함한 

전국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가정의학과 의사 수가 증가할 때, 미충족 의료 

경험이 0.99배로 작아짐을 보였다. 산부인과 의사 수가 증가할 때 미충족 

의료 겸험 비차비는 1.013배로 커졌다. 성형외과 의사 수가 증가할 때 

미충족 의료 경험 비차비는 1.007배 많아졌다. 결핵과 의사 수가 증가할 때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는 0.876배 작아졌다. 예방의학과 의사 수가 

증가할 때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는 1.072배 많아졌다. 응급의학과 

의사 수가 늘어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는 1.021배 많아졌다.  

 광역시과 광역시가 아닌 곳, 동과 읍면에 따라 지역 내 의료인력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시의 동, 그 외 지역의 동, 전국의 

읍면으로 분류하였다. 광역시 동의 경우 흉부외과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 비차비가 1.018배 커짐을 보였다. 성형외과 의사 수가 

증가할 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가 1.008배 커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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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과 의사 수가 증가할 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가 1.073배 

커짐을 보였다. 그 외 지역 동의 경우 모든 전문과목별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국 읍면의 경우 비뇨기과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가 1.028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핵과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 비차비가 0.663배 작아짐을 

보였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가 

1.029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 ~6 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인의 특성은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에 유의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수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결핵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의사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시와 동/읍면 기준으로 분류하여 본 결과, 광역시 

동에서는 흉부외과, 성형외과와 예방의학과 의사수가 유의하였으며,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동에서는 모든 전문 과목별 의사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국 읍면에서는 비뇨기과, 결핵과 , 응급의학과 의사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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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 개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대한 개인 및 지역수준 영향요인 (n=224,831)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Fixed part  intercept 0.128 0.021 0.021 0.021 0.021  

지역 특성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인구밀도 
  

 

1.000  

(1.000-1.000) 

1.000 

(1.000-1.000) 

1.000  

(1.000-1.000) 

재정 

자립도   

1.002 

 (0.999-1.006) 

1.002  

(0.998-1.005) 

1.002  

(0.998-1.005) 

의료기관 총의료기관 
 

1.000 

 (0.999-1.001)  

 

의료인력 

총의사 
 

 

1.000  

(1.000-1.000) 

일반의 
 

 
1.001 

 (1.000-1.001) 

개인 특성             

성별 
여성 

 

1.226 *** 

(1.223-1.228) 

1.226  *** 

(1.223-1.228) 

1.226  *** 

(1.223-1.228) 

1.226 ***  

(1.223-1.228) 

남성 
 

1 1 1 1 

연령 

19세-29세이하 
 

4.565 *** 

 (4.526-4.604) 

4.565 ***  

(4.526-4.604) 

4.565 ***  

(4.526-4.604) 

4.565  *** 

(4.526-4.604) 

30세-39세이하 
 

4.4  *** 

(4.365-4.435) 

4.4 *** 

 (4.365-4.435) 

4.4 *** 

 (4.365-4.435) 

4.4  *** 

(4.365-4.435) 

40세-49세이하 
 

2.956 ***  

(2.933-2.979) 

2.956 *** 

 (2.933-2.979) 

2.956 *** 

 (2.933-2.979) 

2.956 *** 

 (2.933-2.979) 

50세-59세이하 
 

2.14 *** 

 (2.124-2.156) 

2.14 ***  

(2.124-2.156) 

2.14 ***  

(2.124-2.156) 

2.14  *** 

(2.124-2.156) 

60세-69세이하  
1.127 ***  

(1.119-1.136) 

1.127 ***  

(1.119-1.136) 

1.127 ***  

(1.119-1.136) 

1.127 ***  

(1.119-1.136) 

70-79세이하  
0.917 ***  

(0.911-0.924) 

0.917 ***  

(0.911-0.924) 

0.917 ***  

(0.911-0.924) 

0.917 *** 

(0.911-0.924) 

80세 이상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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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개인 특성       

결혼상태 

미혼 
 

0.78  *** 

(0.778-0.783) 

0.78 *** 

 (0.778-0.783) 

0.78 *** 

 (0.778-0.783) 

0.78 *** 

 (0.778-0.783) 

이혼・별거・사별 
 

1.21 *** 

 (1.206-1.215) 

1.21 *** 

 (1.206-1.215) 

1.21 *** 

 (1.206-1.215) 

1.21 *** 

 (1.206-1.215) 

있음 
 

1 1 1 1 

교육수준 

무학 
 

1.464 *** 

 (1.456-1.473) 

1.464 *** 

 (1.456-1.473) 

1.464 *** 

 (1.456-1.473) 

1.464  *** 

(1.456-1.473) 

초졸 
 

1.129 *** 

 (1.124-1.134) 

1.129 *** 

 (1.124-1.134) 

1.129  *** 

(1.124-1.134) 

1.129  *** 

(1.124-1.134) 

중졸 
 

1.06 *** 

 (1.056-1.065) 

1.06 *** 

 (1.056-1.065) 

1.06  *** 

(1.056-1.065) 

1.06  *** 

(1.056-1.065) 

고졸 
 

0.928 *** 

 (0.926-0.93) 

0.928 *** 

 (0.926-0.93) 

0.928  *** 

(0.926-0.93) 

0.928 *** 

 (0.926-0.93) 

전문대졸 이상 
 

1 1 1 1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52 *** 

 (1.514-1.526) 

1.52  *** 

(1.514-1.526) 

1.52  *** 

(1.514-1.526) 

1.52 *** 

 (1.514-1.526) 

100-200만원 미만 
 

1.207 *** 

 (1.203-1.211) 

1.207 *** 

 (1.203-1.211) 

1.207 *** 

 (1.203-1.211) 

1.207 *** 

(1.203-1.211) 

200-300만원 미만 
 

1.156 *** 

 (1.153-1.159) 

1.156 *** 

 (1.153-1.159) 

1.156 *** 

 (1.153-1.159) 

1.156  *** 

(1.153-1.159) 

300-400만원 미만 
 

1.075 *** 

 (1.072-1.078) 

1.075 *** 

 (1.072-1.078) 

1.075  *** 

(1.072-1.078) 

1.075 *** 

 (1.072-1.078) 

400만원 이상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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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개인 특성       

기초생활수급 

해당  
1.307 *** 

 (1.3-1.314) 

1.307 *** 

 (1.3-1.314) 

1.307  *** 

(1.3-1.314) 

1.307  *** 

(1.3-1.314) 

비해당  1 1 1 1 

거주지 

읍면  
1.073 *** 

 (1.069-1.078) 

1.073 *** 

 (1.069-1.078) 

1.074 *** 

 (1.069-1.078) 

1.074 *** 

 (1.069-1.078) 

동  1 1 1 1 

주관적 

건강수준 

나쁨 
 

2.934 *** 

 (2.924-2.944) 

2.934 *** 

 (2.924-2.944) 

2.934  *** 

(2.924-2.944) 

2.934  *** 

(2.924-2.944) 

보통 
 

1.745 *** 

 (1.741-1.749) 

1.745  *** 

(1.741-1.749) 

1.745  *** 

(1.741-1.749) 

1.745  *** 

(1.741-1.749) 

좋음 
 

1 1 1 1 

만성질환  

개수 

3개이상 
 

0.897 *** 

 (0.893-0.902) 

0.897 *** 

 (0.893-0.902) 

0.897  *** 

(0.893-0.902) 

0.897  *** 

(0.893-0.902) 

2개 
 

0.915  *** 

(0.911-0.919) 

0.915 *** 

 (0.911-0.919) 

0.915  *** 

(0.911-0.919) 

0.915  *** 

(0.911-0.919) 

1개 
 

1.051 *** 

 (1.048-1.054) 

1.051 *** 

 (1.048-1.054) 

1.051 *** 

 (1.048-1.054) 

1.051 *** 

 (1.048-1.054) 

0개 
 

1 1 1 1 

최근 

급∙만성질환 및 

사고경험 

있음 
 

1.993 *** 

 (1.988-1.999) 

1.993 *** 

 (1.988-1.999) 

1.993  *** 

(1.988-1.999) 

1.993  *** 

(1.988-1.999) 

 
없음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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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Random Part 

(Variance) 

Level-2(지역) 0.131 *** 0.127 *** 0.125 *** 0.124 *** 0.124 *** 

ICC 0.038 0.037 0.037 0.036 0.036 

Model fit 

-2 Res Log 

Pseudo-

Likelihood 

40141198 39966540 39966529 39966541 39966540 

 

주 1) * p<0.05 ** p<0.01 *** p<0.001 

주 2) OR(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주 3) 회귀계수값은 비차비(odds ratio)로 제시함 

주 4) 모형설명  

Model 1: 빈 모형  

Model 2: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 기초생활수급, 거주지,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개수, 최근 급∙만성질환 및 사고 경험 

Model 3: Model 2 + 인구밀도, 재정재주도, 총 의료기관 

Model 4: Model 2 +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총 의사 

Model 5: Model 2 +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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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 Model 6: 전문과목별 의사에 따른 개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 비차비 (n=224,831)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과 
신경과 

정신건강의

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

학과 
안과 

전국 

1.001 

(0.999 

-1.003) 

1.003 

(0.998 

-1.008) 

0.990* 

(0.981-

0.998) 

1.013** 

(1.004 

-1.022) 

1.005 

(0.996 

-1.015) 

1.009 

(0.996 

1.022) 

1.001 

(0.994 

1.008) 

1.002 

(0.993 

1.010) 

1.007 

(0.997 

1.017) 

1.012 

(0.996 

1.028) 

1.007* 

(1.001 

1.012) 

1.006 

(0.998 

1.014) 

1.008 

(1.000-

1.017) 

광역시 

동 

1.002 

(1.000-

1.004) 

1.005 

(1.000-

1.010) 

1.003 

(0.995-

1.001) 

1.005 

(0.998-

1.013) 

1.008 

(0.997-

1.020) 

1.011 

(0.998-

1.025) 

1.004 

(0.993-

1.014) 

1.003 

(0.993-

1.012) 

1.007 

(0.997-

1.018) 

1.018* 

(1.002-

1.035) 

1.006* 

(1.001-

1.012) 

1.005 

(0.996-

1.014) 

1.008 

(1.000-

1.016) 

그 외 

지역 동 

0.998 

(0.990-

1.007) 

1.003 

(0.987-

1.018) 

0.992 

(0.976- 

1.007) 

0.997 

(0.981-

1.014) 

0.997 

(0.976-

1.020) 

0.975 

(0.913-

1.041) 

1.006 

(0.989-

1.024) 

1.000 

(0.976-

1.023) 

0.998          

(0.964-

1.034) 

0.998 

(0.935-

1.065) 

1.003 

(0.945-

1.065) 

0.997 

(0.972-

1.023) 

1.000 

(0.961-

1.040) 

전국 

읍면 

(n=88,

676) 

1.001 

(0.995-

1.007) 

0.999 

(0.988-

1.009) 

0.991 

(0.980-

1.002) 

1.006 

(0.993-

1.020) 

1.003 

(0.986-

1.020) 

1.007 

(0.976-

1.038) 

0.998 

(0.988-

1.008) 

1.002 

(0.986-

1.019) 

1.010 

(0.988-

1.033) 

0.997 

(0.963-

1.032) 

1.027 

(0.994-

1.061) 

1.010 

(0.995-

1.025) 

1.015 

(0.989-

1.043)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

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

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

학과 
예방의학과 

전국 

1.006 

(0.996 

-1.017) 

1.010 

(0.998 

-1.022) 

1.010 

(1.000 

-1.021) 

1.004 

(0.998 

-1.011) 

1.028 

(0.991 

-1.067) 

1.013 

(0.996 

-1.030) 

1.016 

(0.993 

-1.041) 

0.876** 

(0.799 

-0.961) 

0.995 

(0.977 

-1.014) 

1.042 

(1.000 

-1.086) 

1.021 ** 

(1.005 

-1.037) 

1.028 

(0.995 

-1.062) 

1.072* 

(1.016-

1.132) 

광역시 

동 

1.008 

(0.997-

1.019) 

1.011 

(0.999-

1.023) 

1.005 

(0.994-

1.017) 

0.982 

(0.905-

1.065) 

1.039 

(0.995-

1.084) 

1.014 

(0.998-

1.030) 

1.021 

(0.996-

1.046) 

0.853 

(0.725-

1.003) 

1.012 

(0.986-

1.039) 

1.031 

(0.986-

1.077) 

1.017 

(0.996-

1.037) 

1.021 

(0.977-

1.068) 

1.073* 

(1.012-

1.138) 

그 외 

지역  

동 

0.982 

(0.946-

1.020) 

0.972 

(0.917-

1.031) 

1.000 

(0.964-

1.038) 

0.989 

(0.960-

1.018) 

1.019 

(0.875-

1.186) 

0.982 

(0.905-

1.065) 

0.998 

(0.866- 

1.150 

1.002 

(0.864-

1.209) 

1.006 

(0.950-

1.065) 

0.967 

(0.708-

1.319) 

1.014 

(0.967-

1.062) 

1.011 

(0.940-

1.088) 

1.088 

(0.899-

1.316) 

전국 

읍면 

(n=88,

676) 

1.007 

(0.981-

1.033) 

1.011 

(0.976-

1.047) 

1.028* 

(1.004-

1.053) 

1.009 

(0.989 

-1.029) 

1.013 

(0.945 

-1.085) 

1.027 

(0.968 

-1.089) 

1.002 

0.946 

-1.063 

0.663* 

(0.531-

0.829) 

0.983 

(0.956-

1.010) 

1.086 

(0.990-

1.191) 

1.029* 

(1.004-

1.055) 

1.050 

(0.996-

1.106) 

1.076 

(0.959-

1.207) 

 

  주 1) 개인특성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정하였으며 따로 <표 12>에 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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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고찰 및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고찰 

 

1) 개인수준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개인 수준에서 소인성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에 관련 

변수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미충족 의료에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과 일치하였다.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아질수록 기혼자에 비해 

이혼∙별거∙사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이 낮아질수록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농촌 지역에 거주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쁠수록 최근 급∙만성질환 및 사고경험이 있을 경우 

만성질환이 없음에 비해 1 개 있을 경우 미충족 의료경험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소인성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과 결혼상태를 포함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비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허순임∙김수정, 2007). 

이는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요인으로 인해 남성과는 건강 및 의료 

욕구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급성 이환율과 만성질환 이환율이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 여성은 남성보다 수명은 길지만 건강상태는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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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신형철, 2009). 연령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미충족 

의료 비차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수정, 2008; 신영전, 2009; 허순임∙김수정, 2007; 임지혜, 

2013). <표 2>의 빈도분석에서는 연령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률의 

차이만을 나타냈고, 60대 이후의 연령대를 모두 합친 경우 35%정도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을 보이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결과의 차이는 다른 영향요인들을 통제하였는가의 여부에 

기인하는데, 겉으로 판단하기에는 노인층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지만 

이와같은 미충족 의료 경험은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건강상태가 나쁘기 때문이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오히려 

노인층의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다. 이 결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젊은 층과 비교할 때, 노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고 의료 접근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서 일 수도 있다(허순임, 

2015). 한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질환 이환 및 보유가 증가하여 

의료필요도와 이용도가 많아지면서 미충족 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다. 정의신 & 박민정(2011)은 만성질환자 중 

외래와 입원이 많은 환자들이 적은 이들에 비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허순임(2014)의 연구에서는 

2011~2013 년간 패널조사 분석결과, 35 세미만 젊은층에서 경험률이 

증가하고 75 세 이상 노령층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가 

젊을수록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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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근무시간 중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 이용하는 것이 어렵고, 

근무시간 후에는 병원 운영시간이 끝나거나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20 시정도까지만 운영하므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노인층의 경우는 시간적 제약이 없고, 외래 

본인부담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미충족 의료 경험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허순임 외, 2009). 기혼자에 비해 이혼・별거・사별에 해당할 

경우 비차비는 높았으나 미혼자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기혼자에 비해 미충족 의료 

경험이 높았다(허순임∙김수정, 2007; 최희영, 2015). 미혼자의 경우는 

기혼자에 비해 미충족 의료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와 상반되게 

나타났다(허순임∙김수정, 2007). 이혼・별거・사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차비가 높은 현상에 대해선 결혼이 건강에 주는 영향은 

보호효과(protective effect)과 선별효과(selective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보호적 효과(protective effect)는 우선 배우자 및 가족들로부터 

사회적, 심리적 지지를 제공받고, 배우자와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한 사람은 건강 위험행동을 덜 하고 

의사와 검진을 더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Goldman, 1993). 

선별효과(selective effect)는 건강한 사람이 불건강한 사람보다 혼인할 

가능성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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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이 불건강한 사람보다 재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다(Waldron, 1996; Goldman, 1993).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결혼이 주는 효과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크다는 결과가 있었다(Bird 

and Fremont, 1989).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호효과는 

일하지 않은 여성에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를 

주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Waldron, 1996).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이혼・별거・사별한 사람들보다 결혼한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고 사망률이 낮다고 결론이 지어졌다(Ross, 1990). 

결국 결혼한 사람들의 건강이 더 좋기 때문에 미충족 의료 경험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미혼자의 낮은 비차비는 대체적으로 미혼인 경우 젊은 

연령이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더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할 비차비가 올라간다는 결과를 보면 

단순히 연령이 낮아서 건강이 좋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박종영(2005)의 연구는 여성에 국한되어 있지만, 미혼 여성근로자는 

시간적 접근성(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가사노동을 3 시간 이상하는 

경우)이 낮은 경우와 건강행태가 나쁜 경우 미충족 의료가 높았다. 기혼 

여성근로자는 경제적 접근성(가정형편이 나쁘다고 느끼는 경우)과 

건강행태가 나쁜경우(문제음주경험)가 미충족 의료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미충족 의료의 경험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접근성(35.6%)과 

시간성 접근성(30.4%)이 주요한 이유로 보고된다(조규희, 2014). 

미혼자는 가족과 함께 살 경우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가사노동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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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에 비해 적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가족에 의해 의료이용을 

하도록 촉구되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혼자는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더 크고, 미혼자에 비해 가사 혹은 육아를 위해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고 시간적 여유가 적어 의료이용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가능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 기초생활수급여부 

그리고 거주지를 포함하였다.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차비가 증가하였고, 이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김수정, 

2008; 신영전, 2009; 최희영, 2015). 교육수준은 개인의 건강 행동과 

문제 해결 능력에 연관되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에 위험이 되는 

행동을 적게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높다(Lynch&Kaplan, 2000).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고,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빠르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이 줄어들수록 미충족 의료에 비차비가 커졌고,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신영전, 2009; 허순임∙김수정, 2007; 

최희영, 2015).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소득수준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 연령과 주관적 건강수준에서 비차비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분석에 사용한 소득은 가구원 수를 보정하지 않은 월 평균 가구소득이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여도 가구원 수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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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가 보정된 소득에서는 소득이 미치는 영향정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미충족 의료 경험할 

비차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능력이 

의료를 충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수준이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는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의료필요도가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또는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낮은 소득수준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충족 

의료 경험할 위험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동과 읍면으로 구성된 거주지가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회경제적 발전정도가 떨어지고 특히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게다가 고령인구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도 큰데 비해 충족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신형철(2009)에서는 지역별 

만성질환의 미치료율이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신형철(2009)의 연구에서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로 

분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과 읍면으로만 나눴기 때문에 동에는 

대도시 뿐 만 아니라 작은 중소도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거주지의 



84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최희영(2015)은 물리적 

접근성과 편의성의 제한에 의한 미충족 의료경험은 농촌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미충족 의료가 발생한 이유에 따라 거주지의 영향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필요요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은 나쁠수록 미충족 의료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고,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였다(신영전, 

2009; 허순임∙김수정, 2007; McDonald & Conde, 2010). 건강상태가 

좋은데 비해 나쁨을 보고한 경우의 비차비가 2.9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비차비로 다른 요인보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필요를 잘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성질환보다 주관적 건강에 의한 미충족 의료 

비치바치가 크게 나타나 이는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만성질환보다 주관적인 필요(need)를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다른 변수에 비해 비차비가 큰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연구의 종속변수와 갖는 

관계에서 역인과 관계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필요하다고 

느낀 의료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관적 건강수준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나쁘다고 보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주관적 건강수준과 

미충족 의료 모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이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수준이 좋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을 보일 수 있다. 만성질환 개수는 0 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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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이상과 2 개인 경우 비차비가 0.9 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만성질환 수가 많아질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이 

높아진다는 결과와는 반대로 나타났다(허순임∙김수정, 2007; 임지혜, 

2013). 이는 만성질환 수가 많으면 건강상태가 심각하여 더욱 신경쓰고 

주기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이용을 하기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낮게 

보고된다고 생각되고 외래와 입원 이용이 많은 경우 적은 사람들에 비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바차비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다(정의신 & 박민정, 2011). 또한, 급증하는 만성질환과 그에 따른 

의료비용을 관리하고자 정부에서는 2012년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에 

한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가까운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낮춰주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접근성을 높였다고 본다.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에서는 외래진료의 지속성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였다(백종환, 2015). 가까운 동네의 의료기관 이용은 환자의 

시간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편리성이 증가시키므로 의료이용이 늘었을 

것으로 보이고 치료의 지속성도 자연스럽게 높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과정에서 만성질환 뿐 만 아니라 다른 건강문제까지 같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2 주간 급・만성질환 및 사고경험이 있는 경우 

미충족 의료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차비가 다른 

변수들보다 높은 편이었다. 질환의 이환이나 사고는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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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충족 의료가 결과로써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2) 개인수준의 거주지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연령에 따른 비차비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대, 30대, 40대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도시와 농촌이 

연령에 따른 인구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농촌은 높은 연령대에 비해 젊은 

연령은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고 이에 따라 의료에 대한 욕구가 

낮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경우는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의 차이로 생각해볼 수 있다. 

결혼상태에서도 농촌에 비해 도시의 비차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비슷하게 농촌에서는 미혼에 속하는 젊은 연령층 인구가 적기 

때문에 고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낌으로써 의료에 대한 

욕구가 낮을 수 있다. 또한 농촌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 

이혼∙별거∙사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역 내에서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도시에 비해 높아 사회적, 심리적 지지를 제공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결혼의 보호효과를 대체할 수 있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 비해 미충족 

의료경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교육수준에서는 동에 비해 읍면은 무학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농촌의 경우는 노인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도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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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의 정도가 다양하지 않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는 만성질환이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에서는 만성질환이 

늘어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정의신 & 박민정, 2011). 이는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연령이 높기 때문에 신체기능의 저하나 다른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만성질환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3) 개인 및 지역수준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 

 

 다수준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의 미충족 의료는 개인의 성,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 소득수준, 기초생활여부,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개수, 최근 급∙만성 질환 및 사고 경험과 지역 내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결핵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의사 수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의료 필요와 관련된 건강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 의료자원에 의해 개인이 미충족 의료 경험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로지스틱 분석과 다르게 다수준에서는 개인수준의 특성 중 

거주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동에 비해 읍면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할 가능성이 올라감을 확인하였다. <표 10>에서 읍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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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의료 경험 이유 중에 ‘교통이 불편해서’의 응답이 동에 비해 10배 

높았다. 미국의 퇴역여성군인이 해당 의료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이유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65세 이상에서 36%가 교통시설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Washington D.L. et al., 2011).  읍면의 경우 

교통시설 자체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에 비해 신체적 기능이 

쇠약하여 이동 시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불편한 교통뿐만 아니라 

이동성에 장애가 큰 노인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교통에 의한 미충족 

의료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캐나다의 농촌 주민들의 천명당 

의사수가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절반에 그치며, 동일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5 배 이상의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의료자원의 부족은 지리적 접근성 문제와 동반됨을 확인하였다(Ng et al, 

1999). 국내 연구에서도 시지역과 구지역에 비해 군지역의 거주 주민의 

다빈도 의료기관까지의 직선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드러났다(신호성∙이수형, 2011). 즉, 도시에 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원의 가용성 측면과 지리적 접근성이 함께 

미충족 의료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내 의료자원이 

증가하면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어 의료이용 시 소요되는 

교툥이나 시간과 같은 기회비용이 줄어들고 의료서비스의 이용시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총 의료기관과 총 의사수는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지역의 의료인력 및 시설 개수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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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접근의 용이성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 내 의료자원이 부족할 경우 

주민들의 의료이용의 접근도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Oliver&Mossialos, 2004; 오영호, 2008). 또한 의료공급요인에서 

보면 공급량과 관련하여 의사수가 의료이용과 양의 관계가 있다는 

보고들(stockwell, 1979; wennberg, 1985; 강암구, 2007)이 있으며, 

Roomer 의 법칙은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의사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의료이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의료이용이 줄어들면서 미충족 의료가 증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그에 대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체 의료자원 수가 많더라도 필요로 하는 특정 병원이나 인력이 

부재한 경우 미충족 의료가 해소될 수 없다는 맥락으로 판단된다. 한 

연구에서는 지역 내 의료장비가 많이 보급될수록 지역 내 외래방문일수가 

늘었다고 하였고, 지역 내 병상 수, 의료인력, 의료장비가 늘어날수록 

지역 내에서 입원이용이 많았다고 하였다(강암구, 2007). 병상 수나 

의료장비는 병원의 규모, 전문성 및 질적 수준을 대변해줄 수 있다. 즉, 

총합보다는 지역 내의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에 의해 미충족 의료 경험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의 수에 미충족 의료의 비차비는 1.001로 p=0.029이지만 

신뢰구간이 1-1.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p<.05 이고 95%의 신뢰구간이 1 에 걸쳐 있기 때문에 경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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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즉 일반의 수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이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지역별 의료자원의 일반현황을 나타내는 

<표 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의사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고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2%이고 일반의는 약 19%정도로 

나타났다. 때문에 환자들은 전문의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에 익숙하고 

전문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일반의보다는 전문의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 또한 전문의에 비해 일반의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을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의사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미충족 의료가 낮다고 밝혀진 결과(Mollborn, 2005) 를 고려하면, 현재 

일반의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란 인식은 전문의에 

비해 일반의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일반의에 

의해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충족 의료를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2015)에서 진행한 

병원간판에 대한 시민인식조사에 의하면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에 

전문의와 일반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높았고 간판을 통해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33%였고, 그 중에서 제대로 

파악하는 비율이 84%였기 때문에 환자가 실제로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분하여 의료이용을 판단하거나 의료이용 후 만족도에 영향을 받을지는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의와 일반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병원 선택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대다수가 답하여 환자가 지역 내 의료인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이용의 선택여부를 결정한다면 의료충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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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의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즉, 환자가 원하는 

특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혹은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미충족 의료를 느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지역 내 의료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에 제한이 

있고,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받는 서비스가 

의료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보건소 전체 의사 

중 공중보건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1%에 달하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는 보건소 의사인력의 90%가 

공중보건의로 구성되었다(보건복지부, 2014). 농촌지역의 보건소 

이용시 ‘원하는 진료과가 없다, ‘진료의 질이 낮다’라는 불편함을 

드러냈고, 지역 내 보건사업에 대해 전문과목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기명, 2012). 이는 현재 농촌의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에 의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의료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의사인력을 전문과목으로 나누어 영향관계를 본 결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결핵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의사 수가 미충족 

의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OR=1.013), 

성형외과(OR=1.007), 응급의학과(OR=1.021), 

예방의학과(OR=1.072)의 의사 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미충족 의료 

경험할 비차비가 커지는데 비해 가정의학과(OR=0.99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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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과(OR=0.876)는 의사 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미충족 의료 경험할 

비차비가 작아짐을 보였다. 산부인과는 의료 취약지를 평가할 때 

포함하는 전문과목으로 산부인과 의사 수가 적다는 의미는 그 외 의사 

수도 적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 수는 그 지역의 

의료자원 정도를 반영하는 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고, 산부인과 

의사수의 증가는 미충족 의료경험의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분석결과 산부인과 의사 수와 미충족 의료 간에는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산부인과는 전문과목이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여성 중에서도 임신 혹은 산과적 

의료가 필요한 경우, 20 ~ 40 대의 가임기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이다. 때문에 미충족 의료 경험을 줄이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산부인과와 관련된 의료욕구를 가질 수 있는 

여성 혹은 가임기 여성들 또한 다빈도로 찾는 의료 서비스가 아니고, 

산부인과와 관련된 의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이용하므로 산부인과 

의사 수의 증가는 미충족 의료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성형외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치료적 목적이기보다는 

미용적인 목적이 크다. 치료적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다빈도 이용에 

속하는 의료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내 전체 의료인력 

비중에서 성형외과의 비중이 커질 경우, 상대적으로 치료적 목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인력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응급의학과 또한 산부인과나 성형외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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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에 요구되는 의료서비스이고, 보통 응급한 경우에는 

의료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의료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 수의 

증가도 미충족 의료 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의학과는 

보통 임상보다는 연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연구를 통한 

질병으로부터 예방, 건강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전문과목에 비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적다. 즉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늘어나도 당장 필요로 하는 의료욕구를 

해소해주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처럼 특수한 상황, 집단 혹은 임상보다는 

연구에 중점을 둔 전문과목 의사의 증가는 오히려 지역 내 전체 

의료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인력의 비중이 줄어들어 개인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마다 인구분포나 질병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지역마다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미충족 의료와의 연관성에 

대해 단언할 수 없다. 또한 임상과 더불어 연구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는 사실을 염두해야 한다. 

가정의학과 의사의 증가는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보단 주로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 혹은 만성질환 관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의 경우는 주로 지역 내에서 가정의학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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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의사들이 주로 진료와 관리를 맡는다. 내과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은데 비해 가정의학과는 미충족 의료 경험에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가정의학과의 교육과정에서 그 원인을 추정해볼 수 

있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타 전문과목들에 비해 전문성은 다소 얇지만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과에 파견되어 세부분야에 대한 지식들을 

전반적으로 익히게 된다. 즉, 훈련과정에서 여러 과를 순회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상 문제에 있어서 폭넓은 의학적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의학과 의사의 경우 다양한 질병에 대한 

스크리닝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이 급·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나 

의료적 필요를 호소하는 일반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문진하고 필요로 하는 

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안내해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충족 

의료 경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의학과 의사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귀결보다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제공하는 역할이 

일차의료 의사의 역할, 특히 다른 과목 전문의에 비해 포괄성의 강점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에서 일차의료에 대해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차의료란 “건강을 위하여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를 말한다.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의사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의료자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하여 

주민에게 흔한 건강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야이다. 일차의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보건의료인들의 협력과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재호, 2007). Starfield(1998)가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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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국내의 일차의료를 평가하여 OECD 13개 국가와 

비교한 결과, 최하위 수준이었고 일차의료의 본질적 속성인 최초 

접촉의료, 지속성, 포괄성, 조정기능(Starfield, 1992)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황나미, 2013). 더욱이 국내에서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서구화된 식생활이나 불규칙한 생활, 

운동부족 등에 의해 노인뿐만 아니라 중년층, 젊은층에서도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65 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이 약 

90%에 달하고, 복합이환자는 69.7%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오영희, 2015). 높은 유병율 뿐 만 아니라, 질병 특성상 조절은 

가능하나 완치가 되지 않고, 당장의 질환의 증상보다는 증상 악화로 인해 

야기되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 따라서 포괄적인 관리와 더불어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가 되므로 지역 내 가까운 의료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홍성욱, 2009). 

Starfied(2005)는 전문의보다 일차의료 의사가 질병과 사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고, 전체 인구의 건강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건강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집단의 건강의 형평적인 

분포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일차의료에서 정보의 지속성은 환자에 

대하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의사 그리고 의료 제공자 간의 환자 

건강정보를 공유하여 적절한 진료가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 

또 다른 지속성인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지속되면 환자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의 의료와 통합적인 서비스의 편익을 누리게 된다(황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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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일차의료의 질 평가 연구에 의하면 의료의 지속성은 입원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siao, 2008).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분절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환자와 의사의 지속적인 

관계 하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질환관리가 요구된다. 이는 치료의 

효율성 증대뿐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환자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생활하는 환경 내에서 가정의학과 의사와 같이 일차의료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의 증가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일반적인 경증의 의료 

문제해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미충족 

의료 경험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핵과 전문의가 늘어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 비차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적 수준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결핵환자수가 많은 편이며 전체 국민의 1/3이 결핵균에 감염된 실정으로 

중요한 감염병으로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결핵의 특징은 높은 발생율과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1). 2014 년 기준 유병률이 

인구 10 만명당 101 명, 발생률이 인구 10 만명당 86 명(WHO, 

2015)으로 결핵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결핵 전문의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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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의 분포가 주로 광역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읍면에 비해 동에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광역시 동,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동, 전국의 읍면을 비교해본 결과, 광역시 동에서는 흉부외과, 

성형외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수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외과의 경우는 주로 대형병원에 

있는 전문과목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해, 사회경제적을 

발달한 광역시의 동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미충족 의료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흉부외과는 보통 중증도가 높은 질병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의 질병은 경증에 비해 즉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증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필요를 느끼는 

경우, 흉부외과 전문의의 증가가 오히려 의료충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전국 농촌의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이 증가하고, 결핵과 전문의가 증가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뇨기과는 

산부인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남성에만 해당되는 의료서비스이며, 

남성일지라도 비뇨기과와 관련된 의료적 문제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의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특히 읍면은 의료자원 수가 동에 비해 

적기 때문에 지역 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 이와 같이 특수성을 

띄는 전문의 증가는 오히려 미충족 의료 경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결핵의 경우 전국에 비해 읍면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의 

가능성을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년 기준으로 전체 결핵 



98 

 

환자(40,847 명) 중 50 대(7,282 명, 17.8%)와 70 대(7,361 명, 

18%)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6). 읍면의 

경우 동에 비해 50 대 이상의 연령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핵에 대한 

의료서비스 욕구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박우정(2015)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경북,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결핵 환자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시도별 연령별에 따라 결핵환자의 분포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연령에 

따른 결핵 환자의 시도별 분포는 20 ~ 30 대 환자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제주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70 

~ 80대에서는 경북, 경남, 전남, 강원, 충북, 충남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의 경우는 고령에서 결핵에 대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시의 경우 젊은 연령층에서 결핵에 대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시에 비해 지방, 특히 읍면의 경우는 

결핵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에 접근성이 좋지 않을 수 있어 결핵 전문의의 

증가가 미충족 의료 경험의 가능성을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더 

낮추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2절 정책적 함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미충족 의료를 개인단위로 분석하여 주로 

소득, 건강보험 유형과 같은 수요자 측면의 경제적 접근성에 집중하여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의 의료자원의 분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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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물리적 조건으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에 미충족 의료 감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수요 

측면에서의 경제적 접근성 외에 구조적으로 미치는 이용가능한 자원의 

중요성을 재조명할 수 있다. 개인특성에 비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았으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미충족 의료를 

완화하기 위해 공급측면의 의료자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즉, 지역 내 의료자원 분포에 따라 미충족 의료 경험할 위험이 달라지므로 

필요도에 따른 의료자원의 배분를 위한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인력의 경우 

대도시에 많이 개설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에는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이 

주로 개설된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의료를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연구의 결과에서도 

농촌지역(읍∙면)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였다.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불평등 뿐 만 아니라 향후 건강을 악화시켜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명(2012)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보건 사업으로 노인 질환 관련 서비스와 구강 

보건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많았다. 그 외에도 정형외과 등 다양한 전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이는 보건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본진료 이상으로 의료에 대한 질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취약지에서는 무엇보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확보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현재 농촌지역의 의료인력의 30~4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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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로 충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공중보건의도 감소하고 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도 16 개 필수 진료과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직률이 30%에 이를정도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병원 

근무 전문의들의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정진호, 2013). 

현재 취약지에 의사인력 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신설, 

공중보건인력만을 양성하는 의과대학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장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 

증가하여도 취약지에서 의료인력가 유지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이나 근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함께 요구된다. 한편 농촌과 같은 작은 규모의 지역에 필요로 하는 

과목의 전문의를 모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2014 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의원이 

의료기관 내원 일수 기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4%(외래 60,3%, 입원 7.7%)인 것으로 나타나 중증보다는 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과 같은 취약지역에서는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 보건지소의 

의료인력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켜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Dawson(1920)이 제안한 지역화와 일차 보건 센터(primary 

health center)를 근거로 현재 농촌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의료권을 구축하여 소진료권, 중진료권, 대진료권과 같이 형성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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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내에 전문과목 인력들이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자주 찾는 소진료권에서 필요시 중진료권 혹은 대진료권으로 환자를 

의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현실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충족 의료 경험할 가능성에서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30대가 

가장 큰 비차비를 나타냈다. 이는 해당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으로 인해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에서 미충족 의료경험에 대한 

이유에서도 경제적이유와 함께 시간적 제약이 이유로 꼽혔다(조규희, 

2014). 그럼에도 현재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만 집중이 되어있다. 이와 같은 시간적 제약에 

의한 미충족 의료는 개인에 의한 요인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인 구조, 공급의 형태에 의한 것이므로 정책적 방안으로 

충분히 완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만큼이나 큰 비중으로 

미충족 의료의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충족 의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병원 별로 혹은 

시간대별로 야간 진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간적 제약에 의한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야간진료를 

민간기관 혹은 개별 의사에게 강제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개별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혹은 공공에 속하는 보건소를 

활용하여 야간진료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007년 

서울 지역에서 보건소의 야간진료가 3 개월 정도 진행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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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었는데 이용 인원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서울시민 보건소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가 

야간진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65%는 평일 보건소 야간진료를 이용할 

의사를 밝혔었다. 반면 보건소 야간진료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11.8%만이 알고 있어 야간진료의 폐지가 아니라 보건소의 야간진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다(한겨례, 2007.11.09). 따라서 

보건소 혹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야간진료를 시행하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이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자원에서는 특정 전문과목별 의사수에 따라 미충족 의료가 

달라짐을 보이면서, 특정 의사 증가 혹은 감소가 미충족 의료 경험의 

가능성을 완화 혹은 악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지역마다 

질병양상이나 인구분포가 다르므로 그에 따라 영향관계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역의 환경적 맥락이 개인의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인의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의료 공급과 

수요에 모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미충족 의료는 중증보단 경증질환에 대한 

의료적 필요로 보았고, 결과에서도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특정과목의 의사 

수의 증가는 오히려 미충족 의료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일차의료 의사의 역할을 하는 가정의학과나 우리나라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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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결핵을 치료하는 결핵과 의사의 증가는 미충족 

의료 경험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가정의학과 

의사의 증가가 미충족 의료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차의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차의료로 명시되거나 분류된 자원이 없고 

법적으로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기간 내에 일차의료체계를 갖추고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일차의료의 영역의 하나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과 

필요 하에 모든 분야의 전문의에게 최초접촉하여 진료받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주치의 라는 개념자체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선진국 7개국(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국민의 상용치료원 

보유율은 90-100%였고(미국제외), 대체로 주치의 보유율(80%)과 

비슷하였지만, 대한민국 18세 이상의 전 연령대에서 당뇨 환자의 주치의 

보유율 평균은 30%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에서도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은 다른 급성·만성질환을 

예방, 치료, 관래해주는 주치의의 존재는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민동기, 2015). 국내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질환의 특성상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의료인의 역할이 요구되므로 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치의 역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암이나 



104 

 

만성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77.2%), 질병의 예방과 

상담(64.9%), 흔한 만성질환의 관리(55.5%),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적절한 의사나 병원의 소개(52.4%) 등이었다(봉승원, 2006). 이는 

국민들이 주치의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기를 원하고, 주로 관리, 상담과 

전문치료에 대한 조언 등을 중요하다고 꼽은 것을 바탕으로 의학적인 

문제에서 의지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치의, 상용치료원 혹은 

단골의사의 보유는 좋은 건강결과와 만성질환관리, 그리고 질병예방 

진료와 일차의료의 적절한 이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포괄성과 지속성의 영역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동기(2015)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주치의 보유율이 

47.8%로 가장 높았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당뇨 환자 집단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당뇨 환자집단에 비해 주치의 보유 교차비가 약 2배 

높았다. 이는 주치의를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통해 주치의가 

없는 집단보다 더 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2012~2013 년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비참여 환자보다 외래진료 지속성이 

유지 및 호전될 가능성이 약 9 배 이상, 투약 순응도가 유지 및 호전될 

가능성이 최대 1.3 배로 나타났다(백종환, 2015). 국외 연구에서도 

주치의에게 꾸준히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타과 전문의 진료를 원할 때 주치의로부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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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주치의를 둔 환자들의 건강행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만성질환은 의료제공자에 의한 

관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질병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요구한다.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 상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필요하다. 의사와의 지속적인 관계 하에 환자는 의료정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수 있고 주치의 또한 환자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자의 자가관리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Gazmararian, 

Williams, Peels & Baker, 2003; Schillinger et al., 2002). 뿐만 

아니라 상용치료원이나 주치의와 환자의 지속적인 관계는 입원율, 응급실 

방문율을 감소시키고 의료급여자의 의료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Weiss&Blustein, 1996; Donaldson, 1996).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의료급여환자들은 만성질환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에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혀졌는데(김진구, 2007), 주치의 보유를 통해 건강의 향상과 더불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의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늘어난 재정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여 전체 국민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통해 보건의료 재정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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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치의를 통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상태를 유지 혹은 호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 건강상 문제를 느겼을 때 최초접촉 의사를 

적절히 선택하지 못하여 야기되는 비효율적인 과정이 줄어들고, 현재 

국내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분절화되고 중첩적인 기능이 줄어듬으로써 

전체 의료비가 감소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의 

완화는 물론이고 보건의료 재정이 늘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에서도 지역 내의 주치의 제도에 의한 

만성질환관리가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고, 적용대상을 

만성질환자에서 일반인들까지 넓혀서 현재 앓고있는 질환만이 아니라 

예방부터 건강의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로 

확장되어야 한다. 다만 주치의 제도는 단순히 의료기관과 의사를 정하여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일차의료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차의료 담당하기에 적합하다고 예상되는 가정의학과의 수련과정만 

보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주로 수련이 이뤄지므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수련이 부족한 상황이다(청년의사, 2014.04.07). 때문에 전문적인 

일차의료 교육수련과정을 특화하여 독자적인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주치의 등록제가 제도화된 시스템하에서 일차의료 의사가 포괄적인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 및 

조정기능의 역량을 발휘하며 책임성을 갖출 때, 국민들은 일차의료의 

편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황나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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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주치의만이 아니라 지역 내 보건소, 복지관, 2·3차 

의료기관들과 같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강력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한 국가로 평가받았지만 일차의료의사의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치의(일차의료 의사)등록제와 2 차 의료 

의뢰 접근성이 강제적이지 못한 국가(핀란드, 영국)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의 입원율을 감소시키는데 다소 제약을 보였다(황나미, 2013). 

이는 형식적으로 의료기관을 1,2,3 차로 나눈는 방식이 아니라 

일차의료가 정의된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관계 

협조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국외 일차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세부 제도와 정책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와 관련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각 요인들이 미충족 의료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혹은 미충족 의료경험이 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선후관계가 불명확하고 연관성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미충족 의료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수립하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선 

특히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충족 의료의 동태를 살펴보고 그 변화와 



108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변화의 추이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평가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지역의 의료자원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의료자원의 절대적 수 외의 성격이나 질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료자원 분포정도에 따른 영향관계를 보았지만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부적으로 의료자원의 성격이나 질적인 부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의료자원의 성격과 질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자원의 이용가능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거주하는 지역과는 다르게 근처 지역의 의료자원을 

이용할 가능성이나 같은 지역에서도 개개인마다 의료자원까지의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자원 수만으로 개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의료자원과 의료자원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위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를 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를 사용하였는데 의료이용은 지역 내 뿐 만 아니라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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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보다는 의료권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2015)에서는 환자 의료이용지도 구축을 위한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의 의료이용생활권에 대한 정의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의 행정구역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나 공급을 

파악하던 한계를 넘어 생활권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지역 내의 

의료이용과 공급 및 수요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나아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원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생활권에 기초한 지역 내의 미충족 의료과 의료자원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인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진행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패널 다수준 분석이나 주변 지역에 의한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기 위해 

공간적 상관성을 반영하는 다수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미충족 의료 문제의 성격을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자료에서는 미충족 의료의 경험 

여부와 제한된 이유만을 제시하여 미충족 의료의 성격을 구분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Allin(2010)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게 된 해당하는 모든 

이유를 응답하도록 하여 주관적 미충족 의료를 3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미충족 의료에 따라 향후 의료이용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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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 미충족 의료의 성격에 따라 해결방안이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즉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중첩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모든 미충족 의료가 동일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유에 

따라 미충족 의료를 범주화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정책이 효과적으로 미충족 의료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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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sociation between the distribution of 

health care resource in community and Unmet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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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policy has focused on ensuring access to 

needed health care as part of right for health. Unmet needs is 

widely used as a process-oriented indicator about access on 

healthcare to evaluate accessibility (Carr & Wolfe, 1976). Unmet 

needs varies across areas and was about 12% at 2014 in South 

Korea even though there have expaned continuously the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related resourced such as 

workforce, facility and so on. It indicated that Unmet needs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not only individual characteristic but 

also characteristic of the area where people dwell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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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resource has been distributed intensively 

around metropolitans, which showed regional imbalance of demand 

and supply. It is necessary to study a relation of unmnet needs 

and health care resource in community because resource 

imbalance in health care could act as a barrier in meeting medical 

needs. However, there hasn’t studied a influence factor of Unmet 

needs including both healthcare resource in area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ealth care resource and 

Unmet needs, and to analyze whether health care resource in 

community has impact on unmet needs through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of 2014. With grounds published for the effects of an individual 

factor on health, this study set out to take into account both 

individual and area factors influencing Unmet needs. While 

previous study could find out only a cause within aspect of 

demand by considering individual characteristc, this study could 

discover the association of Unmet needs and supply of health care 

resource by including health care resource in commun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 micro-level effect 

(individual level), the odds ratio of Unmet needs was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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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 increase when people were female, older age, were 

divorced, bereaved, or separated rather than being married, had 

lower educational backgrounds, had lower family income, were a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lived in rural area, felt 

worse perceived health status, had 1 chroninc disease rather than 

none, had an experience of acute or chroninc disease within 2 

weeks. In area level, population density, financial independency 

rate and healthcare resource were added in the analysis. The 

higher the number of specialist in obstetrics, plastic surgery, 

emergency medicine or preventive medicine was, the more the 

odds ratio of Unmet needs rose. The higher the number of 

specialist in family medice or tuberculosis was, the more the odds 

ratio of Unmet needs dropped. 

 When local scale was taken into account during the analysis, it 

showed tha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among small areas in the 

factors influencing Unmet needs. In unban (called Dong) of 

metropolitan city (called Gwangyuksi) the more the number of 

specialist i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plastic surgery or 

preventive medice increased, the more the odds ratio of Unmet 

needs rose.  In urban (called Dong) of all areas except metropolitan 

city none of specialist had impact on the odds ratio of Unmet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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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ural area (called Eup and Myeon) the more the number of 

specialist in urology or emergency medice increased, the more the 

odds ratio of Unmet needs rose. The more the number of specialist 

in tuberculosis incresed, the more the odds ratio of Unmet needs 

dropped. 

 This study identifi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distribution of health care resource in community and Unmet 

needs in South Korea. Thus, it implied that we need to research 

which kind of health care service people would need and whether 

people could access health care service timely and adequetly in 

community.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n evidence 

for making policy to prevent and reduce Unmet needs for care. 

 

Keywords          : Unmet needs, Health care resource,  

                            Multi-level analysis 

Student Number : 2014-2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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