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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인 가치이자 권리로 규정하였다. 즉

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는 특별한 가치이며,

공평한 선택의 시작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 보장성은 건강상 필요가 있을 때 언제

든지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권리로서의 건강을 실

현하는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2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의료 보장 정도는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건강 수준의 악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높을 뿐 아니라 경제 수준의 악화

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는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은 노년층의 미충족의료에 주목

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은 관계의 구조가 아닌 간접적인 지표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는 문제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의 구조를 계

량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관계가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서 사회적 상

호작용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 2011-2012 자

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전체 연결망과 자

아 수준 연결망의 두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자아 수준 연결망의 양적, 질적 특성

을 중심으로 미충족의료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였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긍정적 상

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연결망은 전체 연결망 수준에서는 양자 간 직접적

인 연결은 활발하였으나, 직접적 연결이 3자 간의 새로운 연결으로 이어지지 않아 전

체적으로 응집력이 약한 연결망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자아 중심 연결망의 경우

에는 비록 직접적으로 연결된 수는 적으나 구성원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같은 연결망이라 할지라도 연결망의 수준에 따라서 사회연결망

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산출한 자아 중심 연결망 특성 및 중앙성 지표

를 독립변수로 미충족의료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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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수나 구성 비율과 같은 연결망의 양적 지표는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구성원들의 평균 의사소통 정도와 같은 연결망의 질적 지표가 미충족의료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너무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보다는 중간 수준

의 의사소통이 미충족의료 완화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사소통의 정도

에 따라서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 중 하나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상호작용은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높은 수준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미충족의료 경험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의 양상에 따라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분리하여

사회연결망의 특성과 미충족의료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파악한 결과,

긍정적 상호작용에서는 매개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 높은 수준의 부정적 상호

작용은 사회연결망의 질과 미충족의료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상호작용 효과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즉 일정 수준의 사

회적 상호작용은 미충족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과도한 상호작용은 오히려

미충족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의 역시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미충족의료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은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부정

적 상호작용의 증가는 미충족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연결망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효과가 부정적 상호작용에 의해 상쇄되는 부정적 완충 효과

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구조적으로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계랑적으로 측정하여 사회연결망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가족, 친구, 이웃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다루었으며 연결의 질적 측면을 분석에 포함하여 사회적 관계의 영향

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사회적 관계가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갖는 양면성과 비대칭적 효과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향후 미충족의료를 완화하기 위하여 인구 집단 중심의 접근과 사회 정책의 필요

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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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불구가 없는 생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WHO, 1948). 더 나아가 Daniels(2008)은 건강이 단

순한 상태가 아닌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는 특별한 가치임을 주장하였으며, 건강은 공

평한 선택의 기회의 시작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건강은 누구나 누

려야할 보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의료 보장성은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right to

health care)을 보장하는 것으로 건강상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권리로서의 건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서도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후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2005년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작으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정책들은 암을

비롯한 고액 중증 질환의 법정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시

도는 의료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반적인 보건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보장 정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의약품의 공공재원 비중은 56%로 OECD 평

균(58%)에 근접한 반면, 입원(55%)과 외래진료(62%)등 주요 의료 서비스의 공공재원

비중은 OECD 평균(89%, 7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2016). 또

한 의약품은 다른 의료 서비스에 비해 본인 부담률이 높고 자가 소비성으로 인해 의

료 보장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지적을 고려해보면(김미화, 2016), 개인이 체감할 수 있

는 의료보장 정도는 실제 보장 정도보다 더욱 낮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노령화 사회로 인한 고령 인구의 증가는 의료 보장에 있어 새로운 문제로 떠

올랐다.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에 달하며(통

계청,2016)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노인 인구

의 경우 88.5%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2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진

복합만성질환자 역시 68.%에 달한다(이윤환, 2012). 이러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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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구의 의료 수요는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높은 특성을 가진다.

둘째로, 만성질환의 경우 꾸준한 의료 서비스를 통한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0년과 2010년의 의료 이용 현황을 비교한 결과 노인 외래환자 비율은

약 3.8배 증가하였고, 입원환자 역시 2.9배 증가하여 전체 의료이용에서 노인의 의료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세록, 2012). 그러나 신체

적 기능의 저하, 은퇴로 인한 가계 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적절한 의료이

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 이들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접

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건의료 제도 및 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미충족의료는 의료의용의 보장성을 평가하는 핵심 개념이다.(Newacheck et al.,

2000; Cunningham & Hadley,2007; Kenney, & Davidoff, 2007). 연구가 거듭되면서

미충족의료는 의료 기관에의 접근성 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포

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의료 서비스의 최종적인 결과 지표로서 더

욱 주목받았다.(Chen&Hou, 2002) 실제로 Pubmed에 등록된 미충족의료 관련 논문1)

수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모두 합쳐 54건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162건으

로 3배 이상 급증하였고 2010년 이후에만 224건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충족의료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최근에는 미충족의료와 사회적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과의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다(Lin et al, 2015).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상호작

용이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건강과 의료에 대한 사회적 결정 요인(Social determinant

of health and healthcare)의 중요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다. 미충족의료와 사회적

요인들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성별, 나이, 경제수준 등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형태, 기초 수급 대상자 여부와 같은 제도·정책적 요인이 미충족의

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지닌 미시적 수준에서의 사회

적 요인들과, 사회가 제공하는 거시적 수준의 사회적 요인들을 연결하는 중간 수준의

개념으로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각광받게 된 것이다.(Baiden et al,

2017).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밝혀지면

서 사회적 구조(Social Structure)와의 연관성 아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1) 미충족의료(Unmet Health)를 제목 및 초록에 포함하고 있는 논문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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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고찰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즉 사회적 관계는 특정한 사회적 구조

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호작용 과정에

서 지각된다는 것이다(House, 1987; House&Landis, 1988).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사회적 구조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

증적으로 파악한 사례는 드물다. 일부 연구에서 독거여부나 가족의 수와 같은 간접적

지표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

을 뿐이다.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검토한 연구가 적은 원인으로

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연결을 양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

법론이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미충족의료 연구는 관측치 사

이에 독립성을 가정하는 대규모 패널자료를 활용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같은 개

인 수준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사회적 연결의 경우

개인 간 수준(Inter-personal level)에 해당하는 요인으로서, 상호 의존적인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때문에 사회연결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Bart(1984)가 제시한 이름

생성기(Name Generator)와 같이 기존 패널자료 조사 방법과는 다른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회연결망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자료가 마련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사회적 연결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지 못하였다.

사회적 관계의 구조와 상호작용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특징적인 부분을 개념화하고, 그러한 개념을 수치화 할 수 있는 통일된 틀이 필요하

다. 이러한 개념적 틀(Framework)로서 사회연결망 이론과 분석 방법이 가진 강점들

이 주목받고 있다.(Kirsten&Christakis, 2008). 사회연결망 이론은 연결의 중심구조와

응집구조, 역할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한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연결망

의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가진 관계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조적 특성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Coleman(1988)이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같은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기능은 사회적 구조의 안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사회적 관계

의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와 기능을 함께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사회연결망 분석 및 이론을 활용한다면 사회적 관계의 구조가 미충족의료에

주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사회적 구조가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

는 기제(mechanism)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닌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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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

연결망 특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

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노인 인구집단의 사회연결망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사회연결망 특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노인의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회연결망 특성과 노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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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미충족의료

1. 미충족의료의 개념과 구성요소

미충족의료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negative health consequence)를 피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Donabedian, 1973) 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미충족의료는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와 밀

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Gulliford et al.,(2002)에서는 의료 접근성의 4가지 영역으로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활용성(Utilisation), 효과성(Effectiveness), 형평성(Equity)를 설정하였

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 접근성의 4가지 영역은 이차원적인 것으로 Gulliford는 형평

성을 수직적 측면으로 정의하고 다른 3가지 영역을 수평적 측면에 놓았다. 즉 형평성

은 이용가능성, 활용성, 효과성 모두에서 실현되어야 할 의료 접근성의 궁극적 가치

로 볼 수 있다.

이용 가능성, 활용성, 효과성은 의료 서비스의 단계적 측면에서 서로 구분되는 개념

이다. 자원이 충분히 존재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로, 주로 1인당 병상 수,

1인당 의사 수와 같은 의료 자원의 정도로 측정된다. 그러나 Mooney(1983)은 이용가

능성이란 단순히 자원이 존재하는가가 아닌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

한 모든 비용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즉 이용 가능성은 자원이 충분한지를 넘어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까지 가는 데 드는 비용, 지리적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동등한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활용성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지 여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용가능하고

(acceptability), 지불가능하며(affordability), 적응할 수 있는 (accommodation) 수준의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는지를 의미한다. 활용성을 정의하는 데에는

Pechansky&Thomas(1981)의 ‘의뢰인-보건의료 시스템의 적합성 정도’(Degree of fit

between clients and health system) 개념이 유용하다. Pechansky& Thomas(198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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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환자-의사 간 기대의 일치와 같은 인적 차원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들

어가는 비용과 같은 재정적 차원, 즉시 예약 가능한 시스템의 제공이나 기다리는 시간

을 단축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노력이 결합되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활용성이 결

정됨을 의미한다.

.

마지막으로 효과성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결과로서 실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은 사

람들의 건강 상태가 증진 혹은 회복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효과성의 관점에

서 보면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필요한 때에 적절히 받았더라도, 그러한 치료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의료 수요가 발생했다면 미충족의료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의료 접근성은 Gillford et al(2002) 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의료 기관에 접근이 가능한가(Gaining access)를 넘어 요구

되는 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성(Having access)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미충족의료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평가하는 종합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Gillford(2002)의 의료 접근성 논의가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Anderson(1995)는 행위자의 행동을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논의하였다. 즉 의료 접

근성에 있어 인구집단이 가진 특성이 의료 서비스 전달계와 상호작용하여 의료 이용

행위로 연결되고,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서 의료 접근성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Anderson(1995)은 의료 접근성을 효과적 접근성(Effective access)와 효율적 접근성

(Efficient access)로 구분하였다. Anderson의 의료 접근성 개념은 건강 수준의 향상

이라는 결과지표와 의료 이용자의 만족이라는 두 차원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Gillford

의 효과성 개념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Anderson의 의료 접근성에서 주목할 점은 이변성(Mutability)의 개념이다. 이변성

이란 환경이 아닌, 개인의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서 의료 접근성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Anderson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사회구조는 쉽게 변할 수 없는 반면

개인이 가진 건강 신념과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변화시킴으로서 의료적 필요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Aderson의 의료 접근성 논의에 따르면 미충족의

료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그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Lavesque et al.(2013)은 기존의 의료 접근성 논의를 통합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건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정의하였다. 기존의 의료접근성 논의에 더하

여 Lavesque의 모델은 의료 기관에 접근하기 전의 인지적 과정을 강조한다.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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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접근하기 전 실제 의료적 필요를 인지하고, 치료를 바라며, 의료 기관을 찾고자 하

는 의지가 있는 후에야 의료기관으로의 방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Lavesque의 지적은 의료 접근성에 있어 인지된 필요(Perceived need)의 중요성을 부

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미충족의료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행동

하는 것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인지하는 의료적 필요와의 역동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료 행동의 기저에 존재하

는 필요를 인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능력(Ability)의 개념

을 미충족의료에 포함할 수 있다.

Allin at al(2010)은 미충족의료의 인식 여부 –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행동 –

의료 서비스의 결과의 3가지 차원을 조합하여 주관적 인식의 관점에서 5가지의 미충

족 의료를 구분하였다. 첫째, 지각되지 않은 미충족의료(Unperceived unmet need)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의료적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에 미충족의료가 없다고 인식한

다. 둘째, 주관적-선택적 미충족의료(Chosen unmet need)로 미충족의료를 인식하지

만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미충족의료의 판

단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미충족의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3가지 유형은 명백히 미충족의료가 발생한 경우이다. 첫째, 미충족의

료를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지만 접근성의 장벽으로

인해 미충족의료가 발생하는 선택하지 못한 미충족의료(Not-chosen unmet need) 둘

째,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의료 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견해 차

이로 인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인 의료적 타당성에 의한 미충족의

료(Clinician-validated unmet need),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충족하지 못한 기대로 인

한 미충족의료(unmet expectations)가 이에 해당한다.

정리하지면 미충족의료는 보건의료 자원과 제도를 포함하는 환경적 차원과 개인이

가진 인지적-사회적 자원으로 구성된 개인적 차원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는 보건의

료 이용 행위로 인한 최종 결과물로서,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 및 결과와 그로 인한

만족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처한 사회적·환경적 배경과

자원에 따라서 의료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러한 자원의 분포에 따라 미충족의

료가 변화할 수 있으나 같은 의료 경험을 했을지라도 주관적인 특성으로 인해 최종적

인 미충족의료 판단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주관성으로 인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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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의료를 측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의료 시스템

과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미충족의료 개념

은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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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미충족의료 연구의 동향과 한계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충족의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

로 미충족의료 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2010년대 이후이다. 특히 1990년대에는 특정 지

역에 국한하여 미충족의료 연구가 진행되었던 반면(최재규, 1995; 김정희 외, 1999)

2010 년도 이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송경신 외, 2011; 허순임& 이수형, 2011; 최선

혜, 2014) 자료나 한국의료패널(송해연 외, 2014; 배지영, 2014; 정의신& 박민정, 2011)

등의 대규모 2차 자료를 이용한 양적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김새롬 외, 2016)

국내에서 이루어진 미충족의료는 크게 미충족의료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와

미충족의료와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서는 미충족의

료가 건강 상태로 인한 의료 수요가 의료 서비스를 통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다룬

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미충족의료와 의료이용 또는 의료비 부담 등을

함께 다루기도 하였다(임미영&유호신 2001; 김수정& 허순임, 2011; 신혜리 2014). 미

충족의료의 형평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미충족의료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에

서 교육수준, 교용상태,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학적 요인이나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미

충족의료 경험률의 변화를 보고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김수정& 허순임, 2011;

이주은&김태현,2014;허순임&이혜제,2016).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

구에서는 물집결핍지수(Carstairs Index)나(김동진, 2011) 의료비용에 대한 집중지수

(Concentration Index)와 같이 형평성 측정을 위한 별도의 지표를 도입하여 인구 집단

전체의 수준에서 의료 이용 격차의 증감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김영선,2012).

미충족의료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는 Anderson(1995)의 의료행동

모델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새롬 외,2016). Anderson(1995)는 기존

에 가족 단위의 의료 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Anderson (1968) 모형을 확장시

켜 개인 수준에서의 의료이용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정립된 것으로, 환경- 인구집단

특성 - 건강 행동–결과의 4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특히 인구

집단의 특성에 주목하여 미충족의료를 연구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연구에 따

라 구체적인 지표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소인성 요인에는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

학적 요인이나 직업, 고용상태,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학적 요인들이 빈번하게 포함되

었으며, 가능요인에는 소득과 의료보장 유형과 같이 경제적 자원에 관련한 요인을 활

용한 연구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필요 요인에는 질병의 수와 같은 객관적 건강 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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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 인식이 주로 활용되었다.

건강 행동 요인은 개인적 건강 행동과 의료 서비스 이용이 포함된다. 이들은 서로

수평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개인적 건강 행동은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 위험행동

과 신체활동을 비롯한 건강 증진 행동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Lippke et al, 2012).이

러한 개인적 건강 행동은 건강 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줌으로써 잠재적 의료 수요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의료 서비스 이용은 의료 접근성 개념에서 살펴보

았듯 단순히 의료기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 적절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미충족의료의 개념에서 건강 행동의 위치

는 의료 수요에 대응 하는 공급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건강 수준을 변화시킴으

로서 의료 수요와 의료 서비스의 최종 결과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결과는 건강 수준의 개선과 소비자 만족으로 구성된다. 이는 앞서 의료 접근성 논의

에서 제시되었던 효과적 접근성(Effective access)와 효율적 접근성(Efficient access)

에 대응된다. 결과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건강 수준의 개선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 –

객관적의 양 방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 관점의 차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의료적 타당성에 의한 미충족의료(Clinician-validated unmet need.)를

발생시키며, 의료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통해 충족하지 못한 기대로 인한 미

충족의료(unmet expectations)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과의 개념에 내재된 주관적 - 객관적 평가의 양면적 특성은, 미충족의료를 측정

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된다. 미충족의료의 측정 역시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실제로 의료를 이용하는 주관적 판단을 묻는

방식으로 미충족의료를 측정하며 후자는 필요 의료량과 실제 의료량 간의 차이를 수

치화 하여 계산하는 것이다(Taylor et al, 1975).

주관적으로 미충족의료를 측정할 경우 개인적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에 인지적 편향

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Newacheack et al, 2000), 개인차로 인해 미충족의료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이진용 외, 2006). 그러나 결과에

‘만족’이 포함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미충족의료는 주관성을 전제로 개념화되어 있

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관적으로 측정된 미충족의료를 주로 활용하

였다(문정화& 강민아, 2016; 조성식 2010; 신영전&손정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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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미충족의료 연구는 주로 개인이 가진 속성

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속성들이 미충족의료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로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개인 수준 이상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특히 환경

요인의 경우 Anderson(1995)에서도 의료이용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해외 연구에서 의료시설까지의 거리를 미충족의료의 영향요인으로 검토한 경

우에 비해(Nemet&Bailey,2000 ; Arcury et al, 2005; Bello et al,2012) 국내 연구에서

는 문정화&강민아(2016)에서 의료시설까지의 거리를 포함한 것 외에는 지리적 요인

을 포함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접근성 이외의 미충족의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충족의료의 조사 방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충족의료 연구에 주로 활용된 패

널 자료의 대다수가 의료 기관에 갈 필요를 인지하였으나, 의료 기관에 가지 못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를 미충족의료의 설문 문항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문항에서 의료기관에 가지 못한 것은 접근성(Accessibility)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은 가용성(Availability)를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충족의료는 이

외에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절성(Acceptability)와 만족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고려

해야 한다. 즉 현재까지 연구에서 다루어진 미충족의료 개념을 통해서는 의료 서비스

의 질이나 만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충족의료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기에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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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의 미충족의료 영향요인

노년기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급격한 저하를 겪는 시기이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젊은 층에 비하여 높을 뿐 아니라(허순임&이수형, 2011), 인

지기능이 감퇴하고(Bishop, 2010), 은퇴나 가까운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임정연 외,2016).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노인

은 높은 의료수요를 가진 동시에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자원은 적은 상황에 놓

인다(김진구, 2008)

국내에서는 노인 인구집단을 미충족의료 취약 집단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미충족의

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흥미롭게도, 국

내 연구의 다수는 Anderson의 의료이용 모델에 맞추어 소인 요인, 기능 요인, 필요 요

인을 설정하고 각 요인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소인요인은 성

별, 나이, 교육수준과 같이 개인이 가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일컫고 기능 요인은 소

득, 의료보험 형태, 의료시설까지의 거리와 같이 의료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요인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건강 요인은 주관적 건강인식과 만성질환과 같은 주관적·객관적

건강상태를 포괄하고 있다.

먼저 소인 요인에서는 여성일수록(김수정& 허순임, 2011; 송경신 외, 2011), 교육수

준이 낮을수록(김교성& 이현옥, 2012),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임지혜, 2013; 정영

호 2012), 배우자가 없는 경우(전보영 외,2011)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의 경우에는 고령열일수록 미충족의료가 높다는 연구결과

(박민정, 2014; 황병덕& 최령,2015)와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미충족의료가 높다는

연구 결과(정의신& 박민정, 2011; 문정화& 강민아, 2016)가 혼재되어 있으며, 연구에

따라서는 연령과 미충족의료 간에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김수정& 허순임, 2011)

도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거나(황벽덕& 최령;2015), 주관적 계층인지도가 높은

경우(정의신& 박민정, 2013) 미충족의료가 높게 나타나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이를

종합하면 성별을 제외한 소인요인은 미충족의료를 설명하는 데 안정적이지 못한 지표

임을 알 수 있다.

소인성 요인에서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짐작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미충족의료 개념에 내재된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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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불안정성의 문제이다(김새롬 외,2016). 상술한 바와 같이 미충족의료의 개념 안

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기에 같은 인구집단에 속하더라도 조사 대상과 시점

에 따라서 미충족의료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로 노인 인구

집단 역시 만성질환 유병 여부, 거주지 등에 따라 세분화 할 수 있으며, 세분화 된 인

구집단의 특성에 따라 미충족의료의 영향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커뮤

니티를 대상으로 노인의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능 요인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허순임&김수정 2009;

신영전&손정인, 2009 ; 손수인 외 2010; 문정화&강민아 2016, 황병덕&최령; 2015) 미

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고, 의료보장의 형태 역시 미충족의료의 주요 결정요인

임이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유호신, 2011; 김진구, 2008; 송경신 외, 2011; 전보영 외

2011; 임지혜 2013). 특히 기능 요인은 의료 이용을 통해 개인이 가진 의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충족의료와 관련이 깊다.

특히 노인 인구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을 뿐 아니라(최연희, 2009; 신영석,

2005)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의료 이용 자체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임미영 2001).

따라서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하여 노인 인구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필

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 요인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건강 수준이 좋지 않을 경우 미충

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진구, 2008 정의신&박민정, 2013;

전보영 외, 2011; 신영전&손정인, 2009, 문정화&강민아, 2016) 필요 요인에서 주목할

점은 만성질환 수와 같은 객관적 건강 지표 뿐 아니라, 주관적 건강 수준역시 미충족

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필요 요인은 건강 수준의 변화로 인해 의료

수요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활동 등에도 제한을 주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에도 동시에

영향을 준다.(김미혜&김소희 2001; 김진구, 2008; 송해연 외, 2015)

한편, 최근에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요인들이 미충족의료와

의료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

로 이호성(2004)는 가족의 지지가 노인의 의료이용의 주요 영향요인임을 검증하였고

문정화&강민아(2016)는 낮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적은 지인 수 등이 독거 노인의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우경숙 외(2012)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사회 자본으로 개념화 한 뒤 가정 내 사회자본(가족 구성원수와 혼인상태)와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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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내 사회자본(주변인에 대한 도움 의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참여 경험, 사회 친분

관계 만족도)가 외래서비스 및 입원서비스 모두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사회적 관계가 의료이용 및 미충족의료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적 관계와 지지는 의료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를 충

족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Nelson & Park, 2006) 실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Baiden et al, 2014; Cohen, 1998; Sarason et al.,

1983)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와 미충족의료 관련 연구는 사회적 구

조와의 연관성 하에서 두 요인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경우는 드물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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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상호작용

1. 사회연결망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념과 구성요소

사회연결망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Mitchell(1969)와 Walker&MacBride(1977)의 정의가 가장 널리 쓰인다. Mitchell은 사

회연결망을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의 집합으로서, 그 연결의 특성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성을 지닌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Michell의 정의는 개인의 미시적 상호작용을 통해 연결망이라는 거시적 구조가 형성

되고, 다시 거시적 구조가 그 안에 존재하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김용학&김영진, 2016). 즉 사회연결망은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거시적 구조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Walker&MacBride(1977)을 개인이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감정적 지지와 물질

적 지원, 서비스, 정보,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접촉을 획득하는 개인적인 접촉

(Personal contact)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연결망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서 지속적인 자원의 흐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원의 흐름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

거나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이 가진 자원의 양상을 변화시킨다. Berkman&

Glass(2000)는 사회연결망 이론이 사회적 구조 자체가 자원의 접근성 및 제한을 결정

하는 자원의 흐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가

설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Michell&Trickett(1980)은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구조적 특성, 상호작용 특성, 기능

적 특성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구조적 특성은 연결의 수와 밀도와 같이 네트워크의

계량적 특성을 의미하며, 상호작용 특성은 관계의 상호성·지속성과 같은 관계의 질적

측면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특성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은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각종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Kaplan et al(1977)에서는 Michell&Ticket의 3가지 구성요소 중 기능적 특성을 상호

작용의 일부로 보아,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형태(morphologic)와 상호작용(interaction)

으로 구분하였다. Kan&Antonucci(1980)는 사람들 사이에서 각종 자원을 이동시키는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수송대(Convoy)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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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자원교환(Social exchange)의 일종으로 크게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상호작용은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Brien et al, 1986; Ruehlman& Wolchick, 1988). 즉

항상 긍정적인 관계 또는 항상 부정적인 관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연결되어 있는 행위

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긍정적인 상

호작용(Positive Interaction)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인 상호작용(Negative Interaction)은 갈등(Conflict) 또는 비난

(Criticism)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보호받고, 존중 받고 있으며,

상호 의무를 갖는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로 정의하였다. 이러

한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상호 협동적

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제로서,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지표이다. 또한

Kan과 Antonucci(1980)가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사회적 지지에는 거래적·호혜적 속성

이 내재되어 있다.

연결망 내 행위자들의 사회적 지지는 지지 행동(supportive behaviors)에 의해 표현

된다. House(1981)는 지지 행동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신뢰 등을 포함하는 감

정적 지지, 돈과 관련된 도구적 지지, 피드백과 사회적 비교 등과 관련된 평가적 지

지, 조언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정보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특히 도구적·평

가적·정보적 지지의 경우 물질적 재화와 개인이 가진 자원 접근성에 변화를 통해 건

강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kman&Glass, 2000). 특히 약한 유대(Weak

ties) 개념에서 알 수 있듯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닐지라도 발

생할 수 있다.(Granovetter, 1973).

다만 지지의 이러한 지지 행동의 유형과는 별도로, 인지로서의 지지와 행동으로서

의 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Berman&Glass, 2000). 즉 지지 행동으로 인하여 지지

를 받는다는 인식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변화가 없거나, 때로는 오히려 지지하지 않

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수용된 지지 개념이 제시되기도

하였다(Dunkel-Schtell&Benett, 1990)

행동적 지지와 인지적 지지의 구분은 지지의 부정적 영향성을 고찰할 필요성을 제

기한다(Bruhn, 2009). 가령 A는 B를 지지하기 위한 의도로 조언한 것을 B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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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하는 행위로 인식하였다면, A와 B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

근의 연구에서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지지의 부정적 영향력을 탐색하기도

하였다(Ell, 1984). 과도한 가족의 주목과 걱정은 오히려 직장에 복귀하는 데에 실패하

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Hyman,1972), 암 환자의 경우 사회연결망의 사람들과 상호작

용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Wortman and

Dunkel-schetter, 1979).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지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인지

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긍정적 측면에 비하여 부정적 상호

작용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때문에 두 상호작용의 영향

력을 동시에 비교하는 연구는 사회적 지지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

다.(Schuter et al, 1990) 그러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부정적 상호작용 역시 건강과

의료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두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모두 비교한 연

구의 경우 심리사회적 안녕이나(Rook, 1984) 우울(Schuter et al, 1990)과 같은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에 비해서 부정적 상호작용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

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긍정-

부정 비대칭 효과(Positive-negative asymmetry effect)에 대하여 Baumeister et

al(2001)은 ‘나쁨은 좋음보다 강하다(Bad is Stronger than Good)’는 문구로 표현하기

도 하였다.

사회연결망의 부정적 효과는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Antouncci et al, .1998). 가족의 비판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Fiscella(1997)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지각된 비판은 지각된 정신 건강을 매개로 하여

심리사회적, 생의학적인 목적의 의료방문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던 반면, 사

회적 지지는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부부의 경우,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남성의 경우 의료 이용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Sandberg, 2009)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사회적 연결망의 질에 따라서 사회

적 상호작용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부정적 상호작용의 효과가 심

리사회적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때문에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지지를 함께 다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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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연결망(Social support Network)과 같이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되기도 한

다(McKinlay, 1980). 그러나 이러한 결합이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지지가 동일한 개념

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지지를 구분

하는 것을 중요한 학문적 과제로 생각하였다.(Berkman, 1984; Ell, 1984, ; Israel,1982;

House, 1987)

사회연결망은 사람들 사이에 연결 자체(Linkage)를 의미하고, 사회적 지지는 이러

한 연결을 통해 제공되거나 혹은 결핍된 기능(Function)을 의미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다.(Israel and Rounds, 1987). 특히 House(1987)는 사회연결망

은 연결의 존재 여부와 양, 연결의 형식적 구조, 연결의 기능적·행동적 내용(Content)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이 중 연결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사

회연결망은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는 더 광의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House(1988)은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과정의 개념 하에서 사회연결망과 사

회적 지지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연결망은 관계가 가진 구조적 특성

의 집합인 반면, 사회적 지지는 과정에 속하는 것으로 감정적·도구적인 도움을 제공하

지만 동시에 관계로부터의 요구와 갈등 등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

적 지지는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고 조정함으로써 연결망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도 House의 관점을 따라 사회연결망은

사회적 연결의 구조를 강조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은 연결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개

념으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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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Durkheim은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의 통합정도가 낮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질 뿐 아

니라(Durkheim,1897), 사회적 연결의 단절이 개인의 심리적 웰빙의 결정요인임을 밝

혔다(Durkheim,1951). 이러한 Durkheim의 발견은 사회역학에서 사회연결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Berkman&

Syme(1979)는 사회적 통합의 정도와 사망률 간에 상관이 있음을 보였다. 이후 2세대

연구자들은 사회연결망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연결망의 구조적 측면 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 그 중에서도 특히 긍정적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이 건강

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Berkman&Glass, 2000).

사회적 지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주 효과 모델(Main effect

model 또는 Direct effect model)과 스트레스-완충 모델(Stress-Buffering model) 패

러다임이 존재한다(House, 1981). 주 효과 모델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경험과는

무관하게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반대로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

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스트레스-완충 모델은 사회적 지지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결국 이 두 모델의 구분은 사회적 지지가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중

간 수준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스트레스 수준을 최종적인 건강 결

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두 모델은 모두 사회적 지지와 건강의 관계에 대한 풍부한 근거를 제공한다. 사회

연결망은 흡연과 약물 사용과 같은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Alexander et al.,

2001; Ennett & Baumman, 1993), 연결망에서의 고립은 그 자체로 건강 수준의 악화

를 일으킨다(Cohen at al., 2000). 또한 Cohen(1977)은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가진 사

람들은 감기에 대한 취약성이 감소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면역체

계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Uchino et al, 1996). 일련의 결

과들은 모두 사회적지지가 그 자체로 건강 수준 및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보인

다는 점에서 주효과 모델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한편 스트레스 완충-모델을 활용한 연구들은 스트레스 요인과 질병 사이의 인과적

사슬 안에서 사회적 지지가 복수의 지점에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Cohen&Mc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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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Core, 1981; House,1981, Uchino, 1996) 첫째로, 타인에 대한 믿음은 고도의 스

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심리적 자원을 제공하며(Thoits, 1986), 둘째

로 지지받고 있다는 믿음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으로 인한 감정적 반응을 감소시키

거나 제거한다(Lapore at al, 1996). 또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해결책

을 제시하거나, 문제 상황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hne at al., 2000)

이처럼 사회적 지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명백해지면서, 사회적 지지를

발생시키는 구조 자체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발전하였다. 특히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연결을 통한 실제적인 지지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지지를 주는

행위자를 구분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검증하며, 사회적

연결의 구조와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Israel

&Round, 1987). 연결망 분석의 발달에 따라 점차 연구자들은 사회연결망의 구조와의

연관성 하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

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연결망 분석의 유용성이 알려지면서 사회연결망 및 사회적

지지와 건강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은 주변에 있는 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Youm, 2016) 네트워크의 크기와 밀도는 고혈압의 인지 및 조절

(Beak, 2016) 등 만성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연결

망 내 사람들과의 평균 대화 정도는 BMI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연결망의 양적·질

적 특성이 주관적·객관적 건강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Lee at al, 2013)

사회적 지지의 경우에는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임정연 외

(2016)에 의하면 배우자와 친구, 이웃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지지는 우울으로

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가족 및 친척의 지지는 자살 사고를 가질 가능

성을 낮추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친구와 이웃, 배우자 등 가까운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우울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긍정적 상호작용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 상태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부정적 상호작용은 정신적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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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진행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사회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건강수준의 변화는 의료적 필요

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미충족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

나 미충족의료는 의료 수요와 의료 이용, 그리고 의료 이용을 통한 만족을 모두 포함

하는 종합적 지표이기에, 건강 수준의 변화만으로 사회연결망과 미충족의료의 관련성

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다.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

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의료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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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Breadhead et

al(1989) 연구를 들 수 있다. Breadhead et al(1989)은 사회연결망의 크기와 밀도와 같

은 양적 지표들을 구조적 사회적 지지(Structural social support)로, 자신감 지지

(Confidant support)와 감정적 지지(Affective support)와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의 측

면을 기능적 사회적 지지(Functional social support)로 개념화하고 두 지지가 의료 방

문 횟수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낮은 수준의 기능적 지지를 보고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기능적 지지를

보고한 사람들에 비하여 더 빈번한 의료이용을 보였으며 한 번 방문할 때에도 더 오

랜 시간 의료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준의 기능적 지지는 실제적

으로 의료비 자체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능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상호

작용이 의료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것과 대비되어, 구조적인 측면들은 의료이용

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한다면 의료이용에 있

어서는 사회연결망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연결망의 질적인 측면이나 구성원간의 상호

작용 양상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연결망과 의료이용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특히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이 의료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연결망을 통

해 정보적 지지를 제공받는 이민자의 경우 의료 기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며(Devillanova,2008) 출산 시 적절한 시점에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Mukong&Burns, 2015)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HIV환자들의 일차의료 이용에는 영향을 미친 반면 응급실 이용이나 입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보면(Ramaswamy, 2013) 모든 종류의 의

료 서비스에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긍정적 상호작용의 존재가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별개

로 긍정적 상호작용의 부재가 의료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

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Have(2002)는 혼자 거주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경우, 정신 건강의 문제로 인한 일차 의료의 이용이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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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있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환경에 있을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낮아지고 일차 의

료 방문의 줄어들었던 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했지만 긍정적인 상호작용

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sworkth and

Schaie, 1997).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긍정적 상호작용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

람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반면, 긍정적 상호작용의 감소 또는 부재는 의료 서비스의

이용량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료 이용의 관계를 탐구할

때 중요한 것은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의료 서비스가 실제 사

람들의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즉 의료이용의 적

절성과 만족도의 관점에서 사회연결망,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료이용 간의 관계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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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 KSHAP) 2011-2012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KSHAP은

강화도 1개 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814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크게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문 결과, 사회연결망 상태, 혈압과 골밀도 등 실

제 건강 상태를 조사한 3가지 모듈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설문조사

결과와 사회연결망 상태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그 동안 친구나 가족의 수와 같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들은

많이 수집되었으나, 실제로 사회적 연결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KSHAP 자료의 의의가 있다. 또한 KSHAP 자료는 각 연구대상자를 전수

조사 하였으며 개인의 연결망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함으로써 완전

사회연결망(Complete network)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Lee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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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질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RQ 1 강화도 1개 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사회연결망의 형태와 구조적 특징

은 어떠한가?

RQ 2 노인의 미충족의료 인식은 자아중심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질적 특성, 중심성

요인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가?

RQ 3 노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연결망 특성과 미충족의료의 관계를 매개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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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과 통계 분석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1단계에서

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연결망의 전체적 특성을 파악한다. 특정 커뮤니티의 사

회연결망을 조사할 경우, 그 연결망에는 커뮤니티 외부의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연결망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할 때는 커뮤니티 외부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해야 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1단계의 설문 응답자(814

명)보다 많은 994명이다.

2단계에서는 사회적지지 및 미충족의료, 기타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조사한 설문

자료와 사회연결망 특성을 결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한다. 2 단계에

서는 사회연결망 정보 이외에 일반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므로, 설문 응답자인

814명이 1차 통계 분석 대상자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60세 미만인 경우(N =

49), 연결망 분석 지표를 산출한 수 없는 경우(N=8), 연구의 주요 지표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연결망 크기가 1이하라 연결망의 효과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N=264)를

제외하여 총 493명을 통계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 및 연구대

상을 도식화하면 [그림 1] 와 같다.

1단계

연결망 분석

연구

대상자의

사회연결망에

포함된

모든 사람

N=994

1단계 분석

대상자 중

KSHAP

설문 응답자

N=814

60세 미만

제외

(N=49)

N=765

연결망

지표 산출

불가능

제외

(N=8)

N=757

연구 주요

지표 정보

누락자

제외

(N=264)

N=493

2단계

통계 분석

[그림 1] 연구 절차 및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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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윤리

본 연구는 한국 사회과학 자료원에 기탁된 기존 자료인 『연세 건강 장수 프로

젝트 :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 2011-2012』결과를 재분석

하는 연구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 면제 신청을 하였

고 2017년 5월 8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IRB No. E1705/0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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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방법

1. 사회연결망 분석

1) 전체 연결망 수준 지표

본 연구에서 사회연결망 분석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첫째는 연구 대상자들의 연

결망이 가진 전체 연결망 수준(Global network level)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전

체 연결망 관련 지표는 [표 1]과 같다.(김용학&김영진, 2016)

Ⅰ. 컴포넌트(Component)

컴포넌트는 전체 연결망의 하위 집단 중 하나로, 연결망 내에서 서로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컴포넌트는 약한 컴포넌트(Weak

component)와 강한 컴포넌트(Strong component)로 나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약한 컴포넌트는 연결의 방향을 무시하고 서로 ‘A와 B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를 중심으로 보는 반면 강한 컴포넌트는 연결의 방향까지 고려하여 ‘A와 B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달 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Scott, 2000). 본 연구에서는 약한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연결망의 하부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림 2] 약한 컴포넌트(왼쪽)와 강한 컴포넌트(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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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호혜성(Reciprocity)

호혜성이란 2자 관계(Dyad relationship)의 유형 중 하나로서 방향성이 있는 연결망

(Directed network)에서 두 노드2) 간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연결망에

서 호혜성은 (연결망에 존재하는 상호 연결된 링크의 수)/ (연결망에 존재하는 링크의

총 수)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A,B,C의 세 개의 노드로 구성된 연결망에서 AB만이 상

호 연결되어 있다면 호혜성은 0.333이 된다.3) 호혜성이 높을수록 해당 연결망에서는

양방향적으로 자원을 주고받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Ⅲ. 이전성(Transitivity)

이전성이란 3자 관계(Triad relationship)의 하나로 A→B, B→C의 관계가 존재할

때 A→C의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즉 이러한 이전성의 존재는 노

드 간의 관계를 무작의 연결망(Random network)에 비해 조밀하게 만들어준다. (연결

망에 존재하는 이전성을 갖춘 삼자 관계의 수) / (연결망에서 이전성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삼자 관계의 수)의 비율로 전체 연결망 이전성을 측정할 수 있다.

Ⅳ. 중심화(Centralization)

중심화란 전체 연결망의 형태가 어느 정도 중앙에 집중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다. 즉 한 점을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는 연결망일수록 연결망 중심성이 높아지며, 한

점으로 모든 연결이 수렴되어 있는 방사선 형태의 연결망의 중심화 수치가 가장 높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 정도 중앙성을 바탕으로 중심화를 측정하였다.

Ⅴ. 이웃 군집 계수(Local clustering coefficient)

이웃 군집 계수는 ( 노드별 자아 중심 연결망 밀도)/(연결망 내 노드의 수)로 측정

한다. 개별 노드를 중심으로 이웃들 간의 군집화 정도를 계산한 후 평균을 내어 연결

망 전체의 군집화 정도를 살펴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집단 군집 계수4)(Global

clustering coefficient)와 구분된다.

2) 연결망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을 ‘노드’(Node)라 칭하며, 대상 간의 연결을 ‘링크’(Link)라고 칭한다.

3) 실제 상호 연결되어 있는 링크의 수 : 1,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연결 링크 수 : 3(AB, BC,

AC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을 경우)이기에 1/3= 0.333이 된다.

4) 집단 군집 계수는 (이전성을 갖춘 3자 관계의 수)/ (3자 관계에서 3개의 노드가 2개 이상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의 수)라는 점에서 이전성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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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앙성

가. 내향 연결 중앙성(In-Degree Centrality)

내향 연결 중앙성은 방향이 있는 연결망(Directed network)에서 한 노드를 향해 들

어오는 방향의 연결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내향 연결 중앙성은 행위자의 인기

(Popularity)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나. 외향 연결 중앙성(Out-Degree Centrality)

외향 연결 중앙성은 방향이 있는 연결망(Directed network)에서 한 노드를 향해 나

가는 방향의 연결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외향 연결 중앙성은 행위자의 활동성

(Activity)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지표명 지표의 정의

A. 전체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지표

호혜성 연결망에존재하는링크의총수
연결망에존재하는상호연결된링크의수

이전성 연결망에서이전성을갖출 가능성이있는삼자관계의수
연결망에존재하는이전성을갖춘삼자관계의수

중심화  
max

  



   


 



   
5)

군집계수 연결망내노드의수
각노드별자아중심연결망밀도

B. 중앙성 관련 지표

내향 연결

중앙성

행위자 i로부터 다른 모든 행위자들
j로부터 받는 관계의 수

외향 연결

중앙성

행위자 i로부터 다른 모든 행위자들
j에게 가는 관계의 수6)

[표 1] 전체 연결망 수준의 지표

5) 분자는 가장 중심성이 높은 점과 다른 모든 점들의 중앙성 차이의 총합이며, 분모는 한 노드의 중

앙성과 나머지 노드들의 중앙성 차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에서의 차이의 합을 의미한다.(김용학&김

영진, 2016). 본 논문은 내향 연결 중심성을 중심으로 연결망 중심화를 측정하였다.

6) 엄밀히 말하면 이는 외향 연결 정도, 또는 내향 연결 정도를 의미하지만, 연결 정도 자체를 중앙성

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같이 표기하였다(김용학&김영진, 2016), 단 이 값은

표준화된 값이 아니므로 크기가 다른 연결망과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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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 중심 연결망 수준 지표

연결망 분석의 두 번째 목표는 자아 중심 수준의 연결망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아 중심 연결망 지표는 통계분석에서 독립지표로 활용되는 주요 변인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분석 지표는 [표 2]와 같다.

Ⅰ. 자아 중심 연결망 크기

본 연구의 자아 중심 연결망 크기는 연구 참여자가 평소에 가장 자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을 최대 5명까지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를 포함하여 1명당 사회연결망은 최소 0명, 최대 6명의 크기를 갖는다. 본 연

구에서는 사회연결망 구성이 1명 이하일 경우 연결망의 효과를 파악할 수 없음을 고

려하여, 연결망 크기가 최소 2이상 최대 6이하인 사람만을 통계분석 대상자로 선정하

였다.

Ⅱ. 자아 중심 연결망 밀도(Ego-Centric Network Density)

자아 중심 연결망 밀도란 Ego와 Alter로 이루어진 자아 중심 연결망 안에서 Ego를

제외한 Alter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실제 존재하는 Alter 간 연결

의 수)/(Alter 간 존재할 수 있는 연결의 최대치)로 측정된다.

Ego란 Ego-Network의 중심이 되는 행위자로, 본 연구의 개별 연구대상자가 해당

된다. Alter란 Ego-Network에 존재하는 Ego이외의 행위자로, 본 연구에서는 Ego가

지목한 ‘평소에 자주 이야기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그림 3]와 같이 1개의

Ego가 총 4명의 Alter와 연결되어 있고, Alter 사이에는 서로 3개의 연결이 있을 경우

자아 중심연결망 밀도는 3/{(4-1)*(4-2)} = 0.5가 된다.

Ⅲ.자아 중심 연결망 구성 지표

가. 건강 문제 상담자 비율

친구 비율이란 자아 중심 연결망 구성원 중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과 관련

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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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아중심 연결망 크기 및 밀도 예시(크기 = 4, 밀도 = 0.5)

나. 동거인 비율

동거인 비율이란 자아 중심 연결망 구성원 중에서 동거인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가족 비율의 경우 친구 비율과의 상관성이 높아, 통계 분석 시 다중공산성

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자녀가 타지에 사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인에

비해서 지각된 지지에 미칠 영향력이 낮을 것이라 판단하여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비

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Ⅳ. 자아 중심 연결망 활성화 지표

가. 평균 의사소통 정도

평균 의사소통 정도란 개인이 가진 자아 중심 연결망 내 행위자 별로 의사소통 하

는 정도를 합산 한 후 자아 중심 연결망 크기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정도는

“이분과 얼마나 자주 이야기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일’ 부터 ‘1년에 1번 미

만’까지의 8점 척도로 조사되었다7). 본 연구에서는 응답에 따라 수치를 365부터 0까지

수치로 변환하여 합산한 뒤, 연결망 크기로 나눔으로서 평균을 계산하였다.

나. 평균 접촉 정도

7) 1. 매일(365) 2. 일주일에 여러 번(208) 3.일주일에 한번(52) 4. 2주일에 한번(26) 5. 한달에 한번(12)

6.일년에 여러번(6.5) 7.일년에 1번(1) 8.일년에 1번 미만(0)으로 재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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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접촉 정도란 개인이 가진 자아 중심 연결망 내 행위자 별로 직접 만나는 정도

를 합산 한 후 자아 중심 연결망 크기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직접 만나는 정도는 “이

분과 직접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일’ 부터 ‘한 번도 없다’까

지의 9점 척도로 조사되었다8). 본 연구에서는 응답에 따라 수치를 365부터 0까지 수

치로 변환하여 합산한 뒤, 연결망 크기로 나눔으로서 평균을 계산하였다.

다. 평균 친밀도

평균 친밀도란 개인이 가진 자아 중심 연결망 내 행위자 별로 지각된 친밀함의 정

도 정도를 합산 한 후 자아 중심 연결망 크기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지각된 친밀도는

“이분과 얼마나 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리 친하지 않다’ 부터

‘아주 많이 친하다’까지의 4점 척도로 조사되었다9). 본 연구에서는 응답결과를 개인별

로 합산한 뒤, 연결망 크기로 나눔으로서 평균을 계산하였다.

이상의 지표 중 자아 중심 연결망의 구성 및 활성화에 관련된 지표를 제외한 연결

망 지표는 Netminer 4.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8) 1. 매일(365) 2. 일주일에 여러 번(208) 3.일주일에 한번(52) 4. 2주일에 한번(26) 5. 한달에 한번(12)

6.일년에 여러번(6.5) 7.일년에 1번(1) 8.일년에 1번 미만(0), 9 한번도 없다(0)으로 재코딩하였다.

9) 1.그리 친하지 않다(1), 어느정도 친하다(2), 많이 친하다(3), 아주 많이 친하다(4)로 코딩되었다. 따

라서 평균 친밀도 수치가 높을수록 연결망 내 친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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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지표의 정의

A. 자아 중심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 관련 지표

연결망 크기
평소에 가장 자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의 수 +

배우자 (최소 2, 최대 6)

자아중심

연결망 밀도   








≠ ≠ 10)

연결망 내

건강문제

상담자 비율

자아중심연결망크기
건강과관련한문제를상담할확률이높은사람의수

연결망 내

동거인 비율
자아중심연결망크기

동거인의수

B. 자아 중심 연결망의 활성화 관련 지표

평균

의사소통 정도
자아중심연결망크기
가들과 의사소통하는정도의 총합

년단위 11)

평균 접촉 정도 자아중심연결망크기
가들과 만나는 정도의 총합

년단위 

평균 친밀도 자아중심연결망크기
가 들에게 느끼는 친밀도의 총합

[표 2] 연결망의 자아 중심 수준 특성 관련 지표

10) Lee et al(2013)에서 제시한 자아 중심 연결망 밀도 공식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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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분석

1) 변수구성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산출된 지표 중 자아 중심 연결망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분

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방법은 [표 3]과 같다.

Ⅰ.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중 자아 중심 연결망 수준 지표 전체와 중심성

관련 지표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에 활용되는 사회연결망 관련 지표

들을 성별, 나이 등과 같이 개인이 가진 속성 중 하나로 가정하였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 다중공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pearman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12), 평균 의사소

통 정도와 평균 접촉 정도 간에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Spearman correlation = 0.92)

가 발견되었다. 다중공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 접촉 정도는 통계 분석 시

에는 제외되었다.

또한 의사소통 정도가 범주형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 의사소통 정

도를 ‘상’, ‘중’, ‘하’로 재범주화하였다.13) 또한 연결망의 크기와 밀도 간 에는 부적상

관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Lee et al.(2013)의 지적과 높은 밀도의 연결망은 응집적이며

높은 수준의 지지 체계를 제공한다는 Stokes(1983)의 논의를 수용하여 연결망 밀도

는 성긴 연결망(Coarse network)과 밀집된 연결망(Dense network)로 범주화하였

다.14)

Ⅱ. 매개변수

매개변수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상호작용의

12) 연결망에서 산출된 지표의 경우 모두 연속형 지표이기는 하지만, Shapiro-Wilk Normality Test

결과 모든 지표가 매우 극단적으로 정규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규성을 극단적으

로 위반하는 경우 Spearman 상관계수를 구함으로써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Mukaka,2012)

13) 평균 의사소통 정도의 범주 구분 기준의 경우 같은 자료를 활용한 Lee et al.(2013)의 기준을 따라

평균 186일 미만일시 ‘하’, 186일-364일 일시 ‘중’, 365일일시 상을 부여하였다.

14) 자아중심 연결망의 평균 밀도를 기준으로 평균 밀도 이하는 성긴 연결망으로, 평균밀도 이상은 밀

집된 연결망으로 구분하였다. 성긴 연결망의 경우에는 0, 밀집된 연결망의 경우에는 1로 코딩되어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은 본 연구의 연구자료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Beak et al(2016)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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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이 인지한 긍정적 상호작용의 정도와 부정적 상호작용의

정도를 모두 포함함으로서 상호작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KSHAP에서는 Schuter et al.(1990) 이 개발한 긍정적 상호작용 척도와 부정적 상

호적용 척도 중 일부를 발췌하여 활용하였다(최지현 외,2016). 긍정적 상호작용의 경

우 ‘걱정거리를 타인에게 얼마나 털어놓을 수 있는가’와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자

주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의 두 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정적 상

호작용의 경우 ‘타인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자주하는지’와 ‘타인이 얼마나 자신을

비난하는지’의 두 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5)

또한 KSHAP 조사는 상호작용 정도를 배우자·가족이나 친척·친구와 이웃 관계로 나

누어 각각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

적 상호작용이 각각 조사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6문항이

(2문항 * 관계유형 3) 활용되었으며 각 상호작용 유형별로 총점의 범위는 0-18점이다.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관련된 모든 상호작용 점수를 0점으로 간주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0-6점을 저수준, 7-12점을 중수준, 13-18점을 고수준의 상호작용

으로 범주화하여 활용하였다

Ⅲ. 종속변수

종속변수로는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를 설정하였다.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는 ‘최근 1

년 동안, 자신이 병의원(치과 미포함)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미충족의료 있음으로 정의하였다. 설문 문항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충족의료 경험 중 의료 접근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Ⅵ. 통제변수

사회연결망의 특성이 개인의 주관적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제외한 미충족의료 영향요인인 통제 변수로

15)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모두 1.전혀 하지 않는다(전혀 할

수 없다). 2.거의 하지 않는다(거의 할 수 없다) 3.가끔 한다(가끔 할 수 있다) 4. 자주 한다(자주 할

수 있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전혀 하지 않는다(0), 거의 하지 않

는다(1), 가끔 한다(2), 자주 한다(3)으로 재코딩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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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Anderson(1995)에서 제시한 의료접근성의 영향요인에 해당하거나 국내

미충족의료 선행 연구에서 미충족의료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사례가 있는 경우를 통

제 변수의 선정 근거로 삼았다.

가. 소인성 요인

소인성 요인으로는 나이,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

태, 종교 활동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연구대상자들이 노인임을 감안

하여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16) 경제활동

상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1,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종교 활동 여부는 ‘종교가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종교 없음에 응답한 경우를 0, 자신의 종교를 응답한 경우에는 1로 코딩하였다.

나. 가능 요인

기능요인으로는 소득과 같은 경제적 자원과 배우자 유무, 독거 여부, 자녀의 수와

같은 가족 자원을 포함하였다. 경제적 자원의 경우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 만원 이상, 응답 거부군으로 분류하였다.17) 배우자 유무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있을 경우 1, 없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독거 여부의 경우에는 독

거할 경우 1, 독거하지 않을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자녀의 수는 현재 살아 있는

아들과 딸의 수를 합산하여 활용하였다.

다. 필요 요인

필요 요인으로는 객관적 건강수준으로서 만성질환 수, 주관적 건강수준으로서 주관

적 건강 수준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신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지각된 스트

레스 정도를 사용하였다. 만성질환 수의 경우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

증, 골다공증,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 관절염, 폐결핵, 천식, 백내장, 녹내장, 우울증을

대상으로 개인별 총합을 구하여 활용하였다. 주관적 건강 수준의 경우 전반적으로 귀

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 최고로 좋다 - 아주 좋다- 좋다-

조금 나쁘다- 나쁘다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응답을 한 경

16) 이와 같은 교육수준 분류는 문정화와 강민아(2016)에서 활용한 교육수준 분류를 따른 것이다.

17) 이러한 분류는 본 연구와 같은 연구자료를 활용한 선행 연구 중 하나인 Youm(2016)의 분류를 따

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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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1, 부정적 응답을 한 경우에는 0으로 이분 변수화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단히 많

이- 많이–조금–거의 느끼지 않는다의 4개 응답을 통해 조사되었다.

라. 의료 이용 요인

의료 이용 요인으로는 병원/ 보건소 이용 횟수, 병원/보건소 이용 만족도, 건강검진

참여 여부가 포함하였다. 병원 /보건소 이용횟수는 연구 참여자들의 1달 간 평균 이용

횟수를 기초로 1년 간 평균 이용횟수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병원/보건소 이용 만족

도의 경우 매우 불만-불만-보통-만족-매우 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마

지막으로 건강검진 참여 여부는 ‘최근 2년간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1, 아닌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마. 건강 행동 및 기타 요인

건강 행동 요인으로는 흡연 여부 및 음주 여부를 포함하였다. 흡연 여부는 현재 흡

연 여부를 기준으로 흡연 시 1, 흡연 하지 않을 시 0으로 코딩하였다. 음주여부는 음

주할 시에는 1, 음주하지 않을 시 0으로 코딩하였다.

기타 요인으로는 사회 참여 정도와 삶의 만족도 K면 거주 기간을 포함하였다. 사회

참여 정도의 경우 노인회 행사, 자원봉사, 종교단체 활동, 친목·사교단체 활동, 취미

또는 여가 활동, 지역사회 활동, 노인 일자리 사업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참여 하는 항

목의 총합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 보통이다 – 만족한다 – 매우 만족스럽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K

면 거주 기간은 ‘현재 살고 있는 K면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년 단위로 조사되었다. K면 거주 기간 연구대상자들이 K면이 가진 의료 환경에 노출

된 기간을 파악하는 지표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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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 유형 세부 사항 비고

A. 독립변수

자아 중심 연결망 크기 연속형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활용

자아 중심 연결망 밀도 범주형
평균 이하 = 0

평균 초과 = 1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활용

건강 문제 상담자 비율 연속형

동거인 비율 연속형

평균 의사소통 정도 범주형

상 = 3

중 = 2

하 = 1

상 = 365일

중 = 186일-364일

하 = 186일 미만

평균 친밀도 연속형

내향 연결 중앙성 연속형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활용

외향 연결 중앙성 연속형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활용

B. 매개변수

긍정적 상호작용 범주형

상 = 3

중 = 2

하 = 1

범위 = 0-18점

상 = 13-18점

중 = 7-12점

하 = 0-6 점

[표 3] 변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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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상호작용 범주형

상 = 3

중 = 2

하 = 1

범위 = 0-18점

상 = 13-18점

중 = 7-12점

하 = 0-6 점

C. 종속변수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 범주형
네 = 0

아니오 = 1

D. 통제변수

나이 연속형

성별 범주형
남성 = 0

여성 =1

교육수준 범주형

무학 =0

초등학교 = 1

중학교 이상 = 2

경제 활동 여부 범주형
아니오 = 0

예 = 1

종교 활동 여부 범주형
아니오 = 0

예 = 1

소득수준 범주형

1000만원 미만 =A

1000이상 -

2000 만원 미만 =B

2000 만원 이상 =C

응답 거부군 = Refusal

질적 변수로 처리

배우자 유무 범주형
없음 = 0

있음 = 1

독거 여부 범주형
아니오 = 0

예 =1

동거인의 수를

통해 범주화

자녀의 수 연속형

만성질환 수 연속형

주관적 건강 수준 범주형
나쁘다 = 0

좋다 = 1

스트레스 수준 범주형

거의 느끼지 않음 = 1

조금 느낌 =2

많이 느낌 =3

대단히 많이 느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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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 횟수 연속형 1년 기준

병원 만족도 연속형 5점 리커트 척도

보건소 이용 횟수 연속형 1년 기준

보건소 이용 만족도 연속형 5점 리커트 척도

건강 검진 여부 범주형
아니요 = 0

예 =1

흡연 여부 범주형
아니오 = 0

예 = 1

음주 여부 범주형
아니오 = 0

예 = 1

사회 참여 정도 연속형

삶의 만족도 연속형 5점 리커트 척도

K면 거주 기간 연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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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 모형

2) 통계 분석 모형 및 절차

본 연구의 모형은 개인이 가진 다양한 속성 중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영

향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사회연결망 특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이 미충족의료

에 유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모

형을 도식화 하면 [그림 4]와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미

충족의료에 대해 빈도분석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 독립변인 간 다중공산성 여부를 추정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상관분석의 경우 Shapiro-Wilk Normality Test 결과 모든 독립변수가 매우

극단적으로 정규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독립변수 간에는

Spearma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이후 미충족의료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연결망 변수와 사회적 상호작용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미충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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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호작용 유형을 분류하여

각각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매개효과는 Baron&Kenny(1986)이 제

시한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Baron& Kenny(1986)에 따르면 [표 4]와 같이 총 6단계

에 걸친 다중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매개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상의 모

든 통계분석은 R 3.3.3 version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A.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유의성 확인

1단계 통제변수
매개변수

(사회적 상호작용)

2단계 통제변수+독립변수(사회연결망 요인)
매개변수

(사회적 상호작용)

B.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유의성 확인

3단계 통제변수 종속변수(미충족의료)

4단계 통제변수+매개변수(사회적 상호작용) 종속변수(미충족의료)

5단계 통제변수+독립변수(사회연결망 요인) 종속변수(미충족의료)

C. 매개변수의 매개효과 검증

6단계 통제변수+독립변수+매개변수 종속변수(미충족의료)

[표 4] Beraon&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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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사회연결망 분석

1. 전체 수준 사회연결망 특성

KSHAP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의 의사소통 연결망을 시각화 하면 [그림

5]와 같다. 이 그림에서 붉은 점은 개별 행위자를 의미하며, 두 점 사이의 회색 선

은 두 행위자가 평소에 자주 의사소통하는 관계임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연결망의

특성상 본 연결망에는 K면에 거주하지 않거나, K면에 거주하지만 60세 미만인 사

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5] KSHAP 연구 참여자의 의사소통 네트워크(N=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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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 KSHAP 연결망은 큰 컴포넌트와 중간 크기의 컴포넌트가 1개씩 분

포하고 다수의 작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컴포넌트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컴포넌트

크기
765 62 7 4 3 2

컴포넌트 수 1 1 1 4 16 48

누적

행위자수(N,%)

765

(76.96)

827

(83.02)

834

(83.90)

850

(85.51)

898

(90.34)

994

(100)

[표 5] KSHAP 연결망 컴포넌트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총 71개의 컴포넌트가 발견되었다. 특히 2개의 컴포넌트 안에 연결망

전체 행위자의 80%이상이 포함된다는 점은 KSHAP 연결망 내 행위자들은 서로 활

발히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크기가 1인 컴포넌트가 존재하지 않으므

로, 이 연결망 내에 고립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결망의 호혜성, 이전성, 중심화, 군집계수 등은 주어진 연결망이 얼마나 조밀한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KSHAP 연결망을 대상으로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18)

지표명 호혜성(Arc) 이전성 중심화 군집계수

수치 0.445 0.136 0.725 0.188

[표 6] KSHAP 연결망의 전체 수준 관련 지표 요약

분석 결과 2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호혜성은 0.445로, 3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전

성은 0.136 정도로 호혜성 정도에 비해 이전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중심화 지수

는 0.725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군집계수는 0.188로 낮은 편이었다.

18) 표 6의 호혜성, 이전성, 중심화 지표값은 모두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높다고 해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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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의 사회연결망 특성

1) 연결망 변수 간의 상관관계

연결망 변수를 통계 분석에 활용하기 전, 다중공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망 변

수 간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결망 변수의 경우 Shapiro-Wilk Normality Test 결

과 정규성을 극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결망 변수들을

에 대하여 Spearman 상관계수를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Mukaka,2012).

그 결과 평균 의사소통 정도와 평균 접촉 빈도 간에 0.924의 강한 양의 상관성이 관

측되었다([표 7]). 평균 접촉빈도와 평균 의사소통 정도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보아 두 지표는 서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두 변수를 같은 통계 모델

에 넣을 경우 다중공산성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이 평

소에 자주 의사소통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을 고려하여 두 변수 중 평균

접촉 빈도를 제외하고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반면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

작용의 경우 상관성이 0.203정도로 낮게 나타나 두 변수를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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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크기 연결망밀도

건강문제

상담자

비율

동거인

비율

내향연결

중앙성

외향연결

중앙성

평균

의사소통

정도

평균

만남 빈도

평균

친밀도

긍정적

상호작용

부정적

상호작용

연결망크기 1

연결망밀도 0.188 1

건강문제

상담자

비율

0.021 0.054 1

동거인

비율
-0.273 -0.134 0.2 1

내향연결

중앙성
0.199 0.233 0.144 -0.002 1

외향연결

중앙성
0.52 0.288 -0.226 -0.105 0.029 1

평균

의사소통

정도

-0.193 0.191 0.011 0.136 0.052 0.327 1

[표 7] 사회연결망 및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 간의 Spearman 상관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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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만남

빈도
-0.24 0.188 -0.037 0.165 0.023 0.372 0.924 1

평균

친밀도
0.171 0.089 0.527 0.006 0.187 -0.079 0.053 0.029 1

긍정적

상호작용
0.313 0.069 0.049 0.262 0.246 0.307 0.152 0.121 0.044 1

부정적

상호작용
0.093 0.01 -0.021 0.175 0.014 0.091 0.099 0.11 0.049 0.2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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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별 사회연결망의 일반적 특성

KSHAP 연결망에 존재하는 994명 중, 통계분석에 포함되는 493명을 대상으로 자개

인의 사회연결망 특성을 기초 분석한 결과는 [표8]19)과 같다. 먼저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자아 중심 연결망의 크기는 평균 3.2명이었으며 응집된 연결망

(39.4%)보다는 성긴 연결망(60.6%)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다. 평소에 자주 의

사소통 하는 사람 중 건강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의 비율은 50%정도로 나타났으며,

30%는 동거하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결망의 질적 특성을 살펴보면, 개인의 연결망 내에서 발생하는 평균 의

사소통 정도는 258.4일로 나타났다. 이들을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범주화 한 결과 상

(164명, 33.3%), 중(193명, 39.1%), 하(136명, 27.6%)로 분류되어 중범위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결망 구성원의 평균 만남 정도는 251

일로 나타났으며 상(164명, 33.3%), 중(168명, 34.1%), 하(161명, 32,7%)로 비교적 고르

게 나타났다.

평균 친밀도의 경우 평균 3.2점(최대 4점)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결망의 중앙

성 정도를 살펴보면 내향 연결 중앙성은 평균 2.3, 외향 연결 중앙성은 평균 2.6으로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정도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평균

10.8점으로 높은 반면 부정적 상호작용은 4.2점으로 낮은 수준에 불과해 서로 큰 차이

를 보였다. 상호작용을 범주화한 결과 긍정적 상호작용은 상(143명, 29%), 중(303명,

61.5%), 하(47명 9.5%)로 중간 수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였

으나, 부정적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상(18명, 3.7%), 중(69명, 14%), 하(406, 82.4%)로

높은 수준의 부정적 경험을 하는 사람은 소수인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연속형 변수 : 평균±표준편차, 범주형 변수 : N(%)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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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값

자아 중심 연결망 크기 3.2 ± 1.1

자아 중심 연결망 밀도

성긴 연결망 299 (60.6%)

응집된 연결망 194 (39.4%)

건강문제 상담자 비율 0.5 ± 0.4

동거인 비율 0.3 ± 0.2

평균 의사소통 정도(연속) 258.4 ± 94.6

평균 의사소통 정도(범주)

하 136 (27.6%)

중 193 (39.1%)

상 164 (33.3%)

평균 만남 정도(연속) 251.1 ± 101.0

평균 만남 정도(범주)

하 161 (32.7%)

중 168 (34.0%)

상 164 (33.3%)

평균 친밀도 3.2 ± 0.7

내향 연결 중앙성 2.3 ± 1.7

외향 연결 중앙성 2.6 ± 1.2

긍정적 상호작용(연속) 10.8± 3.3

긍정적 상호작용(범주)

하 47 ( 9.5%)

중 303 (61.5%)

상 143 (29.0%)

부정적 상호작용(연속) 4.2 ± 3.5

부정적 상호작용(범주)

하 406 (82.3%)

중 69 (14.0%)

상 18 ( 3.7%)

[표 8] 개인의 사회연결망 및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

(N=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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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통계 분석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9]와 같다20) 사회 인구적 요인의 분석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는 평균 72.4세였으며 남성(43.2%)에 비해 여성(56.8%)의 비율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무학(31%)과 초등학교(43.2%)이 전체의 70%이상을 차

지하였으며, 전체의 58%정도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2개(1.8) 정도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전체의 72.2%

정도가 현재도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경우 50%정도가 연

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반면,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8.5%에 불과하여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거주 환경 및 가족 자원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의 평균 K면 거주 년 수는 평균

51.4년이었다. 응답자의 76.5%정도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으며, 평균 자녀의 수는

3.6명으로 나타났다. 독거하는 사람은 13.6%를 차지하였다. 건강상태와 관련하여서

연구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2개정도(1.9개)의 만성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좋다(59%)라고 응답한 사람이 나쁘다

(41%)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많았으며 삶의 만족도는 평균 3.5점으로 나타났다. 스트

레스 수준의 경우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198명,40.2%)과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226명, 45.8%)가 전체의 85%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를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4%정도였다. 응답자들의 건강 위험 행동을 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약 13% 정도가 현재도 흡연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음주 비율은

그보다 높은 34.5%였다.

응답자들의 의료이용을 양상을 살펴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1년간 보건소는 평균

12.2일, 병원은 14.9일 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와 병원 이용량 정도에

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의료 만족도의 경우에도 보건소(3.1점)와 병원(3.3점) 모두 보통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0) 연속형 변수 : 평균±표준편차, 범주형 변수 : N(%)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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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명으로 전체의 93.7%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미충족의료를 경험하

는 사람은 31명으로 전체의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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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값

나이 72.7± 6.8

성별

남자 213 (43.2%)

여자 280 (56.8%)

교육수준

무학 153 (31.0%)

초등학교 213 (43.2%)

중학교 이상 127 (25.8%)

경제 활동 여부

아니오 137 (27.8%)

예 356 (72.2%)

종교활동 여부

아니오 286 (58.0%)

예 207 (42.0%)

소득수준

응답 거부 103 (20.9%)

1000만원 미만 252 (51.1%)

1000~2000만원 미만 96 (19.5%)

2000만원 이상 42 ( 8.5%)

배우자 유무

없음 116 (23.5%)

있음 377 (76.5%)

독거여부

아니오 426 (86.4%)

예 67 (13.6%)

자녀의 수 3.6 ± 1.5

만성질환 수 1.9 ± 1.6

[표 9]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493)

변수명 값

주관적 건강

나쁘다 202 (41.0%)

좋다 291 (59.0%)

스트레스 수준

거의 느끼지 않음 198 (40.2%)

조금 느낌 226 (45.8%)

많이 느낌 63 (12.8%)

대단히 많이 느낌 6 ( 1.2%)

보건소 이용 횟수 12.2 ± 16.0

보건소 이용 만족도 3.1 ± 1.8

병원 이용 횟수 14.9 ± 21.3

병원 이용 만족도 3.3 ± 1.5

건강검진 여부

아니오 48 ( 9.7%)

예 445 (90.3%)

흡연여부

아니오 428 (86.8%)

예 65 (13.2%)

음주여부

아니오 323 (65.5%)

예 170 (34.5%)

사회 활동 참여 개수 1.8 ± 1.5

삶의 만족도 3.5 ± 0.7

K면 거주 년 수 51.4 ± 24.2

미충족의료 여부

아니오 462 (93.7%)

예 31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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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충족의료 영향요인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사회연결망 및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연구대상자의 미충족의료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10]). 다중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인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제변인 중 나이, 주관적 건강 수준, 스트레스 정도가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이가 1살 증가할

때마다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은 1.13배 증가하였다. 또한 자신의 건강 수준을 좋

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경우 ‘나쁘다’고 인식하는 사람 보다 미충족의료 경험을 보고

할 확률이 5.26배(1/0.19) 낮았다. 스트레스 수준의 경우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에 비하여 조금 느끼는 군은 미충족의료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고 수준

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미충족의료 경험이 증가하였다. 스트레스

를 많이 느끼는 경우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6.65배, 매우 많이 느끼는 경우에는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20.8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연결망 변인 중에는 연결망의 양적 지표에 해당하는 연결망 크기, 연결망 밀도,

연결망 건강 문제 상담자 비율, 연결망 내 동거인 비율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연결

망에서 얼마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심성 지표 역시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연결망의 질적 지표 중에는 평균 의사소통 정도가 미충족의료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의사소통 범주에 따라서 달라졌다. 연

결망에서의 평균 의사소통 정도가 ‘중’그룹에 속한 사람은 ‘저’ 그룹에 속한 사람에 비

하여 미충족의료를 보고할 확률이 5.56배(1/0.18)정도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소통 정도가 ‘고’ 그룹에 속한 사람은 ‘저’ 그룹에 속한

사람보다 미충족의료를 보고할 확률이 2.5배(1/0.4)정도 낮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평균 친밀도의 경우에는 미충족의료 경험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 변인의 경우 긍정적 상호작용은 미충족의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지 못한 반면, 부정적 상호작용은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호작용의 수준별로 비교하여 보면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이 ‘중’인 그룹과 ‘저’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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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미충족의료 경험을 보고할 확률이 2.91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는 않았다. 반면, 부정적 상호작용이 ‘고’에 속하는 사람은 ‘저’에 속하는 사람에 비해

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19.6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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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95%CI p-value

나이 1.13 (1.02 - 1.26) 0.026*

여성
(reference:남성) 1.43 (0.29 - 7.93) 0.6676

교육
(reference:무학)

초등학교 1.09 (0.29 - 4.25) 0.9026

중학교이상 1.37 (0.18 - 10.15) 0.7573

경제활동여부
(reference:일하지 않음)

0.4 (0.11 - 1.33) 0.1345

종교활동 여부
(reference : 종교 없음)

2.68 (0.91 - 8.37) 0.0779

소득수준
(reference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 2000만원 미만 0.46 (0.06 - 2.4) 0.4024

2000만원 이상 1.87 (0.15 - 16.03) 0.5869

응답 거부 0.24 (0.04 - 1.1) 0.0868

배우자 유무
(reference:배우자 없음) 0.36 (0.04 - 2.99) 0.3463

독거 여부
(reference:독거하지 않음) 0.4 (0.05 - 3) 0.3801

자녀의 수 1.04 (0.68 - 1.58) 0.8628

만성질환 수 1.09 (0.73 - 1.61) 0.6665

주관적 건강
(reference:나쁘다) 0.19 (0.05 - 0.69) 0.0168*

스트레스
(reference :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끼는 편 3.21 (0.81 - 15.65) 0.1148

많이 느끼는 편 6.65 (1.46 - 36.14) 0.0184*

대단히 많이 느낌 20.82 (1.45 - 300.15) 0.0219*

보건소 이용 횟수 1 (0.96 - 1.03) 0.9934

보건소 이용 만족도 1.1 (0.76 - 1.65) 0.6238

병원 이용 횟수 0.99 (0.96 - 1.02) 0.6659

[표 10] 미충족의료 영향요인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 57 -

병원 이용 만족도 1.46 (0.86 - 2.98) 0.2174

건강검진
(reference : 검진 받지 않음)

2.07 (0.32 - 20.49) 0.4826

흡연
(referece:흡연하지 않음) 4 (0.74 - 21.83) 0.1023

음주
(reference:음주하지 않음) 1.19 (0.28 - 4.85) 0.8047

사회 활동 참여 0.68 (0.45 - 0.99) 0.0517

삶의 만족도 0.51 (0.24 - 1.08) 0.0806

K면 거주 년수 1.02 (0.99 - 1.05) 0.2062

연결망 크기 1.29 (0.6 - 2.67) 0.5024

연결망 밀도
(reference:평균미만)

1.46 (0.45 - 4.75) 0.5233

연결망 내
건강 문제 상담자 비율 0.72 (0.1 - 5.29) 0.7442

연결망 내 동거인 비율 0.5 (0.02 - 12.75) 0.6805

평균 의사소통 정도
(reference:하)

중 0.18 (0.04 - 0.74) 0.0212*

고 0.4 (0.08 - 1.9) 0.2509

평균 친밀도 1.68 (0.62 - 4.93) 0.3217

내향 연결 중앙성 1.07 (0.77 - 1.45) 0.6593

외향 연결 중앙성 0.87 (0.44 - 1.77) 0.6903

긍정적 상호작용
(reference:하)

중 0.37 (0.07 - 2.07) 0.2476

고 1.16 (0.14 - 10.49) 0.8904

부정적 상호작용
(reference:하)

중 2.91 (0.64 - 13.02) 0.1579

고 19.61 (2.14 - 187.65) 0.0078**

절편 -13.6305 (0 - 0.03) 0.0115*

** p< 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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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수정된 연구모형

3.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검증

1) 위계적 다중 (누적)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의 매개효과 검증

미충족의료의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이 미

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의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앞선 분석에서 사회연결

망의 양적 지표들 중 미충족의료의 영향요인은 없었던 반면 질적 지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연결망 지표 내에서도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서로 달랐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의 질적 지표 중 의사소통의

효과에 중점을 두고 과연 사회적 상호작용이 의사소통 정도가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

호작용을 분리하여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하고자 한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수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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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긍정적 상호작용

먼저 매개변수인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해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통제변수만을 대입한 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과(모형1)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모

두 대입한 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모형2)의 모형 적합도와 유의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형 1의 AIC 값에 비하여 모형2의 AIC값이 감소하였으며 Log likelihood

값 역시 모형 1에 비해 모형2가 더 0에 가까웠다. 모델의 비교를 위하여 우도 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은 긍정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미충족의료를 종속변수

로 하여 통제변수만을 대입한 로지스틱 회귀모형과(모형3) 통제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대입한 로지스틱 회귀모형(모형4)의 모형 적합도와 유의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수를 대입하였을 때 모형의 AIC값이 감소하였고 Log Likelihood 값 모

형 3에 비하여 모형 4가 더 0에 가까웠다. 그러나 두 모델의 우도비 검증 결과 모

형 적합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92).

한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만을 대입한 로지스

틱 회귀모형과(모형3)과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대입한 로지스틱 회귀모형(모

형5)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를 대입하였을 때 AIC값이 감소하였

고, Log likelihood 값 역시 0에 더 가까워졌다. 모델의 비교를 위하여 우도 비 검정

(Likelihood ratio test)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결

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람들간의 평균 의사소통 정도는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지 않을 때와(모형5) 매개변수를 대입하였

을 때(모형6)의 결과를 비교하면, AIC지수가 조금 감소하고 Log-Likelihood 값은 0

에 더 가까워졌다졌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독립변수인 평균 의사소통 정

도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미충족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 사회작용의

경우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긍정적 상호작용은 독립변수인 평

균 의사소통 정도와 미충족의료를 매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표 11]).



- 60 -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OR(95%CI) OR(95%CI) OR(95%CI) OR(95%CI) OR(95%CI) OR(95%CI)

통제변수

나이
1.02

(0.98 - 1.06)

1.03

(0.99 - 1.07)

1.1*

(1.01 - 1.19)

1.11*

(1.02 - 1.22)

1.1*

(1.01 - 1.2)

1.12*

(1.02 - 1.23)

여성

(reference:남성)

1.40

(0.8 - 2.44)

1.41

(0.8 - 2.47)

1.59

(0.4 - 6.88)

2.02

(0.48 - 9.5)

1.31

(0.31 - 6.07)

1.68

(0.37 - 8.53)

교육

(reference:무학)

초등학교
1.58

(0.95 - 2.63)

1.68*

(1 - 2.84)

1.35

(0.43 - 4.44)

1.29

(0.39 - 4.4)

1.15

(0.35 - 4)

1.06

(0.31 - 3.77)

중학교이상
1.57

(0.79 - 3.12)

1.98

(0.98 - 4.02)

2.05

(0.36 - 11.61)

2.35

(0.39 - 14.22)

1.41

(0.22 - 8.84)

1.5

(0.22 - 10.01)

경제활동여부

(reference:일하지 않음)

1.81*

(1.09 - 3.02)

1.87*

(1.12 - 3.15)

0.44

(0.16 - 1.18)

0.39

(0.14 - 1.09)

0.48

(0.17 - 1.35)

0.42

(0.14 - 1.23)

종교활동 여부

(reference : 종교 없음)

1.17

(0.78 - 1.76)

1.14

(0.75 - 1.72)

2.38

(0.91 - 6.39)

2.54

(0.95 - 7.08)

2.51

(0.94 - 6.91)

2.7

(0.99 - 7.71)

소득수준

(reference : 1000만원 미만)

[표 11] 위계적 다중 (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긍정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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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00

(0.59 - 1.7)

0.95

(0.56 - 1.62)

0.36

(0.05 - 1.53)

0.4

(0.05 - 1.79)

0.35

(0.05 - 1.57)

0.42

(0.06 - 1.99)

2000만원 이상
0.96

(0.44 - 2.04)

0.83

(0.38 - 1.79)

0.74

(0.07 - 5.26)

0.61

(0.05 - 4.57)

1.12

(0.1 - 7.75)

1

(0.09 - 7.42)

응답거부
1.41

(0.83 - 2.4)

1.30

(0.76 - 2.24)

0.31

(0.07 - 1.09)

0.28

(0.06 - 1.01)

0.23*

(0.05 - 0.87)

0.2*

(0.04 - 0.83)

배우자유무

(reference:배우자 없음)

17.95***

(7.92 - 42.36)

21.08***

(9.21 - 50.48)

0.5

(0.13 - 2.17)

0.37

(0.08 - 1.76)

0.61

(0.14 - 2.8)

0.46

(0.09 - 2.38)

독거여부

(reference:독거하지 않음)

0.90

(0.4 - 2.01)

0.92

(0.4 - 2.1)

0.45

(0.09 - 2.21)

0.42

(0.08 - 2.2)

0.54

(0.09 - 3.05)

0.54

(0.09 - 3.3)

자녀의 수
0.98

(0.85 - 1.15)

1.00

(0.86 - 1.17)

0.96

(0.67 - 1.35)

1.02

(0.7 - 1.45)

0.91

(0.63 - 1.31)

0.97

(0.66 - 1.39)

만성질환 수
0.98

(0.85 - 1.13)

0.98

(0.85 - 1.13)

1.09

(0.78 - 1.52)

1.07

(0.76 - 1.49)

1.08

(0.76 - 1.53)

1.02

(0.7 - 1.46)

주관적 건강

(reference:나쁘다)

1.23

(0.77 - 1.96)

0.98

(0.72 - 1.86)

0.32

(0.1 - 0.97)

0.31*

(0.09 - 0.95)

0.24*

(0.06 - 0.78)

0.24*

(0.06 - 0.79)

스트레스

(reference :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끼는 편
0.92

(0.6 - 1.43)

0.90

(0.58 - 1.39)

3.49

(1.05 - 14.34)

3.88*

(1.13 - 16.72)

3.19

(0.95 - 13.1)

3.46

(0.97 - 15.4)

많이 느끼는 편
1.91*

(1.01 - 3.68)

1.93*

(1.01 - 3.74)

8.8**

(2.28 - 40.53)

8.12**

(2.02 - 39.2)

7.89**

(2.07 - 35.54)

7.16**

(1.79 - 34.45)

대단히 많이 느낌
11.11*

(1.6 - 107.85)

11.19*

(1.61 - 117.23)

18.36*

(1.57 - 195.19)

13.47*

(1.09 - 157.49)

19.7*

(1.69 - 204.89)

15.07*

(1.22 - 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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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이용 횟수
0.99

(0.98 - 1.01)

0.99

(0.98 - 1.01)

1

(0.97 - 1.03)

1.01

(0.97 - 1.03)

1

(0.97 - 1.03)

1.01

(0.98 - 1.03)

보건소 이용 만족도
1.24***

(1.1 - 1.4)

1.24***

(1.09 - 1.4)

1.11

(0.84 - 1.53)

1.06

(0.78 - 1.47)

1.2

(0.88 - 1.68)

1.12

(0.81 - 1.58)

병원 이용 횟수
1.01*

(1 - 1.02)

1.01*

(1 - 1.02)

1

(0.97 - 1.01)

0.99

(0.96 - 1.01)

1

(0.97 - 1.01)

0.99

(0.96 - 1.01)

병원 이용 만족도
0.97

(0.85 - 1.11)

0.99

(0.86 - 1.14)

1.36

(0.92 - 2.29)

1.48

(0.97 - 2.58)

1.31

(0.85 - 2.38)

1.43

(0.89 - 2.7)

건강검진

(reference : 검진 받지 않음)

0.67

(0.34 - 1.3)

0.52

(0.26 - 1.04)

2.03

(0.4 - 17.86)

1.97

(0.38 - 17.04)

2.01

(0.4 - 16.32)

2.1

(0.4 - 17.39)

흡연

(reference:흡연하지 않음)

1.31

(0.69 - 2.47)

1.17

(0.61 - 2.23)

3.18

(0.75 - 12.77)

4.14

(0.95 - 17.65)

2.82

(0.63 - 12.15)

3.59

(0.79 - 16.03)

음주

(reference:음주하지 않음)

0.60*

(0.37 - 0.97)

0.61*

(0.38 - 0.99)

1.04

(0.3 - 3.41)

1.32

(0.37 - 4.59)

0.87

(0.23 - 3)

1.17

(0.3 - 4.37)

사회 활동 참여
1.12

(0.99 - 1.28)

1.11

(0.97 - 1.26)

0.75

(0.52 - 1.06)

0.76

(0.52 - 1.07)

0.73

(0.5 - 1.03)

0.74

(0.51 - 1.06)

삶의 만족도
1.78***

(1.31 - 2.42)

1.73***

(1.27 - 2.36)

0.79

(0.43 - 1.47)

0.65

(0.34 - 1.26)

0.76

(0.41 - 1.43)

0.62

(0.31 - 1.23)

K면 거주 년수
1.00

(0.99 - 1.01)

1.00

(0.99 - 1.01)

1.01

(0.99 - 1.04)

1.01

(0.99 - 1.04)

1.01

(0.99 - 1.04)

1.02

(0.99 - 1.04)

독립변수

평균의사소통정도

(reference:하)

중
1.37

(0.84 - 2.27)

0.16**

(0.04 - 0.49)

0.15**

(0.04 -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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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85***

(1.68 - 4.88)

0.41

(0.13 - 1.25)

0.36

(0.1 - 1.15)

매개변수

긍정적 상호작용

(reference:하)

중
0.6

(0.16 - 2.49)

0.53

(0.12 - 2.61)

고
2.34

(0.43 - 14.22)

2.13

(0.32 - 16.29)

AIC 지수 750.40 737.72 213.31 212.55 206.92 206.23

Log-likelihood -346.20 -337.86 -78.66 -76.28 -73.46 -71.12

-2 Log L(Deviance) 16.68 4.7597 10.398 4.6871

Pr(>Chisq) <0.001 0.092 <0.01 0.096

‘***’p< 0.001 ‘**’p< 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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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정적 상호작용

긍정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와 동일하게, 먼저 매개변수인 부정적

상호작용에 대해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통제변수만을 대입한 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과(모형1)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대입한 누적 로지스틱 회

귀모형(모형2)의 모형 적합도와 유의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형 1의 AIC 값에

비하여 모형2의 AIC값이 감소하였으며 Log likelihood 값 역시 모형 1에 비해 모형

2가 더 0에 가까웠다. 모델의 비교를 위하여 우도 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의사소

통의 정도는 은 긍정적 상호작용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미충족의료를 종속변수

로 하여 통제변수만을 대입한 로지스틱 회귀모형과(모형3) 통제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대입한 로지스틱 회귀모형(모형4)의 모형 적합도와 유의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수를 대입하였을 때 모형의 AIC값이 감소하였고 Log Likelihood 값 역

시 0에 더 근접하였다. 두 모델의 우도비 검증 결과 두 모형 간 적합도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상호작용이 미충족의료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만을 대입한 로지스틱

회귀모형과(모형3)과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대입한 로지스틱 회귀모형(모형5)

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를 대입하였을 때 AIC값이 감소하였고,

Log likelihood 값 역시 0에 더 가까워졌다. 모델의 비교를 위하여 우도 비 검정

(Likelihood ratio test)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결

과를 종합하여 보면 의사소통 정도는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지 않을 때와(모형5) 매개변수를 대입하였

을 때(모형6)의 결과를 비교하면, AIC지수가 감소하고 Log-Likelihood 값이 0에서

더 근접하였다. 또한 매개 변수를 대입한 결과 매개 변수를 대입하기 전에 비하여

의사소통 정도의 영향력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긍정적 상호작용과는 달리 부정적 상호작용의 경우 사회연결망의 질적인 측면



- 65 -

과 미충족의료를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독립변수 평균 의사소통 정도는

부정적 상호작용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중’ 그룹의 경우 ‘저’그룹에 비해 유의하

게 미충족의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정적 상호작용은 사회연결망의

질과 미충족의료를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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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OR(95%CI) OR(95%CI) OR(95%CI) OR(95%CI) OR(95%CI) OR(95%CI)

통제변수

나이
1.03

(0.97 - 1.09)
1.04

(0.98 - 1.1)

1.1*

(1.01 - 1.19)

1
(1 - 1.19)

1.1*

(1.01 - 1.2)

1.08*
(0.99 - 1.19)

여성

(reference:남성)

1.55
(0.72 - 3.38)

1.43
(0.66 - 3.17)

1.59

(0.4 - 6.88)

0.36
(0.36 - 6.71)

1.31

(0.31 - 6.07)

1.25
(0.28 - 6.08)

교육

(reference:무학)

초등학교
0.76

(0.37 - 1.56)
0.82

(0.4 - 1.71)

1.35

(0.43 - 4.44)

0.51
(0.36 - 6.71)

1.15

(0.35 - 4)

1.36
(0.39 - 5.05)

중학교이상 1.20
(0.48 - 3.08)

1.53
(0.59 - 4.05)

2.05

(0.36 - 11.61)

0.4
(0.4 - 15.66)

1.41

(0.22 - 8.84)

1.58
(0.22 - 10.95)

경제활동여부

(reference:일하지 않음)

0.86
(0.43 - 1.73)

0.89
(0.44 - 1.8)

0.44

(0.16 - 1.18)

0.13
(0.13 - 1.02)

0.48

(0.17 - 1.35)

0.38
(0.12 - 1.14)

종교활동 여부

(reference : 종교 없음)

1.32
(0.77 - 2.26)

1.28
(0.74 - 2.21)

2.38

(0.91 - 6.39)

0.8
(0.8 - 5.96)

2.51

(0.94 - 6.91)

2.41
(0.86 - 7.07)

소득수준

(reference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10

(0.55 - 2.15)
1.09

(0.54 - 2.14)

0.36

(0.05 - 1.53)

0.05
(0.05 - 1.58)

0.35

(0.05 - 1.57)

0.36
(0.05 - 1.69)

[표 12] 위계적 다중 (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부정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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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0.47

(0.15 - 1.3)
0.40

(0.13 - 1.12)

0.74

(0.07 - 5.26)

0.1
(0.1 - 9.48)

1.12

(0.1 - 7.75)

1.86
(0.16 - 14.59)

응답거부 1.36
(0.66 - 2.76)

1.16
(0.55 - 2.39)

0.31

(0.07 - 1.09)

0.06
(0.06 - 0.94)

0.23*

(0.05 - 0.87)

0.2*
(0.04 - 0.8)

배우자유무

(reference:배우자 없음)

17.62***
(3.91 - 120.82)

21.65***
(4.72 - 151.73)

0.5

(0.13 - 2.17)

0.06
(0.06 - 1.35)

0.61

(0.14 - 2.8)

0.35
(0.07 - 1.76)

독거여부

(reference:독거하지 않음)

3.06
(0.55 - 21.24)

3.52
(0.62 - 24.76)

0.45

(0.09 - 2.21)

0.07
(0.07 - 1.86)

0.54

(0.09 - 3.05)

0.44
(0.07 - 2.6)

자녀의 수
0.95

(0.78 - 1.14)
0.95

(0.77 - 1.14)

0.96

(0.67 - 1.35)

0.75
(0.75 - 1.55)

0.91

(0.63 - 1.31)

1.03
(0.69 - 1.51)

만성질환 수 0.72**
(0.57 - 0.88)

0.72**
(0.57 - 0.89)

1.09

(0.78 - 1.52)

0.85
(0.85 - 1.73)

1.08

(0.76 - 1.53)

1.18
(0.81 - 1.71)

주관적 건강

(reference:나쁘다)

1.66
(0.88 - 3.18)

1.55
(0.81 - 2.99)

0.32

(0.1 - 0.97)

0.08*
(0.08 - 0.84)

0.24*

(0.06 - 0.78)

0.2*
(0.05 - 0.69)

스트레스

(reference :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끼는 편
2.96***

(1.59 - 5.71)
2.78**

(1.48 - 5.4)

3.49

(1.05 - 14.34)

0.84
(0.84 - 12.04)

3.19

(0.95 - 13.1)

2.68
(0.76 - 11.31)

많이 느끼는 편 4.71***
(2.02 - 11.06)

4.43***
(1.89 - 10.44)

8.8**

(2.28 - 40.53)

1.54*
(1.54 - 30.17)

7.89*

(2.07 - 35.54)

5.54*
(1.37 - 25.87)

대단히 많이 느낌 7.70*
(0.92 - 46.84)

6.54
(0.78 - 40.09)

18.36*

(1.57 - 195.19)

1.4*
(1.4 - 201.32)

19.7*

(1.69 - 204.89)

20.11*
(1.59 - 223.39)

보건소 이용 횟수
1.03***

(1.01 - 1.05)
1.03***

(1.02 - 1.05)

1

(0.97 - 1.03)

0.96
(0.96 - 1.02)

1

(0.97 - 1.03)

0.99
(0.96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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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이용 만족도
1.03

(0.88 - 1.23)
1.03

(0.87 - 1.23)

1.11

(0.84 - 1.53)

0.83
(0.83 - 1.58)

1.2

(0.88 - 1.68)

1.19
(0.87 - 1.7)

병원 이용 횟수 1.00
(0.99 - 1.01)

1.00
(0.98 - 1.01)

1

(0.97 - 1.01)

0.96
(0.96 - 1.01)

1

(0.97 - 1.01)

1
(0.97 - 1.02)

병원 이용 만족도 1.22
(1 - 1.53)

1.26*
(1.02 - 1.59)

1.36

(0.92 - 2.29)

0.92
(0.92 - 2.47)

1.31

(0.85 - 2.38)

1.32
(0.82 - 2.57)

건강검진

(reference : 검진 받지 않음)

3.32
(1.05 - 15.07)

2.73
(0.84 - 12.64)

2.03

(0.4 - 17.86)

0.28
(0.28 - 14.66)

2.01

(0.4 - 16.32)

1.59
(0.3 - 13.78)

흡연

(reference:흡연하지 않음)

0.97
(0.42 - 2.15)

0.89
(0.38 - 1.98)

3.18

(0.75 - 12.77)

0.8
(0.8 - 14.68)

2.82

(0.63 - 12.15)

3.07
(0.64 - 14.51)

음주

(reference:음주하지 않음)

0.89
(0.47 - 1.67)

0.85
(0.45 - 1.6)

1.04

(0.3 - 3.41)

0.28
(0.28 - 3.51)

0.87

(0.23 - 3)

0.9
(0.23 - 3.27)

사회 활동 참여
1.29**

(1.09 - 1.53)
1.28**

(1.08 - 1.52)

0.75

(0.52 - 1.06)

0.48
(0.48 - 0.99)

0.73

(0.5 - 1.03)

0.66*
(0.44 - 0.95)

삶의 만족도 0.86
(0.58 - 1.3)

0.81
(0.54 - 1.22)

0.79

(0.43 - 1.47)

0.38
(0.38 - 1.36)

0.76

(0.41 - 1.43)

0.67
(0.35 - 1.29)

K면 거주 년수 1.01
(1 - 1.03)

1.01
(1 - 1.02)

1.01

(0.99 - 1.04)

0.99
(0.99 - 1.04)

1.01

(0.99 - 1.04)

1.02
(0.99 - 1.04)

독립변수

평균의사소통정도

(reference:하)

중
0.95

(0.47 - 1.93)

0.16**

(0.04 - 0.49)

0.15**
(0.04 - 0.48)

고
2.28*

(1.15 - 4.62)

0.41

(0.13 - 1.25)

0.34
(0.1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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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부정적 상호작용

(reference:하)

중
0.76

(0.76 - 10.34)
2.34

(0.57 - 9.05)

고 1.88**
(1.88 - 94.26)

17.58**
(2.26 - 138.41)

AIC 지수 514.40 509.70 213.31 209.72 206.92 203.2

Log-likelihood -228.20 -223.85 -78.66 -74.86 -73.46 -69.60

-2 Log L(Deviance) 8.6954 7.5904 10.398 7.7149

Pr(>Chisq) <0.05 <0.05 <0.01 <0.05

‘***’p< 0.001 ‘**’p< 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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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제 1 절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먼저 노인 인구의 사회 연결망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

회 연결망을 전체 수준과 자아 중심 연결망의 두 수준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연결망 수준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연결의 구조를 시

각적으로 확인하고, 그들을 하위 연결망(sub group)으로 분리해본 결과, 1개의 매우

큰 하위 연결망에 구성원의 약 80%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립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결망 내 존재하는 사람들 간 연결이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KSHAP 연결망을 구성하는 노인인구는 서로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사회 연결망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아 중심 연결망의 특성을 분

석한 결과 KSHAP 연결망의 경우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관계(A-B, B-C)가 3자 간

의 관계로 확장(A-B-C)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2자 관계에서 3자 간의 관

계로 관계가 확장되는 것은 닫힌 연결망(Closure network) 구조를 형성할 확률을 높

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닫힌 연결망이 새로운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창출한다

는 Coleman(1988)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KSHAP 연결망의 효과는 주변 관계에 머무

를 뿐 연결망 전체 수준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수

준에서의 관계의 양적 활성화가 집단적인 응집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KSHAP 연결망의 경우 전체 수준에서 보았을 때 군집 계수의 수치는 낮은 반

면, 중심화 수치는 높은 양상을 보였다. 군집 계수는 서로 다른 군집 간을 연결하는

고리(Bridge)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수치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낮은

군집계수는 자신이 속한 군집 내에서만 주로 상호작용이 이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중심화 수치는 연결망에서의 상호작용이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일어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KSHAP 연결망은 의사소통 상대로 자주 지목되는 소수의 사람과,

의사소통 상대로 거의 지목되지 않는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KSHAP 연결망은 이웃 간의 상호작용은 활발하지만 전체 연결망 수준에서

는 성긴(Coarse) 연결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로 KSHAP 연결망에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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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 이외의 행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KSHAP 연결망의 전체의 특성이 바로 연구대상자의 특성이라고 확정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 자료만을 가지고 연

결망에 대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반복적 조사를 통하여 KSHAP 연결망

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했을 때 비로소 KSHAP 연결망의 전체적 특성에 대한 파악

이 가능할 것이다.

자아 중심 연결망을 중심으로 개인이 가진 사회연결망의 양적·질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양적 측면에서는 성긴 연결망이 응집된 연결망보다 약 2배 이상 많고 연결 중앙

성 역시 2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자 간의 연결이 3자 이상의 연

결로 확대되지 못하여, 조밀하지 않고 응집력이 약한 연결망의 특성을 보였다는 전체

수준 연결망의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연결망과는 다르게 개인 수준에서 살펴본 연결망은 질적 측면에서 매

우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 간에서는 전체적으로 활발한 의사소통

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자신이 속한 연결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는 친

밀도의 정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 수준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자

면 사람들은 비록 연결되어 있는 수는 적지만 고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자신들이 속해

있는 연결망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서 전체 수

준 연결망과 자아 수준 연결망을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

인 수준에서 연결망이 미시적 사회 자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다.

KSHAP 연결망에서 K면에 거주중인 60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미충족의

료 양상을 살펴본 결과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SHAP 연

결망에 있는 노인의 경우 평균 2개 정도의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관적인

건강 수준을 나쁘다고 인식한 경우도 40%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객관적 주관적 건강 수준은 높은 의료 수요로 연결되어 미충족의료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KSHAP 연결망 구성원들은 6.3%의 낮은 미충족의료 경험률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크게 2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는 개인 스스로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의료적 필요를 충족한 경우이다. 그러나 KSHAP



- 72 -

연결망이 조사된 강화도 K면의 경우 보건지소만 존재할 정도로 공공의료 자원이 제

한적이며, 연구 대상자들의 소득 역시 1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50%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한국 사회과학 자료원, 201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개인이 스

스로 의료적 수요를 충분히 해결할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

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KSHAP 구성원들의 평균 보건소 및 병원 이용일수는 1년에 12-15일 정도였다.

65세이상 - 74세 노인의 외래수진률이 1000명당 132.1명, 75세 이상 노인의 외래수진

률은 1000명당 451명으로 전체 인구 집단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의료 이용량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해보면(도세록,2012) KSHAP 구성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 만족도의 경우에도 병원과 보건소 이

용 만족도 모두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KSHAP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KSHAP 연결망 구성원들의 낮은 미충족의료 경험률에 대한 다른 가능성은 개인의

사회연결망이 일종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기능하여 의료 수요를 낮춘

경우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KSHAP 연결망의 구성원들은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 수준

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상호작용을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감정적으로 주변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실제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등의

긍정적 상호작용 지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리한 요구를 받거나, 비난을

받는 등의 부정적 상호작용의 수치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의 양상은 KSHAP 연결망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연결망 특성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나쁠수록,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이 사람들의 의료수요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쳐 미

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질적 특성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

에 차이가 있었다. 사회연결망의 수와 밀도, 연결망 구성과 같은 지표들은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연결망에서의 평균 의사소통 정도와 같은 질적 지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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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의료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연결망과 같은 사회적 지지

의 구조적 지표가 의료 이용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지표는 의료이용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Broaderad 등(1989)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연결망의 구조적 측면은 의료적 필요의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에 미충족

의료와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연결망의 기능적·질적 지표는 의료 이용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KSHAP 구성원들의 경우 개인 수준의

연결망의 양 자체가 적은 편임을 고려한다면, 연결망의 구조적 지표가 미충족의료에

영향 요인이 아니라고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의사소통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감소 효과는 중간 수준에서 가

장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의 경우 미충족의료 감소 효과가 유의

미하지 않았다. 이는 상호작용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감소 효과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의 경우 상호작용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너무 강한 수준의 상호작용은 오히려 미충족의료 경험을

완화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의 마지막 질문인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상호작용, 미충족의료 간의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 상호작용과 중간 수준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미충족의료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반면, 높은 수준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경우 미충족의

료 경험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미충족의료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Lin et al, 2015,

Baiden et al, 2016)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부정적 상호작용이 미충족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Pagel 등

(1987)이 제시한 부정적 완충효과(Negative buffering effect) 개념은 유용한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 Pagel 등(1987)에 따르면 평소에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던 사람들

이 갑자기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일 경우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크게 나타나며

연결망의 만족도를 통해 우울 등의 부정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밝혔다. 부정적

완충효과 개념에 따르면,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일수록 오히려 소수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연결망내의 긍정적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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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효과와 부정적 상호작용 효과는 미충족의료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에서 연결망 구성원들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효과는 부정적 상호작용에 의해 상쇄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분리하여 각 상호작용의 유형이 의사

소통 정도와 미충족의료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의사소통의 정도는 긍정적 상

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상

호작용의 효과는 미충족의료로 연결되지 못한 반면, 부정적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의

정도와 미충족의료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uter(1990)는 친구나 배우자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지지적 상호작용에 비하

여 부정적 상호작용이 우울함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밝힘으로써 부정적 완충효과를

실증하였다. 또한 오히려 강한 유대로 연결된 친구 집단에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

과가 혼재되어 있으며(Zimmerman 외, 2000), 중범위 수준의 친구 집단이 지지 및 보

호 기능이 가장 강력하다는 정지원과 강정한(2012)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도 일맥상통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결의 질과 상호작용의 양상에 따라 양면적으로 나타나며,

긍정적 상호작용에 비해 부정적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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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세 가지 한계를 지난다. 첫째로, 연결망 자료의 특성상 대

표성이 있는 표본을 활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 할 수 없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의 한계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을 다루었으

며,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나 미충족의료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은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

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상호작용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상호작용의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에는 추상적으로 다루어졌던 사회적 관

계를 구체적인 구조로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계량화함

으로써 사회적 연결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사

회적 연결의 구조뿐 아니라, 연결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연결의 효과

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두 측면 중 무엇이 미충족의료에 더 영향을 미치는가를 증명함

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이 갖는 양면성과 비대칭적 효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

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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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그 동안 미충족의료 연구에서 독거나 가족 관계에서의 만족도와 같이

간접적으로 파악되었던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을 사회연결망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과정에서 관계의 특성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사

회연결망 이론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전체 연

결망이라는 집단 수준의 특성과 자아중심 연결망이라는 개인 수준의 특성을 고루

살펴보았다. 이후 개인 수준의 연결망 특성을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질적 특성을

구분하여 사회연결망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

회연결망이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주는 기제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설정하고, 특히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효과를 구분하여 각각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

았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소통 정도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질과 부정적 상호작용이 미충족의료 경험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

였다. 인구학적·사회학적·경제적 변인과 의료이용 및 건강행동과 같은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의사소통의 정도

는 미충족의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중간 수준의 의사소통 정도는

미충족의료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의 경우에서는 미

충족의료 감소효과의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이를 종합하면 중범위 수준의 의사소통

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지지와 미충족의료에 대한 보호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은 유형에 따라서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

가 있었다. 긍정적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미충족의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했으나 부정적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미충족의료를 증가시키는 한편, 의

사소통 정도와 미충족의료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

호작용의 양상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보건학 연구 및 보건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측면에서는 향후 다양한 연결망 간

에 비교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가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적으로 검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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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연결망이 조사된다면, 자아 중심 연

결망의 효과를 넘어 전체 연결망 수준에서의 효과를 다수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KSHAP 구성원들의 사회연결망을 다시 조사해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한다면 사회연결망의 변화가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계

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연결망의 구조적 형태를 유형화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송신자(Source)를 구분하여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다면 사회연결망, 사회적 상호작용, 미충족의료간의 관계를 더욱 상세히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충족의료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취약 계층 중심의 미충족의료 정책과 함께 인구집

단 전반의 미충족의료 완화를 위한 인구 집단 중심의 미충족의료 정책이 시행될 필

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독거 노인, 저소득층 노인과 같이 특정 노인을 중심으

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고위험 집단(Risk population) 중심의 접근법이 이

루어졌다.

그러나 Rose가 「예방의학의 전략」을 통해 지적하였듯 고위험 예방 전략은 비

용 효과적이긴 하지만 위험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위험이

지닌 의미를 간과하는 맹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고위험 전략은 개인을 중심으로

전략이 시행되기에, 그 효과는 임시적일 뿐 근본적인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

다.(Rose, 2008) 본 연구에서 밝힌 사회적 관계와 질은 취약계층 노인뿐 아니라 공

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가진 ‘작은 위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

회적 관계와 질에 초점을 맞춘 미충족의료 예방 전략은 인구 집단 전반의 미충족의

료를 완화할 뿐 아니라 미충족의료를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둘째로, 미충족의료의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장성을 중심으로 한 보건정책을

넘어, 관계와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의료 이용 이외에 사회적 관계와 접촉이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Christakis(2004)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효과를 평행적 효과(Collateral

effect)라고 칭하며 전통적인 의사-환자 관계 이외에 사회적인 접촉이 영향을 미치

며,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부정적의 양면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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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의 보장성을 기반으로 한 미충족의료 정책이 인구집단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여 미충족의료를 완화시킨다면, 사회 관계의 질적 향상은 의료 접근성 강화

뿐 아니라 주관적 건강 수준의 개선 등을 통하여 미충족의료 완화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미충족의료 완화 정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장성 강

화와 함께 사회의 신뢰나 공동체 응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이 동반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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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on

unmet health and mediation effect of

social interaction

Dong Hoo, Min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defined health as a universal value and

right. In other words, health is a special value to protects the opportunity of

choice. Health coverage is one of the core values to realize health as a universal

right by providing opportunities to use health care whenever it is needed.

Alth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implemented in 1989, the level of

healthcare security of Korea society is still low.

This study focused on the unmet health need of elderly people who are the

high risk group of unmet health due to deterioration of health status and low

economic level to receive enough health services. As a result of previous

studies, many researches focused on the effects of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factors on unmet health care need. In contrast, the effect of various social

relations on unmet health care are measured indirect indic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social relations by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interaction as a mechanism for

social relations to influence unmet health.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network of elderly people

living in a rural community at the global network level and the ego cen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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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level by using 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2011-2012

(KSHAP) data.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on unmet health care

need also examined by us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ego-centric network characteristics. Finally,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interaction was analyzed by dividing social interaction into positive interaction

and negative interaction.

KSHAP network showed very activated dyad at the global network level, but

the dyad relationship did not lead to a new connection between the three

parties. This result mean KSHAP network has coarse network characteristic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ego-centric network level was shown

active interactions among the members although there are few direct

connections. As a result, this study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etween global network and egocentric network.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egocentric network

characteristic of study population and network centrality as independent

variables, showed that the average level of communication among members has

influence on unmet health care. However, middle level of communication was

more effective in mitigating unmet medical need rather than high level of

communic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interaction is divided into positive interaction and

negative interaction. In the result, the positive interactions have no effect on

unmet health care, whereas the high level of negative interactions have been

shown to increase the unmet medical experience.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social interaction on the unmet need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interac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for social network and unmet medical care, it was found that

mediating effect was not found in positive interaction, whereas negative

interaction was shown partial mediation effect.

These findings show the duality of social interaction effects. In other words, a

certain level of social intera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unmet health care

need, but excessive interaction can be show negative influence. social interaction

also has an asymmetrical effect on unmet health care, depending the way of

expressing social interaction. In this study, positive interactions did not a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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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et medical care, while negative interactions had a negative impact on unmet

medical care.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negative buffering effect, in which

the effects of positive interactions among network members are canceled by

negative interac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was used social

network analysis to show the structure of social relations and examined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on unmet medical. Second, the social relations of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were discussed, and the influence of social

relations was verified comprehensively by analyzing the qualitative aspects of

connections. Third, this study demonstrated the double-sidedness and

asymmetrical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as a mechanism to connect social

network and unmet health c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 basis for the population approach and the need for social policy in

order to mitigate future unmet health.

Keyword : Social Network, Global Network, Egocentric Network, Social

Network Analysis, Social Interaction, Health Care Access, Unmet Health

Care Need

Student Number : 2015-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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