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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사회경제 지 와 열악한 노동환경이 건강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는 많이 있지만,비정규직의 미충족의료에

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비정규직 노동자는 그 고용형태와

련 되는 노동 특성인 낮은 임 과 긴 노동시간,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의료 필요 발생 시에도 의료를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건

강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는지를 밝 낼 필요성이 존재하고,노동환

경 개선 보건학 개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료 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건강행태 련 특성,

노동 련 특성으로 분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황을

악하고,미충족의료 경험여부 경험이유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자료원으로 제 5기 국민건강 양조사 2012년 자료를 이

용하 다.분석 상자는 20세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 총 1019명이었다.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와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를 종속변수로 하고,독립

변수로 인구학 ‧사회 경제 특성,건강행태 련 특성,노동 련 특성

을 사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분석결과,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건강행태 련 특성,노동 련 특성들

이 모두 련성이 있었다.인구학 ‧사회경제 특성을 살펴보면,여자인

경우,배우자가 없는 경우,교육수 이 낮은 경우,가구소득이 은 경우,

의료 여 상자인 경우,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충족의

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연령이 높

을수록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행태

련 특성은 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지만,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미충족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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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이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건강행태

련 특성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가 선행 연구들을 통

해 미충족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변수들을 이용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노동 련 특성은 주간이외에 근무하는 경우,육체직에

종사하는 경우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서비스‧ 매직

에 종사하는 경우,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과하는 경우 미충

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충족의료 경험기 을 자세히 살펴보기 해 미

충족의료 경험 이유를 경제 제한,시간 제한으로 유형화하 다.인구

학 ‧사회경제 특성,건강행태 련 특성,노동 련 특성들이 경제 ‧

시간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쳤다.그 노동 련

특성과 련된 결과들을 살펴보면 주간에 근무하는 경우,육체직,서비스

‧ 매직에 종사하는 경우,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는 경제 인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그리고 주간

에 근무하는 경우, 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과하는 경우에는 시간 인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

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노동 련 특성이 미충족의료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과 구체 인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에 따른 비

정규직의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요인을 실증 으로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경제 인 제한뿐만 아

니라 시간 제한 한 깊은 련성이 있음을 밝 냈다.향후 본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료이용 근성을 향상시키기 한 정책 개입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비정규직 노동자,미충족의료,의료이용 근성,의료이용 장

애

학번:2013-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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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배경 필요성

1997년 외환 기 이후 간 고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자 견법이나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서,인원 감축과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비정규

직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4년 재 823만 명,

체 임 노동자의 44.7%에 달하고 있다(김유선,2014).장귀연(2009)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되는 새로운 계 으로 부상하 으며 비정규

직이라는 일자리 양상은 양 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 인 문제로도 두

되고 있다고 보았다.여기서 양 인 문제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의미한다면 질 인 문제는 경제성장과 신자유주의 시 의 도래로 인한

고용 패러다임의 환을 말한다.

신자유주의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은 경제에 해 최소한의 국가 개입

과 규제,최 한의 시장 경쟁과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며 이는 노동시장

의 유연화를 가속화시키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경제는 기업들

에게 국내를 넘어서 경쟁하도록 하며 언제 어떻게 경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 시켰다.불확실한 미래와 극심한 경쟁은 기업들

로 하여 정규직 일자리보다 비정규직 고용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장

귀연,2009).그 이유는 경 상 필요를 명목으로 하여 는 경제 사정 변

화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고용이 노동인원을 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 때문이다. 를 들면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비정규

직이거나 간 고용 는 특수 고용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할 기회를 기업에게 부여하며 이는 인원 조정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투입비용

을 최 한 감하려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일례로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건강 보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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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재해 보험 등과 같은 각 종 보험과 퇴직 보장을 꺼려한다(장귀연,

2006). 한 부분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

며 시간제,간 고용,특수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라 해도 기간제인 유

형에도 속하는 경우가 많다.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는 완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여 근속 수당을 받지 못한다.그리고

2014년 3월 기 주당 노동시간은 정규직 42.9시간,비정규직은 40.2시간

으로 노동시간은 거의 비슷하지만,월 평균 임 은 정규직은 289만원,비

정규직은 143만원으로 정규직 비 비정규직의 임 격차는 약 50%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노동은 정규직에 비해 정당한 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유선,2014;장귀연,2009).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문제 하나로 언 되는 것이 고용

불안이다.고용 불안정성은 고용 상태의 지속 가능성에 해 불확실성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실직에 한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까지도 포

함하는 개념이다(남재량 외,2005).고용 불안정성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

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이 느끼게 된다(LaMontagne et al.,2012;

Artazcozetal.,2005).특히 비정규직 에서도 기간제 비정규직은 기간

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 제 4조 제 1항에 따라 2년을

과하지 않는 범 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2년을 과하여 근무하는 경

우 정규직으로 환된다.이러한 규정으로 기간제 비정규직은 정규직

환을 해 노동과정에서 자발 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한다.하지만 고용

계약 기간의 갱신 여부는 으로 사용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비정규

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 을 감수하게 된다.고용불안은 노동과정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반면,자신의 노동과정의 통제력은 낮춘다. 한 단순히

실직에 한 두려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불안해지며 이를

통해 건강에도 향을 미친다(손미아,2005;공유옥정,2002).앞서 언

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형태의 특성상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

해 임 ,낮은 고용 지 ,높은 작업강도 등을 감수하며,노동자들을

한 혜택과 사회보장제도들에서도 배제되는 양상을 보인다(박진욱 외,

2007;신순철 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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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리한 사회 치는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규직에 비해 만성질환, 성질환,사회심리 건강,

자가 평가 건강 수 등 다양한 건강지표에서 건강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손미아,2008;김일호 외,2006;김혜련 외,2005;손미아,2005).

한 비정규직의 경우 상시 인 고용불안정성과 낮은 임 등으로 인해

직무 만족도가 낮고,업무과 이나 역할 갈등,업무 자율성 결여 등의 직

무스트 스로 인해 정규직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육체 ‧정신 건강을

받는다(Burchell,1999;Thoits,1986).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정규직/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일용직인 경우 미

충족의료 경험 비율이 더 높았으며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를 살펴보면 임

시직/일용직 임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상용직 임 노동자에 비해 ‘경제

이유’로,일용직 임 노동자의 경우 ‘시간 이유’로 미충족의료 경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종사자 지 가 작업에서의 심리 요구,

의사결정지 ,사회 지지 등에 향을 미치며,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건강상태 의료이용에 향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상이 외,2013;

서남규,2011).

이 듯 정규직에 비해 상 으로 사회경제 지 가 낮고,열악한 노

동환경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의료 필요가 존재함에도 의

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노동환경 개선 보건학

측면에서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비정규

직 노동자의 건강수 을 다룬 연구는 많았지만,비정규직을 상으로 한

미충족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노동자의

미충족의료에 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여성 육체노동자를 심으로 연

구가 이루어졌으며(김상아 외,2010;박종 외,2005),사회경제 특성

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 이 있었다.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련되는

특성인 노동 강도,노동 시간 등을 고려한 미충족의료 련 연구는 없어,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련 특성을 고려하여 미충족의

료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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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본 연구는 20세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인구학 ‧사회 경제 특성,건강행태 련 특성,

노동 련 특성으로 분류하여 어떤 요인이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한다.구체 인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황을 악한다.

둘째,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셋째,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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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고찰

1.미충족의료

1)미충족의료의 개념 발생요인

미충족의료의 개념은 다양하게 존재한다.건강상의 문제로 필요하다고

단한 의료서비스와 실제 이용한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정의되기도 하고

(Carretal.,1976),의료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 근성 차원에서 상

자의 요구 는 의료 문가의 기 으로 필요하다고 단하여 히 서

비스를 이용했으면 방,경감 는 제거될 수 있는 질병이나 불능상태

를 의미하기도 한다(Donabedian,1973).이러한 의료 필요에 따른

근성을 해하는 요소로 의료비용,먼 거리,보건의료 시스템에 한 부

정 인 태도,사회‧인구학 요인들이 있다(Carr-Hillet al.,1996;

Christensenetal.,1995;Andersenetal.,1968).

미충족의료는 보건의료 근성과 련이 깊은데,의료서비스의 근성

은 의료공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이 의료를 추구하는 행 도 포함한

다(Adayetal.,1981;Adayetal.,1974;Donabedian,1973).보통 의료

서비스 근성을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 이용량과 같은 사건 심의 지표

로 평가하지만 이는 개인이 의료에 근하려고 할 때의 어려움 등은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의료서비스 근성의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해서는 개인의 경험을 잘 반 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미충

족의료로 구체화 될 수 있다(Carretal.,1976).

Allinetal.(2010)은 미충족의료가 발생하는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

하 다.유형 1은 인식하지 못한 미충족의료로서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

한 의료서비스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는 임상 검사를 통해 증상

을 발견할 수 있다.유형 2는 주 이며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의

료서비스의 필요는 인식하지만,낮은 교육수 ,문화 인 이유로 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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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이다.유형 3은 주 이지만,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미충족의료로서 경제 인 근성,교통이 불편한 경우 등이다.

유형 4는 주 이고 임상 으로도 타당성이 입증된 미충족의료로서,개

인이 의료서비스의 필요를 인식하고 이용하지만,의료 문가가 단하기

에 정한 수 이 아닌 경우이다.유형 5는 주 으로 기 하는 수 으

로 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개인이 느끼기에 최상

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우이다.이 에서 유형 1은 임상

검사가 요구되어 설문지 형식의 미충족의료를 묻는 문항에 포함되지

못하며,유형 4와 유형 5도 설문문항에서 의료이용 유무나 이용량을 측

정해왔기 때문에 미충족의료를 제 로 반 하기 힘들다(Allin etal.,

2010; 보 ,2014재인용). 한 여러 가지 이유로 미충족의료가 발생

할 수 있지만,기존 연구들에서는 미충족의료의 경험 여부만을 묻는 경

우가 부분이었다( 보 ,2014).

미충족의료가 왜 발생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기 해서는 경험여부 뿐

만 아니라 그 이유에 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큰 틀에서 보면 의료이

용 장애와 미충족의료는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의료이용 장애에 한

연구를 참고해보면 그 요인으로 의료서비스의 지불능력 제한,물리

근성 제한,수용성 제한,이용가능성 제한으로 분류한 연구가 있으며

(Adayetal.,1984;Petechersetal.,1988),이 4가지 요소 외에 가능한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차에 한 지식과 필요에 한 인식을 포함

하여 분류한 연구도 있다(Yeattsetal.,1992).

한 주 미충족의료를 발생시키는 이유를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근성(accessibility)으로 분류하기도 한다(Sibley,

2009;Nelsonetal.,2006;Chenetal.,2002).이용가능성(availability)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한 시설,의료제공자,서비스 제공 방식

등이 지역 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것과 개인의 의료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시간, 를 들면 근무시간의 유연성 등 개인 요소도 포

함한다.수용성(acceptability)은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문화 ‧사회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수용성 제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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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이용가능성과 경제 ‧물리 근성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입

장에서 가질 수 있는 문제로 건강 의료기 에 한 정보, 문의료인

과 진료에 한 인식,질병에 한 인식 등과 련된 것으로(차수진,

2012;허순임 외,2009)환자가 스스로 건강문제를 무시하거나,어디를

가야할지 모르거나,의사에 한 반감이나 두려움 등이 포함된다. 근성

(accessibility)은 물리 ‧경제 근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물리 인

근성은 이동 시간,거리와 같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교통 편의의

정도를 말하며 경제 근성은 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자원을 쓸

능력을 의미하여 지불능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허순임 외,2009;Chen

etal.,2002;Levesqueetal.,2013).

미충족의료 발생 이유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미충족의료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성인의 경우 긴 기 시

간 때문에(32.7%)미충족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미국의 경우

비용문제(53.0%)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하 다.이러한 미충족의료 발생이

유의 차이는 두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Lasseretal.,2006).국내 연구들에서 미충족의료를 경험하는 주된

이유로는 시간 ,경제 이유가 있었다(정 호,2012;송경신,2011;허

순임 외,2009).

2)미충족의료의 평가방법

미충족의료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의료 필요를 무엇으로 보는가가

요한데 의료 필요에 한 단주체는 크게 둘로 나뉜다. 상자가 인

지한 필요와 문의료인이 단하는 임상 증상에 따른 의료 필요가

그것이다(Adayetal.,1975;Carretal.,1976;Diwanetal.,1995).

자는 의료 필요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여부를 개인의 주 평

가에 의존한다.이러한 근법은 미충족의료를 설문지로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의료 필요를 측정하기에

좀 더 용이하다(Ideleretal.,1997). 한 개인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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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더라도 충족여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필요를 객 으

로만 평가할 수 없으며 개인이 느끼는 주 단 역시 요하다.이는

의료 필요 충족의 상태가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받음과 받지 않음으로

나 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허순임 외,2009).하지만 개인이 경험을 인

지하고 회상하는 과정에서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Newachecket

al.,2000)질병에 한 증상 차이,의료 치료의 요성에 한 태도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개인이 느끼는 주 미충족의료는 과소 는

과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이진용,2006).

주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개인이 히 받지 못한 의료서비

스를 임상 방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Carretal.,1976).하지만 이 평

가 방법은 임상 지침에 근거한 치료와 질병에 한정하므로 의료 치료

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모든 질병을 포함하지 못하여 표성을 가지는 자

료를 획득하기 어렵다(허순임 외,2011). 한 의료인은 치료를 하기

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과거력에 의존하므로 환자의 의료 필요에

한 정보가 불완 하다(Balsaetal.,2001).그리고 사회 경제 지 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증상에 한 의사를 표 하는 능력이 낮아 효과

인 서비스를 덜 받을 수 있다(Allinetal.,2010).

3)미충족의료의 선행연구

국외 선행 연구에는 아동집단(Newachecketal.,2000),성인(Pappaet

al.,2013;McColletal.,2010;Shietal.,2005),노령 인구(Alonsoetal.,

1997;Herretal.,2013)등 연령층에 따른 연구가 있으며,도시와 농

에 거주하는 집단(Clarketal.,1998)인종(Horner-Johnsonetal.,2014)

노동자 집단(Caban-Martinezetal.,2007)등을 상으로 한 연구들도

있다.

미충족의료 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성별,결혼상태,주 건강상태,

지역사회 참여,사회 지지,생활 방식(Bryantetal.,2009),소득수 ,

보험보장 유무(Shietal.,2005), 기시간(Samaritanetal.,2002),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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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의 신뢰(Moldboardetal.,2005)등이 있었다.

Åhsetal.(2006)은 실업자와 장애 연 을 받거나 장기간 병가 에 있

는 노동자의 주 미충족의료를 분석한 결과,취업자에 비해 실업자,

장기간 병가 이거나 장애 연 을 받는 노동자가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고용 상태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근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데,그 이유는 실업자는 취업자에 비해 정신 인 문제로 인한 의

료 필요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강이 나쁘거나 만성질환을

보유한 실업자들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Pohjola,2001;Mathersetal.,1998;Jinetal.,1995)보건의료서

비스 체계는 재취업을 해 정신건강에 을 둔 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Caban-Martinezetal.(2007)은 경제 이유로 인한 미충족치과의료

경험 여부를 18세 이상 노동자를 상으로 한 연구이며,여성은 건설노

동자 요식업 종사자,남성은 의료서비스 요식업 종사자의 경우 미

충족치과의료 경험비율이 높았으며,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해서 치과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동자그룹에게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선행 연구는 부분 개인이 인식한 미충족의료를 설문조사 방식

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허순임 외,2009).성인을 연구 상자로 하

여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

과 건강행태 련 특성으로 분류한 연구들에서 인구학 ‧사회 경제 특

성으로는 성별,연령,교육수 ,의료보장 형태,민간보험 가입여부(송경

신,2011),경제활동상태(허순임 외,2009),소득수 (송경신,2011;양진

,2010;허순임 외,2009;김수정,2008)이,건강행태 련 특성은 주

건강상태(송경신,2011;양진 ,2010;허순임 외,2009;김수정,2008),

만성질환 수(허순임 외,2009),활동제한여부(송경신,2011)가 미충족의료

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 졌다.이 소득수 과 주 건강상태

가 주된 향 요인이었으며,특히 송경신(2011)의 연구에서는 의료서비

스의 유형을 구분하여 미충족의료 경험을 비교하 다.입원 서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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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 에 따른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외(2009)와 양진 (2010)의 연구는 단면 미충족의료 련요

인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달리 단면 인 분석뿐만 아니라 미충족의료

경험의 동태 황과 련요인도 분석하 다는데 의의가 있지만,미충

족의료 경험을 “경제 이유”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를 반 하지 못하 다.

특정 질병을 가진 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로 김한해(2005)의 연구와

허순임 외(2011)의 연구 등이 있으며,특정 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로

장애인 집단( 보 ,2014),한부모 여성가장 집단(강나 ,2013)여성결

혼 이민자 집단(차수진,2012) 소득층(김수정 외,2011)등이 있었다.

경제활동상태 노동 련 특성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 가능성을 자

세히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용주,자

업자/무 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자보다 임 노동자가 미충족의

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허순임,2009).박종 외

(2005)의 연구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40세 이하 여성 근로자를 상으

로 미충족의료 련 요인을 분석하 다.미혼은 시간 근성이 낮은

경우(교 근무를 하는 경우,가사노동이 3시간 이상으로 하는 경우)와 자

각 근성이 낮은 경우(지난 1달간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미충족의료

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기혼의 경우 경제 근성과 자각

근성이 낮은 경우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그리고 김진구

(2008)는 문 행정직이나 사무직 종사자가 경제 인 이유로 미충족의료

경험 가능성이 낮은 반면,기능 노무직 종사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

동형태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 가능성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보 (2014)은 장애인을 상으로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에 비해 임시

직‧일용직 노동을 하는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이러

한 이유를 살펴보면 부분의 장애인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며 노동형

태는 단순노무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심지어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할 기회조차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김용탁,2011).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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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활동 참여는 제한 이며 이는 경

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결국 경제활동 제약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근성을 떨어트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비정규직 노동자

1)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의 개념에 해서는 통일된 기 이 존재하지 않으며,비정규

직 고용에 한 정의는 어떤 에서 근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OECD의 경우 임시직 노동자(temporaryworker)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악하며,임시직 노동자에 유기계약노동자(workerwithfixed

contract), 견 노동자,계 노동자,호출 노동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ILO의 경우 고용 안정이 부족한 근로 계를 비정규직이라고 정의하며,

임시직과 기한부 노동 계약을 포 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 일제로 일을

하며 사용자와 직 고용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정규직으

로 정의하고,이러한 정규 근로에서 벗어나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정의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박진욱 외,2007;이인재,2004;장지연,2001).장

귀연(2009)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라는 단어에 ‘아닐 비(非)’자를 붙여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이며,정규직이라는 단어도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

가 떠오르면서 그것과 비교하기 해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정규직을 가

지고 비정규직을 정의하기도 어렵다고 하 다.

한 비정규직은 일자리의 문제이며,일자리의 조건에 따라서 정규직

과 비정규직이 나뉘며,계약직,임시직,시간제,간 고용,특수 고용 등

이 비정규직에 해당한다.이러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장귀연,2009;남재량 외,2008).

첫째,고용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형태로 일용직,임시직,계약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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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속한다.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동자이거나 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여를 받고 일하거나,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가를 받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임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노동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일

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둘째,시간제 고용형태는 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은 시간동안 일하는 경우 는 임 이 시간

단 로 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간 고용 형태로 견,도 ,용역,사내 하청 등이 이에 해당하

며 이는 고용 계와 사용 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이러한

고용 형태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고용주와 사용주가 같으면 노동자를 고

용한 회사가 일을 시킨 만큼 임 을 주며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문제들도 책임을 지지만,고용주와 사용주가 다르면 책임 소재가 불

명확해져서 노동자가 부당한 우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넷째,특수 고용 형태로 화물 트럭 기사,방문 설치‧AS기사,골 장

캐디,학습지 교사 등이 이에 속한다.특수 고용은 개인이 사업자 사

업자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 으로 다른 일을 할 여지가 없이

기업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기업과 사용 계에 있

다고 보아 특수 고용 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

2)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불평등

노동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소득,

지출,사회 활동 등과도 연 된다(박세홍 외,2009).고용 형태가 “비정규

직”이라는 것만으로 삶의 많은 부분에서 불평등을 경험한다.

첫째,동일노동 동일임 원칙이 명시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라 임 격차가 발생하며 이러한 은 기업의

비용 감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 격차는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계층화 문제도 발생시킨다.왜냐하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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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경우 융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경제

여유가 없으며 은 노동 소득으로 다른 자본 소득을 만들어 내기 어

렵기 때문이다(장귀연,2006).비정규직 고용은 기업의 이익에만 도움을

뿐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빈곤층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이 게 상 와 하 로 극명하게 나 어지는 소득 분포는

결국 계층 구조의 양극화를 만들어 낸다(은수미,2009).

둘째, 임 노동 빈곤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는 사회보장 측

면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킨다.사회보험제도는 기본 으로 공식 부문의

정규직 노동자를 제로 마련되었기 때문에(주은선,2002;Purdy,1988)

취업과 실업의 경계를 오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 어렵다

(김진구,2002).2014년 3월 기 으로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 ‧건강

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4-99%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3-39%에 불과하며 정규직은 퇴직 ,상여 ,시간외 수당,유 휴가를

71-99% 보장 받지만,비정규직은 18-33%만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김

유선,2014).

셋째,근로계약 만료라는 방식으로 해고가 가능한 사용주와 실업 상태

에 놓일 가능성이 큰 비정규직 노동자사이의 권력 불균형 계에서 비정

규직 노동자가 의지할 수 있는 법 인 보호가 거의 부재하다(장귀연,

2009;Benachetal.,2007).일례로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이

유로 사용자는 합법 인 해고가 가능하며 법 으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근로기 법 제 35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

하지 아니한 자,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월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계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된 자,수습 사용 인 근로자의 경우는 해고 고의 용에서 제외되어

있다.이는 오히려 법 으로 사용주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강화시킨다.

넷째,노동조건은 노동자들의 경제 지 ,사회심리 상태,건강 련

행태,직무상의 유해요인 노출 등에 향을 다(김일호 외,2005).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낮은 직업 계 을 가진 사람일수록 신체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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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업무 통제력,소음과 기오염,단조로운 직업,교 근무,빠른 작업

속도 등을 포함한 험한 노동조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Evans

etal.,2002;Vahteraetal.,1999;Schrijversetal.,1998).여기서 낮은

직업 계 이란 소 육체직 노동을 의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종사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높은 직종이다(김유선,2014). 한 비정규직은 노

동과정에서의 일정과 성격에 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며(Bisker,

2006;Bohleetal.,2004;Rodriguez,2002),정규직 노동자보다 작업과정

에서 더 많은 지시를 받거나 통제 정도가 더 낮으며 사업장에서 여러 가

지 험한 물질을 다루는 등 일하는 노동 환경이 험하고 열악하다

(Benachetal.,2000;Nättietal.,2009).이러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에도 악 향을 미친다(손미아,2003).

3.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 의료이용 장애

1)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거시

인 에서 비정규직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신자유주

의와 세계화에 따른 노동의 유연성이다.노동의 유연성은 고용 형태의

변화를 가져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래했다.비정규직의 증가는

고용 불안과 소득의 불평등을 동반한다.특히 장기간 고용 불안은 실업

경험보다 더 험한 건강 악화 요인으로 나타나며 낮은 업무 자율성

는 직무 만족도,직업에 한 불안감은 주 건강상태,스트 스,우울

과 같은 정신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뿐만 아니라 상동맥 질환

의 험성 증가와 같은 신체 건강에도 해로운 향을 미친다(Kim et

al.,2012;Ferrieetal.,2002;Marmot,1999).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비정규직의 주 건강에 한 연구를 보면 정규직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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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 건강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신

,2011;박진욱 외,2007;신순철 외,2007;Kim etal.,2008;Kim et

al.,2008;Virtanenetal.,2002;Martensetal.,1999).고용형태와 소득

수 에 따른 주 건강 수 의 차이를 본 연구(우혜경 외,2009)에서

육체노동을 하거나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가 소득까지 낮은 경우

주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주 건강 수 의 차이를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김일호 외,2005)여자 육체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

규직 노동자가 더 주 건강 수 이 낮았지만,남자 육체노동자의 경

우에는 이와 반 되는 결과를 보 다.이는 남녀 간의 직업과 노동 강도

의 차이가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비정규직의 정신건강 는 심리 인 건강에 한 연구를 살펴보

면 고용 계약의 유형에 따른 우울,감정소모,직무 만족도를 본 연구

(Kompieretal.,2009)에서 임시직 종사자들이 상용직 종사자들에 비해

직무 만족도는 낮지만,우울감은 더 많았다.경제활동상태를 정규직,비

정규직,자 업자 등으로 분류하여 우울증상과의 연 성을 본 연구에서

비자발 으로 시간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상의 빈도가 높았지만

자발 인 시간제의 경우 그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antin etal.,

2009). 한 교 근무와 주말에만 근무하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경우 피

로와 스트 스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 노동 시간 도 요한 요

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Jamal,2004).Artazcozetal.(2005)에

서는 육체직,비육체직에 종사하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시직

의 경우는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지만,근로계약조차 없이 육체

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직무 만족도와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

나 근로계약의 여부와 노동형태에 따라 정신건강과 심리사회 인 결과가

다른 양상을 보 다.

다른 연구들(Conwayetal.,2002;Paolietal.,2001;Sverkeetal.,

2000)에서는 기간제,시간제 노동자들에서 더 좋은 심리 안녕과 건강

에 한 불만도 더 음을 보 으며, 일제 노동자보다 시간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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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높은 직무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비정규직의 신체건강에 한 연구에서 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험도에 한 외국 문헌을 살펴보면,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사망률이 높았으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환이 사망 험도를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Kivimäki,2003).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상용노동

자에 비해 임시 일용노동자의 사망 험비가 약 3배 정도 높아 비슷한

결과를 보 다(김혜련 외,2005;손미아,2008재인용).이러한 연구들에

서 알 수 있듯이 고용형태별 사망 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고용형태와 신체건강 연구결과에 따르면(Benavidesetal.,2000)비

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피로,요통,근육통과 같은 신체

건강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Kim etal.(2008)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 경제 지 와 건강 행태를 보정한 후에

도 만성질환 보유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과 근골격계,간 질환이 유의한

련이 있었지만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과 정신 건강이 유의한 련

성을 보 다.

추가 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업 부상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임시직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미숙한 작업

도구 이용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Nolaetal.,2002).직업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Kirschenbaum etal.,2000)고

용 형태와 직업 부상간의 강력한 연 성을 보 으며 특히 하청 비정규

직 노동자들은 반복 으로 직업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안

규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속도만 시하는 행이 직업 부상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었다.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노동조건을 보정

한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직업 련 질병과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지거나(Amuedo-Dorantes,2002)성별,연

령,직업,고용 기간을 보정한 경우 직업 부상과 고용 형태간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navidesetal.,2006).이는 정규직에 비해 근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 험에 노출이 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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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다.

2）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료이용 근성과 미충족의료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 사회 기본권의 하나로 헌법 제36조 제1항

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한 일환으로 보건의료의

근성에 한 형평성을 들 수 있으며,보건의료의 근성은 건강상 필

요가 있을 때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Oliveretal.,

2006).보건의료에 근할 권리는 건강이라는 기능을 성취할 자유와 능

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본 권리에 해당한다(Sen,1999).이러한 보건

의료의 근성은 지불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필요를 근거로 보장하는

것이 건강을 개선하는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Reinhardtetal.,2000).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국민건강보험 실시로 보건의료에 한 근

성을 향상시켰다.그러나 2011년 기 으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가계

부문에서의 지출은 35.2%로 OECD 평균인 19.6%에 비해 약 1.8배 높은

수 이다(보건사회연구원,2013). 한 비 여 서비스 본인 부담 등

의 경제 부담은 특히 사회경제 지 가 낮은 계층에게 필수 으로 필

요한 의료이용의 근성을 하 시킬 수 있으며 결국 사회계층간의 건강

격차를 발생시키는 기 으로 작용할 것이다(김동진,2012).

사회계층별 의료서비스의 근성에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이용

횟수 측면에서는 낮은 사회경제 지 를 가진 집단이 의료이용을 많이

하 으나 의료서비스 질 측면에서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고 의료를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동민 외,1996). 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지

속 으로 증가하 으며 의료비 과부담 가구는 부분 소득층에서 발생

하 다(허순임,2009). 한 사회경제 지 가 낮은 비정규직의 의료이

용 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의료이용 건수는 두

배정도 높지만,건당 의료비는 반 정도로 나타나 정규직 노동자가

형병원에서 고가 진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서남



- 18 -

규,2011).

이처럼 사회경제 지 가 낮은 계층은 의료이용 근성에 어려움이

있지만,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의료 필요가 더 클 수 있다.그러므

로 의료이용 근성을 악하기 해서는 이용도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

른 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한 평가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김

진 외,2012).즉 “의료 필요”는 의료 이용을 악하는데 있어 핵심

인 부분이며 이는 미충족의료와 련이 깊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사회 경제

요인과 노동 련 요인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이러한 두 요소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첩 으로 작용한다.사회 경제 지 가 낮은

집단일수록 더 많은 미충족의료가 발생 할 수 있는데(Carretal.,1976),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낮은 교육수 이 보건의료서비스

의 지식과 건강 리 능력,의료서비스 근성을 떨어트려 이는 결국 건

강에 악 향을 미친다(Khang,2005;Kim,2005).

근로계약을 반복 으로 갱신함으로써 계약 만료시에 고용주에 의해 임

의 으로 해고될 상시 험성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장시간 노동시간, 임 구조,노동강도 강화,불평

등한 고용조건 속에서 일해야 하며,노동과정에서도 통제력이 낮다.기업

의 비용 감 방식 하나인 정규직 노동자의 감축은 기존의 정규직 노

동자의 수보다 은 인원으로 비정규직을 충원하여 인원 감축 과 같은

일을 해내기 해서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며,비정규직 노동자는 임

을 만회하기 해서 장시간 노동을 한다(손미아,2005;정이환,2003;

Benachetal.,2000).이러한 장시간 근무로 인해 의료기 이용 시간이

부족하고,낮은 임 으로 의료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의료이용에 장애

가 발생한다(김상아 외,2010). 한 자유롭지 못한 작업장 구조와 엄격

한 작업 통제방식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업무 자율성이 낮아져 의료 필

요 발생 시에도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렵다.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아 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때 의

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이는 병을 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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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며 질병이 악화 될 때까지 치료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이김

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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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 모형

Ⅲ.연구 방법

1.연구 모형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향을 설명한 이론

틀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미충족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는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구학 ‧사회 경제 특성 건강행태 련

특성을 포함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허순임 외,2009;신 외,2009;

Newachecketal.,2000;Alnosoetal.,1997).본 연구에서는 주된 심

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련 특성과 더불어 미충족의료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 진 인구학 ‧사회 경제 특성 건강행태 련 특성

을 추가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그리고 비정규직 노

동자가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이유를 경제 제한(경제 인 이유로),시간

제한(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이 열지 않아서)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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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원 연구 상

본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련 요인을 분석하기 해

국민건강 양조사 제 5기 자료 2012년도 자료를 활용하 다.국민건

강 양조사는 국민의 건강 양상태에 한 국가 표통계를 생산하

는 조사로 건강수 ,건강 련 의식 형태,식품 양섭취 실태에

한 국가 시‧도 단 의 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통계 산출을 근간으

로 한다.구축된 통계 자료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평

가,건강증진 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 수립 평가에 필요한 기 자

료로 활용되고 있다.조사 내용은 건강설문조사, 양조사,검진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 자료 질병이환,경제활

동,의료이용 련 등의 정보가 있는 건강설문조사를 이용하 다.

2012년 상 가구 수 상 가구원 수는 각각 3,800가구,8058명이었

다.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연구 상을 한정하

으며 선행 연구들의 정의 방식을 차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의

잔여 개념으로 정의하 다(박진욱 외,2007;이인재,2004;장지연,

2001).즉 임 근로자 종사자 지 를 상용직이라고 응답하고 근로계

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제로 일을 하며 사용자와 직 고용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정규직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보아 총 1,019명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3.변수설명

1)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미충족의료 경험은 표 1과 같이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와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로 구분하 다.미충족의료 경험이란 “최근 1년 동

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가지 못한 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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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라는 문항에 “ ”라고 응답한 경우를 말한다.미충족의료 경험 이

유는 경제 제한과 시간 제한으로 유형화 하 다.경제 제한은 경

제 인 이유로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시간 제한은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

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표 1.종속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 측정방법

미충족의료 경험여부

0=미충족의료 경험 없음( 거집단)

1=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가지 못한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 유형화

0=미충족의료 경험 없음( 거집단)

1=경제 제한

경제 인 이유로

2=시간 제한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

지 않아서

2)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인구학 ‧사회 경제 특성과

건강행태 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노동 련 특성을 포함했다.

(1)인구학 ‧사회 경제 변수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에는 성별,연령 ,결혼상태,교육수 ,가구

소득,의료보장형태,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선정하 다.인구학 변

수 배우자 유무는 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과 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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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여 독립변수에 배우자 있는 경우와 배우자 없는 경우(별거,사별,

이혼,미혼)로 나 어 포함시켰다.사회경제 변수 소득과 교육수

은 의료서비스의 근성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의료서비스의 정보

획득 측면에서 미충족의료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이다(양진 ,

2010).교육수 은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교 졸업이하’로 범주화하 으

며,가구소득은 OECD가 가구원 1인당 소득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

로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의 소득을 비교하기 한 균등화 소득을 4분

로 구분한 변수를 이용하 다.본 연구의 연구 상인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직장건강보험의 보장 수 이 반정도에 불과하여 직장건

강보험의 보장여부 한 변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하

지만 직장건강보험의 부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변수가 없어 선행연구들

과 마찬가지로 의료보장형태를 직장건강보험,지역건강보험,의료 여로

나 어 변수를 구성하 다.민간보험 가입 여부는 하나 이상의 민간보험

가입한 경우와 하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나 었다.

(2)건강행태 련 변수

건강행태 련 특성은 주 건강상태,만성질환,활동제한 여부를 변

수로 선정하 는데,주 건강상태는 개인의 의료서비스 필요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는 변수로서 미충족의료와 많은 련성이 있는 것으로 선

행연구에서 밝 졌다(송경신,2011;양진 ,2010;허순임 외,2009;김수

정,2008;Byyantetal.,2009).주 건강상태는 5 척도로 매우 좋

음(1 )부터 매우 나쁨(5 )으로 구성되어있으며,보통,좋음,매우 좋음

은 ‘좋음’으로 나쁨과 매우 나쁨은 ‘나쁨’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하 다.만

성질환의 경우 고 압을 비롯한 이상지 증,뇌졸 ,심근경색증. 심증,

고 압,각 종 암 등을 포함하여 하나라도 재 유병 상태에 있는 경우

‘만성질환 있음’으로 분류하여 만성질환 있음/만성질환 없음의 이분형 변

수로 구성하 다.활동제한은 “ 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

장애로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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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응답한 경우를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로 “아니요”라고 응답한

경우를 활동제한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 다.

(3)노동 련 변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특성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

하기 해서 독립변수에 노동 련 특성을 반 하 다.비정규직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끝날 때 마다 주기 으로 실직을 하게 된다.이는 고용

의 불안을 의미하며,이러한 상시 고용불안과 임 구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에 비해 높은 작업강도,열악한 노동조건,장시간 노

동시간을 강요한다(손미아,2005). 한 업무의 자율성이 정규직에 비해

떨어지며,시간 제약으로 인해 의료이용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육체

직,비육체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작업 통제 정도의 차이로 의료서비스

근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강나 ,2013;김수정,2008;이수연,

1997)이러한 특성을 반 하기 해 노동시간 ,노동형태,주당평균 노

동시간을 노동 련 변수에 포함하 다.노동시간 는 “주로 주간(오

6시~ 녁 6시 사이)에 일하십니까?혹은 다른 시간 에 일하십니까?”라

는 문항을 이용하여 ‘주로 주간에 근무하는 경우’, 녁근무/밤근무,주야

간 규칙 교 근무/24시간 교 근무/불규칙 교 근무는 ‘주간 이외 근무

를 하는 경우’로 분류하 다.노동형태는 한국 표 직업분류의 분류를

참고하여 리직, 문가 련 종사자,사무종사자는 ‘문‧사무직’으

로 서비스 종사자, 매직 종사자는 ‘서비스‧ 매직’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련기능종사자,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단순

노무종사자는 ‘육체직’으로 분류하 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직장에서

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을 과하지 못한다.”는 근로기

법 제50조에 따라 40시간 이하와 40시간 과로 범주화하 다.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를 다음과 같이 표 2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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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측정방법
거집단

(Reference)

인구학 ‧

사회경제

특성

성별
0=남자

1=여자
남자

연령

0=20세-39세

1=40세-64세

2=65세 이상

20세-39세

결혼상태

0=배우자 있음

1=배우자 없음

(별거/사별/이혼/

미혼)

배우자 있음

교육수

0=고등학교

졸업 이상

1= 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상

가구소득

0=소득 4분

1=소득 3분

2=소득 2분

3=소득 1분

소득 4분

의료보장형태

0=직장건강보험

1=지역건강보험

2=의료 여

직장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가

입 여부

0=민간보험 가입

1=민간보험 미가

입

민간보험가입

건강행태

련특성

주 건강상태
0=좋음

1=나쁨
좋음

만성질환
0=만성질환 없음

1=만성질환 있음
만성질환 없음

활동제한
0=활동제한 없음

1=활동제한 있음
활동제한 없음

표 2.독립변수 측정방법



- 26 -

노동 련

특성

노동시간
0=주간 근무

1=주간 이외 근무
주간 근무

노동형태

0= 문‧사무직

1=서비스‧ 매직

2=육체직

문‧사무직

주당 평균 노동

시간

0=40시간 이하

1=40시간 과
40시간 이하

4.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세 단

계로 자료 분석을 하 다.첫째,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독립변수 건

강 수 에 따른 연 성을 알아보기 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 다.

한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건강행태 련 특성,노동 련 특성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와의 연 성을 분석하기 해서

도 카이제곱 검정을 용하 다.

둘째,상 계수를 이용한 주요 변수 간의 상 계 분석을 해 두 개

의 범주로 이루어진 명목형 변수인 경우 이 계수(phicoefficient)를,세

개 이상의 범주로 이루어진 명목형 변수인 경우 크래머의 V(Cramer's

V)를 이용하 다.

셋째,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보기 해 종속변수가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일 때는 이항 로지스틱 회

귀분석(binarylogisticregression)을,종속변수가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

일 때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logisticregression)을 실

시하 다.모든 분석에 표 인구를 표할 수 있도록 2012년 건강설문

조사 가 치를 부여하 다.자세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가 종속변수일 때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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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정규직 노동자 내에서 미충족의료 경험확률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하 다.

logPr  
Pr  

  

Y=0:미충족의료 경험 없음(reference)

Y=1:미충족의료 경험 있음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건강행태 련 특성,:노동

련 특성 :오차항

미충족의료 경험이유는 두 가지(경제 제한,시간 제한)로 분류하

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이를 통해 미충족의료 경험

이 없는 경우에 비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

에 미치는 향 요인을 알아보았다( 보 ,2014).

logPr  
Pr  

  

logPr  
Pr  

  

Y=0:미충족의료 경험 없음(reference)

Y=1:경제 제한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있음

Y=2:시간 제한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있음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건강행태 련 특성,:노동

련 특성 :오차항

의 분석들은 통계 패키지 SAS9.3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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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특성 비교

1)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특성 비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반 특성을 비교하여 표 3에 제시했다.먼

인구학 ‧사회경제 변수들을 살펴보면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여성비율

이 34.39%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성비율인 50.79%보다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은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30-39세 비

율이 31.97%로 가장 높았으며,65세 이상이 1.08%로 가장 낮았고,비정

규직 노동자의 경우 20-29세가 24.51%로 가장 높았으며,60세-64세가

7.24%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 있는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가 70.04%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배우자 있는 비율인 57.62% 보다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교육수 은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학교 졸

업이상은 53.74%,고등학교 졸업은 38.92%, 학교 졸업이하는 7.34%인

반면,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학교 졸업이상이 30.94%,고등학교 졸

업이 44.07%, 학교 졸업이하가 24.99%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교육

수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가구소득의 경우 정규직 노동

자는 소득 4분 비율이 37.29%로 가장 높은 반면,비정규직 노동자는

34.56%로 소득 3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의료보장형태는 직장건강보험 가입비율이 정규직 노동자의 경

우 84.90%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 비율인 69.81%보다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민간보험 가입 비율은 정규직 노동자에서 91.08%,비정

규직 노동자에서 77.33%로 나타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민간보험 가입비

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행태 련 변수들 주 건강상태는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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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34.78%,보통 55.31%,나쁨 9.91% 으며,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좋

음 34.28%,보통 51.69% 나쁨 14.02%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만성질환 보유 여부는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

이 16.01%인 반면,비정규직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은 25.42%로

비정규직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활동제한 여부의 경우도 비정

규직 노동자의 활동제한 비율이 6.43%로 정규직 노동자의 활동제한 비

율인 3%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노동 련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노동시간 는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주간 근무 84.15%, 녁/밤/교 근무는 15.85% 으며,비정규직 노동자

의 경우 주간 근무 76.62%, 녁/밤/교 근무는 23.38%로 주간 근무 경

우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녁/밤/교 근무의 경우 비정규

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노동형태는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문‧사무직 비율이 57.01%,서비스‧

매직 비율이 12.49%,육체직 비율이 30.49%인 반면,비정규직 노동자

의 경우 문‧사무직 비율이 33.46%,서비스‧ 매직 비율이 23.12%,육

체직 비율이 43.42%로 나타나 문‧사무직은 정규직에서 높은 반면,서

비스‧ 매직 육체직은 비정규직에서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직종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비율이 36.57%,40시간 과로 근무하는 비율이 63.43%인 반

면,비정규직 노동자는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비율이 60.42% 40시간

과로 근무하는 비율이 39.58%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주당 평균 노

동시간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미충족의료 경험 여

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이 있는 비율이 13.31%인 반면,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21.29%로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비율이 더 높았으며,이는 통

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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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규직 노동자

(n=954)

비정규직 노동자

(n=1019)
χ²

n(명) wt% n(명) wt%

인구학 ‧

사회 경제

특성

성별
남자 582 65.61 405 49.21

412501***
여자 372 34.39 614 50.79

연령

20-29세 109 16.19 158 24.51

1077979***

30-39세 298 31.97 192 21.86

40-49세 280 30.18 193 20.45
50-59세 199 17.69 186 16.30

60-64세 42 2.89 108 7.24
65세 이상 26 1.08 182 9.6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718 70.04 679 57.62

251017***
배우자 없음 236 29.96 339 42.38

교육수

학교졸업이상 539 53.74 296 30.94

1213123***고등학교졸업 336 38.92 386 44.07
학교졸업이하 79 7.34 337 24.99

가구소득

소득 1분 34 4.49 146 11.33

584040***
소득 2분 190 22.53 312 31.26

소득 3분 325 35.69 310 34.56

소득 4분 398 37.29 241 22.84

의료보장형태

직장건강보험 825 84.90 723 69.81

488752***지역건강보험 120 14.52 266 28.58
의료 여 6 0.58 19 1.60

표 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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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민간보험 가입 860 91.08 769 77.33

528894***
민간보험 미가입 79 8.92 239 22.67

건강행태

련특성

주 건강

상태

좋음 355 34.78 329 34.28
62584***보통 512 55.31 532 51.69

나쁨 87 9.91 157 14.02

만성질환
만성질환 없음 778 83.99 690 74.58

203194***
만성질환 있음 176 16.01 329 25.42

활동 제한
활동제한 없음 924 97.00 952 93.57

98807***
활동제한 있음 30 3.00 67 6.43

노동 련특

성

노동시간

주간 근무 803 84.15 778 76.62

134002***주간 이외 근무

( 녁/밤/교 근무)
147 15.85 229 23.38

노동형태

문‧사무직 587 57.01 324 33.46

864016***서비스‧ 매직 115 12.49 209 23.12

육체직 250 30.49 484 43.42
주당 평균노

동시간

40시간 이하 379 36.57 657 60.42
851654***

40시간 과 573 63.43 360 39.58

미충족의료 경험
미충족의료 경험있음 120 13.31 187 21.29

167833***
미충족의료 경험없음 834 86.69 832 78.71

wt%:2012년 건강 설문조사 가 치 부여하 음.

χ²: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p<0.001,**p<0.01,*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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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행태 건강상태 비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수 을 비교하면 표 4와 같

다.건강행태는 흡연,음주,신체활동,건강검진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이를 살펴보면 흡연을 하는 정규직 비율은 58.98%로 비

정규직의 흡연 비율인 60.47% 보다 낮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신체활동의 경우는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

다고 응답한 정규직의 비율이 41.96%로,비정규직의 신체활동 비율인

37%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건강검진의 경우에도

정규직에서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71.71%로 비정규직

의 수진 비율인 57.21% 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

이 다.

건강상태의 경우 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 높은 비율을 차지한 4개

질환인 고 압,이상지 증,골 염,당뇨병에 해 분석하 다.고 압

을 앓고 있는 정규직의 비율은 8.13%로 비정규직의 고 압 보유 비율인

11.56%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이상지 증의 경우도 비정규직

의 보유 비율이 4.56%로 정규직의 보유 비율인 2.58%보다 높았으며,통

계 으로 유의하 다.골 염을 앓고 있는 비율은 정규직 1.61%,비정

규직 5.34%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골 염 보유 비율이 통계 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마지막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비율도 정규직 2.46%,

비정규직 3.43%로 비정규직에서 당뇨병 보유 비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종합해보면,건강수 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더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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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규직 비정규직

χ²
n(명) wt% n(명) wt%

건강

행태

흡연
흡연 함 276 58.98 208 60.47

1723***
흡연 안함 237 41.02 177 39.53

음주
음주 함 779 88.51 796 88.68

97***
음주 안함 116 11.49 130 11.32

신체

활동

신체활동

함
392 41.96 335 37.00

38578***
신체활동

안함
561 58.04 682 63.00

건강

검진

건강검진

받음
708 71.71 646 57.21

344669***
건강검진

받지 않음
246 28.29 373 42.79

건강

상태

고

압

고 압

있음
84 8.13 169 11.56

49838***
고 압

없음
870 91.87 850 88.44

이상

지

증

이상지

증 있음
28 2.58 67 4.56

43155***
이상지

증 없음
926 97.42 952 95.44

골

염

골 염

있음
22 1.61 77 5.34

158276***
골 염

없음
932 98.39 942 94.66

당뇨

병

당뇨병

있음
30 2.46 58 3.43

12496***
당뇨병

있음
924 97.54 961 96.57

표 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행태 건강상태 비교

wt%:2012년 건강 설문조사 가 치 부여하 음.

χ²: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p<0.001,**p<0.01,*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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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 비교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 미충족의료 경험이 있는 비정규직의 성

별의 비율은 남자 42.77% 여자 57.23% 으며 미충족의료 경험이 없는

비정규직의 성별 비율은 남자 50.95% 여자 49.05%로,성별의 경우 미충

족의료 경험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연령은 미충족의료 경험

이 있는 비정규직에서 20-39세는 52.19%,40-64세는 41.73%,65세 이상

에서는 6.07% 으며,미충족의료 경험이 없는 비정규직에서 20-39세는

44.80%,40-64세는 44.61%,65세 이상에서는 10.59%로 나타나 연령의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결

혼상태의 경우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교육수 의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한 비정규직에서 학교 졸업 이상 32.58%,고등학교 졸

업 43.92% 학교 졸업 이하 23.50%,미충족의료 경험 없는 비정규직은

학교 졸업 이상 30.50%,고등학교 졸업 44.11%, 학교 졸업 이하

25.39%로 교육수 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가구소득

의 경우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비정규직에서 소득 1분 는 9.80%,소득 2

분 는 36.07%,소득 3분 는 37.12%,소득 4분 는 17% 으며,미충족

의료 경험 없는 비정규직에서 소득 1분 는 11.75%,소득 2분 는

29.95%,소득 3분 는 33.86%,소득 4분 는 24.44%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의료보장형태는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민간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미충족의료

경험한 비정규직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비율이 73.53% 으며 미충족의

료 경험 없는 비정규직의 가입 비율은 78.35%로 통계 으로 차이를 보

다.

건강행태 련 특성을 살펴보면,주 건강상태의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한 비정규직에서 좋음 80.10%,나쁨 19.90% 으며,미충족의료 경험

이 없는 비정규직에서 좋음 87.57%,나쁨 12.43%로 나타나 주 건강

상태의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활동제한 여부도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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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노동 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 의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이

있는 비정규직이 주간에 근무하는 비율은 78.71%, 녁/밤/교 근무 비

율은 21.29% 으며 미충족의료 경험이 없는 비정규직은 주간에 근무하

는 비율이 76.06%,주간 이외에 근무하는 비율이 23.94%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노동형태는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비정규직에서

문‧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33.92%,서비스‧ 매직 종사자 비율이

28.76%,육체직 종사자 비율이 37.32% 으며 미충족의료 경험 없는 비

정규직에서 문‧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33.33%,서비스‧ 매직 종사자

비율이 21.59%,육체직 종사자 비율이 45.07%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미충족의료

를 경험한 비정규직에서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비율은 51.31%,40시간

을 과하여 근무하는 비율은 48.69% 으며 미충족의료 경험 없는 비정

규직은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비율이 62.88%,40시간을 과하여 근무

하는 비율이 37.12%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 36 -

변수

미충족의료 경험있음

(n=187)

미충족의료 경험없음

(n=832) χ²

n(명) wt% n(명) wt%

인구학 ‧

사회경제

특성

성별
남자 59 42.77 346 50.95

32678***
여자 128 57.23 486 49.05

연령

20세-39세 81 52.19 269 44.80

42531***40세-64세 81 41.73 406 44.61
65세 이상 25 6.07 157 10.59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05 50.60 574 59.52

39683***
배우자 없음 82 49.40 257 40.48

교육수

학교 졸업 이상 56 32.58 240 30.50

3440***고등학교 졸업 66 43.92 320 44.11

학교 졸업 이하 65 23.50 272 25.39

가구소득

소득 1분 31 9.80 115 11.75

51597***
소득 2분 64 36.07 248 29.95

소득 3분 57 37.12 253 33.86

소득 4분 34 17.00 207 24.44

의료보장형태

직장건강보험 137 69.28 586 69.96

8093***지역건강보험 43 28.31 223 28.66
의료 여 6 2.41 13 1.38

민간의료보험
민간보험 가입 136 73.53 633 78.35

15936***
민간보험 미가입 49 26.47 190 21.65

표 5.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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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태

련특성

주

건강상태

좋음 137 80.10 724 87.57
56389***

나쁨 50 19.90 107 12.43

만성질환
만성질환 없음 126 76.13 564 74.15

2509***
만성질환 있음 61 23.87 268 25.85

활동제한
활동제한 없음 168 92.75 784 93.79

2185***

활동제한 있음 19 7.25 48 6.21

노동 련

특성

노동시간
주간근무 142 78.71 636 76.06

4640***주간 이외 근무

( 녁/밤/교 근무)
41 21.29 188 23.94

노동형태
문‧사무직 64 33.92 262 33.33

44136***서비스‧ 매직 43 28.76 166 21.59

육체직 82 37.32 402 45.07
주당 평균 노동

시간

40시간 이하 106 51.31 551 62.88
68265***

40시간 과 81 48.69 281 37.12

wt%:2012년 건강 설문조사 가 치 부여하 음.

χ²: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p<0.001,**p<0.01,*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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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

1)상 계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이 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하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 높게 나타난 것이 결혼상태와 연령 (0.549),교육수 과 연

령 (0.561),만성질환과 연령 (0.412),노동형태와 교육수 (0.405)이었

다.일반 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 계수가 0.8미만이면 다 공선

성의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 이 아니므로(Pedhazur,1997)본 연구에서

는 상 계 분석에 포함되었던 모든 변수를 회귀분석 모형에 넣어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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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성별 1

2 연령 0.102 1

3 결혼상태 -0.040 0.549 1

4 교육수 0.112 0.561 -0.252 1

5 가구소득 0.126 0.255 0.055 0.292 1

6
의료보장
형태

0.066 0.035 0.157 0.074 0.256 1

7
민간의료
보험가입

-0.041 0.234 0.018 0.222 0.283 0.149 1

8
주
건강상태

0.105 0.083 -0.005 0.104 0.141 0.161 0.039 1

9 만성질환 0.025 0.412 -0.227 0.331 0.125 0.057 0.102 0.178 1

10활동제한 0.034 0.115 -0.045 0.096 0.142 0.182 0.053 0.211 0.183 1

11
노동시간

-0.015 0.1183 0.097 -0.016 0.064 0.008 0.008 0.032 0.047 -0.044 1

12노동형태 0.232 0.309 0.196 0.405 0.192 0.123 0.117 0.047 0.233 0.038 0.189 1

13
주당평균
노동시간

-0.302 0.049 -0.008 -0.039 0.120 0.076 -0.081 -0.044 -0.007 0.004 0.097 0.112 1

표 6.주요변수들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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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향을 미

치는 요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는 인구학 ‧사회 경제 특

성과 건강행태 련 특성,노동 련 특성과 모두 련성이 있었다.먼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인구학 ‧사회 경제 특성을 살펴보

면,여자인 경우(OR=1.558,95%CI=1.551-1.564),배우자가 없는 경우

(OR=1.258,95%CI=1.252-1.263),교육수 이 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OR=1.219,95%CI=1.212-1.226),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미충족의료를 경

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 의 경우 20세-39세 비정

규직 노동자에 비해 40세-64세(OR=0.726,95%CI=0.722-0.730),65세 이

상 비정규직 노동자(OR=0.469,95%CI=0.465-0.474)가 미충족의료를 경험

할 가능성이 낮았다.의료보장형태의 경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에 비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OR=0.848,95%CI=0.844-0.852)미

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의료 여인 경우(OR=1.179,

95%CI=1.162-1.196)에는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민간의

료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경우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OR=1.546,

95%CI=1.539-1.553)보다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건강행태 련 특성 에는 주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OR=1.835,9

5%CI=1.826-1.844)와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OR=1.072,95%CI=1.064-1.08

0)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하지만 만성질환의 경우 만성질

환이 있는 경우(OR=0.947,95%CI=0.942-0.952)에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노동 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노동시간 는 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

비해 주간 이외에 근무하는 경우(OR=0.720,95%CI=0.716-0.723)에 미충

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노동형태의 경우에는 문‧사무직 종

사자에 비해 서비스‧ 매직 종사자들의 경우(OR=1.303,95%CI=1.296-1.3

10)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지만,육체직에 종사하는 경우(O

R=0.864,95%CI=0.859-0.868)에는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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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 비해 40시간 과

하여 근무하는 경우(OR=1.994,95%CI=1.986-2.003)에 미충족의료를 경험

할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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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ddsRatio(95% CI)

인구학

‧사회경

제 특

성

성별 (ref:남자) 여자 1.558(1.551-1.564)***

연령

(ref:20-39세)

40세-64세 0.726(0.722-0.730)***

65세 이상 0.469(0.465-0.474)***

결혼상태

(ref: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1.258(1.252-1.263)***

교육수 (ref:고등

학교졸업이상)

학교

졸업이하
1.219(1.212-1.226)***

가구 소득

(ref:소득 4분 )

소득 3분 1.756(1.746-1.765)***

소득 2분 1.705(1.695-1.714)***

소득 1분 1.278(1.267-1.289)***

의료보장형태(ref: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0.848(0.844-0.852)***

의료 여 1.179(1.162-1.196)***

민간의료보험

가입(ref:가입함)
가입 안함 1.546(1.539-1.553)***

건강행태

련특성

주 건강상태

(ref:좋음)
나쁨 1.835(1.826-1.844)***

만성질환(ref:만성

질환 없음)

만성질환

있음
0.947(0.942-0.952)***

활동제한(ref:활동

제한 없음)

활동제한

있음
1.072(1.064-1.080)***

노동 련

특성

노동시간

(ref:주간)
주간이외근무 0.720(0.716-0.723)***

노동형태

(ref:문‧사무직)

서비스‧ 매

직
1.303(1.296-1.310)***

육체직 0.864(0.859-0.868)***

주당평균노동시간

(ref:40시간이하)
40시간 과 1.994(1.986-2.003)***

모형의 합도
WaldX=346625.434***

-2logL=6736535.6

표 7.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시 2012년 건강 설문조사 가 치 부여하 음.

**p<0.001,**p<0.01,*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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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의료 경험 이유 n wt%
경제 인 이유 36 17.75

병의원 등에 약하기가 힘들어서 2 2.19
교통편이 불편해서 5 2.63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
71 41.35

병의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7 3.64
증상이 가벼워서 57 27.98

기타 이유 9 4.46

합계 187 100.0

4.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

1)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 비율

설문 문항의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를 살펴보면 응답자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41.35%로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증상이 가벼워서(27.98%),경제

인 이유(17.75%)순으로 나타났다.

표 8.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에 따른 분포

wt%:2012년 건강 설문조사 가 치 부여하 음.

2)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에 향을 미

치는 요인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를 경제 제한,

시간 제한으로 나 어 각각의 이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표 10으로 제시하 다.비정규직 노동자가 미충족의료를 경험하는 이유

에 해 인구학 ‧사회 경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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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경제 제한(OR=3.124,95%

CI=3.090-3.158)나 시간 제한(OR=1.580,95%CI=1.571-1.590)이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 의 경우 20-39세인 비정규직 노동

자에 비해 40세-64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경제 인 이유(OR=0.93

6,95%CI=0.924-0.948)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시간

인 이유(OR=1.027,95%CI=1.018-1.036)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65세 이상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20-

39세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경제 (OR=0.827,95%CI=0.811-0.843),

시간 인 이유(OR=0.145,95%CI=0.141-0.148)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

률이 낮았다.배우자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배우자가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경제 인 이유(OR=0.329,95%CI=0.325-0.333)로 미충족의

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시간 제한을 이유(OR=2.361,95%CI

=2.343-2.379)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높았다.교육수 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교육수 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경제 인

이유로(OR=2.318,95%CI=2.293-2.343)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

은 반면에 시간 제한을 이유(OR=0.758,95%CI=0.750-0.766)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낮았다.비정규직 노동자의 가구소득이 은 경우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이유로 경제 인 이유와 시간 인 이

유가 모두 유의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보장형태는 직장건

강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에 비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이 경

제 제한(OR=0.764,95%CI=0.756-0.772),시간 제한을 이유(OR=0.40

1,95%CI=0.397-0.404)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반면에

의료 여 상자인 비정규직은 경제 인 이유(OR=7.458,95%CI=7.306-7.

612)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은 반면,시간 인 이유(OR=0.1

8195%CI=0.175-0.187)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았다.민간의

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

동자에 비해 경제 인 문제(OR=2.338,95%CI=2.316-2.360)와 시간 문

제(OR=1.781,95%CI=1.769-1.793)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모두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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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태와 련해서는 주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한 비정규직

노동자 일수록 경제 제한(OR=2.205,95%CI=2.182-2.228)과 시간 제

한(OR=2.699,95%CI=2.679-2.719)을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만성질환을 보유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경제 인 이유(OR=0.745,

95%CI=0.737-0.753)와 시간 인 이유(OR=0.990,95%CI=0.982-0.998)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낮았다. 한 활동제한이 있는 비정규직 노

동자는 경제 인 문제(OR=1.231,95%CI=1.214-1.248)로 미충족의료를 경

험할 가능성은 높았지만,시간 제한을 이유(OR=0.459,95%CI=0.452-0.

467)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았다.

노동시간과 노동형태를 나타내는 노동 련 변수들에서는 주간 이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간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비해 경제 인

이유(OR=0.486, 95%CI=0.480-0.492)와 시간 인 이유(OR=0.878,95%CI

=0.872-0.884)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형태의 경우 서비스‧ 매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문‧사

무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비해 경제 인 제한(OR=1.968,95%CI=1.94

0-1.996)으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높았지만,시간 인 제한(OR=

0.846,95%CI=0.839-0.852)으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낮았다.

한 육체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문‧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정

규직 노동자에 비해 경제 인 이유(OR=1.244,95%CI=1.226-1.262)로 미

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았지만,시간 인 제한(OR=0.578,95%CI

=0.574-0.583)으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았다.주당 평균 노

동시간이 40시간을 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경제 인 이유(OR=0.818,95%=0.809-0.826)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았지만,시간 인 이유(OR=3.757,95%

CI=3.734-3.780)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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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ddsRatio(95% CI)

경제 제한 시간 제한

인구학 ‧

사회경제

특성

성별

(ref:남자)
여자 3.124(3.090-3.158)*** 1.580(1.571-1.590)***

연령

(ref:20-39세)

40세-64세 0.936(0.924-0.948)*** 1.027(1.018-1.036)***

65세 이상 0.827(0.811-0.843)*** 0.145(0.141-0.148)***

결혼상태

(ref:배우자있음)
배우자 없음 0.329(0.325-0.333)*** 2.361(2.343-2.379)***

교육수

(ref:고등학교

졸업이상)

학교

졸업이하
2.318(2.293-2.343)*** 0.758(0.750-0.766)***

가구 소득

(ref:소득 4분 )

소득 3분 16.670(16.228-17.123)*** 1.682(1.669-1.695)***

소득 2분 10.876(10.585-11.174)*** 1.859(1.844-1.875)***

소득 1분 8.632(8.384-8.888)*** 1.489(1.467-1.511)***

의료보장형태

(ref:직장건강보

험)

지역건강보험 0.764(0.756-0.772)*** 0.401(0.397-0.404)***

의료 여 7.458(7.306-7.612)*** 0.181(0.175-0.187)***

민간의료보험

가입(ref:가입함)
가입 안함 2.338(2.316-2.360)*** 1.781(1.769-1.793)***

건강

행태

주 건강상태

(ref:좋음)
나쁨 2.205(2.182-2.228)*** 2.699(2.679-2.719)***

표 9.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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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특성

만성질환

(ref:만성질환

없음)

만성질환

있음
0.745(0.737-0.753)*** 0.990(0.982-0.998)*

활동제한

(ref:활동제한

없음)

활동제한

있음
1.231(1.214-1.248)*** 0.459(0.452-0.467)***

노동

련

특성

노동시간

(ref:주간)

주간 이외

근무
0.486(0.480-0.492)*** 0.878(0.872-0.884)***

노동형태

(ref: 문‧사무

직)

서비스‧ 매직 1.968(1.940-1.996)*** 0.846(0.839-0.852)***

육체직 1.244(1.226-1.262)*** 0.578(0.574-0.583)***

주당 평균 노동

시간

(ref:40시간이하)

40시간 과 0.818(0.809-0.826)*** 3.757(3.734-3.780)***

모형의 합도
WaldX=744065.369***

-2logL=5006637.3
회귀분석 시 2012년 건강 설문조사 가 치 부여하 음.

**p<0.001,**p<0.01,*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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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고찰

1.연구 결과에 한 고찰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 제5기(2012년)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실태를 악하고 이에 미치는 향요인을 알아보고

자 하 다.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비정규직의 사회경제 지 와 노동조

건을 알아보기 해 20세 이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인구학 ‧사회

경제 특성,건강행태 련 특성,노동 련 특성을 비교하고 추가 으

로 건강 수 을 비교‧분석하 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각각 51.44%,48.56%로 나타났으며 정규

직과 비정규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규직 노동자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

고,60세 이상 비율은 약 4%에 불과하 다.그리고 소득 4분 의 비율이

약 37%정도 으며,교육수 의 경우 학교 졸업이상인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연령은 60세 이상 비

율이 약 17% 정도를 차지하 으며,소득 4분 의 비율이 약 22%정도이

며,교육수 은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

직 노동자와 다른 결과를 보 다.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여성이고,연령이

높고,교육수 이 낮으며,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 비정규직으로 노동을

하는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김일호 외,

2005;Kim etal.,2008).직장건강보험 가입 비율과 민간의료 보험 가입

비율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노동자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

구 결과와도 일치하 다(김유선,2014;김진구,2002).민간보험 가입의

경우는 소득과 깊은 연 성이 있는데(윤태호,2005;임진화 외,2007)고

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

간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행태 련 특성과 추가 으로 분석한 건강수 을 비교해보면,비

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주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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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만성질환(고 압,이상지 증,골 염,당뇨

병)보유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 다(김

일호 외,2005;Kim etal.,2008;Kim etal.,2008).흡연과 음주 같은 건

강 해 행동 수행 비율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높은

반면 건강 수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검진 수진비율이나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건강문제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주간 근무를 하는 비율

은 낮은 반면,주간 이외의 근무를 하는 비율은 높아 노동환경이 더 열

악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주당 40시간 이하로 노동을 하는 비

율은 정규직에 비해 더 높았다.이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장시간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Metcalfeetal.,2003;VanderHulst,2003).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 12

시간을 과하여 노동을 할 수 없는 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정규직 노동

자(0.26%)보다 비정규직 노동자(8.52%)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40시

간 이하로 노동을 하는 임 노동자들 에서도 단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에서 여 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노동형태의 경우 육체직

에 종사하는 비율이 비정규직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와 일치

하 다.단순 반복 인 작업이 많은 육체노동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건

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O’Campoetal.,2004;Matthewset

al.,1997).

종합해보면,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고령 노동자의 비율이 높고,낮은

교육수 의 비율이 높으며,주 건강 상태를 나쁘게 인식하는 비율과

만성질환의 보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형태의 경우에는 육체

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녁/밤/교 근무를 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열악한 사회경제 수 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로 나타

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그 자체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일호 외,2005).

그리고 20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으로 미충족의료 경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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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다.분석결과 인구학 ‧사회 경제 특성,건강행태 련 특성,노동

련 특성들이 모두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인구학 ‧사

회 경제 특성과 건강행태 련 특성은 선행 연구들에서 미충족의료 경

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변수들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보인

다.

본 연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율은 21.29%로 정규직의

미충족의료율인 13.31%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 기존

선행 연구에서 밝 진 성인을 상으로 한 미충족의료 경험 비율인 17.

5%(김진구,2008),17.1%(김수정,2008)에 비해 높은 수 이었다.미충족

의료 경험 이유를 경제 제한과 시간 제한으로 나 어 보았을 때 41.

35%는 시간 제한으로 가장 높았고,17.75%는 경제 인 이유로 병의원

을 이용하지 못하 다.이는 우리나라 체 성인을 상으로 미충족의료

율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김수정,2008)경제 인 이유로 인해 미충족

의료가 발생한 비율은 51.4%,직장을 비울 수 없어서 미충족의료가 발생

한 비율은 32%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 다.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학 ‧사회 경제

특성과 건강행태 련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배우자가 없는 경

우,교육수 과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의료 여 상자인 경우,민간보

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연령 가 높아질수록,지

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이는 성인을 상으로 미충족의료 련요인을 분석한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 다(이주은 외,2014;송경신,2011;허순임

외,2009;김진구,2008).노동 련 특성은 주간 이외에 근무하는 비정규

직 노동자가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노동형태의 경우

문‧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비해 서비스‧ 매직 종사자가 미충

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은 반면 육체직 종사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주당 평균 40시간을 과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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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40시간 이하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에 비

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

료이용 장애 요인을 악할 때 노동 련 변수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

다.

노동 련 특성과 미충족의료 경험과의 련성을 살펴보면 육체노동,

야간 교 근무와 같은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

우 그 지 않은 비정규직에 비해 상 으로 건강상태가 좋아 의료 필

요가 낮기 때문에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 한 낮다는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즉 육체직에 종사할수록,야간 교 근무를 하는 비정

규직 노동자일수록 미충족의료가 낮은 역인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충족의료 경험기 을 자세히 살펴보기 해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를

경제 제한과 시간 제한으로 유형화하 다.인구학 ‧사회 경제 특

성 성별의 경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

해 경제 인 문제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하는 이유는 임 격차 때문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여성 차별 인 사회구조와 노동 유연성 강화 정책,

기업의 정리해고 등은 남성 노동자에 비해 여성 노동자에 불리하게 작용

하 다(박재규,2004).이러한 여성 차별은 임 격차로도 나타나는데 비

정규직 노동자의 임 차별을 분석한 연구에서(신승배,2009)여성 비정

규직과 남성 비정규직 사이에서 임 격차는 생산성에 의한 것보다 성별

의 차이로 인해 크게 나타났다.그리고 시간 제한을 이유로도 여성 비

정규직 노동자가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이유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느끼는 고용불안은 여성 차별 인 사회구조와 맞물려 비정규직 여성 노

동자가 일자리를 비우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여

성이 기혼일 경우 경제활동과 함께 가사노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의원

의 이용 가능한 시간을 맞추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강나 ,2012).

소득 수 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경제 인 문제,시간 인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정규직과의 임 격차가 약 50%

가 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 구조에서 장시간 노동을 통해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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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소득을 보 할 수밖에 없다(김유선,2014;손미아,2005;정이환,

2003;Benachetal.,2000).이러한 소득수 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 ‧장시간 노동으로 경제 시간 제한을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의료보장형태의 경우 직강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에 비해 지역건

강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이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의료 여 상자인 비정규직은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여 상자가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

지 않았다(송경신,2011;김수정,2008).

미충족의료 경험 기 을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에

비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의 경우 경제 제한,시간 제한

을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그리고 의료 여 상

자인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경제 인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

이 높은 반면 시간 인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이에 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서 의료보장형태와 미

충족의료 경험의 련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경제 ,시간 제한을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민간보험

의 가입은 의료이용의 경제 부담을 완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

으며(이주은 외,2014),의료 필요에 한 보완 수단으로 민간보험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건강수 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경제 인 이유,시간 인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이러한 주 건강상태

가 좋지 않을 때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의료 필요

가 높은 사람의 의료이용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보 ,

2014;송경신,2011;신 외,2009).

만성질환을 보유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만성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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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노동자에 비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 인 이유와 시간 인 이유로 인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이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경제 인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허순임 외,2009;

김진구,2008)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한 활동제한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활동제한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높았는데,경제 이유로 인

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은 반면 시간 제한으로 인해 미충

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비정규직 노동자의 만

성질환 보유‧활동제한 여부와 미충족의료 경험에 한 결과는 본 연구만

으로 설명이 쉽지 않으며 향후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비해 주간 이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

동자가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건강에는 더 나쁠 수 있지만(Jamal,2004)의료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은 더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

제 인 문제,시간 제한을 이유로 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주간 이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 매일 주간에 근무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진료가능시간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

는 것이 용이하여 시간 제한을 이유로 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

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형태의 경우 육체직,서비스‧ 매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의 경우 문‧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경제 제한

을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았지만,시간 제한을 이유

로는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문‧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는 다른 직종에 비해 보수를 많이 받는다.사무직의 경우 성과 실시율

도 23.1%로 리직(19.9%),서비스직(19.0%)등 다른 직종에 비해 높다

(한국고용정보원,2013).본 연구에서도 소득 4분 의 비율이 육체 비정

규직(28.24%)서비스‧ 매 비정규직(23.29%)이 문‧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48.47%)에 비해 낮았다.서비스‧ 매,육체 비정규직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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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는

체 임 노동자가 아닌 비정규직 내에서의 노동형태를 나 것이며 비

정규직이 종사하는 문‧사무직,서비스‧ 매직,육체직의 노동환경이 얼

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을 비롯하여 비정규직의 노동형태가 미충족의료

경험에 향을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추가 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과하여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

자의 경우 40시간 이하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경제

제한으로 미충족의료를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시간 제한을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발생할 가능성은 높았다.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에 비해 임 수 이 낮으며 이를 보 하기 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한다

(손미아,2005).이러한 “노동시간”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요한 요소일 것이다.40시간을 과하여 노동을 하는 경우 근로기 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 임 의 50%를 가산하기 때문에 40시간 이하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임 수 이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용이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하지만 기 근로

시간보다 과하여 노동을 하지만 정당한 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김종진,2014;윤정향,2003)따라서 과 근로 수당이 경제 인 이유

로 인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단정

할 수 없다.한편 40시간 이하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병의원에 오래 머물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시간 제

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연구의 함의 한계

본 연구는 미충족의료 황을 악하고 련 요인들의 연 성을 알 수

있었으며 국가 단 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 경험

이유를 분석한 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련되는 특성인 긴 노동시간,노동형태 등이 미충족의료에 향을 미친

다는 과 구체 인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에 따른 비정규직의 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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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용 장애요인을 실증 으로 확인하 다는데도 함의가 존재한다.특

히 기존 연구들에서는 미충족의료 경험과 련하여 경제 인 이유로 인

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에 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면(양진 ,2010;신 외,2009;김진구,2008)본 연구는 비정규직 노

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경제 인 측면 이외에도 시간 측면 한 깊

은 련성이 있음을 밝 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먼 시간 제한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해 재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 으로 보

건 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

용하는 등 의료 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제 제한으로 인

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이 임

구조에서 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을

반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의 열악한 임 상황을 개선

시키기 한 정책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료이용 근성을 향상시키기

한 정책 개입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첫째,“최근 1년 동안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미충족의료 경험을

악하 는데 이는 개인이 인식한 주 미충족의료를 묻는 것이기에 응

답자에 따라 미충족의료가 과소 는 과 측정되었을 수 있다.

둘째,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 수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미충족의료의 이유를 물어보는 문항에서 복수응답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를 경제 인 제한과 시간

제한으로 유형화하 으며 미충족의료를 설명하는 이용가능성

(availability),수용성(acceptability), 근성(accessibility)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 다.수용성 제한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를 분석



- 56 -

에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는 국민건강 양조사 설문지에 수용성에 해당할

만한 이유로 ‘증상이 가벼워서’라는 문항 하나만 존재하 기 때문이다.

한 물리 근성 제한을 이유로 한 미충족의료 경험도 분석에서 제외

한 이유는 지역과 련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물리

근성의 경우 이동 시간과 이동 거리 등과 련된 것으로 비정규직 노

동자가 사는 ‘지역’이 요한 요소일 것이다.그리고 이용가능성 제한으

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본 연구에서 제외하 는데 이용

가능성 제한에 해당하는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라는 이유

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실제 병의원 기시간

이 긴 것을 의미 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주 성향 문제일 수도 있다.

셋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향요인과 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사업장 규모 한 요한 요소일 수 있

는데 본 연구는 이를 설명변수로 반 하지 못하 다.비정규직 노동자는

30인 미만의 세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70%를 웃돌 정도로 높은데

(통계청,2011)산업 안 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보건 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기에 사업장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클 것이다.

넷째,본 연구는 비정규직에 한정된 연구로 정규직과의 비교를 통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시하지 못하 다.하지만 본

연구가 비정규직만을 상으로 한 이유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단순히

변수로 취 하지 않고 비정규직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구체 으로 미충

족의료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해보고자 하 기 때문이다.

다섯째,본 연구는 단면연구의 한계로 미충족의료 동태 변화를 분석

할 수 없었다.후속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의 추이,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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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요약 결론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 고용형태와 련되는 노동특성인 낮은 임 과

긴 노동시간,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의료 필요 발생 시에도 의료를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건강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따

라서 미충족의료가 어떤 요인들의 향을 받는지 밝 낼 필요성이 존재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 5기 국민건강 양조사(2012년)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 황 악과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

경험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사회경제 지 가

낮으며,만성질환 보유(고 압,이상지 증,골 염,당뇨병),주 건

강상태 등의 건강지표도 좋지 않았으며,더 많은 미충족의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인해 의료 필요가 더 많

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21.29%로 정규직의 미충족의료율인 13.3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미충

족의료 경험 여부 경험 이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

학 ‧사회 경제 특성,건강행태 련 특성 외에 노동 련 특성이 의

료 필요에 따른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 다.인구학 ‧사회 경제 특성,건강행태 련 특성은 본 연구가

선행 문헌에서 미충족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던 변수들

을 이용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노동 련 특성이 비정규직 노동자

의 미충족의료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 낸 것에 의의가 있다.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으며 미충족의료 경험

이유와 련하여 경제 인 문제에만 을 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시

간 인 문제도 미충족의료 경험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

냈다.노동 련 특성이 미충족의료 경험과 어떤 기 을 통해 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과하는 비정규직



- 58 -

노동자는 40시간 이하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에 비해 경제 인 문제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았지만,시간 인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간 이외에 근무하는 경우에 경

제 ,시간 제한을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그리

고 노동형태가 육체 ,서비스‧ 매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문‧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경제 인 이유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높았지만,시간 제한을 이유로 미충족의료를 경

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장시간 노동,낮은 소득수 등에 향

을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 냈다.비정규

직 노동자의 의료이용에 한 근성을 향상시키기 해서 고용 조건,

노동 환경,보건의료와의 연계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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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AffectingUnmetHealth

CareNeedsofPrecarious

Workers

HaRangkyoung

DepartmentofHealthPolicyandManagement

TheGraduateSchoolofPublicHealth

SeoulNationalUniversity

Manystudieshaveshownthatlow socioeconomicstatusandpoor

workingconditionsadverselyaffectthehealthofprecariousworkers.

However,there are few studies on unmet health care needs.

Precarious workers are more likely to notbe able to use the

necessarymedicalhealthcareservicesduetothecharacteristicsof

theirstatussuchaslow wage,longworkinghours,andhighlabor

intensitywhichcanalsoaffecttheirhealthstatus.Therefore,itis

essentialtodeterminethefactorsaffecting theunmethealth care

needsofprecariousworkers.

Inthepresentstudy,thefactorsaffectingunmethealthcare

needsofprecariousworkerswereclassified into demographicand

socioeconomiccharacteristics,health behavior-rela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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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abor-related characteristics to analyze whether such factors

affectedtheperceivedunmethealthcareneedsanditsreasons.

Asfordata,1,019precariousworkersovertwentywereselected.

Thesecondarydatawerecollectedfrom NationalHealthandNutrition

ExaminationSurvey(KNHANES)conductedin2012.Binarylogistic

regressionwasconductedtoexaminefactorsthataffectedprecarious

workers’ unmet health care needs,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o figure outthe factors affecting the

reasonsofunmethealthcareneeds.The independentvariableswere

demographicandsocioeconomiccharacteristics,healthbehavior-related

characteristics,andlabor-related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factors affecting unmet health care needs of

precarious workers,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related characteristics, and labor-related

characteristicswereallsignificantlyassociatedwithunmethealthcare

needs.Concerningdemographicandsocioeconomiccharacteristics,the

possibility to experienceunmethealth careneedsincreased,when

precariousworkerswerefemale,lessthan40yearsold,lesseducated,

hadnospouse,hadlow incomeandreceivedmedicalaid.Regarding

health behavior-related characteristics, precarious workers who

respondedtotheirhealthstatustobelow,whodidnothavechronic

diseases,andwhohadphysicalandmentalactivityrestrictions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health care needs. As of

labor-relatedcharacteristics,precariousworkerswhowereontheday

shift,whowereemployedasserviceorsalesworkers,andwhowere

workingmorethan40hoursweremorelikelytoexperienceunmet

healthcareneeds.

Toclosely examinewhy precariousworkersexperienced unmet

health careneeds,thereasonsforunmethealth careneedswere

classified as economy and time. All of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characteristics,health behavior-rela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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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labor-relatedcharacteristicsaffectedtheunmethealthcareneeds

originated from the economic and time reasons. Concerning

labor-relatedcharacteristics,precariousworkerswhowereontheday

shift,who were employed as manualworkers,service or sales

workersandwhowereworkinglessthan40hoursweremorelikely

toexperienceunmethealthcareneedsowingtotheeconomicreason.

Ontheotherhand,precariousworkerswhowereonthedayshift,

whowereemployedasprofessionalsorofficeworkersandwhowere

workingmorethan40hoursweremorelikelytoexperienceunmet

healthcareneedsduetothetimereason.

The findings ofthe presentresearch are significantsince it

demonstratesthatlabor-relatedcharacteristicsofprecariousworkers

affectperceived unmethealth care needs.In particular,the time

reasonaswellastheeconomicreasonwassignificantlyassociated

withunmethealthcareneedsofprecariousworkers.Thisstudycould

beusedasabasisforpolicyinterventionintherespectivefield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health care utilization forprecarious

workers.

Keywords:precariousworker,unmethealthcareneeds,access

to health care utilization,barriers to health car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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