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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치과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비율이 낮아 그동안 보철

이나 임플란트, 교정과 관련된 항목은 대부분 비급여로 남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최근 들어 치과의 비보험 진료 영

[[역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제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앞으로 급여

확대시 연령군 별로 수혜 대상의 치과 의료 이용 특성을 사전에 알

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Two-part model을 사용하여 성인

의 치과 이용 결정 요인에 대한 소득의 효과를 연령군별로 알아보

고, 치과 의료비 지출에 대해 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연령군별 소득

탄력성을 통해 알아보았다.

자료원은 한국의료패널 Beta 2.2를 사용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2

년까지 3개년 가구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치과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별 소득의 효과는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소득과 연령

별 교호작용과 평균 한계 효과로 알아 보았다. 또한 치과 의료비 지

출에 대한 연령별 소득의 효과는 개인 랜덤 효과 패널 분석을 통해

구한 소득 탄력성으로 알아 보았다.

분석 결과 치과 이용 결정에 미치는 소득의 효과는 20대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치과 의료

비 지출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0.59이며 연령별로 20대와 30대는 치

과 의료비 지출에 소득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40대의 소득 탄

력성은 0.69, 50대는 0.50, 60대는 0.67, 70세 이상은 0.92였다. 한편

보험, 저가 비보험, 고가 비보험, 교정 및 미용 진료가 치과 의료비

에 영향을 주는 평균적인 효과를 통제하여 치과 치료 목표 수준의



- 3 -

선택 가능한 특징을 부각한 후의 소득 탄력성은 0.46이었으며 20대

는 –0.39, 30대는 유의하지 않았고 40대는 0.55, 50대는 0.32, 60대

는 0.56, 70세 이상은 0.86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추후 성인들의 치과 이용에 대한 공적 보

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20대에서 예방적 목적의 방문에 급여

를 하거나 70세 이상 고령층의 고비용 부담 항목에 대해 급여를 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치과 이용자나 미 이용자들의 구강 상태

에 대한 임상적 데이터가 없었다는 점, 이탈과 결측치가 많아 대표

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

..........................................................................................................

주요어 : 치과, 이용, 소득, 탄력성, 연령

학 번 : 2013-2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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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한국의 건강보장체계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재원 조달의 근간으

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하여

1989년 전국민 대상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한 이후 급여 적용 영역

을 필수 의료 분야 중심으로 넓혀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건

강보험의 재정적 보장률은 낮은 수준이다. 한국 정부의 의료비 보장

률은 55.7%로 OECD 평균인 72.3%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

물고 있다. 공적 의료보장 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미국은

48.6%, 우리와 비슷한 의료보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2011

년 기준 82.4%에 해당한다(OECD, 2014).

한편 2012 년 기준 한국 건강 보험 총 수입은 국고 지원금을 포함

하여 42.5 조원에 해당하며 이는 2008 년 29.9 조원에 대해 4 년간

42.5%가 증가한 수치다. 건강 보험 지출 역시 2012 년 39.2 조원으

로 2008 년 28.3 조원에 비해 같은 기간 38.5%가 증가했다(국민건강

보험공단, 2013).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은 12.5%정도

로, 물가 상승분의 3배 이상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4). 이는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지출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 통제의 필요성

이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비 증가와 개인 수준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재정 보장률을 갑자기 높이기 보다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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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형평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의료 영역을 점차적으로 보장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의 국민건강보

험은 응급 환자나 만성질환 환자 등 보다 더 필수적인 의료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이고 외래보다는 입원 환자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분야 범위를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이로 인하여 상

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성형, 미용 등 사치성

의료나 대상 환자가 적은 고가의 희귀 의약품, 치료재료가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선 급여 범위를 최소화 해왔다. 치과 진료 영역 역시 국

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비율이 낮아 그동안 보철이나 임플란트,

교정과 관련된 항목은 대부분 비급여로 남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2012 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발표한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중 치과 질환으로 치은염, 치주질환, 치아우식,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염 등이 각각 상위 순위에 올라와 있다.1) 구강 질환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치아 우식과 치주 질환의 경우, 발병시 자연적으로 쉽게 낫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증상없이 진행되며, 비가역적으로

치아나 치주조직을 파괴하면서 진행되는 만성 질환이다(Guay,

1) 일반적으로 의원급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치과에서는 주된 방문 원인으

로 치아 우식, 치주 질환, 턱관절 질환, 교정 및 미용을 위한 목적을 들

수 있다. 이 중 구강 질환과 관련된 앞의 세 가지 중 치아 우식과 치주

질환을 주된 구강 질환으로 본다. 이는 구강 질환은 다양하지만 보통 기

원을 중심으로 크게 치아 우식과 치주 질환을 대표적인 질환으로 보는

경향과 관련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빈도 상병에서

치아 우식과 치수 및 치근단 주위염은 치아 우식 범주에, 치은염과 치주

질환은 치주 질환의 범주에 넣기로 한다. 치아 우식이나 치주 질환 모두

증상이 심해지면 치아 상실로 이어지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아 상실

의 주 원인으로 치주 질환에 의한 영향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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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러한 특성상 보통 구강 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이루

어진 후, 부가적으로 수복, 보철, 임플란트, 의치 등의 구강 기능 회

복을 위한 치료가 뒤따르게 된다.2) 이로 인해 예방이 최선인 특징을

갖는다3) (Bhaskar,2014).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 질환 직접 치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건강 보험이 보장해 주고 있지만,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급여로 남아

환자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전체 의료비 지출 중 구강 질환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8%에 그쳤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한편 최근 들어 치과의 비보험 진료 영역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제

한적이나마 확대되고

있다. 2009 년 어린이 실란트 보험 적용 시작으로 2012 년 그 대상

자와 범위의 확대, 2012 년 만 75 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완

2) 본 연구에서는 치과 치료에서 구강 질환 직접 치료와 구강 기능 회복

치료라는 분류를 사용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치아 우식에서 우식 부위

를 제거하거나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 치주 질환 완화를 위해 스케일링,

큐렛, 판막술 등의 치료를 구강 질환 직접 치료로 보고, 그 후 수복, 보

철, 임플란트, 의치를 통해 환자의 저작 및 심미적 구강 기능을 회복시

켜주는 치료를 구강 기능 회복 치료로 보기로 한다. 대개의 경우 구강

질환 직접 치료에 대한 항목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포

함되어 있으나, 구강 기능 회복 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있

다. 보통 구강 질환 직접 치료가 이루어진 후 구강 기능 회복 치료가 추

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3) 치과에서 예방적 치료라 함은 구강 질환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처치를 말한다. 한편 치아 우식이나 치주 질환이 발병해도 그 진행 수준

이 낮은 경우 치아와 치주의 수명을 보존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수복 및 보철 치료를 통해 더 큰 수준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

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치료를 보존적 치료라 한다. 현재 예방 치료와

보존 치료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방치된 만성화 구

강 질환으로 인해 구강 기능이 많이 저하 되어 고가의 구강 회복 치료

비용이 필요한 치료에 대한 사전 예방 치료로 예방적 치료와 보존적 치

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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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무치악 틀니 보험 적용, 2013 년 노인 부분 무치악 틀니 확대 적

용과 만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석 제거 보험 적용 등

이 시행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4 년 7 월부터 만 75 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작되었다.

치과 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은 이와 같이 아동이나 노인 연

령을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구강 질환의 생물학적

연령에 따른 진행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영구치가 나기 시

작하는 어린이에서는 초기 영구치의 우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방적 치료인 실란트를 급여화하고, 치아 상실 유병률이 높아 무치악

상태의 가능성이 높은 노인에서 틀니와 임플란트를 급여에 포함시

킨 것은 이를 반영한다. 축적성 질환이 특성인 구강 질환은 연령에

따라 치아 우식과 치주 질환의 발병률이 달라지고, 그로 인한 치아

상실률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므로, 치과 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은 연령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치과 의료 분야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엔 두 가

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가장 먼저 국민 소득과 생활 수준 향상으

로 기존에 사치성 의료로 여겨졌던 치과 치료가 점점 필수적인 치

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치주 질환과 전신 질

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Watanabe,2014

; Jeffcoat,2014). 둘째로 2009년 전후의 경제 위기 이후 시작된 치과

비급여 항목의 단위 가격 하락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도 2009년 서

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제적 대침체 이후 최근까지 전체 치과 지

출이 정체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다(Marko,2013). 최근의 비급여 항

목 가격 하락은 치과 시장이 점점 포화에 이르고 있음을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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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강 보험 재정이 이전에 비해 재정적 부담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치과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

다.

구강질환은 일반 의과 질환과 달리 보험화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

을 갖고 있으며 보통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

분의 나라에서 보험 적용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직접 지출이 치료비

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Guay,2006). 이로 인해 치과 치료 자체의

필요도 보다 개인의 사회 경제적 요인이 치과 이용과 지출에 밀접

한 연관을 갖게 되었다. 개인의 소득, 교육 수준, 보험 가입 여부가

치과 이용과 관련이 있다는 그리스, 브라질, 캐나다, 중국에서의 연

구가 이를 뒷받침 한다(Pavi외,2010 ; Miranda외,2013 ; Duncan

외,2014 ; Lo외,2001).

또한 구강 질환의 축적성의 특성으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고가의 구강 기능 회복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4)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과 이용이 증가한다는 캐나다 성인에 대한 연구와(Wayne외,

1999) 연령 증가에 따라 치과 의료비가 점점 더 커진다는 미국 성인

에 대한 연구(Christian외, 2014) 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치과 치료

를 받지 못해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비율이 65세 이상의 연령대가

그 이하보다 높다는 연구가 있다(정영호,2012).

대표적인 구강 질환중 하나인 치아 우식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

4) 축적성이란 뜻은 단기적, 장기적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단

기적으로 치아와 치주조직은 구강 질환이 진행되어 만성화가 되기 시작

할 경우 비가역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손상되는 특징을 갖는다. 장기적으로는 유전

적, 생활 습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구강 상태가 악화되는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치과 치료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구강 건강 회복

수준 자체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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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별 영구치 우식 유병률과 치주질환 유병률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

소하는 반면 치주 질환은 증가하게 된다(그림 1). 특히 치주 질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아 상실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로 인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치아 수복이나 보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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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나 의치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

태로 옮겨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5). 또한 구강 질환이 심각하게 진

행되어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치과 치료에 의한 구강

기능 회복 수준을 낮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치과에 대한 보험 급여 범위의 점진적 확대 정

책은 연령을 고려하여 그 수혜를 받을 대상 연령군의 현재 치과 이

용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치과 이용과

지출에 사회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고 연령에 따라 주된 치료 내용

이 달라질 수 있는 구강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

저 개인의 치과 이용 결정 요인과 소득의 효과를 연령별로 알아보

고, 치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 소득 탄력성을 통해 알아보

기로 한다.

2. 연구 목적과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연령별 치과 이용 결정에 대한 소득의 효

과를 알아본 후 치과 의료비 지출 수준에 미치는 소득의 효과를

연령군별로 소득 탄력성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용 결정 요인과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지출 수준을 Two-part model을 통해

5) 치아 우식과 치주 질환은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지만, 각 질환에 의

한 영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낮은 연령에서의 구강 질환은 치아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치아 상실의 경우 보통 치주 질환보다는

치아 우식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 질환이

치아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치아 우식 보다는 치주 질환에 의

한 영향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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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 이용 결정에 미치

는 소득의 효과는 연령군별로 달라질 것이다. 둘째, 치과 의료비 지

출의 소득 탄력성은 1보다 낮을 것이다. 셋째, 치과 의료비 지출의

소득 탄력성은 연령군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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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Two-part model

Diehr(1999)는 의료 이용 데이터의 속성에 대해, 0인 자료가 많고

길고 두꺼운 오른쪽 꼬리를 가지며 이로 인해 정규분포하지 않는다

고 하였다. 또한 OLS의 기본 가정은 종속 변수의 정규 분포성, 동

분산성 가정, 표본의 독립성 가정이 필요한데 의료비 자료들은 대부

분 이러한 조건에 미달된다고 하였다. 이에 0이 많은 자료는

two-part model이 적절하고, 이분산성은 로그화 변환으로 약화시킬

수 있으며, 표본은 랜덤하게 계층화 추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Two-part model의 이용 근거는 의료 이용에 대한 결정 여부는 환

자가 하지만, 의료비 지출의 수준은 의료 공급자가 한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한다. 국내외에 Two-part model을 이용한 의료비 지출 분

석 연구들이 나와 있다. (허순임외;2007, 이혜재외;2009, Diehr;1999,

Afifi;2007)

2. 치과 의료 이용 모형

의료 이용의 기본 모형은 Andersen의 행태주의 모형을 참조하였

다. Andersen의 행태주의 모형은 1970년에 개발되어 이후 확장, 개

선되어 왔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은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소인성, 가능성, 필요성 요인으로 이러한 요인들과 상호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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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부 환경이나 건강 체계, 건강 행동과 결과 등의 요인을 추가하

여 확장해 왔다. 또한 이는 의료 분야마다 조금씩 변형되어 적용되

어 왔다. Andersen(1995)은 초기 모형이 비용 보다는 이용 접근성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내재적 편향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저자는 행태모델의 주요 목적은 형평적인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측

정하는 것으로, 인구학적, 필요 변수가 의료 이용의 가장 중요한 경

우가 가장 형평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변동성의 개념을 적용하

여 의료의 형평적 접근을 위한 정책을 계획할 때 기준이 될 수 있

다고 하였다. 그는 인구학적, 사회구조적 요인은 변하기 힘들며 소

득 수준 등의 가능 요소가 가장 큰 변동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점차 모형에 다른 요인들을 추가하였는데, 역동적이고 서로 상

호 관련을 갖는 의료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 이용과 관련된

모델을 크게 4 부분으로 나누었다. 먼저 환경 부분은 건강 보장 체

계와 외부 환경으로 구성되며, 인구 특성 부분은 소인성, 가능성, 필

요성 요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건강 행동 부분은 개인의 건강 습관

과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결과 부분은 인지된 건강 수준과 건강 상

태 평가, 의료 이용 만족도로 구성된다. 이러한 4부분은 서로 상호

작용과 피드백으로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Andersen의 모형을 사용한 국내외 여러 연구들이 있다. 신민선외

(2013)는 가능성, 소인성, 필요성 요인 외에 확장된 모형으로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건강 행태 변수를 포함하여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와

건강 행태 사이의 관계를 측정 하였다. Alexandre(2013)는 브라질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과 이용과 관련된

Andersen-Davidson 모델(1997)을 사용하여 구강 건강 상태를 포함

시켰다. Andersen 모형은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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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계나 수준에 대한 정보 없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킨

문제가 있으나, 이미 오랫동안 사용 되어온 보편적 방법이라는 점에

서 비슷한 모형을 사용한 다른 연구들과 비교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국내

에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다. 신정우외(2007)는 경제적, 사회인구학

적 요인을 통한 가구당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분석에서 소비지출 규

모와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민선

외(2013)는 외래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고소득, 도시 지역 거주자

들일 수록 높고 직업 보유자, 만성질환 보유자일 수록 낮으며 음주

와 흡연 등 건강 습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3. 치과 의료비 지출의 소득 탄력성

한편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의 효과는 소득 탄력성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증가율에 대한 의료비 지출의 증

가율로 나타낼 수 있으며, 분석 수준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거시적 분석은 미시적 분석보다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Matteo,2003) 특히 국가 수준의 연구들에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

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사치재로 나오는데, Parkin(1987)은 이러한 결

과가 거시적 데이터를 미시적 분석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했다. 즉 소득 분포와 의료 가격에 대한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고,

거시적 관점의 자료인 GDP 자료를 미시적으로 분석할 경우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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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온다고 하였다. 저자는 집합적 데이터와 국제간 비교 연구

는 소득 탄력성을 구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환율

보다는 가격 효과가 반영되는 Purchasing Power Parity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경우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결과가 도출됨

을 보였다. 가격 효과로 인해 소득의 효과가 과추정된다는 주장은

Milne(1991)도 제시한 바 있다. Matteo(2003)는 의료비의 탄력성이

각 나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

들의 경우 의료 가격이 소득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

았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표준화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Getzen(2000)은 의료비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개인 수준 연구에서는

1보다 작은 필수재, 국가 수준 연구에서는 1보다 큰 사치재로 나오

며, 이 두 수준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개인 수준에

서 적용되는 건강 상태 효과와 보험의 효과가 국가 수준에서는 사

라지기 때문에 소득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한편 저자의

연구에서 정리된 개인 수준에서의 치과에 대한 소득 탄력성 추정

연구들은 대부분 1.0을 넘는 사치재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4. 치과 이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치과 이용 결정과 치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연

구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이 있다. 먼저 치과 이용의 경우 단면도

분석이 부적합 하다고 본 연구로 Reisine(1987)이 있었고 치과 이용

여부를 3년간의 이용여부로 본 Lo외(2001), Alexandre외(2013)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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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치과 이용의 경우 필요성 요인보다 소인성, 가능성 요인

이 더 중요하다고 본 연구로 Andersen(1995), 김수남외(1998),

Lo(2001)가 있었다. 한편 일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연구에서 허순임

외(2007)는 한 시점의 단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특정 시점의

소득 탄력성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치과 이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먼저 인구 사회학적 요인

을 들 수 있다. 먼저 연령의 경우, 노르웨이에서 연령에 따라 치과

의료비 지출 여부에 대한 소득의 효과가 차이 났음을 보인

Grytten(2002)의 연구, 미국에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치과 의료비가

점점 더 커졌다는 결과를 보인 Chrstian(2014)의 연구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임플란트 필요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20대에 비해 40대와

50대의 치료결정이 높았다는 정선아(2010)의 연구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치과 이용 차이는 브라질 성인 중 여성의 치과 이용이 20% 더

높았다는 Miranda외(2013)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교육

수준과 관련해서는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치과 이용 수준이 높았다

는 Miranda외(2013)의 연구가 있었다.

경제적 요인으로 소득과 관련해서 캐나다에서 치과 치료에 대한

재정적 장벽에 따라 구강 건강과 치료 필요도가 차이 났다는

Thompson(2014)의 연구와 Duncan외(2014)의 연구가 있으며 국내에

서는 미충족 치과치료 발생을 알아본 연구에서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다는 정영호(2012)의 연구, 치과 치료의 객관적 필요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적 상태를 꼽은 김준현외(2013)의 연구가 있다.

Wayne외(1999)는 캐나다 15세 이상 성인에 대한 연구에서 고소득자

일 수록 예방치료를 위한 치과 방문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건강 수준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 수준에 따른 치과 의료비 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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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의 차이를 확인한 Christain(2014), Alexandre외(2013)의 연구

가 있으며 치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구강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치과 미방문의 주 이유 였다는 Lo(2001)의 연구가 있었

다.

생활 습관 요인으로는 핀란드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

이 추가적인 구강 위생 활동을 했다는 연구 (Sakki,1998)와 예멘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충치와 수복된 치

아 갯수를 나타내는 DMFT index6)가 흡연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는 Halboub(2013)의 연구가 있었다. 한편 WHO에서는 구강 건강 악

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흡연과 알콜 섭취 등 생활 습관 요인

을 강조한 바 있다(WHO, 2014).

6) DMFT index : 영구치 우식 경험률. D는 우식 치아, M은 상실된 치아,

FT는 우식 등의 이유로 수복 치료된 치아의 개수를 뜻한다. 이는 생애

치아 우식 경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WHO,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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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 의료패널 자료 2010~2012년 3개년 자료(Beta 2.2)

를 이용하였다. 한국 의료 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

험 공단이 공동으로 우리나라 보건 의료 이용 실태와 의료비 지출

수준, 건강 수준 및 건강 행태 등에 관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

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조사 사업이다. 2008년 1차년도 본

조사를 시작으로 본 연구 시점에 2012년 Beta 2.2 자료까지 나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도

중 분가 / 이탈 / 사망한 가구원이 있었는데 개인 단위 분석이므로

분가한 경우는 가구 소득만 달라지는 경우이므로 그대로 포함 시키

고 중도 사망자 (2012년도 사망자 포함), 이탈자의 경우 제외 하였

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Two-part model을 이용해 먼저 치과 이용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연령별 이용 여부에 미치는 소득의 효과를 알아본

후, 치과를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비 지출 수준에 미

치는 소득의 효과를 소득 탄력성을 통해 알아보았다. 증상 없이 진

행되는 경우가 많은 구강 질환의 특성과 증상 유무나 질환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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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성 요인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가능성 요인
취업 상태, 가구 

소득

필요성 요인
주관적 건강, 섭식 
문제, 만성 질환 

생활 습관 요인
음주, 흡연

2nd PART
치과 의료비 지출

1st PART
치과 이용 여부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추가 독립 변수
진료 항목 변수(보험, 저가 

비보험, 고가 비보험, 교정/미용)

 1

 2

 3

그림 2. 치과 이용 모형과 분석의 틀
주) 원 안의 번호는 분석 단계를 나타낸다.

성이 반드시 치과 치료비를 높이거나 치료 목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치과 치료의 특성을 고려하

였을 때 치과 이용 결정과 치과 의료비 지출 수준의 결정은 서로

독립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치과 의료 이용 모형은 Andersen(1995)의 모형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 분석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치과

이용 결정 요인을 분석한 후, 연령별 이용 여부에 미치는 소득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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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종속 변수

치과 이용 
여부

연도별 치과 이용 유, 무

치과 의료
비 지출

연도별 치과 의료비 지출 (로그화) 

독립 변수

( 소 인 성 
요인)
성별 남성, 여성

연령
만19~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59세, 만60~69세, 만70세 
이상

배우자 유 있음, 없음(미혼/이혼/사별/별거)

표 1. 변수의 구성과 설명

과를 연령과 소득 변수의 교호 작용을 통해 확인한다. 또한 연령별

치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소득의 효과는 치과 이용군을 대상으로

소득 탄력성을 통해 알아본다. 이에 더하여 치과 의료비 지출 분석

에 진료 항목 변수를 독립 변수로 추가하여 진료 내용이 통제된 경

우에서 치과 치료 수준의 선택에 대한 소득 탄력성을 추가로 알아

본다.

(1) 변수의 구성과 설명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할 변수 선정과 설명은 표 1에, 소득 탄력

성 분석에서 추가할 치과 진료 내용 변수는 표 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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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교육 수준 고졸 미만, 고졸 이상

( 가 능 성 
요인)
취업 상태 취업, 미취업

소득 수준 월평균 생활비 * 12 / 가족구성원수

( 필 요 성 
요인)
주관적 건
강

보통, 좋음, 나쁨

섭식 문제
섭식문제 없음, 섭식문제 있음(의료패널 조사시 구강 및 치과 문제 항
목)

만성질환 없음, 1~2개, 3개 이상

(생활 습
관 요인)
음주 1년 이내 음주 안함, 평소 음주 

흡연 흡연 경험 없음, 과거 흡연 경험 있거나 현재 흡연

변수 구분 설명
독립 변수

진료 내용 보험 진료
응답 내용 중 충치 치료 후 보험 재료로 수복한 경
우, 신경 치료, 잇몸 치료, 홈 메우기, 본뜨기 및 때
우기, 기타가 있는 경우

저가 비보
험 진료

응답 내용 중 충치 치료 후 비보험 재료로 수복한 
경우(금, 레진, 기타), 보철 치료가 있는 경우

고가 비보 응답 내용 중 의치,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

표 2. 치과 진료 내용 변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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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진료

교 정 / 미 용 
진료

응답 내용 중 치아 교정, 미백/미용 치료가 있는 경
우

한국 의료패널 조사에서는 매 치과 방문시의 진료 내용과 지출 금

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치과 치료는 보통 여러 번의 방문으로

한 가지의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

문 횟수가 치과 치료의 필요 요인이나 질환의 심각성 등을 나타낸

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치과 이용 여부는 연간 방문이 이루어지는

지 여부만을 보았다.

종속 변수 중 치과 의료비의 경우 한 개인이 여러 번 치과 이용을

한 경우 연도별로 모두 합친 금액을 변수로 사용했다. 치과 방문시

금액이 0원인 자료들이 다수 있었는데 무료 진료의 경우 0 값을 그

대로 사용 했고 다른 날로 지급을 미룬 경우 이미 다른 방문 시의

의료비에 반영이 되어 있는 셈이므로 제외하였다. 이는 만약 다른

방문시에도 지출한 의료비가 없을 경우 제외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데 무료 진료의 이유가 없이 0원이 발생하는 치료는 기입 누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한 제외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

다. 치과 의료비를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한 경우 역시 제외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를 로그화 변환 하였는데 무료 진료에 의해 0원이 발

생한 경우 1을 대입하여 로그화 후 0값을 갖도록 조정하였다.

독립 변수에서 연령의 분류 기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구강 건강

조사(2010)를 반영 하였다. 또한 기초 통계량을 기준으로 치과 이용

비율이 가장 높고 평균 치과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50대를 기준

연령으로 하였다. 소득 수준 변수의 경우 치과 이용은 개인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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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치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은 가구 전

체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가구 소득 변수를 사용 하

였다. 또한 소득의 대리 지표로 소비 지출 수준을 사용했다. 이는

소비지출 수준이 permanent income 가설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라 주장한 Rachel(1981)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한편 가구의 소비 지출 필요는 가구 구성원이 증가함에 따

라 늘어나지만, 비례적으로 늘어나진 않는다. 즉 소비 지출을 가구

소득의 대리 지표로 볼 경우 각 개인이 이용 가능한 소득은 전체

소비 지출을 가구원 수로 보정해야 한다. OECD(2014)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방법들은 연구의 목적

이나 대상에 따라 달리 선택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7) 한국의

경우 가구원의 특성별로 소비 지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근거

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square root scale 방법을 사용하였다(김

혜성외, 2012 ; 허순임외, 2007). 즉 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은 가구 월 평균 소비 지출에 12를 곱하여 이를 다시 가구원수의

제곱근 값으로 나누어 균등화 가구 소득으로 사용 하였다. 한편 소

비지출이 0원으로 나온 가구의 경우 이는 비현실적인 상황이므로

결측 처리 하였다. 최종적으로 소득은 로그화 변환 하였다.

치과 의료비에 대한 분석에서 기본 모형 외에 치과 진료 내용을

추가하여 분석할 때의 진료 변수는 표 2와 같이 4가지로 분류 하였

다. 한국 의료패널 조사에서는 매 치과 이용시 주된 치료 2가지를

7) 가구원을 이용한 보정 방법에는 첫 가구원에 1, 그 다음 성인 가구원에

0.7, 어린이에 0.5의 값을 할당하여 전체 가구 소득을 이 값들의 합으로

나누는 Oxford scale 방법, 첫 가구원에 1, 그 다음 성인 가구원에 0.5,

어린이에 0.3을 할당하는 OECD-modified scale, 전체 가구 소득을 전체

멤버 수의 제곱근 값으로 나누는 square root scale 방법이 있다(OEC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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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입된 치료 내용 각각에 어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각 치료 내용을 일정

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내용

을 보험, 저가 비보험, 고가 비보험, 교정 및 미용 치료로 나누어 이

를 매년 치과 이용시 받은 진료 내용에 해당하는 더미 변수로 추가

하였다. 여기서 보험 진료의 경우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이므로 상대

적으로 단위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비보험 진료의 경우 저가와 고

가 진료의 구분은 역시 단위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다. 교정/미백 진

료는 구강 질환과 관계 없이 미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높은 단

위 가격의 진료를 뜻한다.

(2) 치과 이용 결정에 대한 소득의 영향 분석

먼저 치과 의료 이용의 결정 요인은 2010~2012년 3개년 전체 가

구원을 대상으로 Random Effect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

다. 패널 로짓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ln 


  

ln  



위 식에서 p는 각 연도별 치과 이용 비율을 나타낸다. sex는 성별,

age는 연령군, marr는 혼인 여부, edu는 교육 수준, job은 취업 상

태, income은 가구 균등화 소득, health는 주관적 건강 수준, die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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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 문제, drink는 음주 여부, smoke는 흡연 여부를 나타낸다. 한

편 치과 이용 결정에 대한 소득의 영향 분석은 다음과 같이 연령군

변수와 소득 변수의 교호 작용을 통해 알아본다.

ln 


 ln 

위 식에서 C는 독립변수들의 행렬이고 B는 그 계수들의 행렬이다.

추가된 변수는 독립 변수들 중 소득과 연령군의 교호작용 변수이다.

여기서 각 연령군별 치과 이용에 미치는 소득의 평균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한계 효과 분석을 시행한다.

(3) 치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 탄력성 분석

치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2010~2012년 3개년동안

한 번 이상 치과 의료를 이용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Random Effect

패널 분석을 시행하여 알아 보았다. 패널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ln    

ln  



위 식에서 dentalexp는 각 연도별 개인 치과 의료비 지출액이다.

나머지 독립 변수는 치과 이용 결정 요인 모형과 같다. 는

Random Effect 패널 분석에서 밝혀지지 않은 개인 효과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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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여기서 개인 각각의 고정된 특성이 있다기 보다는 공통의 모집

단에서 랜덤으로 추출되었기 때문에 개인 효과 역시 랜덤 분포한다

고 가정 하였다. 이는 한국 의료패널 조사가 랜덤하게 추출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한편 연령별 소득 탄력성은 다른 요인은 모두 같

고 연령 변수만 제외한 후 각 연령군에 대한 Random Effect 패널

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다.

또한 진료 내용을 추가하여 치과 치료 수준 선택에 대한 소득의

효과를 확인하는 분석 은 위의 두 식에 다음과 같이 진료 내용 변

수를 추가한 식을 사용한다.

ln   or


위 식에서 C는 독립변수들의 행렬이고 B는 그 계수들의 행렬이다.

추가된 진료 변수들은 총 4개로 ins는 보험 진료 유무, low는 저가

비보험 진료 유무, high는 고가 비보험 진료 유무, ortho는 교정/미

용 진료 유무 더미 변수를 각각 나타낸다. 각 더미 변수는 각 연도

에 해당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분석을 전체

그리고 각 연령군별로 시행한다.

치과 진료 내용 변수는 종속 변수인 치과 의료비 변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치과 치료의 특성상 반드시 선형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치과 치료는 구강 질환 직접 치료 후 보통 비급여인

구강 기능 회복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후자의 경우 구강 상태에 따

른 치과 의사의 치료 목표와 계획의 차이, 치과 의원이나 병원마다

다르게 설정된 가격의 차이, 치료 계획 중 환자가 선택할 수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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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진료 내용 변수를 추가

한 분석에서의 소득 탄력성은 진료 수준을 환자와 치과의사 간의

조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치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료 수준 선

택에 미치는 소득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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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별 변수 구분

2010년
(n=9,360)

2011년
(n=9,511)

2012년
(n=9,737)

미이용군
(n=7,114
, 76.0%)

이용군
(n=2,184
, 24.0%)

미이용군
(n=7,081
, 74.5%)

이용군
(n=2,365
, 25.5%)

미이용군
(n=7,159
, 73.5%)

이용군
(n=2,490
, 26.5%)

소인성 요인
성별 여성 4,115 1,290 4,089 1,347 4,082 1,413

(23.9%) (24.8%) (25.7%)
남성 2,999 894 2,992 1,018 3,077 1,077

(23.0%) (25.4%) (25.9%)

연령1) 만19~29세 611 205 572 214 633 241
(25.1%) (27.2%) (27.6%)

만30~39세 1,221 303 1,103 318 1,038 266
(19.9%) (22.4%) (20.4%)

만40~49세 1,479 428 1,524 446 1,558 464
(22.4%) (22.6%) (22.9%)

만50~59세 1,307 483 1,335 516 1,285 556
(27.0%) (27.9%) (30.2%)

만60~69세 1,320 448 1,267 490 1,206 518
(25.3%) (27.9%) (30.0%)

만70세 
이상

1,176 317 1,280 381 1,439 445

(21.2%) (22.9%) (23.6%)

배우자 유무 없음 1,724 508 1,775 547 1,851 619

표 3. 치과 이용군과 미이용군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기초 통계량

IV. 결과

1. 기초 통계량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표 3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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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23.6%) (25.1%)
있음 5,390 1,676 5,306 1,818 5,308 1,871

(23.7%) (25.5%) (26.1%)

교육 수준 고졸 미만 2,815 847 2,732 915 2,710 959
(23.1%) (25.1%) (26.1%)

고졸 이상 4,299 1,337 4,349 1,450 4,449 1,531
(23.7%) (25.0%) (25.6%)

가능성 요인
취업 상태 미취업 2,955 1,275 2,909 1,378 2,874 1,413

(30.1%) (32.1%) (33.0%)
취업 4,159 909 4,172 987 4,285 1,077

(17.9%) (19.1%) (20.1%)

소득 수준2)

월 평균
가구 생활
비 * 1 2 /
가구원수

평균 
1,400만

평균 
1,494만

평균 
1,502만

평균 
1,555만

평균 
1,588만

평균 
1,640만

필요성 요인
주관적 건강 보통 3,051 922 3,153 1,042 2,754 961

(23.2%) (24.8%) (25.9%)
좋음 2,975 919 2,808 958 3,186 1,106

(23.6%) (25.4%) (25.8%)
나쁨 1,088 343 1,120 365 1,219 423

(24.0%) (24.6%) (25.8%)

섭식 문제 없음 5,383 1,339 5,190 1,379 4,172 1,192
(20.0%) (21.0%) (22.2%)

있음 1,731 845 1,891 986 2,987 1,298
(32.8%) (34.3%) (30.3%)

만성질환 없음 2,399 655 2,158 629 2,202 681
(21.4%) (22.6%) (23.6%)

1~2개 2,709 759 2,561 813 2,603 869
(21.9%) (24.1%) (25.0%)

3개 이상 2,006 770 2,362 923 2,354 939
(27.7%) (28.1%)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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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 
요인

음주
1년 내 안
함

2,105 632 2,348 727 2,507 855

(23.1%) (23.6%) (25.4%)
평소에 함 5,009 1,552 4,733 1,638 4,652 1,635

(23.7%) (25.7%) (26.0%)

흡연
흡연 경험 
무

4,583 1,421 4,565 1,421 4,665 1,617

(23.7%) (23.7%) (25.7%)

흡연 경험 
유

2,531 3,294 2,516 834 2,494 873

(56.5%) (24.9%) (25.9%)

주) %는 해당 연도 각 구분별 이용군의 비율임
1) 해당 연도의 만 나이 기준
2) 각 연도별 미이용군과 이용군의 소득 차이는 유의 수준 1%에서 유의함.

치과 이용군의 비율은 3개년도 모두 전체의 24~26.5%로 연도별 큰

차이는 없었다. 치과 이용군의 평균 소득 수준은 미이용군보다 높았

다. 연령별 이용 비율은 20대, 50대, 60대가 높고 30대, 40대, 70세

이상은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남성과 여성,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주관적 건강 수준, 음주 여부에 따른 치과의 이용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취업 상태는 미취업자인 경우에, 섭식 문제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이용 비율이 높았다. 또한 만성질환 3개 이상인 경

우,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용 비율이 높았다.

표 4 에는 치과 이용군의 일반 특성을 연령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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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수 구분
만19~29

세
n=660

만30~39
세

n=887

만40~49
세

n=1,338

만50~59
세

n=1,555

만60~69
세

n=1,456

만70세 
이상

n=1,143

성별 여성 438 583 750 891 755 633
(66.4%) (65.7%) (56.1%) (57.3%) (51.9%) (55.4%)

남성 222 304 588 664 701 510
(33.6%) (34.3%) (43.9%) (42.7%) (48.1%) (44.6%)

배우자 유무 없음 602 129 120 156 266 401
(91.2%) (14.5%) (9.0%) (10.0%) (18.3%) (35.1%)

있음 58 758 1,218 1,399 1,190 742
(8.8%) (85.5%) (91.0%) (90.0%) (81.7%) (64.9%)

교육 수준 고졸 미만 6 22 161 692 968 872
(0.9%) (2.5%) (12.0%) (44.5%) (66.5%) (76.3%)

고졸 이상 654 865 1,177 863 488 271
(99.1%) (97.5%) (88.0%) (55.5%) (33.5%) (23.7%)

취업 상태 미취업 397 302 326 467 694 787
(60.2%) (34.0%) (24.4%) (30.0%) (47.7%) (68.9%)

취업 263 585 1,012 1,088 762 356
(39.8%) (66.0%) (75.6%) (70.0%) (52.3%) (31.1%)

소득 수준1)

(월 평균 가
구 생활비
* 1 2 /
가구원수
)

평균
1,843만

SD 
787만

평균
1,620만

SD 
670만

평균
1,738만

SD 
763만

평균
1,708만

SD 
827만

평균
1,283만

SD 
741만

평균
995만

SD 
622만

주관적 건강 보통 310 404 621 646 548 396
(47.0%) (45.5%) (46.4%) (41.5%) (37.6%) (34.6%)

좋음 315 424 580 644 615 405
(47.7%) (47.8%) (43.3%) (41.4%) (42.2%) (35.4%)

나쁨 35 59 137 265 293 342
(5.3%) (6.7%) (10.2%) (17.0%) (20.1%) (29.9%)

섭식 문제 없음 469 657 875 835 696 378
(71.1%) (74.1%) (65.4%) (53.7%) (47.8%) (33.1%)

표 4. 치과 이용군의 연령별 일반 특성에 대한 기초 통계량 (2010~2012년 평
균)



- 35 -

있음 191 230 463 720 760 765
(28.9%) (25.9%) (34.6%) (46.3%) (52.2%) (66.9%)

만성질환 없음 455 499 544 314 118 36
(68.9%) (56.3%) (40.7%) (20.2%) (8.1%) (3.1%)

1~2개 189 336 572 641 431 272
(28.6%) (37.9%) (42.8%) (41.2%) (29.6%) (23.8%)

3개 이상 16 52 222 600 907 835
(2.4%) (5.9%) (16.6%) (38.6%) (62.3%) (73.1%)

음주 1년 내 안함 147 175 277 450 561 604
(22.3%) (19.7%) (20.7%) (28.9%) (38.5%) (52.8%)

평소에 함 513 712 1,061 1,105 895 539
(77.7%) (80.3%) (79.3%) (71.1%) (61.5%) (47.2%)

흡연
흡연 경험 
무

571 628 839 973 858 700

(86.5%) (70.8%) (62.7%) (62.6%) (58.9%) (61.2%)
흡연 경험 
유

89 259 499 582 598 443

(13.5%) (29.2%) (37.3%) (37.4%) (41.1%) (38.8%)

치과 의료비2)
평균

592,000
원

평균
439,000

원

평균
432,000

원

평균
615,000

원

평균
599,000

원

평균
468,000

원

진료 내용3)

보험 진료 82.7% 92.3% 96.3% 94.8% 93.1% 93.1%

저가 비보험 
진료

29.7% 32.6% 28.0% 25.3% 21.5% 16.2%

고가 비보험 
진료

2.1% 5.0% 6.6% 13.5% 18.0% 18.9%

교 정 / 미 용 
진료

20.2% 4.4% 1.0% 0.7% 0.6% 0.3%

1) 평균 소득 수준은 2010년 기준 CPI 보정하여 계산, SD: 표준편차
2) 평균 치과 의료비는 2010년 기준 CPI 보정하여 계산. 
3) 각 진료의 % 비율은 전체 인원 중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비율, 한 사람이 다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이 100%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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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이용군의 각 특성에 따른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

우 20대에선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많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대체적으로 줄어들어 60대에서 가장 작은 차이를 나타냈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20대에서는 매우 낮으며 30대부터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60대 이후로 감소하였다. 교육 수준은 20대~40대

에서 고졸 이상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50대부터 고졸 미만의

비율이 늘어나 60대부터는 2배 이상을 차지하였다. 취업 상태는 20

대에 미취업 비율이 높고 30대부터 취업 비율이 미취업 비율의 2배

가까이 되었으며 40대에 가장 높았다가 50대 이후로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70세 이후엔 취업자가 미취업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소득 수준은 20대가 속한 가구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고 40대 이후

로 점점 감소하였다. 섭식 문제는 30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만성질환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

다. 60대부터는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가 10% 미만으로 거의 대부분

이 만성질환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음주는 20대~40대에서

평소 음주를 하는 비율이 높았고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흡

연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흡연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치과 의료비 지출은 치과 이용률과 마찬가지로 20대, 50대,

60대가 높고 30대,40대,70세 이상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치과 진

료는 보험 진료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높은 비율로 받았으며 연령

이 증가하면서 저가 비보험 진료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고가 비

보험 진료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교정/미용 진료는 20

대에 20.2%에서 30대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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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별 변수 구분

치과 이용 
결정 요인 

분석
(n=28,608)

소득, 연령의 
교호작용 적용 

모형
(n=28,608)

교호작용 
적용 모형의 
한계 효과
(n=28,608)

β β dy/dx

소인성 요인
성별 여성 기준

남성 -0.017 -0.020 -0.0031

연령 만19~29세 0.20** -2.53** -0.20***
만30~39세 -0.30*** -0.84 -0.11
만40~49세 -0.28*** -0.12 -0.018
만50~59세 기준
만60~69세 -0.096 -0.50 -0.070
만70세 이상 -0.50*** -0.77 -0.10

연령 x 소득 수준 만19~29세 0.37** 0.057**
만30~39세 0.073 0.011
만40~49세 -0.022 -0.0033
만50~59세 기준
만60~69세 0.056 0.0086
만70세 이상 0.036 0.0056

배우자 유무 없음 기준
있음 0.16*** 0.17*** 0.025***

표 5. 치과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패널 로짓 분석, RE)

2. 치과 이용 결정에 대한 소득의 영향 분석

치과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연령별 소득

의 효과 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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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 고졸 미만 기준
고졸 이상 0.13** 0.14** 0.022**

가능성 요인
취업 상태 미취업 기준

취업 -0.076* -.075* -0.012*

소득 수준 (로그화) 0.24*** 0.19** 0.029**

필요성 요인
주관적 건강 보통 기준

좋음 .012 0.014 0.0022
나쁨 -0.10* -0.10* -0.015*

섭식 문제 없음 기준
있음 0.76*** 0.76*** 0.13***

만성질환 없음 기준
1~2개 0.12** 0.12** 0.018**
3개 이상 0.47*** 0.47*** 0.075***

생활 습관 요인
음주 1년 내 안함 기준

평소에 함 0.075* 0.075* 0.011*

흡연 흡연 경험 무 기준
흡연 경험 유 -0.034 -0.034 -0.0052

주) *p<0.1, **p<0.05, ***p<0.01

먼저 치과 이용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은 변수

는 소인성 요인 중 성별과 생활 습관 요인 중 흡연이었다. 유의한

변수에는 소인성 요인 중 연령에서 만 50대 기준으로 20대(p<0.05),

30대(p<0.01), 40대(p<0.01), 70세 이상(p<0.01)인 경우, 배우자 유무

(p<0.01), 교육 수준(p<0.05)이 있었고 가능성 요인 중 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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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와 소득 수준(p<0.01)이 있었으며 필요성 요인 중 주관적 건

강에서 보통에 비해 나쁜 경우(p<0.1), 섭식 문제(p<0.01), 만성질환

에서 없음과 비교해 1~2개(p<0.05)와 3개 이상(p<0.01) 변수 모두,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요인 중에선 음주 여부가 유의한 변수로 나

타났다.

50대를 기준으로 20대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교육 수준이

고졸 이상인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섭식 문제가 있는 경우,

만성 질환이 증가할 경우, 음주를 할 경우 치과 이용 가능성을 높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50대를 기준으로 30대와 40대, 70세 이

상인 경우, 취업한 경우, 주관적 건강이 보통 보다 나쁜 경우 치과

이용 가능성이 낮아졌다.

연령별 치과 이용 결정에 대한 소득의 효과는 소득과 연령의 교호

작용 변수를 추가 하여 분석하였다. 교호작용 변수 추가 후 50대를

기준으로 20대에서 이용 가능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의 소득과 연령 교호작용 변수는 이용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

났다. 평균적인 한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대는 소득 수준이 10%

증가할 때 치과 이용 가능성이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교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기준인

50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 수준이 10% 증가할 때 치

과 이용 가능성이 29%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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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전체
n=

7,039

만19~
29세

n=660

만30~
39세

n=887

만40~
49세
n=

1,338

만50~
59세
n=

1,555

만60~
69세
n=

1,456

만70세 
이상
n=

1,143

β

소인성 요
인
성별 여성 기준

남성 -0.075 0.055 0.094 0.088 -0.30 -0.31 0.22

연령 만19~29세
0.48**

*
(20대)

만30~39세 0.072 (30대)
만40~49세 -0.152 (40대)
만50~59세 기준 (50대)
만60~69세 0.0057 (60대)
만70세 이
상

-0.31*
*

(70대)

배우자 유
무

없음 기준

있음 -0.075 -0.33 0.59** 0.60** 0.56**
0.64**

*
0.16

교육 수준 고졸 미만 기준

고졸 이상 -0.045 0.59 0.50 -0.19 0.16 0.10
-0.64*

*

표 6. 치과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 결과 (패널 분석, 
RE)

3. 치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 탄력성 분석

표 6에 치과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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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요
인
취업 상태 미취업 기준

취업 0.10 0.37*
-0.44*

*
0.017 0.21 0.18 0.15

소득 수준 (로그화)
0.59**

*
-0.15 0.34

0.69**
*

0.50**
*

0.67**
*

0.92**
*

필요성 요
인
주관적 건
강

보통 기준

좋음 0.013 -0.024 -0.12 -0.007 -0.043 0.038 0.18

나쁨
-0.27*

**
0.0002 0.39 -0.33 0.079

-0.44*
*

-0.56*
*

섭식 문제 없음 기준

있음
0.46**

*
0.62**

*
0.40**

0.46**
*

0.58**
*

0.32** 0.45**

만성질환 없음 기준

1~2개 -0.093 0.046
-0.35*

*
0.072 -0.039 -0.20 -0.49

3개 이상
-0.33*

**
0.51 -0.44 -0.20 -0.27 -0.52* -0.63

생활 습관 
요인

음주
1년 내 안
함

기준

평소에 함 0.073 0.0025 0.046 0.19 0.33** -0.14 0.062

흡연
흡 연 경 험 
무

기준

흡 연 경 험 
유

-0.19* 0.058 0.12 -0.27 -0.15 -0.19 -0.26

주)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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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은 변수에는 소인성 요인 중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이 있었고 가능성 요인에서 취업 상태가, 생활 습관

요인 중 음주가 있었다. 유의한 변수는 소인성 요인 중 연령에서 50

대에 비해 20대(p<0.01)와 만 70세 이상(p<0.05)이, 가능성 요인 중

소득 수준이(p<0.01), 필요성 요인에서 주관적 건강 중 보통에 비해

나쁜 경우(p<0.01), 섭식 문제(p<0.01), 만성질환에서 없음에 비교해

3개 이상 변수가(p<0.01), 생활 습관 요인 중에는 흡연 유무가

(p<0.1) 해당되었다.

50대 기준으로 20대에서,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치과 의료비 지

출 수준이 증가하였다. 반면 50대 기준으로 70세 이상인 경우, 주관

적 건강이 보통보다 나쁜 경우, 만성 질환이 없을 때에 비해 3개 이

상일 때, 흡연 경험이 있을 때 치과 의료비 지출 수준은 감소하였

다. 전체 소득 탄력성은 소득 수준 변수의 계수 값으로 알 수 있으

며 0.59였다.

(2) 연령에 따른 각 요인 변수들의 영향

가. 소인성 요인

먼저 성별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치과 의료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배우자 유무는 30~60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30~60대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치과 의료비 지출이

50~6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대부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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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대에서 유의하지 않다가 70세 이상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70세 이상에서 교육 수준이 고졸 미만일때 보다 고졸 이상일 때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능성 요인

취업 상태 변수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만 유의하고 나머지 연령

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20대의 경우는 치과 의료비 지출을 37%

증가 시켰으며 30대에서는 44% 지출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나타냈

다. 소득 수준 변수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40

대부터 70세 이상까지 유의하였다. 소득 수준의 계수값은 소득 탄력

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40대에서 0.69, 50대에서 0.50, 60대에서

0.67, 70세 이상에서 0.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필요성 요인

주관적 건강에서 보통보다 좋은 경우는 전 연령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보통보다 나쁜 경우 60대와 70대에서 각각 44%, 56% 치과

의료비 지출을 감소 시켰다. 섭식 문제는 전 연령대에서 유의하게

치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에서 62%로

그 영향이 가장 높고 60대에서 32%로 가장 낮았다. 만성 질환은 30

대와 60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만성질환이 1~2개일

때 지출을 35% 감소 시켰으며 60대는 3개 이상인 경우 지출을 52%

감소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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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전체
n=7,0

39

만19~
29세

n=660

만30~
39세

n=887

만40~
49세
n=1,3

38

만50~
59세
n=1,5

55

만60~
69세
n=1,4

56

만70
세 

이상
n=1,1

43

β

연령 만19~29세
0.39*

**
(20대)

만30~39세 0.096 (30대)
만40~49세 0.023 (40대)
만50~59세 기준 (50대)

만60~69세
-0.07

7
(60대)

만70세 이상
-0.32
8***

(70대)

소득 수
준

(로그화)
0.46*

**
-0.39

**
0.21

0.55*
**

0.32*
*

0.56*
**

0.86*
**

표 7. 진료 내용 변수 추가 후 치과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분석 결과. (패널 분석, RE)

라. 생활 습관 요인

음주는 50대에서만 유의하여 지출을 33%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

으며 흡연은 전 연령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진료 내용 변수 추가 후 소득 탄력성 분석

같은 모형에 독립변수로 진료 내용 변수를 추가한 후 치과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을 하였다. 표 7에 결과값 중

연령, 소득 수준, 진료 내용 변수에 대한 내용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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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내
용

보험 진료
0.42*

**
0.25

0.71*
*

0.16 0.15
0.75*

**
0.57

저가 비보험 진료
2.53*

**
2.14*

**
2.58*

**
2.49*

**
2.56*

**
2.64*

**
3.04*

**

고가 비보험 진료
3.56*

**
3.66*

**
3.74*

**
3.42*

**
3.53*

**
3.61*

**
3.71*

**

교정/미용 진료
2.57*

**
2.78*

**
2.64*

**
2.21*

**
1.33*

*
1.04 1.05

주1) *p<0.1, **p<0.05, ***p<0.01
주2) 연령, 가구 소득, 진료 내용의 β값만 표시

진료 내용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전체 모형에서 연령은 50대를 기

준으로 20대에서 39% 치과 의료비 지출이 높았으며 소득 탄력성은

0.46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소득 탄력성은 30대는 유의한 값이 나타

나지 않았으며 20대는 –0.39,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의

소득 탄력성은 각각 0.55, 0.32, 0.56, 0.86 이었다.

진료 내용 변수에서 보험 진료는 30대와 60대에서 유의한 값을 나

타냈고 치과 의료비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비보험 진료와 고가 비보험 진료는 전 연령대에서 치과 의료

비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고 특히 고가 비보험 진료의 효과가 4가

지 진료 내용중 가장 컸다. 교정/미용 진료는 20대에서 50대까지 유

의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효과는 감소하였고 60대와 70대

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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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구강 건강을 위한 보건 의료 정책이 주 대상으로 삼는 질환은 치

아 우식과 치주 질환이다. 치아 우식과 치주 질환은 그 자체로 환자

에게 통증 등 불편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진행이 계속될 경우 치아

상실로 인해 저작 능력 등 구강 기능이 줄어들어 구강 기능 회복

치료를 위한 고가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WHO(2014)

에서도 구강 건강을 위한 목표로 치아 우식과 치주 질환 예방을 설

정해 놓은 바 있다.

한편 증상과 질환의 진행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구강 질환의 특성

상 필요한 치과적 처치 수준은 환자의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구강 질환 자체가 생명에 큰 위협이 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

문에 의료 쇼핑이 가능하고(Guay,2006) 비급여 보철 진료 가격이 의

원과 지역별로 차이가 나며(황현숙외,2006) 그러한 비급여에 해당하

는 구강 기능 회복 치료와 구강 질환 직접 치료가 시간적, 장소적으

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자의 선택 가능성이 존재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선택 가능하다는 특성 자체가 전신 질환과

관련된 다른 의과보다 치과 의료의 소득 탄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wo-part 모델을 사용해 치과 이용 결정 요인과 이

용에 미치는 소득의 효과를 알아본 후 치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

득 탄력성을 알아 보았다. 자료는 한국 의료패널 2010~2012년 3개년

의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분석을 하였다. 이는 구강질환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질병이라는 점, 개인 스스로가 구강 질환과 불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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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치과 치료를 받을 여유가 있어도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치과 의료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을 두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떄문이다.

먼저 치과 이용 결정 요인 분석에서, 치과 이용군의 평균 가구 소

득은 미이용군보다 높았다. 패널 로짓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의

차이가 없었는데, 2010년 국민영양조사 결과(그림 1) 성인 남성에서

의 구강 질환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온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

으로 비슷한 구강 건강 상태인 경우에 여자가 좀 더 치과 이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이용 가

능성이 증가한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성인이 되면 사람

들은 부모 보다는 동료나 선배, 친구, 연인이나 배우자 등과의 관계

를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 지는데 이는 건강 관련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건강 정보는 개인적인 속성을 지니

므로 사람들은 보통 가까운 관계를 통해 전달될 때 더욱 신뢰성 있

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주 보는 가까운 관계 속에서 건

강에 대한 타인의 관심이 직접적인 건강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배우자의 존재는 치과 이용을 포함한 구강 건강 행

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치과 이

용이 증가한 것은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한국에서 고졸을 경

계로 한 교육 수준이 취업이나 소득과도 큰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성질환의 경우, 갯수가 증가할수록 치과 이용 가능성도

증가하였으나 주관적 건강이 나쁜 경우는 치과 이용 가능성을 감소

시켰다. 만성질환은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은 것을 말하고 주관적 건

강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전신적 불편감과 관련이 있다. 연령이 증가

할수록 만성질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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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어 나면서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지만, 다른 전신

질환이 심각한 사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강 질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장이 있는 경우에 치과 이용이 감소하였는데 치과 치료

는 보통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치료이며 일반 직장의 근무 시간과

치과의 업무 시간이 겹치는 특성상 주로 집에 있는 가정 주부나 학

생의 치과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과 소득의 교호작용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키기 전에는 50대를

기준으로 30,40대와 70세 이상 연령군은 치과 이용 가능성이 감소하

였고 20대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호작용 변수를 추가한 결과 20대

를 제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연령의 효과가 사라지고 20대는 효과가

역전되어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 질환의 유

병률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평균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20

대 연령 자체의 효과는 그 이후 연령에서보다 치과 이용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0대에서 70세이상 까지의 연령군들

간에는 연령 특이 효과가 차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평

균 한계 효과를 통한 분석 결과 다른 연령군에 비해 소득 수준이

치과 이용 여부에 미치는 효과는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20대에서는 소득 수준이 10% 증가시 86%, 나머진 연령대

에선 소득 수준 10% 증가시 29% 이용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같은

수치의 절대값 자체만으로는 현실에서의 영향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다른 연령에 비해 20대에서 소득의 효과가 3배가량 차이 난다는 설

명은 가능하다. 표 4에서 치과 이용자들에 대한 진료 내용 통계 결

과를 통해 20대의 경우 교정/미용 진료가 다른 연령군에 비해 많고

고가 비보험 진료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대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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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보존적 치료나 교정/미용을 위한 이용이 주로 이루어지며 이

러한 방문 목적에 대해 소득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치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분석은 치과 이용군 만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시행하였다. 치과 의료비는 구강 상태나 질환의 심각성, 불

편감과 반드시 비례적이지 않은 특징을 가진다. 이는 치과 치료의

구강 기능 회복 치료 때문이다. 보통의 의과는 질환을 치료하여 신

체를 원래 상태로 자연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치과

는 구강 질환 치료 후에도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해서 별도로 외부

보철물 등을 구강 내에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구강 기능 회복 치료

는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다. 또한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 계획이

치과의사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치과마다 단위 가격

이 다르며 환자 역시 시간을 두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의

료비의 크기만으로 구강 질환의 경중이나 치료 완료 수준을 파악하

기엔 무리가 있다.

즉 치과 치료의 목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

게 되는데 구강 보건 정책의 관점에서는 구강 질환의 완화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치료의 목표로,

치과 의사의 관점에서는 영구적이고 최대한의 기능을 회복함과 동

시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치료를 목표로, 환자의 관점에서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구강 기능 회복과 함께 심미적인 이유나 자

기 만족을 할 수 있는 치료를 목표로 삼게 된다. 세 관점 사이의 절

충과 타협을 통해 치료의 수준이 결정되며, 치료 목표 달성에 대한

수준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치료

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치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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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불형평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치과 의료비의

탄력성을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원에 대한 분석에서, 50대에 비해 20대에서 지

출이 증가된 것은 교정/미용 진료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70

세 이상에서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치아 상실 비율이 높아 구

강 기능 회복의 목표 수준 자체가 낮아지거나 다른 전신 질환에 대

한 지출 증가로 구강 질환 치료에 대한 필요성 인식의 순위가 낮아

졌기 때문에 치과에 대한 지출이 감소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주관

적 건강이 나쁜 경우에도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 전신 질환과 비교

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만성질환이

1~2개일 때는 없을 때와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3개 이상일 때부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과도 관련 된다.

치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전체 성인 가구원에서

0.59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연령에 대한 일반 의료비 탄력성으로

허순임외(2007)가 제시한 0.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Getzen(2000)은 치과 소득 탄력성을 분석한 1978년~1997년의 연구들

의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개인 수준에서의 분석을 통한 해당 연구들

은 공통적으로 치과의 소득 탄력성이 1.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그보다 적은 수치가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연

령별 소득 탄력성은 20대와 30대에선 유의한 값이 나오지 않았고

40대에서 0.69, 50대 0.50, 60대에서 0.67, 70세 이상에서 0.92로 나타

났다. 20대와 30대는 큰 지출이 요구되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구

강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용 여부와 달리 일

단 치과 치료를 받는 군에선 소득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연령이 증가하면서 소득 탄력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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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대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크게 나왔다. 이는 치과 치

료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강 회복의 목표 수준이 고령보다는

좀 더 양호한 구강 건강 상태를 갖고 있을 40대에서 더 높게 설정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연령대에 비해 구강 기능 회복 수

준을 더 높게 설정하여 지출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고, 소득에 따른

지출 편차도 그만큼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소득 탄력성의 추가적인 분석에서는 진료 내용 변수를 모형

에 독립 변수로 추가 하였다. 전술하였듯, 치과 치료는 치과의사나

환자의 치료 수준과 내용, 비급여 가격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다른

의과 분야보다 높다. 이에 대한 효과는 각 진료 내용이 치과 의료비

에 기여하는 평균적인 효과를 통제한 후의 소득 탄력성을 통해 알

수 있다.

진료 내용을 통제한 후의 전체 소득 탄력성은 0.46으로 감소하였지

만 선행 연구에서의 의료비 탄력성보다 여전히 크게 높은 수치이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0.39가 나왔는데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 수

록 더 적은 비용이 드는 치료를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20대

에 있어 치과 치료가 열등재임을 의미한다. 즉 소득 수준이 높아질

수록 당장 큰 지출의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의료 서비스인 셈이다.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는 각각 0.55, 0.32, 0.56, 0.86으로 원래 모형

과 비교해 절대적 수치는 감소했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여전히

일반 의과에 비해 소득 탄력성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치

과 의료가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특징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Harford(2009)는 구강 질환의 경우 compression of morbidity8)가

8) compression of morbidity : Fries(1980)에 의해 제시된 가설. 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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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이며, 때문에 어린아이의 구강질환은 감소하고 있지만 나

이든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저자는 호주의 연구에서

치과 방문수가 35~65세에서 가장 높았으며 일반적인 의료비 지출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지만 치과 의료비는 젊은층에서 중

년까지 증가하고 중년 이후 감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도 이

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중년 이후 치과 의료비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 활동 은퇴 시기로 인해 근

로 소득이 감소하고 재산 소득의 영향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 연구에서 Millar외(1999)는 고소득층일수록 예방 목적

의 치과 방문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Patrick외

(2006)는 구강 불평등의 주 원인은 예방 치료에 있다고 보았으며,

2003년 Oral Health in America Report의 자료를 제시하며 65세 이

상 고령층의 30%가 무치악 상태로 이는 음식 섭취와 영양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고령층의 치과 의료비 지출

불평형성은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해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비율이

65세 이상의 연령대가 65세 미만의 연령대보다 높았다는 정영호

(2012)의 연구를 통해 볼 때 고령층의 삶의 질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대에서 치과 이용에 대한 소득의 효과

가 다른 연령보다 높은 것은 예방적, 보존적 치료를 통한 구강 질환

만성화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은 20대에서의 예방적 목

적의 치과 방문을 유도하고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구강 기능

면 개인의 질병 부담은 생애 중 만성질환이 발현된 이후부터 죽음의 시

기까지의 짧은 기간으로 압축된다. 만약 만성질환의 시기를 늦출 수 있

으면 그만큼 질병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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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치료를 위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 수준을 높여주는 정책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uay(2006)는 치과 보험 설계시 일반적인

의료와 달리 주기적인 치과 방문에 대해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주

장했는데 이는 더 큰 질환으로의 이환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강 질환은 일반적인 보험의 요건에 맞지 않으나 임플란트

등의 고가 치료는 보험 요건에 맞다고 하였다. 이를 한국 사정에 적

용시켜 보면 최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노인 임플란트를 급여에 포

함시킨 것은 적합한 시도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 연령 제한 75세

이상, 평생 2개로 제한한 것은 현실적인 면에서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20대의 주기적인 치과 방문에 대한 보험 급여화 역시 고

려할 대상으로 보인다. 현재 20대의 연령층에서 예방적인 목적으로

보험 적용되는 치과 치료는 연 1회 스케일링이다. 그러나 20대에서

치주질환의 유병률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치주 질환 치료를 통

한 20대의 치과 방문 유인 효과는 약할 수 있다. 전체 성인 연령군

중에서 상대적으로 치아 우식 유병률이 높은 20대의 경우는 스케일

링 외에도 예방이나 보존적 치료 중 비급여 항목을 급여에 포함시

키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치과 이용자나 미 이용자들의 구강 상태

에 대한 임상적 데이터가 없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Andersen 모형

의 필요성 요인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 이탈 가구원과

결측치가 많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추후

이러한 점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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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우리나라 성인 연령별 치과 이용 여부에 결정을 미치는 요인 중

소득의 효과는 20대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치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0.59

이며 연령별로 20대와 30대는 치과 의료비 지출에 소득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40대의 소득 탄력성은 0.69, 50대는 0.50, 60대는

0.67, 70세 이상은 0.92였다. 한편 보험, 저가 비보험, 고가 비보험,

교정 및 미용 진료가 치과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평균적인 효과를

통제하여 치과 치료 목표 수준의 선택 가능한 특징을 부각한 후의

소득 탄력성은 0.46이었으며 20대는 –0.39, 30대는 유의하지 않았고

40대는 0.55, 50대는 0.32, 60대는 0.56, 70세 이상에서는 0.86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추후 성인들의 치과 이용에 대한 공적 보

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20대에서 예방적 목적의 방문에 급여

를 하거나 70세 이상 고령층의 고비용 부담 항목에 대해 급여를 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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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influence of income level on

dental care utilization by age

group among Korean adults

Yang, Jaeyoung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 In Korea, the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gainst the cost of preventing and treating oral disease

is low level. Most of prosthetics and implants are out of public

health coverage. Meanwhile, NHI starts to cover the cost of

out-of-pocket payment in denatal care limitedly. In considering of

this movement, it is needed to recognize the age-related

characteristics of dental care utilization before the policy is

planned. In our study, using two-part model,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household income on dental visiting and dental



- 63 -

expenditures by age group.

Methods : Data were sourced from the 2010~2012 Korea Health

Panel data Beta 2.2 version. The age-related income effects of

dental visitings were analyzed through panel logit method using

the interaction variable between age and income, and average

marginal effects. The age-related income effects against dental

expenditures were analyzed through random-effect panel

regression method and the elasticity of income was identified.

Conclusions : The income effects of the 20's dental visiting

were three times as high as them of other age groups. The

elasticity of income on dental expenditures of all age-groups

were 0.59. In age-specific analysis, the elasticitiy of income was

not significant in 20's or 30s, 0.69 in 40's, 0.50 in 50's, 0.67 in

60's, and 0.92 above 70 years old. On the other hand, conrolling

the average effects of treatment types, we could highlight the

properties of choice probability on treatment goal in dental

treatment. After that, the elsticity was 0.46 in total age groups,

-0.39 in 20's, not significant in 30's, 0.55 in 40's, 0.32 in 50's,

0.56 in 60's and 0.86 above 70 years old. Through these results,

it is recommended that the NHI reimburse the dental visiting on

purpose of preventing oral disease in 20's, and subsidize people

above 70 years old who need the high-cost oral rehabilit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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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 : In our study, there were no clinical data of people,

so the estimates of oral health status would not be controlled

effectively. Also there were some of dropouts, so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typicality of a population was damaged.

..........................................................................................................

Keywords : dental, utilization, income, elasticit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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