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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보건소와 같은 지역보건기관1)의 역할은 지역의 행정 구분, 인구밀도,

인구학적 분포, 지역적 맥락 등에 의해 크게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의료

기관 분포는 접근성 측면에서 불평등하다. 수도권 및 대도시 보건소 등

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민간 병원이 적은 지역에서 보건소(또는 보건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지역보건기관(이하 보건기관)은 1차

진료의 역할이 크다.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에 따라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

체에서 자치법규(조례)를 통해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 본인부담금, 혹은

진료비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면정책은 보건기

관의 1차 진료 역할이 큰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과 같은 의료기관이 많

지 않은 지역에서 중요할 수 있다. 단, 노인에 있어서 진료비 감면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정책에 의한 본인부담금 차이에 대해 기존에 국내

에서 진행된 연구는 없다. 해외에서 이미 꽤 이전부터 본인부담금의 효

과에 대한 근거가 연구되어 왔으나 (Beck 1974) 한국의 맥락에서 본인부

담금의 크기나 의료기관의 공공성, 국가 보험의 보장성과 같은 측면에

1) “지역보건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지역보건법 제1장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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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에서 보건기관의 진료비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보건기

관의 진료비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부담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했던 연구(김정희 외 1999)에 의하면 해당 지역의 1

차 의료는 보건소가 주로 담당했음에도 경제상태가 미충족의료수요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보건소가 1차 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에서의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보건소 이용 및

미충족의료수요에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진료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약제비, 의료기관까지 접근하는 교통비, 시간 손실로 생

기는 노동 임금에 대한 기회비용 등도 의료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다. 하지만 국내 선행연구에 있어서 지리적 접근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

선행연구가 있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진료비 감면 혜택

에 따른 의료이용 및 건강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등을 무료

로 이용할 수 있거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은 노인 인구에 있어서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접근성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

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에서 제정한 보건정책 수가 조례에 따른

보건기관 이용과 만성질환 치료율, 미충족의료수요에 대한 연관성을 확

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에서 지방의 보건기관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의 부재가 노인의

보건기관 이용에 장애물이 됨을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보건기관의 의료이용, 만성질환 치료율, 미충족의료수요의 문제

점을 지적한다.

- 보건기관 수가 조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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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한다.

- 한국에서의 작은 본인부담금이 농어촌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및 미충족의료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관성을 알아

냄으로써 인과적 관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본인부담금, 즉 이용자 부담에 대한 논리는 3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용량에 대한 효과, 이용의 형평성에 대한 효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용자 부담이 이용량을 줄이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줄어드는 이용이 불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의료이용 억제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경제적 약자나 빈곤층의 필

수적인 이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용자 일부 부담이 건강 수준에 미치

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크고 명확한 결론을 얻기 어렵다. 결론적

으로 이용자 일부 부담은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경제적 장애로 인한) 미

충족 수요 사이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기 어렵다. (김창엽 2018)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은 한국 정부의 분권화 형태이다. 분권

화의 개념은 가장 큰 범위로 묶으면 위임과 지방분산으로 나눌 수 있다.

위임은 책임을 낮은 조직 수준으로 이전하는 것, 지방분산은 낮은 행정

단계로 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분권화에 있어서도 정책 결정론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다양한 이론에는 엘리트론(Mills &

Hunter), 다원론 (Dahl), 무의사결정론 (Bachrach & Baratz), 정책결정요

인론이 있다. 이 중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을 종속변수로 보고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같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는 이론이다. 대표적으로 정치, 행정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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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혼합모형이 있다.(Cnudde 와 McCrone 1969) 연구의 잠재적 교

란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결정요인론을 기반으로 기존 연구를 살펴보

겠다.

의료이용에 관한 모형은 앤더슨 모형(Aday and Andersen 1974)이 대

표적이며 여기서 소인요인(predisposing factor) 가능하게 하는 요인

(enabling factor), 필요 요인(need factor)에 의해 의료이용이 일어나게

됨으로 설명하고 있다.

의료접근성의 구조는 레베스크(Levesque, Harris 외 2013)에 의해 제

안되었는데 접근성의 5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다. 1) 수요에 대한 서비스

존재 여부(Approachability); 2) 수용성(Acceptability) 3) 시간적, 공간적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and accommodation); 4) 경제적 지불 가능 여

부(Affordability); 5) 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 등의 적절성

(Appropriateness). 또한 접근성 구축에 있어서 수요자의 능력의 5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다. 1) 인지할 수 있는 능력 2) 필요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 3) 도달하는 능력 4) 지불능력 5) 참여 능력. 이 중에서 본인부담금

은 각각 경제적 지불가능 여부와 지불능력에 관련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충족의료수요에 대해선 측정에 대한 논란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의

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의료적 필요가 제때 충족되지 못하고 대상자

가 원하거나 의료전문가의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대상자가

받지 못하는 의료서비스”(신영전 2014)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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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고찰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책결정요인

정책결정요인론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방법은 크게

외부적 결정요인과 내부적 결정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외부적이

란 것은 분권화의 주체가 되는 단위인 시군구 지역의 외부를 말하는 것

으로 지방자치단체 바깥으로 볼 수 있는 중앙정부, 이웃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내부적 결정요인은 지방자치단체 단위 내에서 작동하는 정

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말한다.

외부적 결정요인에서 시도단위 의회에서의 정책 결정 시 심사시간이

짧을수록, 개정안의 범위가 작을수록, 의안을 제출한 위원이 초선의원이

거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일 경우 가결 성공확률이 높아지는 양상

을 보였다. 조례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이은영

2016)는 제6대 서울시의회부터 제8대까지 총 12개년간의 236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해당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검토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의안 입법 방법에 대한 검토로 하향식 정책 적용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내부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구 단위 지방의회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민병익 2014)에서도 유사한 연구

를 보이었다.

이웃효과에 의한 정책확산 이란 측면에서 갈등 관련 조례에 있어서 공

간분석을 통한 군집 효과의 확인(유한별 2019) 이 있었고 출산장려제 도

입에서 지역적 확산 요인을 확인한 문헌(배상석 2010), 주민참여예산제

도에 있어서 확산 이웃효과를 확인한 문헌(최상한 2010)이 있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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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진료와 관련된 조례에 있어서 이웃효과는 경상도를 대상으로 한

문헌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확산에 관한 연구에서 오히려 음(-)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민지 2011) 이러한 점은 이웃효과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인접지역의 조례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위 연구(하민지 2011)에선 내부적 결정요인에 관한 내용도 함께 확인

할 수 있었다. 내부적 결정요인은 지역의 인구수, 지방의회의 재정 및 규

모, 단체장의 특성(정치성향, 연령), 주민투표율, 사회복지 예산 등이 있

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은 단

체장임을 확인하였고 이들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이

러한 내용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언급하였다. 또한, 새로운 조례

채택에 있어서 진보성향 기초의원 비율과 사회복지비중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보건기관 이용의 영향요인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보건소 이용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분석이 있었다.(박언아 2019) 고령지역, 여자, 높은 연령,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소득수준, 걷기 실천자, 영양표시 독해자, 우울감 경험

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 건강검진을 받은 자, 필수 의료서비스 미충

족자, 배우자가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보건소 이용률이 증가하

였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자, 인구 천 명당 보건의료인 수가 전국 평균

이상이고 보건복지예산 비중과 재정자주도, 그리고 실업률이 평균 이상

으로 높은 지역에서 보건소 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에 있는 보건소들을 기반으로 투입된 자원 대비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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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평가한 논문에서 진료실적은 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크기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시 지역이 높게 나타

나고 있다고 하며 민간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보건소의 진료실적이

높다는 견해도 있으나, 해당 연구의 경우 오히려 진료실적이 인구수에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남창우 2011) 단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논문이고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에 한정되지 않아 이외의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없었다.

보건기관의 의료이용 지표로서 치료율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

한 문헌고찰에서 미충족의료 측정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치료율

을 지표로 쓴 경우가 있다(허순임 2011). 이는 미치료율((미치료 환자수/

치료필요 환자수)×100)을 산출하고 고혈압 및 당뇨의 미치료율을 결과지

표로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성별, 의료보장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이환 기간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선 지리적 접근

성(이근익 2019)이 고혈압 및 당뇨의 치료율과 연관성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제3절 미충족의료수요의 영향요인

미충족의료수요의 영향요인에서는 이미 선행된 체계적 문헌고찰이 존

재하였다. 2019년도 2월에 KCI에 등재된 국내 미충족 의료 현황 및 영

향요인 연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선 2017년 12월 15일 이전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출판된 45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김소애 2019)

이 논문에서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 경제활동유무, 의료보장 유형,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

환 유무, 우울감 유무, 활동 제한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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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국한하여 시행한 체계적 고찰에선 해외 문헌까지 포함하여 총

문헌 18편을 고찰하였다. (신한얼 2019) 미충족 의료 요인의 경우 여성,

저학력, 저소득, 나쁜 주관적 상태가 일관되게 유의한 요인이었으며, 경

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는 각

각 다른 요인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2017년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7년)를 기반으로 한 한국 노인에서

의 미충족 의료 수요와 연관 요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1194명을 대

상으로 단면연구를 시행하였고, 미충족 의료 수요는 노인의 7.8%에 해당

하며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소득, 독거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 규칙

적 걷기,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도,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골관절염

변수를 보정 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여성, 비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미충족 의료 수요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전찬희

2019)

제4절 본인부담금이 의료이용 및 건강 결과에 끼치는

영향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한 문헌(Thomson 2019)에서 유럽 국가들의 자

료를 통해 본인부담금이 접근성에 대한 경제적 장애물로 작동하고 이에

따라 미충족 의료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가구의 재난적 의료

비 지출의 발생과 국가 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금의 크기가 강한 연

관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가구 단위 분석을 통해 가난한 계층에서의 외

래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경제적 부담과 미충족 의료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고소득국가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문헌고찰(Rice 2004) 에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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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고 본인부담금이 증가할수록 의료이용을 저해

하거나 건강상태를 나쁘게 하는 것을 보였다. 저소득국가를 중점으로 본

인부담금의 건강 영향을 평가한 체계적문헌고찰(Qin 2019)에서 또한 낮

은 본인부담금과 나은 건강 결과가 연관성을 보이고 이는 소득이 낮거나

어린아이인 경우에 더 극명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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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질문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노인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이 보건기관 의

료이용률, 만성질환 치료율,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을 위한 PICO 형식을 차용했을 때 대상 인구집단(Population)

은 65세 이상 노인, 개입 또는 노출 요인(Intervention)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본인부담금 감면(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면제), 대조군

(Comparison)은 노인본인부담금 감면이 없거나 일부인 지역의 노인, 결

과(Outcome)은 보건기관 의료이용률, 만성질환 치료율, 미충족의료수요

에 해당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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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비사이클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를 이용한 인과 모형에

서의 교란요인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인과적 관계를 갖는 요인

에 해당한다.(Suttorp 2014) 위 모형을 기반으로 했을 때 교란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능력, 지역 문화 및 정치, 타 의료

기관 분포가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의 유무에 따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고

이것이 보건기관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이용이 곧

만성질환 치료율, 미충족의료수요 와 같은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문헌고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소(단체장, 유권자의 요구

등)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의료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득과 같은 경제적

능력, 고령인구비율을 비롯한 인구학적 요인이라고 보았다. 각 지역의 의

료기관 분포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정책의 유무가 타의료기관의 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분포 역시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제2절 자료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노인

에 대한 본인부담금(진료비) 면제/감면 조례,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2018년도 인구 자료, 행정구역 자료, 공공데

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2018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군구별 요양기관

종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수집 시점은 2020년 4월 1



- 12 -

일 – 2020년 5월 31일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조사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표본조사이고

시군구 별로 나뉜 건강 수준에 대한 통계를 가진 유일한 조사이다. 해당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지역의 통, 반/리 내 주택

유형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가구 수 크기를 고려하여 추출확률이 비례하

도록 표본지점을 추출한다. 표본지점으로 선정된 통, 반/리의 가구 수를

파악하여 계통추출법으로 표본 가구를 추출한다. 2018년도 지역사회건강

조사는 2018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훈련된 조사원에 의하여

조사된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8년 조사된 총인원 228,340 명 중 특별

시, 광역시 및 보건기관에 비해 타의료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지역(30배

이상)을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 44,918

명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대상에 대한 기준은 보건기

관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책의 대상이 되며 보건기관의 1차 의료

역할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함이다.

제3절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첫 번째 종속변수는 보건기관의 이용이다. 이에 대한 지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조사하는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로 2018년 설문 문항 중

“최근 1년 동안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적

이 있습니까?” 질문으로 “예”라고 응답한 경우 보건기관의 이용이 있는

것,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없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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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종속변수는 미충족의료로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조사하는 연

간 미충족의료율에 해당한다. 설문 문항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

원(치과 미포함)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로 “예”로

응답한 경우 미충족의료수요가 있는 것,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미충족

의료수요가 없는 것으로 하였다.

세 번째 종속변수는 만성질환 치료율로 이는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원시 자료 이용지침서에서 제시한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

율 생성 코드를 기반으로 변수를 생성하였다. 설문 문항에서는 고혈압

진단 여부, 잘 조절되고 있는지, 치료를 위한 방법, 한 달 중 약물 복용

날짜, 혈당수치 인지 여부, 당뇨병 진단 여부, 잘 조절되고 있는지, 치료

변수명 변수설명
보건기관이용 0: 없음.

1: 있음. 최근 1년 동안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적이 있음.
미충족의료 0: 없음.

1: 있음.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미포함)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음.
고혈압 치료 0: 부적절. 의사에게 진단받았으나 잘 조절되지 않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있음.

1: 적절. 의사에게 진단받았고 혈압조절 약을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하여 치료하고 있음.
당뇨병 치료 0: 부적절. 의사에게 진단받았으나 잘 조절되지 않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있음

1: 적절. 의사에게 진단받았고 인슐린 주사 또는

당뇨병약을 통해 치료하고 있음.

표 1 종속변수



- 14 -

를 위한 방법, 당화혈색소 검사 여부, 합병증 등을 조사한다. 이 문항들

을 통해 생성하는 변수 고혈압 치료는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사람

중 현재 혈압조절 약을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

의한다. 당뇨병 치료는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 중 현재 인슐

린 주사 또는 당뇨병약을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혈당조절 방법으로 사용한

다고 응답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2) 독립변수

주된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인터넷상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에 기재되어 있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다. 관련된 사항은 모두

자치법규에 기재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

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명) (보건소/보건의료원) 수가 조례”라

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고 “(진료비/수수료/약제비) (감면/면제)” 조항

을 두고 있다. 대부분 조례에서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

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등으로 기술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호 또는 별첨하여 기

술되어 있다. 구체적인 항목 내에서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복지법

에 의한 경로우대자)에 대한 진료비 또는 본인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

한다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 감면 정책이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치과진료, 물리치료, 이송구급차, 예방접종, 금연 금주침, 서류 수수료에

대한 감면은 정책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일부 검사의 경우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본인부담금을 할인

해주는 지역의 경우 한국의 보건기관 본인부담금이 기본적으로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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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보건기관 이용으로 발

생하는 약제비의 할인이 기술되어 있는 곳이 일부 있었으나 따로 구분하

지 않았다. 조례에 기술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모호하여 판별이 어려운

경우 개별 보건기관의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노인에 대한 감면정책 여부

를 확인하였다.

변수명 변수설명
지역변수
감면 정책 0: 노인의 보건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이

없거나 부분적임.

1: 노인의 보건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이

있어 본인부담금 면제됨.
고령

인구비율

연속변수 : 시군구별 (만65세 이상 인구) / (전체인구)

보건기관수 연속변수 : 시군구별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의 합
타의료기관

비율

연속변수 : 시군구별 (보건기관을 제외한 1차 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수) / (의사가 있는 보건기관 수)
개인변수
성별 0: 남성

1: 여성
연령 0: 65-69세

1: 70-74세

2: 75-79세

3: 80세 이상
가구소득 0: 50만원 미만

1: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표 2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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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요인이 될 수 있는 독립변수는 앞서 만든 모형을 기반으로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 보건기관 수, 타의료기관 비율, 성별, 연령, 가구소득을

선정하였다.

고령인구 비율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2018년도 인구 자료를 기

반으로 각 시군구별 만65세 이상 인구 / 전체인구 로 산출한다. 해당 변

수는 0부터 1까지 연속변수로 시군구 별로 다른 값을 갖는다.

보건기관 수와 타의료기관 비율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2018

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군구별 요양기관 종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2018년도 시군구별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

소, 보건진료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수를 포함하고 있다. 보건기관 수

는 보건기관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를

시군구별로 산출하여 연속변수로 나타내었다. 타의료기관 비율은 보건기

관 수 대비 타의료기관 수로 타의료기관 수를 산출할 시 타의료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1차 진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의사가 존재하는 기관, 상

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타

의료기관 비율을 산출할 때 보건기관 수에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보건

진료소를 제외하여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수만 비교하였다. 조

산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은 기능의 특수성 및 종속 변

수 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성별 및 연령, 가구소득은 다른 독립변수와 달리 개인에게 해당하는

변수이다. 이 중 성별 및 연령(만나이)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설문자가 연 소득 또는 월

소득으로 답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었고 설문 문항의 경우 다음과 같

다. “임금, 부동산 소득, 연금, 이자, 정부 보조금, 친척이나 자녀들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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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등 모든 수입을 합쳐 최근 1년 동안 가구의 총소득은 대략 얼마입니

까? 만약 연간 소득을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 월평균 액수를 말씀해 주십

시오.” 응답은 “연”으로 대답한 경우, “월”로 대답한 경우가 있었으며 소

득액을 만원 단위로 적게 되어 있었다. 미응답 또는 모름을 제외하고 모

든 소득 금액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개인에게 부여하였다. 연령 및 월

가구소득은 종속변수와의 선형관계를 보이지 않아 범주형 변수로 분석하

였다.

제4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보건기관 진료의 본인부담금 유

무가 갖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통계 기법을 이용하였다.

통계패키지로 SAS ver 9.4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삽입된 지도는

㈜ 지오서비스(GEOSERVICE)에서 웹상으로 제공하는 지도 파일과 행정

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행정 코드를 기반으로 무료 지리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QGIS ver 3.12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병합하였다.

첫 번째로 각 지역의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국

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분석을 통해 진료에 의한 본인부담금이 있는

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각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였다. 특별시 및 광역시

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각 지역에 해당하는 고령인구

비율, 보건기관수, 타의료기관 비율을 확인하였다. 확인한 자료는 지도에

표시하였고 연속변수의 경우 5개 구간으로 나누어 높은 값일수록 짙은

색으로 나타냈다. 타의료기관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30배 이상)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 대상이 되는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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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가구소득, 소속 시도, 보건기관이

용, 미충족의료, 만성질환 치료로 범주별로 빈도를 나타냈다. 이 중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4개의 변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지침서에서 제공하

는 평균 산출 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을 시군구별로 산출

하였고 이를 지도로 표기하였다.

세 번째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지역 수준과 개인 수준에서 독립변수 간의 스피어만 상관분석을 시행

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네 번째로 보정을 하지 않았을 때 본인부담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감면 정책 유무에 따른 각 종속변수 별 위험차(risk difference)를 산출하

였다.

다섯 번째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수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2-leve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오즈를 로그 변환시킨 log(odds)를 결과 값으로

한 회귀분석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log





 


     ⋯

본 연구에서 하는 다수준 분석 모형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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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지역(시군구)의 i 개인

   : 종속변수 있음(보건기관이용 있음, 미충족의료 있음,

만성질환치료 적절함)

 : j 지역의 평균 로그오즈

 : j 지역 i 개인의 예측변수 (성별 연령 가구소득)

 :  의 기울기

 :  에 대한 절편 (intercept)

 : j지역 수준의 예측변수 (감면 정책, 고령인구비율, 보건의

료기관수, 타의료기관 비율)

 :  예측에 있어서  의 기울기

 : j 지역의 에 대한 오차항

 : 에 대한 절편 (intercept)

 : 예측에 있어서  의 기울기

첫번째 식은 개인 수준에서 종속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로지

스틱 회귀분석 모형이다. 다수준 분석에선 여기에 해당하는 절편

(intercept)과 기울기(slope)가 지역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에 대한 함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두 번째 식은 절편에 대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식은 기울기에 대한 예측이다. 기울기에 대해 오차

항을 넣지 않은 것은 성별, 연령, 가구소득과 같은 예측변수가 무작위 기

울기 효과(random slope effect)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

식들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종합 회귀식을 얻을 수 있다.

log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비교했을 때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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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수식적으로 가장 다른 부분은 지역에 따른 무작위 절편 효과

(random intercept effect)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은 3단계로 모델1, 모델2,

모델3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 모델1은 빈 모델(empty model)로 지역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는 모델로 무작위 절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og




   

    


  

이를 통해 급내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

할 수 있고 이는 지역 간 차이가 로그오즈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나타

낸다.

모델2는 지역 간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식은 다음과 같다.

log




   

    


    

위 식을 통해 개인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지역 간 차이와 지역변

수가 로그오즈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모델3은 최종 모델로 개인 간 변수까지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식은 위

에서 제시한 종합 회귀식과 동일하다.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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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지방자치단체 법령 현황 및 지역의 일반적 특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는 대다수에서 지역의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양식으로 자치법규에 작성되어 있었고 경우

에 따라 2개 이상의 현행법령을 확인해야 노인의 본인부담금 관련 항목

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자치법규 연혁을 통해서 노인의 본

인부담금 감면 정책의 시작 시점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알기 어

려운 경우도 많았다.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018년 기준 대부분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이상 해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경우 1998년 또는 그 이전부터 시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2014년 이후로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을 처음 시작한 지역은 단 4

건이었고 시작 시점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최소한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던 확인 가능한 시점을 확인하여 2018년 기준 대부분 지역에서 해당

정책을 5년 이상 지속했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정책이 없었던 연혁을 확인하여 최소 5년 이

상 정책이 있었다가 없어지거나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광역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역의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의

현황은 (표3)과 같다. 구분의 기준은 앞서 제3장 제3절에서 명시하였던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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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역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

시군구 지역

경기도 0: 감면 없음 연천군
1: 감면 있음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도 0: 감면 없음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원주시, 철원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1: 감면 있음 고성군,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춘천시, 평창군, 횡성군
충청북도 0: 감면 없음 -

1: 감면 있음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청남도 0: 감면 없음 아산시**, 태안군

1: 감면 있음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
전라북도 0: 감면 없음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1: 감면 있음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 0: 감면 없음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완도군, 장성군, 해남군
1: 감면 있음 강진군,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화순군

표 3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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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연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

인부담금(진료비)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은 2019년도부

터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의 본인부담금 할인혜택을 도입하였다.) 강원

도의 경우 면제해주는 지역은 8곳, 면제 없는 곳이 10 곳이었다. 영월군*

의 경우 영월읍에 사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70세 이상인 경우에 본인부

담금을 면제해주고 이외 지역은 65세 이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충청북

도의 경우 전 지역 모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었고 충청남도의 경

우 아산시와 태안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

었다. 아산시**의 경우 노인의 경우 진료비를 50%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6 곳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8 곳에서

면제 없었고 전라남도의 경우 9곳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13 곳에서 본인

부담금 면제가 없었다. 완도군의 경우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해 65세 이

상에 대해 본인부담금 30% 할인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경상북도

의 경우 9 곳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고 14 곳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가 없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14 곳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4 곳에서 본인

부담금 면제가 없었다. 함양군의 경우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해 75세 이

경상북도 0: 감면 없음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울릉군, 의성군, 포항시
1: 감면 있음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영천시,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상남도 0: 감면 없음 사천시, 산청군, 진주시, 함양군

1: 감면 있음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제주도 0: 감면 없음 -

1: 감면 있음 서귀포시,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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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특정질환에서 본인부담금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전 지역 모두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본인부담

금을 면제해주는 지 여부에 따라 이를 지도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고령인구비율(그림 3)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도권 지역 및 광역시 인근

지역이 노인이 적은 편인데 반면 의성군, 군위군, 합천군, 남해군, 고흥군

이 고령 인구비율이 높았고, 시 단위보단 군 단위 지역이 고령인구비율

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시에서 벗어난 농어촌 지역에서 고령

인구비율이 높다는 기존 지식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기관 수(그림 4)는 수도권 지역에서 낮은 숫자를 보인다. 0-5 개의

보건기관 수인 경우는 많은 경우 보건소 한 개 또는 두개만 있는 지역인

경우이고, 경우에 따라 보건지소가 있기도 하나 대부분 보건진료소는 없

는 지역이 많았다. 반면 보건기관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보건지소와 보

건진료소가 많이 존재 하는 걸로 보였다. 1차의료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그림 2)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 현황



- 25 -

(그림 4) 보건기관 수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림 3) 지역 고령인구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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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보건기관 대비 타의료기관 비율

(그림 5) 보건기관 외 타의료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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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지역일수록 보건기관 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의료기관의 수(그림 5)를 통해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

소) 대비 타의료기관의 수(타의료기관비율, 오즈)를 산출하여 지도(그림

6)로 확인했을 때 서울특별시와 인접해 있거나 가까운 수도권 지역과 대

도시 및 광역시 인접 지역 등에서 높은값을 나타냈다. 예외적으로 천안

시 서북구, 속초시, 전주시, 목포시, 창원시, 제주시 등의 지역이 높게 나

타났다. 천안시 서북구와 제주시 같은 경우 인구와 같은 면에서 상대적

으로 큰 도시 규모로 의료 수요가 많고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수가 많

아 타의료기관 비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른 높은 지역들의 경

우 인구가 밀집되는 도시지역이면서도 행정구역상 면적이 작은 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타의료기관비율이 높은 지역들(30배 이상) 1차 의

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할 것으로 기대하여 이들은 분석대상 지역에

서 제외하였다. 타의료기관비율이 30 이상으로 제외한 지역 목록은 (표

4)와 같다.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기흥구, 수지구),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경기도

외

강원도 속초시,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흥덕구),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제주도

제주시

표 4 보건기관 대비 타의료기관 비율이 30배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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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상 인구집단의 일반적 특성

앞서 논의한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인구집단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총 인원 44,918명이고 여성이 59.2%로 남성에 비해 높은 숫자를 보인

다. 연령은 기본적으로 연속형 변수이나 범주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65세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8317 40.78

　 여 26601 59.22

연령 65-69세 11446 25.48

　 70-74세 10656 23.72

　 75-79세 11634 25.9

　 80세 이상 11182 24.89

가구소득(월) 50만원 미만 6687 14.89

　 50~100 13712 30.53

　 100~200 12003 26.72

　 200~300 5192 11.56

　 300만원 이상 5828 12.98

　 응답 거부 또는 모름 1496 3.33

지역 경기 3057 6.81

　 강원 5132 11.43

　 충북 3471 7.73

　 충남 4782 10.65

　 전북 5005 11.14

　 전남 8329 18.54

　 경북 8762 19.51

　 경남 5584 12.43

　 제주 796 1.77

표 5 대상 인구집단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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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69세가 25.5%, 70세에서 74세가 23.7%, 75세에서 79세가 25.9%, 80

세 이상이 24.9%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 또한 연속형 변수이나 범주형

으로 구분했을 때 50만원 미만이 14.9%, 50만원에서 100만원이 30.5%,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26.7%,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11.6%, 300만원

이상이 13.0% 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구소득 비율은 일반적인 지역 노인의 특

성으로 볼 수는 없다. 시도 지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경기도 6.81%, 강원

도 11.43%, 충청북도 7.73%, 충청남도 10.65%, 전라북도 11.14%, 전라남

도 18.54%, 경상북도 19.51%, 경상남도 12.43%, 제주도 1.77% 이다.

종속변수의 값의 빈도분석 결과 결측값을 제외하고 보건기관이용은

71.1% 에서 있다고 하였고 28.9%에서 없다고 하였다. 미충족의료의 경

우 8.5%에서만 있었고 91.5%에서 없었다. 고혈압치료와 당뇨병치료는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각각 91.2%, 83.4% 에서 적절하게 치료받

보건기관이용 없음 12987 28.92

　 있음 31922 71.08

　 결측값 9 　

미충족의료 없음 41078 91.46

　 있음 3834 8.54

　 결측값 6 　

고혈압치료 치료 부적절 2214 8.78

　 치료 적절 22994 91.22

　 결측값 19710 　

당뇨병치료 치료 부적절 1485 16.65

　 치료 적절 7434 83.35

　 결측값 35999 　

표 6 대상인구의 종속변수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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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고 8.8%, 16.7% 에서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

는 상태였다.

각 지역별로 종속변수의 율을 개인에게 부여된 가중치를 고려하여 계

산하였을 때 보건기관이용률(그림 7), 미충족의료율(그림 8), 고혈압 치

료율(그림 9), 당뇨 치료율(그림 10)을 지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보건기관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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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미충족의료율

(그림 9) 고혈압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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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당뇨병치료율

제3절 독립변수 간의 상관성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의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7)에

나타내었다. 앞서 제외한 지역 외 분석대상인 132 개 시군구 지역을 대

상으로 하였다. 감면정책과 유의한 상관성을 지닌 독립변수는 없었고 고

령인구비율의 경우 보건기관수와 타의료기관비율 두 변수 모두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고 상관계수는 각각 0.248, -0.788로 나타났다. 두 상관계

수 모두 절대값이 제외할 만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0.8) 관심있는 독립변수인 감면정책과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고령

인구비율과 타의료기관비율 모두 이론적으로 필요한 독립변수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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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회귀분석에서의 독립변수로 제외하지 않고 모두 채택하였다.

개인 수준에서의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해당 표에서 지역변수들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

히 분석대상의 수가 늘어나서 나타난 현상으로 의미있다 고 볼 수 없다.

지역변수들과 개인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감면 정책과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낸 것은 가구소득으로 상관계수 0.01로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냈다. 다른 변수들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

나 이는 40,000명 이상의 많은 대상에 대한 분석이 초래한 결과로 보기

쉽고 통계적 유의성보다 상관계수의 값이 더 중요하다. 가장 큰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경우 가구소득과 연령으로 -0.330 이었으나 제외할 만큼 상

관성이 크다고 볼 수 없기(<0.8) 모두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p-value<0.001, **p-value<0.01, *p-value<0.05

　 감면정책 고령인구비율 보건기관수 타의료기관

비율
감면정책 1
고령인구비율 0.0002 1
보건기관수 -0.119 0.248

**

1

타의료기관

비율

-0.039 -0.788

***

-0.059 1

　

표 7 지역 변수 간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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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0.001, **p-value<0.01, *p-value<0.05

제4절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 유무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

감면정책이 있는 지역과 감면정책이 없는 지역의 인구집단에 대해 각

종속변수에 대한 비율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제시한 가중치를 적용하

여 산출하였다.

　 감면

정책

고령

인구

비율

보건

기관수

타의료

기관

비율

성별 연령 가구

소득

감면

정책

1

고령인

구비율

0.0148

**

1

보건기

관수

-0.092

***

0.152

***

1

타의료

기관

비율

-0.041

***

-0.740

***

0.063

***

1

성별 -0.002 0.022

***

0.007 -0.018

***

1

연령 0.0008 0.0659

***

0.0196

***

-0.060

***

0.086

***

1

가구

소득

0.0104

*

-0.165

***

-0.055

***

0.133

***

-0.195

***

-0.330

***

1

　

표 8 개인 수준의 독립변수 간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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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정책이 있는 경우 62.01%에서 보건기관 이용률을 보였고 없는 경

우 60.03%에서 보건기관 이용률을 보여 위험차(Risk difference)를 구했

을 때 0.0197, (95% 신뢰구간 0.0107, 0.0288) 로 약 2% 정도의 유의한

효과를 보인다. 즉,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이 있는 지역에서 없는 지역에

비해 약 2% 정도 보건기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정책이 있는 경우 8.23% 에서 미충족의료가 있었고 없는 경우

8.35%에서 미충족의료가 있었다. 위험차는 -0.00121 (95% 신뢰구간

-0.00635 0.00393)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감면정책 보건기관

이용률

95% 신뢰구간

0: 없음 0.6003 0.5930 0.6076
1: 있음 0.6201 0.6143 0.6258
RD (1-0) 0.0197 0.0107 0.0288

표 9 감면정책에 따른 보건기관 이용률

감면정책 미충족의료율 95% 신뢰구간
0: 없음 0.0835 0.0794 0.0876
1: 있음 0.0823 0.0790 0.0855
RD (1-0) -0.00121 -0.00635 0.00393

표 10 감면정책에 따른 미충족의료율

감면정책 고혈압치료율 95% CL Mean
0: 없음 0.9047 0.8988 0.9105
1: 있음 0.9184 0.9141 0.9227
RD (1-0) 0.0137 0.00667 0.0208

표 11 감면정책에 따른 고혈압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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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정책이 있는 경우 91.84%에서 고혈압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있었

고 감면정책이 없는 경우 90.47% 에서 고혈압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있

었다. 위험차는 0.0137, (95% 신뢰구간 0.00667, 0.0208)로 약 1.4% 정도

의 유의한 효과를 보인다. 즉,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이 있는 지역에서 없

는 지역에 비해 약 1.4% 정도 고혈압 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정책이 있는 경우 84.41%에서 당뇨병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있었

고 감면정책이 없는 경우 82.22% 에서 당뇨병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있

었다. 위험차는 0.0219, (95% 신뢰구간 0.00635, 0.0374)로 약 2.2% 정도

의 유의한 효과를 보인다. 즉,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이 있는 지역에서 없

는 지역에 비해 약 2.2% 정도 당뇨병 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회귀분석

종속변수마다 다수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를 작성하

였다. 모델1은 빈 모델로 시군구 지역의 차이만이 종속변수에 대한 함수

로 작동한다. 모델2에서는 지역 수준의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에 대한 함

수로 추가하였다. 모델3에서는 개인 수준의 독립변수를 추가한 모델이다.

각 모델에서 절편과 독립변수들의 고정 효과(fixed effect)의 기울기에

대한 추정값과 표준오차를 통해 오즈비와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표기하였

고 유의수준(***p-value<0.001, **p-value<0.01, *p-value<0.05)을 나타

감면정책 당뇨병치료율 95% CL Mean
0: 없음 0.8222 0.8095 0.8348
1: 있음 0.8441 0.8344 0.8537
RD (1-0) 0.0219 0.00635 0.0374

표 12 감면정책에 따른 당뇨병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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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모델1의 분산 추정값( )을 다음 식에 대입함으로써 급내상관계

수(ICC)를 계산하였다.

 

 




모델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2 로그 우도(-2 log likelihood)를

확인하였고 동시에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의 값도 함께 참고하였다.

1) 보건기관 이용

보건기관 이용의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산

출한 급내상관계수(ICC)는 0.1455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구 지역 간 차이

가 보건기관 이용 차이를 14.55%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모델2를 통해

서 지역 수준의 독립 변수 중에서 유의한 값을 가진 것은 지역의 고령인

구비율과 보건기관수, 타의료기관 비율이 유의한 값을 가졌다. 모델3에서

도 지역변수에 기울기 추정값이 바뀌긴 하지만 유의성에 있어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개인 변수는 성별, 연령, 월 가구소득 모두 유의한 결과

를 보였다. 모델3을 통해 다수준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다른 요인을 통제

하였을 때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은 보건기관 이용에 대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으며 고령인구비율이 높을수록(OR=1.026), 보건기관 수가 적을수

록(OR=0.988), 타의료기관비율이 낮을수록(OR=0.951) 보건기관 이용이

높아진다. 여성(OR=1.177), 높은 연령, 낮은 월 가구소득 군에서 더 높은

이용이 나타났다.

급내상관계수가 0.1455로 시군구 간의 차이가 있으나 다수준 분석의

적합성에 참고하기 위해 다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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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1 모델2 모델3
-2 로그 우도 50522.43 50440.69 45416.60
fixed effects 　
절편(Intercept) 2.3924***

[2.100,2.725]

2.5426**

[1.3966,4.6291]

1.9098*

[1.0313,3.5368]
감면정책 있음 0.9583

[0.7884,1.1648]

0.997

[0.8176,1.2157]
고령인구비율 1.0264**

[1.0082,1.0448]

1.0258**

[1.0073,1.0445]
보건기관 수 0.9868*

[0.9758,0.9979]

0.9879*

[0.9767,0.9992]
타의료기관

비율

0.9489***

[0.9312,0.9669]

0.9512***

[0.9332,0.9697]
성별(여성) 1.1774***

[1.1237,1.2337]
연령 65-69세 1

70-74세 1.1916***

[1.1173,1.2708]
75-79세 1.2942***

[1.213,1.3808]
80세이상 1.2532***

[1.1726,1.3393]
월소득(<50) 1
50-100만원 1.0662

[0.9933,1.1444]
100-200만원 0.9746

[0.9045,1.0502]
200-300만원 0.9216

[0.8432,1.0073]
300만원이상 0.8094***

[0.7326,0.8942]
***p-value<0.001, **p-value<0.01, *p-value<0.05

ICC= 0.1455, predicted probability = 0.7052

표 13 보건기관 이용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오즈비 [95%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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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추가로 하였다. 결과 -2 로그 우도(-2 Log Likelihood) 값은

47133.01 로 다수준으로 분석한 모델3의 –2 로그 우도 값 45416.60이 더

좋은 회귀 모형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독립변수의 종류는 다수준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2) 미충족의료수요

미충족의료에 있어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산출한 급내상관계수(ICC)는 0.0712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구 지역

간 차이가 미충족의료 차이를 7.12%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모델2를 통

해서 지역 수준의 독립 변수는 미충족의료 설명에 모두 유의하지 않았

다. 모델3에서도 지역변수에 대해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개인 변수는 성

별, 연령, 월가구소득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모델3을 통해 다수준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다른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본인부담금 감면정책

은 미충족의료에 대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으며 고령인구비율, 보건기

관수, 타의료기관비율 역시 같은 결과를 보인다. 여성(OR=1.632), 높은

연령, 낮은 가구소득에서 더 높은 미충족의료를 보인다.

급내상관계수가 0.0712로 낮아 다수준 분석이 아닌 일반적인 다중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하였다. 결과 -2 로그 우도(-2 Log

Likelihood) 값은 23654.14으로 다수준으로 분석한 모델3이 더 좋은 회귀

모형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독립변수는 다수준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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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1 모델2 모델3
-2 로그 우도 25551.95 25549.07 22943.82
fixed effects 　
절편(Intercept) 0.08371***

[0.076,0.092]

0.06896***

[0.03777,0.1259]

0.0944***

[0.0499,0.1786]
감면정책 있음 0.98638

[0.8131,1.1966]

1.02157

[0.8363,1.2479]
고령인구비율 1.0026

[0.9849,1.0207]

0.9941

[0.9759,1.0128]
보건기관 수 1.0068

[0.9956,1.0180]

1.0054

[0.9938,1.0170]
타의료기관

비율

0.9964

[0.9774,1.0158]

0.9975

[0.9778,1.0177]
성별(여성) 1.6317***

[1.5082,1.7653]
연령 65-69세 1

70-74세 0.9701

[0.8682,1.0839]
75-79세 1.0432

[0.9376,1.1608]
80세이상 1.3258***

[1.1940,1.4721]
월소득(<50)
50-100만원 0.6929***

[0.6312,0.7607]
100-200만원 0.4954***

[0.4445,0.5522]
200-300만원 0.4243***

[0.3668,0.4908]
300만원이상 0.3725***

[0.3123,0.4442]
***p-value<0.001, **p-value<0.01, *p-value<0.05

ICC= 0.0712, predicted probability = 0.0772

표 14 미충족의료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오즈비 [95%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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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성 질환 치료 (고혈압, 당뇨)

고혈압치료에 있어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산출한 급내상관계수(ICC)는 0.04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구 지

역 간 차이가 고혈압치료 차이를 4.93%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모델2를

통해서 지역 수준의 독립 변수에선 본인부담금 감면정책만이 유의한 결

과를 보였다. 모델3에서도 감면정책에 대해 기울기 추정값이 바뀌긴 하

지만 유의성에 있어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모델2 에서의 감면정책의

고정효과 오즈비는 1.207(95% 신뢰구간 1.017, 1.433), 모델3에서는

1.2455 (95% 신뢰구간 1.045, 1.484) 로 나타난다. 개인 변수는 연령, 월

가구소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모델3을 통해 다수준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다른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이 있는 경우

고혈압의 적절한 치료를 약 1.2455배 높였고 젊은 연령일수록, 높은 가구

소득일수록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다.

급내상관계수가 0.0493으로 낮아 다수준 분석이 아닌 일반적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하였다. 결과 -2 로그 우도(-2 Log

Likelihood) 값은 13699.76 로 다수준으로 분석한 모델3이 더 좋은 회귀

모형으로 나타났지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다수준을 고려하지 않았

을 때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할 경우 유의한 독립변수는 다수준

분석과 동일하였고 감면 정책의 오즈비는 1.249 (95% 신뢰구간 1.138,

1.371)으로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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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1 모델2 모델3
-2 로그 우도 14803.69 14797.83 13537.34
fixed effects
절편(Intercept) 11.1306***

[10.22,12.13]

10.6408***

[6.1999,18.2628]

10.4751***

[5.8503,18.7557]
감면정책 있음 1.2074*

[1.017,1.4335]

1.2455*

[1.0452,1.4841]
고령인구비율 0.9932

[0.9774,1.0092]

0.9942

[0.978,1.0107]
보건기관 수 1.0042

[0.9944,1.0141]

1.0044

[0.9943,1.0145]
타의료기관

비율

0.9999

[0.9825,1.0177]

0.9989

[0.9809,1.0171]
성별(여성) 1.0664

[0.9666,1.1766]
연령 65-69세 1

70-74세 0.9042

[0.7801,1.048]
75-79세 0.8775

[0.76,1.0131]
80세이상 0.7196***

[0.6251,0.8285]
월소득(<50) 1
50-100만원 1.0272

[0.9005,1.1718]
100-200만원 1.0608

[0.9174,1.2265]
200-300만원 1.2912**

[1.07,1.5582]
300만원이상 1.4303**

[1.1379,1.7979]
***p-value<0.001, **p-value<0.01, *p-value<0.05

ICC= 0.0493, predicted probability = 0.9176

표 15 고혈압치료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오즈비 [95%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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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1 모델2 모델3
-2 로그 우도 7957.86 7951.58 7253.99
fixed effects
절편(Intercept) 1.6665*** 9.0693***

[5.0772,16.2006]

7.6027***

[3.9786,14.5279]
감면정책 있음 0.9973

[0.8317,1.1959]

1.0021

[0.8284,1.2123]
고령인구비율 0.9792*

[0.9625,0.9961]

0.9792*

[0.9616,0.997]
보건기관 수 1.0046

[0.9942,1.0151]

1.0059

[0.995,1.017]
타의료기관

비율

0.9809*

[0.9629,0.9993]

0.977*

[0.9582,0.9962]
성별(여성) 0.8828

[0.7792,1.0001]
연령 65-69세 1

70-74세 1.0575

[0.8963,1.2477]
75-79세 1.1553

[0.9771,1.3662]
80세이상 1.2248*

[1.0213,1.4689]
월소득(<50) 1
50-100만원 1.0067

[0.8429,1.2024]
100-200만원 1.1991

[0.9925,1.4487]
200-300만원 1.5792***

[1.2387,2.0132]
300만원이상 1.2818

[0.9727,1.6892]
***p-value<0.001, **p-value<0.01, *p-value<0.05

ICC= 0.0459, predicted probability = 0.8411

표 16 당뇨병치료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오즈비 [95%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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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치료에 있어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6)와

같다. 산출한 급내상관계수(ICC)는 0.0459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구

지역 간 차이가 당뇨병치료 차이를 4.59%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모델2

를 통해서 지역 수준의 독립 변수에선 고령인구비율과 타의료기관 비율

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모델3에서도 기울기 추정값이 바뀌긴 하지만

같은 지역독립변수에 대해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개인변수는 연령, 월

가구소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모델3을 통해 다수준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다른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이 낮을수록

(OR=0.9792), 타의료기관 비율이 낮을수록(OR=0.977) 높은 당뇨병 치료

율을 높였고 높은 연령, 높은 월 가구소득에서 당뇨병 치료율이 높았다.

급내상관계수가 0.0459로 낮아 다수준분석이 아닌 일반적인 다중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하였다. 결과 -2 로그 우도(-2 Log Likelihood)

값은 7334.217으로 다수준으로 분석한 모델3이 더 좋은 회귀 모형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독립변수는 다수준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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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논의

한국의 의료 접근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지역별로 설치된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같은

보건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관의 의료 이용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의 영향력은 기존에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는 한국 보건기

관에 있어서 노인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에 대해 요약적으로 정

리하고 크지 않은 본인부담금 차이가 개인의 의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한 논문으로서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설계 시 기대했던

것만큼의 영향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고혈압치료에 있어 어느정

도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혈압 치료로 비추어볼 때 노인의 의

료 접근성 및 보장성에 있어 단순히 형평의 측면 만이 아닌 실제 건강

및 의료행태 효과에 있어서도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의 확대는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절 연구결과 고찰

본 연구는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같은 보건기관

의 1차 의료 진료 기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군구 단위 지역에서

노인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에 따라 보건기관 이용과

미충족의료, 고혈압 치료, 당뇨병 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았다. 이를 위하여 각 단체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 현황을 확인하였고 각

지역에 존재하는 의료이용 행태와 연관된 지표를 생성 및 확인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자료를 이용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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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담금 감면 정책유무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였고, 이를 다수준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통해 보정된 영향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보정을 하지 않

았을 때 감면 정책에 따라 보건기관 이용률과 고혈압치료율, 당뇨병치료

율은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을 때 감면정책은 고혈압 치료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회귀분석 결과를 봤을 때 주 관심사였던 감면정책 변수 이외에도 보

건기관수, 타의료기관비율, 고령인구비율과 같은 지역의 다른 변수들과

성별, 연령, 가구소득과 같은 개인 변수들 또한 종속변수인 의료이용, 미

충족의료, 만성질환 치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지역의 본인부담금 현황 및 지역의 특성

지방자치제 분권화에 의한 정책 결정은 시군구 지역에서의 노인의 본

인부담금 감면정책에 대한 양식을 통일되지 않게 하였다. 형식 측면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현행 법령의 상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크게 다른 양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기재된 양식이 특별한 규칙을 보이

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정리된 데이터로 만들기 까다로운 구조이

다. 보건 관련된 이런 조례 법령은 잦은 빈도로 개정하기도 하였고 개정

사항은 노인과 관련 없는 경우가 많아 현행 법령의 조회만으로는 정책의

시행 시점을 알기 어렵고 연혁을 모두 조회해야 어느정도 정책의 시행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정리된 데이터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회

를 해야 법령을 알 수 있다는 점은 연구자에게 있어 제한점을 많이 준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의 경우에도 기재되어 있는 표현 양식이

다르다는 점, 조회할 수 없는 법령 연혁도 있으며 실제로 시행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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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호하거나 미기재된 경우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의 법령에 기

재된 것이 실제로 시행되는 정책인지에 대한 신뢰도를 위하여 해당 지역

의 실무자와 교차 검증과, 모호한 기술적 표현에 의한 확인 등이 상당수

있었다. 법령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지방자치제에 의한 자치법규

기재 양식의 다양성은 앞으로도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기술적 표현이 동질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이는 특

히 같은 시도단위 지역일수록 그러한 경향성을 보였다. 조례, 자치법규

안을 작성할 때 다른 지역의 법령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표현은 “진료비”, “수수료”, “처방료”,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진료수가”, “본인부담금” 등으로 표현되었고, 감면이란

의미에 대한 표현은 “감면”, “면제”, “할인”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노인

에 대해서는, “만65세 이상인 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노

인”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법령 표현, 작성의 동질성 및 이질성

은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감면정책의 유무로 나눠 각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와 충청남도, 충

청북도, 제주도의 경우 이질성이 떨어진다. 기존에 연구에 의하면 자치법

규의 정책확산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도로

그려서 봤을 때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은 상당 부분

공간적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정책확산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된다. 지역변수 간의 상관성

에 대한 분석에서 감면정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없었으나

그 이유는 일부러 타의료기관비율이 높은 지역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

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외대상은 대부분의 경우 감면정책이 있는 지역들

이었고 고령인구비율이 낮은 수도권 또는 대도시인근, 도시 규모 지역이



- 48 -

었으며 보건기관 수가 적은 지역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포함하지 않았지

만 이 지역들을 제외하지 않으면 이 4가지 모든 변수 조합에서 상관관계

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책확산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비

율, 의료기관 분포가 모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는 본 연구에서 가정했던 모형과 일치한다. 고령인구가 높은 지역, 농

어촌 지역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곧 지방

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 단순히 본

인부담금에 대한 급여 능력뿐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무료로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의료이용 증가가 곧 지방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감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분포가 정책에 대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

한 부분이 있으나, 보건기관의 수가 곧 1차 진료 기능이 얼마나 작동하

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하였을 때 이 수는 감면정책 유무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의 분포 또한 의료이용에 대한 주민 요구

나 지역의 인구 규모와 같은 매개를 통해 감면 정책과 인과적 관계가 있

을 수 있으나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보다 복잡한 설계를 통한 연구

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 지표들을 살펴볼 때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의 경우 지도로 확

인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공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부

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주변으로 고령인구비율이 낮게 보인

다.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도시 집중화로 인한 농어촌의 고령화 현

상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건기관 수를 살펴볼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1개 이상의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숫자가 반영하는 것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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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숫자가 더 크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의

료취약 지역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보건지소는 의사가 진료를 수행하고 보건진료소는 의사 없이 만성질환에

대한 추적관찰 및 약물 치료가 주목적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는 주로 1

차 의료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의 경우 애매한 부분

이 있으나 실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설문 문항에서 보건진료소 이용

또한 보건기관 이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수를 포함하여 지역 값을

산출하였다.

보건기관 수는 적은 곳은 아예 1개 또는 2개 정도로 매우 적은 반면

많은 곳은 30개 이상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앞서 서론에

서 언급하였듯 보건기관의 기능이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도시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 보건소의 역할은 예방접종,

치매, 정신건강 등과 관련된 보건사업에 주 역할이 있는 반면 농어촌 지

역의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의 경우 1차 의료 기능이 주 역할이다. 따

라서 각 지역의 보건기관의 수는 곧 각 기관의 역할을 반영하는 변수라

고 할 수 있다. 지도를 통해 확인하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적은 지

역은 많은 수에서 수도권이거나 도시지역임을 알 수 있다. 단, 도시지역

임에도 보건기관 수가 상당히 많은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제주시나 평택

시 같은 지역을 보면 상당히 큰 도시이며 인구 규모가 크고 타의료기관

수도 매우 많은데 비해 보건기관의 수도 많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행정

구역상 설정된 지역에서 도심지역과 이외 지역이 나뉘어 같은 시군구 안

에서도 상당히 다른 삶의 형태를 보이는 이질적인 주민 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제주시, 평택시 모두 시내 지역은 상당히 번화한 반면 농어촌

이라고 할 수 있는 취약 지역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1

차 의료 진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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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었을 것이다.

타 의료기관 수를 통해 보건기관 대비 타의료기관 비율을 산출한 데에

는 단순히 타 의료기관 수를 보정으로 했을 때 각 지역의 의료수요의 크

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이다. 1차 의료의 수요량을 반영하

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비율을 지표로 산출한다는 것은 각 의료

기관의 수용력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개인의 1차 의료

이용 필요가 생겼을 시 갈 수 있는 접근성 면에서 고려할 때 지역에 존

재하는 의료기관 수는 의미 있는 지표이고 이 중 타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대비 비율이 보건기관 이용, 미충족의료, 만성질환 치료에 있어 교란요인

으로 작동하는 타의료기관 분포로서 가장 적절한 지표로 판단하였다. 해

당 지표는 1차 의료와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1차 의료의 보완적인 기

능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는 대비 비율상 제외하고 분모로써 보건

기관 수를 산출하였다.

타의료기관의 비율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였을 때 0 – 1 사이에 상

당히 많은 지역이 포함되었는데 이 지역들은 보건기관 수가 타의료기관

수보다 많은 지역이다. 소위 말하는 의료취약지역들이 이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 보건기관의 1차 의료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

는 지역들이다. 오름차순 정렬 후 차례대로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기

울기가 대체로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타의료

기관 비율이 30배 이상이 되면 보건기관의 1차 의료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제외했다. 30배가 기점이 되는 것은 30배 전후로

타의료기관 비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지점이라는 점과 오름차순 정

렬 후 그래프상 몇 안 되는 변곡점에 위치한다는 점, 30 정도 숫자가 오

름차순 정렬 상 3사 분위 수 지점에 해당한다는 점, 연구자의 상식 등에

기반한 기준점이 되었다. 제외된 지역의 경우 대부분 경기도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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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좁고 민간의료기관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경기도 외에서

도 큰 규모의 도시들이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도시들이 포함되었을 경

우 분석 시 독립변수 간의 강력한 상호작용이 존재하여 바이어스가 심해

진다.

2) 대상 인구집단의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상은 국내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대표하지 않

는다. 분석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해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하였고,

타의료기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한, 보건기관이 1차의료로 어느 정

도 작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들의 노인이다. 또한 기초생활수

급권자는 제외된 대상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의 경우 지역의 통, 반

/리 를 기준으로 표집하여 인구비율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였기 때문

에 단순히 분석대상을 볼 때 인구 비율에 비해 농어촌 지역 및 취약계층

이 과표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5)에서 제시한 대상 인구

집단의 일반적 특성의 경우 대표성 있는 백분율이라고 보긴 어렵다. 단,

다수준분석은 기본 단위는 개인에 대한 분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

기서 나타난 일반적 특성이 분석대상이 된다. 제시한 표에서 시도 지역

단위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유의한 정책적 문화적 공동체라고 보기엔 어

려운 점이 있으므로 분석 시 고려하지 않았다. 제주도의 경우 대상인구

가 매우 적은 이유도 표집 과정과 관련 있는데 제주도의 시군구 행정구

역은 단 두 개 뿐인데 그 중 제주시는 타의료기관 비율에 의해 제외되었

고 따라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대상 지역 자체가 적어 인구집단 중 작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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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약 60%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기대수명이 여성이 높아서 그런 것으로 추측된다. 연령

의 분포는 5세 간격으로 상당히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월 가구소득의

분포를 봤을 때 50만원 미만을 제외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백분율이 낮

아진다. 50만원 미만에서 인구가 적은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 기초생활수

급권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결과변수들의 분포를 확인해보면 보건기관 이용은 약 71%로 상당히

높았고, 미충족의료는 있는 경우가 8.54%로 상당히 낮았다. 고혈압치료

의 경우 결측값이 2만여명인데 이는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은 인구가 대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치료율은 91%로 상당히 높은 반면 당뇨병은

83% 로 좀 더 적었다. 또한, 당뇨병은 결측값 역시 고혈압보다 훨씬 많

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인구집단에선 고혈압이 당뇨병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뇨병 치료가 부적절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은 당뇨

병의 경우 악화가 심해졌을 경우 약물 조절이 아닌 인슐린과 같은 침습

적인 치료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식습관과 같은 생활습관에 훨씬 쉽게

수치가 변동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검사방법이 혈압보다 복잡하다. 이

러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의료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 인구집단의 경

우 의료접근성에 당뇨병이 훨씬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복합

적인 면에서 당뇨병 치료가 부적절한 경우가 고혈압 치료가 부적절한 경

우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3) 본인부담금이 보건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보건기관 이용률은

약 2% 정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단, 이 값은 다른 변수들에 대한 보



- 53 -

정이 없는 값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본인부담금 때문에 보건기관 이용이

더 낮다고 하긴 어렵다.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하면 오즈비의

신뢰구간이나 유의수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급내상관계

수가 높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보건기관의 이용이 차이나는

요인은 지역 간의 차이와 타의료기관 비율, 고령인구비율, 보건기관 수

등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이용에 있어서 여성, 고령, 높은 가구

소득에서 더 많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50만원 미만

군에 비해 소득이 올라갈수록 어느정도 보건기관이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300만원 이상의 경우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소득이 높은 군에

서 보건기관의 이용이 감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보건기관의 진료비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경제적 이유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소득이 보장된 인구집단은 보건기관

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엔 보건기관이 주

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기관이라는 인식 또한 작동하였을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은 민간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지역(농어촌의 면 단위 지역 등)

은 가구소득이 낮은데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보건기관밖에 없

을 수 있으나 반면 상대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읍내, 번화가)

에 사는 인구집단은 거주지역 특성 상 가구소득이 높고 이용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많을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원활한 교통

을 통해 대도시 지역의 의료이용이 있을 수 있다.

감면정책이 있어도 실제로 보건기관 이용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연구 모형에서 제시했던 가설이 맞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

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시행하는 설문문항이 “최근 1년간”

의 이용 여부라는 점에 있다. 감면정책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

면정책 유무로만 구성된 변수인 데 반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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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법규는 보다 복잡한 범위에 대해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

에 대해선 감면정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지역에서 노인에 대한 예방

접종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1년에 한번 독감 예방

접종을 받더라도 해당 설문은 이용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금연 금주침, 운동 프로그램, 방문치료, 더위 쉼터 등을

무료로 제공 하는 경우도 있고 치매 검진과 같은 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여부와 이를 위한 의료이

용을 보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표로는 진료 이용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면정책의 효과가 아니지만 감면정책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서

차이를 보인 이유는 다른 부분에서 확인해야 한다. 시군구 지역마다 차

이가 크게 난다는 점에서 보건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했을 수 있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했을 때 유의수준

이 높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건기관 수가 적은 경우 감면정책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건기관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보건기관의 1차 의료 기

능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임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지역에서 보건기관

이용률이 높다는 점은 회귀분석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부분은 상당

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오히려 보건기관의 양적인 숫자보다 기능적인 부

분이 보건기관 이용에 중요한 교란요인으로 작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본인부담금이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

감면정책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서의 미충족의료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역변수에

해당하는 지역의 고령인구비율, 보건기관 수, 타의료기관 비율 중 그 어



- 55 -

떤 것도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었다. 기존 연구

에서 언급되었던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별, 연령, 소득은

모두 다른 효과가 보정되었을 때도 모두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

고연령, 저소득일 때 미충족의료를 높인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기존의 연

구(김소애 2019, 신한얼 2019)와도 동일한 결과였다.

급내상관계수를 통해 시군구 지역 차이가 미충족의료를 7.12% 설명한

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 하다. 큰 수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반영할

만한 지역의 특성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미충족의료 지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전 연구에 의해서도 제시되었

다. (박유경 2019) 해당 연구에 의하면 필요한 의료이용이 제대로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충족의료 지표가 생겨남과 동시에 많

은 보건의료 정책과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반면 미충족의 기존 개념과

지표로 파악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의료필요가

어떤 특성을 지닌 지 잘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과 함께 지표의 한계와 그

로 인한 개념 축소를 문제 의식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하는 듯, 매년 발행하는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보고서를

확인했을 때 미충족의료 지표의 경우 시군구 지역에 따라 1.6%에서

22.9% 까지 크게 차이가 나며 같은 시도 지역에서 행한 결과 값이 1년

사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해마다 미충족의료의 지역 간 격차

지표에서 1위 지역이 바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수준의 변수를 통해 미충족의료의 크기 차이는 명백히 나타난 반

면 시군구 지역 수준의 변수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 수준 변수의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선 시간변수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고 조사대상이

변하지 않는 패널 자료 등이 더 좋은 자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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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형을 기반으로 다른 종속변수들과의 관계로 생각하였을 때 보

건기관 이용, 만성질환 치료 모두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

인이다. 종속변수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보건기관 이용과

양의 연관성(상관계수 0.01112, 유의수준 <0.05), 만성질환치료와 음의 연

관성(상관계수 고혈압 –0.0471, 당뇨 –0.05781, 유의수준 <0.0001)을 보

이고 있었다. 보건기관 이용이 높을수록 미충족의료가 높다는 것은 민간

의료기관 수와 같은 교란요인이 있거나 역인과성의 가능성이 있다. 회귀

분석을 통한 결과에서도 보건기관 이용을 매개변수로 확인하기는 어려웠

다. 이는 앞서 보건기관 이용에 있어서 지표적 한계가 의료 이용을 반영

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작동하였을 수 있다. 이는 곧 연구 모형에서 가정

했던 사실이 상당부분 틀렸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반면 고혈압 치료

나 당뇨병 치료가 잘 안되는 경우 미충족의료가 높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직관적이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미충족의료에

포함될 수 있는 많은 질병 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적절하지 못한

치료가 갖는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모형에

서 매개변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호 연관성이 있는 건강 결과라고 말

할 수 있다. 전반적인 미충족의료에 있어서 감면정책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고혈압치료에 영향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볼 때 미충족의료

에 대한 감면정책의 영향은 실제할 가능성이 있다.

5) 본인부담금이 만성질환 치료에 미치는 영향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비교했을 때 고혈압치료

율 및 당뇨병치료율 모두에서 감면정책이 있는 경우 더 높은 치료율을

보였다. (고혈압 위험차 약 1.4%, 당뇨병 2.2%) 다수준 회귀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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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얻은 급내상관계수 값은 모두 5% 미만으로 시군구 지역이 만성질환

치료를 설명하는 데 큰 설명을 하진 못하였다.

고혈압 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이 다수준 회귀분석을 통해서

도 치료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기관 이용이나 미충족의료와

달리 고혈압 치료의 경우 진료를 통한 약물치료가 가장 주된 치료이고

이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에게 있어 의료 접근성의 저해 요인

으로 상당 부분 작동할 수 있다. 지역의 다른 독립변수들, 고령인구비율,

보건기관 수, 타의료기관 비율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보

건기관 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석향숙 2013)가 있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조사 시점, 분석 모형의 차이

등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고혈압의 경우 시군구 지역의 변수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정

책을 바꿨을 때의 기대 효과를 위험차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반사실적

가정으로 서술했을 때, 연구대상이 된 지역, 특별시와 광역시 및 타의료

기관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감면 정책이 없는 지역에서 노

인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약 고혈압 환자 치료

율을 약 1.4%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효과로서 작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미치료율이 10%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

에 1.4% 값의 상승은 적절하지 못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약 14%

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회귀분석에 의한

고정된 오즈비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감면정책이 있는 곳에서

오즈비가 약 1.25배를 이는 근사적으로 상대위험비(relative risk)에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 입장에서 감면정책을 시행하게 되

었을 때 치료를 적절하게 할 확률을 약 25% 정도 더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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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변수에 있어선 연령과 월 가구소득이 치료율에 유의하게 나타났는

데, 고혈압 치료율에 관한 기존연구(정진영 2007, 이형민 2011)에서는 나

타나지 않은 부분이다. 연령이 높은 경우 고혈압 치료가 안되는 것은 출

생코호트 효과와 더불어 교육 수준, 소득, 운동 능력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동한 바이어스로 인한 효과일 수 있다. 가구소득이 높은 군에서 고혈

압치료가 높다는 것은 당뇨병에서도 어느정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만성질환 치료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동함을 시사

하는 부분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이 유의한 영향

을 가졌다는 것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

은 요인에 의한 바이어스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보건기관 이용과 고혈압치료의 상관성 분석은 양의 연관성(상관계수

0.01396, 유의수준<0.05)을 보였다. 보건기관 이용이 높을수록 고혈압치

료가 높다는 결과이긴 하나 그 크기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보아 실제 해

당 인구집단에 있어서 고혈압치료가 보건기관 이용에 차지하는 부분은

적은 비중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뇨병 치료의 경우 다수준 회귀분석에서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은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혈압과 다른 결과를 갖는 점은 두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대상인구집단에서 당뇨병의 유병율이 고

혈압보다 낮아 분석 대상 인구수가 적어(고혈압 24,387 명, 당뇨병 8,649

명)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당뇨병 치료율 자체가 고혈압 치료율 보다 낮은 값을 갖는 이유

와 유사할 수 있다. 당뇨병의 치료는 고혈압과 달리 침습적 방법으로 추

적관찰을 해야 하고 식사습관에 따라, 하루 리듬에 따라 당 수치는 크게

변동하며, 경우에 따라서 인슐린 주사와 같은 침습적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하는 방법이 복잡하다는 점 자체는 의료 접근성에 있어 장애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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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본인부담금과 같은 요인보다 의료접근성 측

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작동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지역수준 변수로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치료

율이 낮아지고 타의료기관 비율이 높을수록 당뇨병 치료율은 낮아진다.

이러한 유의성은 상당한 의문을 남긴다.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것

이 당뇨병 치료율을 낮춘다는 것은 논리적인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타의료기관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전체 의

료기관이 많은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에서 오히려 치료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석하기 어렵다. 보건기관에서 당뇨병 치료를 하는 경우 타의료기

관에서 보다 더 적절하게 한다로 해석해야 하는 게 이 값에 대한 가장

그럴 듯한 가설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럴지는 의문이다. 이와 같은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해선 또 다른 방법의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수준의 변수의 유의성은 연령 및 가구소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 성별 같은 경우 유의하진 않았지만 경계에 가까운 유의성을 보이

고 있는데(p-value =0.0502) 여성일 때 당뇨병 치료가 잘 안된다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대해 고려할 수 있는 가설은 미충족의료가 여성

에서 높다는 점과 노인에 있어서 이동수단의 부재가 미충족의료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이다. (최영은 2019) 의료취약 지역의 노인 여성의 경우

여러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동수단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

에 당뇨병과 같이 고혈압에 비해 복잡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이러한 접근성의 제한이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가구

소득은 높은 경우 대체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듯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는 점에서 고혈압 치료와 유사하지만 연령의 경우 고혈압과 반대로 높은

연령에서 치료율이 오히려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는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환기간이 길수록 치료율이 올라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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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허순임 2011, Feng 2016)가 있다는 점에서 당뇨병의 치료가

고령일 때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일 수 있다. 고혈압과 다르다는

점은 특이한 점일 수 있는데 허순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의 경

우 이환기간이 2년 미만과 그 외를 비교했을 때 유의하였지만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해서 치료율이 높아지진 않았다. 반면 당뇨병의 경우 2년, 5

년, 10년, 15년 등 이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치료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5년 간격으로 나이를 구분한 본 연구

의 자료에서 이러한 치료 부분이 고혈압과 당뇨병이 다른 것은 기존 연

구로 어느정도 설명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론 생존바이어스 및 역

인과성 가능성이 있다. 노인이 대상인 연구이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를

잘 하는 사람들만 고령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치료율이 높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당뇨병이 고혈압에 비해 치료율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

에 사망에 기여요인으로서 더 크게 작동하였다면 생존바이어스의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다.

감면정책이 당뇨병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표집 과정에

서의 편향이 결과에 교란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다. 지역이 설명하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ICC<0.05) 모형을 단순화시켜 다수준이 아닌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지만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했을 시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이

당뇨병 치료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OR 1.159, 95% 신

뢰구간 [1.141, 1.177])

당뇨병 치료와 보건기관 이용의 상관성 분석은 상관계수가 양의 값이

긴 하나 유의하지 않았다(상관계수 0.01358, 유의수준 0.20). 이는 당뇨병

치료가 보건기관 이용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

고 있다. 반면 고혈압치료와 당뇨병 치료 간에 상관계수는 양의 값이고



- 61 -

유의수준이 높았다(상관계수 0.23028, 유의수준 <0.0001). 당뇨병 치료를

적절하게 하는 경우 고혈압 역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직관적이다.

위에서 진행한 종속변수 간의 몇 가지 상관성 분석은 추가적인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인과적인 결과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본 연구

에서 주 관심 독립변수인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을 주안점으로 시행된 결

과를 기반으로 한 판단은 종속변수들 간의 복잡한 연관성 및 인과적 관

계 및 보다 적합한 연구 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낸

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원이 2018년도 한 해 자료를 이용한 연구라는 점이다. 정책

이 이전부터 있어왔고 이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결과 지표를 구분하였

지만 이는 다소 임의적이며 정책이 같은 지역 내에서 시행된 전 후 관계

를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인과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각 지역의 정책의 역사학적 맥락 분석과 함께 질적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시계열 이중차분법

(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주 관심 변수인 감면정책의 유무에 따른 지역 구분에 있어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을 보정하기 위해서 1차의료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역만을 뽑았으

나 실제로 의료이용, 미충족의료, 치료율은 보다 복잡한 지역적 맥락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보건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고려는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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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었고 본인부담금도 실제로 보건기관에 지불하는 진료비만 고려했

을 뿐 진료를 위해 드는 교통비, 약제비, 시간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접

근성 뿐만 아니라 비교되는 지역 간의 인구비율이나 정치성향, 문화 등

의 특성 또한 동질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비교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단

적인 예로 서귀포시를 들 수 있는데, 이 지역은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이

있고 인접한 제주시 역시 감면정책이 있다. 시도지역으론 충청북도와 함

께 전 시군구 지역이 노인에 대한 감면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이다. 충청

북도나 충청남도도 상당히 마찬가지이지만, 서귀포시와 같은 지역은 유

사한 의료행태를 지닌 대조군이 감면 정책이 없는 지역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동질적 정책을 가진 지역, 경기도, 충청

남도, 충청북도, 제주도를 비교가능성이 떨어져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할

지 고려하였으나 시도단위 지역이 의미 있는 지역 단위라고 보기엔 어려

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비교가능성을 개선하

기 위한 방법은 보다 정책이 상이한 인접지역이 동질적인 지역인지 질

적, 양적 조사를 동반한 짝 지은 인접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치법규의 다양성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선 분

석의 편이를 위해 감면 정책의 유무로 구분하였지만 실제로 기재되어 있

는 법령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다. 예로,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할인을 해주는 경우, 예방접종 및 물리치료, 금주침 등

에 대해서만 감면해주는 경우 등이 있었고,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특정

검사들에 대해선 예외인 경우, 약제비까지 무료 또는 할인을 해주는 경

우 등도 존재하였다. 더 깊게 파고들면 감면정책이 있는 지역에서 법령

상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외딴 보건지소와 같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환자에 대한 진료 처방 즉시 해당 기관에서 약까지 주게 된다. 이

경우 군 단위에서의 읍내는 약국이 있어 진료만 무료이고 약국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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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 보건지소는 진료와 약까지 모두 무료인 경우가 된다. 경우에 따

라선 약제비까지 절감하기 위해 읍내에 사는 주민이 면단위 보건지소까

지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할 때 각 지역의

본인부담금 감면의 크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대상 지역 범위를 더 작게 나누거나 범위를 좁혀 실제 본인부담금이 어

떻게 책정되는지 자세한 조사를 통해 새로운 변수의 자료를 모아야 할

것이다.

넷째, 결과변수의 선택에 있어서, 보건기관 이용 및 미충족의료의 지표

적 한계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설문 문

항 및 조사방법에 있어서 보건기관 이용은 1차 의료와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고, 미충족의료의 경우 매년 다른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

로 하고 응답에 대한 주관성이 작용할 수 있어 지역 간, 연도별 변이가

매우 크고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지역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 노인의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을 정리하였고 비교적 작은 본인부

담금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의료취약 지역 노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규

모 인원을 대상으로 보건기관의 본인부담금 차이에 따른 이용을 확인하

였기 때문에 그 결과값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감면정책이 고혈압치료에 있어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보건기관

의 이용과 미충족의료, 당뇨병 치료에 대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

표적 한계를 비롯하여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한계점 등에 의한 실제 효

과의 과소추정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작은 본인부담금에 의해 의료접근

성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소수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다. 감면정책이

없는 지역에서 보건기관 진료를 통해 3일 감기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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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은 900원 정도에 불과하고 감면정책이 보건기관 이용이나 미충족의

료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꾸준히 복

용하는 약물의 경우 30일 처방의 본인부담금은 약 1만5천원 정도이다.

이러한 감면 금액의 차이가 본 연구의 결과에 결정적이었을 가능성도 있

다.

본 연구의 대상 인구집단에서는 보건기관의 이용 및 미충족의료에 감

면정책이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에

있어서 감면정책이 무의미함을 의미하진 않는다. 본 연구의 건강결과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소득재분배 효과, 보장성의 확장, 의료접근성

에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의 확대는 필요하다.

이를 더 확장하면 노인 본인부담금이 고혈압 치료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

서 한국의 본인부담금 감면은 보건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했을 때 고혈압 치료를 비롯한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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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Out-of-Pocket
Payment Exemption in Local
Public Health Center Among

Korean Elderly
in Association with Medical Utilization and

Unmet Medical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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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istribution of hospitals in Korea is unbalanced in terms of

accessibility. The people of regions where there are not many

hospitals have difficulty of access in medical utilization which result

in high unmet medical need and low rate of treatment in chronic

disease. This is apparent for the vulnerable population, such as the

elderly. Public Health Centers of such areas play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the medical resource distribution problem. Many local Public

Health Centers are exempting out-of-pocket payments by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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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Law to increase coverage for the vulnerable population.

However, this varies through different administrative regions where

many make the exemption for the elderly while others don'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s of out-of-pocket payment

exemption in local Public Health Centers among the elderly. The

outcome variables are Public Health Center utilization, unmet medical

need, and treatment rate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The study uses the online data of the Korea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to gather data of the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law of exemption of out-of-pocket payment among elderly. The

individual-level outcome data and confounding factors data are gathered

from the 2018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and the regional-level

confounding factors data are gathered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d the data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gions, where there are too many private

hospitals, were excluded for the analysis and the population of those

who do not take advantage of the Local Government Law were

excluded.

The study analyzed 132 regions with 44,918 elderly people who

lived in comparatively rural areas. Statistical analysis of risk difference

and 2-leve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carried out with 4

independent regional-level variables and 3 individual-level variables.

The risk difference percentage between the out-of-pocket payment

exemption compared to those without was 1.97% (95% CI 1.07, 2.88) in

public health center utilization, -0.121% (95% CI -0.635, 0.393) in un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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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need, 1.37% (95% CI 0.667, 2.08) in hypertension treatment rate,

2.19% (95% CI 0.635, 3.74) in diabetes treatment rate. The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the exemption of OOP showed effect on

hypertension treatment with a fixed effect odds ratio of 1.246(95% CI

1.045, 1.484) whereas on other outcomes it didn’t hav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howed though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out-of-pocket payment can affect medical utilization in

Korea, especially in hypertension treatment, whereas the unmet medical

need is not affected.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OOP exemption for

better healthcare utilization in Korea as well a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valuate the effect properly.

keywords : Out-of-pocket payment, co-payment, medical utilization,
unmet need, elderly, local government law, public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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