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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의료이용 행태 및 노동 공

급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이며,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의료이용 차이, 의료비 감면 정책에

따른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변화, 자녀의 건강충격이 부모의 노

동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의 독립된 실증 분석 연구로 이

루어져 있다.

첫 번째 장은 자영업자와 정규직 및 상용직 임금근로자 간의 의

료 이용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고 이를 의료이용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실증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양의 소득효과가, 정규직 및 상용

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에게서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 시간이 소득과 직결되는 특성으

로 인해 의료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유사하게, 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가가

적은, 즉 의료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로 한정

하면 자영업자와 비슷한 의료이용 패턴을 보였으며, 자영업자 중

에서도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의료이용을 나타

냄을 확인하여, 기회비용의 차이가 의료이용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본인부담 의료비 감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의료 접근성 향상 정책효과와, 정책 시행과 더불어 얻게 될 간접

소득에 대한 기대로 인해 일시적으로 치료를 미루는 치료 지연효

과가 나타났는지를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정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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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한국의료패널 자료(2012-2016)를 이용, 정책 집단인

실험군(71-74세)과 정책 적용을 받지 않은 대조군(61-64세)을 정의

하고 이중차이(DID)를 이용한 분석결과,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은

의료이용을 높인다는 일반적인 가설을 지지하였고, 정책효과 및

치료 지연효과는 인구 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크기와 유의성이 이

질적임을 확인하였다. 진료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지불

능력이 클수록, 정책 전후 본인부담 의료비의 변화가 클수록, 정보

접근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책효과가 컸으며, 치료 지연으로 인

한 불편비용이 작을수록, 정보접근성이 높을수록 치료 지연효과가

크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경제학적 가설에 부합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접근성이 높

았다고 할 수 있는 집단에게서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일관되

게 보여주어,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세분화된 타겟 그룹

설정 및 본인부담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예상치 못한 건강충격이 부모의

노동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합병원 이상에서의

입원을 자녀의 건강충격으로 정의하고 성향점수 매칭 후 패널 이

중차이분석을 이용하여 부모의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

였다. 건강충격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의 노

동참여 및 소득이 유의하게 줄었고 특히 비정규직 모에서 그 효과

가 두드러졌으며, 근로 개월 수 및 사업체 규모의 감소 효과가 나

타난 것을 볼 때 노동 강도 및 일자리 질의 하락이 수반된 결과임

을 확인하였다. 여성에게서 자녀 건강충격 효과가 컸던 것은 여성

의 일자리나 소득이 평균적으로 낮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

탈락(감소)의 기회비용이 작기 때문에 발생한 효과는 아니었으며,

성별 분업에 의한 시간 분배 차이의 효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사료

된다. 건강충격의 강도 및 외생성을 고려한 강건성 검증 결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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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격 강도 및 외생성이 클수록 부모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증가하며, 그 효과는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크게 나타났

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돌봄 노동에 대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던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요어 : 의료이용, 시간의 기회비용, 의료비 경감 정책 효과, 자녀의

건강충격, 부모의 노동공급, 사회경제적 특성

학 번 : 2015-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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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의료 이용

차이: 시간의 기회비용 관점에서1)

제 1 절 서론

1.1 서론

우리나라의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5.5%(2016년)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편2)에 속한다. 특히, 자영업자

내에서도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자 비중이 높으며 1인 자영업자는 4대

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아 질병, 재해, 실직,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장시간 근로, 건강 악화로 인한 생활수준 저하, 노후 준비와 실직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하다(이아영·황남희·양준석·안영, 2019). 실제로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상용노동자보다 소득이 낮게

나타났고, 이는 노동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월평균 소득으로 보아도 같은

결과이다. 반면, 자영업자의 노동 시간은 상용노동자에 비해 10%~15%

많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에 의하면 야간 근무일수 및

주말 근무일수, 1일 10시간 이상 근무일수 역시 자영업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업무가 건강을 해치거나 안전상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는

1) 본 논문은 「안수지. (2020).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의료 이용 차이: 시간의
기회비용 관점에서. 경제학연구, 68(4), pp.119–153.」를 전체 인용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2005년의 자영업자 비율은 33.5%에 달하여 자영업자 수로 볼 때 5백만 명을 넘
어선 수치로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자
영업자의 비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그 숫자로 보면 470만 명 내외
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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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높았다(이승렬, 2018).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2014)를 살펴보더라도 과잉 근로(주 68시간 초과)의

비율이 상용종사자 6.5%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4.9%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장시간 근로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White and Beswick(2003), Caruso(2004), Virtanen,

Heikkila, Jokela, Ferrie, Batty, Vahtera, and Kivimaki(2012) 등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아영 등(2019)의 연구에서도 자영업자의

초과근로 및 과잉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 발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자는 저소득, 장시간 근로 및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건강 위험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건강은 노동시장 참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령화패널(2006-2008)에 의하면 개인의 퇴직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건강 악화로서, 전체 응답의 24.4%가 이를 퇴직

이유로 꼽았다(Lee and Lee, 2013). 또한 건강할수록 퇴직시기를

늦추거나(Sung and Ahn, 2006) 퇴직 확률이 감소한다(Chang, 2002)는

연구결과 또한 이와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의

실업이 늘면서 비자발적으로 밀려난 측면이 강한(서재만, 2011)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자영업은 임금근로자 퇴직 후의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급속도로 진전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의 정년연장과 더불어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퇴직시기를 늦추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을 위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 장시간 노동시간 및 환경의

영향으로 각종 질병 위험에 취약하고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소득 중단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영업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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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의 개념으로서 개인이 의료이용을 결정하는 과정은

의료이용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될 득(benefit)과 실(cost)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의료이용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의료이용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보다 클 경우 병원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의료이용으로부터 얻는 효용에는 건강의 증진으로부터 오는

미래소득의 증가가 있다. 다시 말해, 건강 회복으로 인한 건강 가치의

증가는 미래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을 늘려 미래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미래 소득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을 가진 개인들의 생애주기에 걸친 근로 소득 증가율 또는

감소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현재의 건강의

가치는 클 것이며, 이에 따라 의료이용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가치의 증가는 수명 연장 또는 생존율

증가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현재 가진 부(wealth)를 더 오랫동안

누림(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도 있다. 이 효용의 크기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에게 동일할 것이다.

반면, 의료이용에 따르는 비용으로는 직접적인 진료비와, 병원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이 있을 수 있겠다. 일반적인 병 의원

운영시간은 대부분 근로자의 근로 시간대와 겹치기 때문에 근로

대체자가 없다면 의료이용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은 의료이용을 하기 위하여

포기(지불)하는 소득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기회비용은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의료이용 격차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서 두 그룹의 기회비용 차이를 주목하고

있다. 휴무일에 병원을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방문을 위해서는

본인의 근로시간을 일정 정도 포기해야 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특히,

영업장 운영의 경우)는 일정하게 정해진 유급휴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영업장을 운영하는 시간 자체가 소득과 직결되는 특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강하다. 즉, 자영업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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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이 유연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자영업자에게 더 큰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시간 사용의 자율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이용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집단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제약으로 인해 의료이용이 제한될 경우 적정 치료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의 가능성을 높인다. 건강 문제는

생산성 감소를 야기하여 근로 소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건강상의 문제(negative health shock)가 근로 소득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말한 Wagstaff(2007)의 연구와, 가구주의

건강상의 문제는 가구 소득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Gertler

and Gruber(2002)의 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문제이다. 소득 감소는

다시 의료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가중시켜 의료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 집단의

의료이용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의료이용 차이를 살펴보고, 이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효과를 더욱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질환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의료이용을 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결정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경증 질환의 경우에는 의료이용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작아 의료이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의료이용의 효용이

비교적 적은 경증의 경우에서 이러한 요인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료패널 자료에는 방문

질환의 중증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중반부의 분석에서는 의료이용으로부터 얻는

효용의 크기가 ‘입원’이나 ‘외래’ 방문에 비해 비교적 작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횟수 또는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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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제한 요인의 효과를 더욱 뚜렷이 살펴 볼 수 있도록 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의료이용의

효용이 비교적 적은 자(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없는 자)로 한정하였을

때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의료이용 제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는 이후 분석 과정에서도

언급하도록 하겠지만, 종사상 지위에 대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변수이다.

1.2 선행연구

자영업자의 건강에 대한 주제를 다룬 선행연구로서,

Andersson(2008)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Prottas and Thompson(2006)에서는

자영업자의 스트레스와 건강상태는 임금근로자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두 논문 모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건강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 동일한 타깃 그룹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요 변수가 개인이

응답한 주관적 건강상태에 한정되었고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자영업자의 건강에 대한 연구로서는

이상영·신현웅(2012) 연구가 있으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를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09)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건강수준, 의료이용률 등이

일반국민의 평균 수준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경우 각 가구의 주된 수입원으로서 타 가구원에 비해

건강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했던 미치료 이유에 대한

설문 내용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시간 없음(32.5%), 경제적

문제(24.6%), 가벼운 증상(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시간 없음3)(81.7%), 경제적 문제(7.9%),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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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5.7%) 순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과는 크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영업자가 갖고 있는 근로 특성으로 인하여 병·의원을 이용하는

데 일반 국민에 비해 큰 장벽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로는, 먼저 의료비 지출과

종사상 지위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한 지은정(2004)의 연구가 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살펴본 결과, 일용직이 상용직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영업자와 상용직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이나 여유시간 변수 등의

통제 변수가 고려되지 않아, 그 영향을 통제한 이후의 결과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 유형이 의료이용에 있어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박진만(2018)의 연구에서는 개인 의료비 지출 및

의료이용 당 평균 의료비 지출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일자리 형태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자리 형태

각각을 제한표본(sub-sample)으로 두고 각 그룹 내에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로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의료이용 차이를 판별해 낼 수 없었으며, 또한 조사 당시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1년 내 일자리의 이동이 있었던 대상자의 경우 각

종사상 지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이용의 기회비용을 다룬 연구로는 퇴직 후의 의료이용 변화를

다룬 Lucifora·Vigani(2017)의 연구가 있으며, 개인이 퇴직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이용 총 횟수 및 연간 4회 이상 의료이용을 할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이 효과는 퇴직 전후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변화가

큰(퇴직 직전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이 길었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3) 이상영·신현웅(2012)의 연구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치료 이
유에 대해 ‘가게를 봐 줄 사람 없음’ 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시간 없음(63.0%), 가게를 봐 줄 사람 없음(18.7%), 경제적 문제(7.9%), 가
벼운 증상(5.8%), 기다리기 싫음(3.5%), 교통불편(0.6%), 기타(0.5%) 등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하여 ‘가게를 봐 줄 사람
없음’을 의미상 유사한 ‘시간 없음’의 비율과 합산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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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의료이용을 위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근로 시간 및 그 외 활동시간의 효과만을 다루었을

뿐, 종사상 지위 및 이에 기인한 기회비용 차이는 다루지 않고 있다.

Hundley(2000)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자영업자를 선택할 경우 수익성

을 주로 고려하는 남성과는 달리 가사와의 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간

융통성, 진입용이성, 자본이 적게 드는 업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동일한 종사상 지위를 가진 자영업자라 할지

라도 의료이용을 하기 위한 조건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의료이용에 있어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집단 간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밝힌 연구는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는

차별화되며, 구체적인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의료이용의 차이가 과연 존재하는지를

밝히고, 의료이용으로부터 얻는 효용의 크기에 따라 이 차이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종사상 지위 간 의료이용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종사상 지위에서 비롯된 어떤 특성이 의료이용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한다. 그 중에서도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차이를

주목하여 살펴본다. 셋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효과 차이의 존재를 더 견고히 하고자, 기회비용의 대리변수인

유급휴가 사용 가능성 여부를 통제한 후 두 집단의 차이를 추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별 의료이용의 차이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던 이유를 설명하고자,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가

의료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Ⅱ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 설명 및 분석 대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초 통계량을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변수의 정의 및 분석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제Ⅳ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분석 내용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정책적 함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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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다.

제 2 절 분석 자료

2.1 분석자료

(1) 한국의료패널조사(KHP)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자료이다. 한국의료패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추적 조사로, 전국의 약

7,000 여 가구의 가구 정보 및 가구에 속한 가구원들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변수와 더불어 응급, 입원, 외래 의료이용(event 단위),

건강행태, 민간보험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현재 2008년부터

2017년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이 가용한 2011년부터 2014년 자료(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

version 1.5)를 사용하였다.

(2) 생활시간조사(통계청)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외래 의료이용의 정도는 근로

특성(근로시간, 시간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료패널에서는 개인의 근로시간 및 시간대를 측정하고 있으나,

외래 의료이용이 가능한 시간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임금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병원 방문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통계청)는 1999년을 시작으로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실시해 온 조사로서, 전국의 약 12,0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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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9월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추정에 사용된 관측치의 수는 17,974명이다. 하루를 10분 단위로 나누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기록된 자료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병, 의원

외래진료 운영시간(평일의 경우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오후 2시) 사이의 시간 중에서 개인의 필수적인 시간(근로,

개인위생, 수면, 학교, 간호, 이동시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총합을 ‘병원 방문이 가능한 총 여유 시간’으로 정의하였으며, 평일 1일

및 토요일에 대한 여유시간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에는

일반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하였으며, 추정을 위해

사용된 개인 특성 변수로는 개인소득, 가구원수, 노동시간, 배우자유무,

지역,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 등이다.

추정모형을 한국의료패널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일 1일 및

토요일의 여유시간 변수를 생성하였고, 추후 분석 진행시에는 해석상의

용이함을 위해 추정된 각‘평일 1일의 여유시간×(5일)’과 ‘토요일 1일의

여유시간’을 합산한 총 시간을 6일로 나눈 ‘1일 평균 여유시간’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3)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무하는 직장의 특성에 따라 외래 의료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서 유급휴가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LIP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구패널조사로 약

5,000가구와 패널 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현재 20차

조사(2017년)까지 완료되었다. 이 자료는 크게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포함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되며,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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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한 임금근로자는 의료이용을 하고자 할 때

소득의 손실 없이 병원 방문이 가능한 반면, 유급휴가제도가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과시간 중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중단하는 시간에 대한

소득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일한 임금 근로자

내에서도 직장 내 유급휴가 사용 가능성에 따라 의료이용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KLIPS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근로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인 임금 근로자의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 정규직 여부를 사용하여 유급휴가 제도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노동패널 자료에 존재하는 유급휴가 유무는 0

또는 1을 가지는 변수로서 이를 종속변수로 둔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이용하였으며, 추정된 모형을 한국의료패널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유급휴가확률 변수를 생성하였다.

추정에는 노동패널 14차(2011년)에서 17차(2014년) 자료를 풀링4)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관측치는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21,600명 이었다.

2.2 분석대상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들고 낢으로 인하여 고유의 특성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2년간5) 동일한 종사상

지위(자영업자 또는 임금근로자)를 연중(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한 근로한 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정규직 및 상용직을 포함하였고, 임시직 및 일용직은 근로자의 산업,

직종, 근로 시간 등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로 제외하였다. 자영업자로

4) KLIPS의 각 해당 년도 자료를 사용할 경우, 한국의료패널 자료 상의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 정규직 여부의 모든 조합을 채우지 못하는 케이스가 존재하여, 4개
년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사용함.

5) 한국의료패널에서는 연중 한 시점(12월 시점)의 종사상지위를 조사함에 따라, 해
당 종사상 지위에서의 연간(1-12월) 의료이용 정보를 담아내기 위해 이전 년도의
종사상 지위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그 결과 12,231건에서
9,434건으로 샘플 수가 약23%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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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는 종사상 지위 중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는 개인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의 기회비용으로서의 작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병원방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인 진료비가

체계적으로 다른 65세 이상, 장애가 있는 자, 의료급여자 및 국가유공자,

그리고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활동 행태에 있어서의 차이가 큰 농업, 임업, 수산업 부문의

자영업자(이승렬, 2018; 금재호 조준모, 2000) 또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표 1-1>은 대상자 전체에 대한 기초통계량으로서, 고용주,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내 각 분포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고용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뜻한다. 평균 연령의 경우 자영업자가

49.8세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 임금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빈곤가구 비율 및 가구 소득 5분위, 개인 연소득, 균등화 가구소득을

살펴보았을 때 모두 일관되게 자영업자 그룹의 소득이 가장 낮은 반면,

고용주의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 그룹의 교육수준이

타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환자

비율도 가장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이 높은 데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 여겨진다.

근로시간을 살펴볼 경우 임금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40시간에서

50시간 사이의 근무를 하는 데 비해, 자영업자는 주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40.8%로 매우 높았으며 고용주는 36%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현상이 관측되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40시간 미만을 근로하고 있는 비율 또한 자영업자 그룹이 18.9%로 가장

높아,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한 병원 방문을 위한 1일 평균

여유시간의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2.6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흡연 및 음주

비율은 자영업자가 가장 낮았고, 주 1회 이상 중증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비율은 자영업자에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기초통계량에서도 나타나듯, 고용주와 자영업자 두 그룹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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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이들은 분명히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소득, 교육, 연령, 병원 방문을

위한 여유시간 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그룹 내에서도

소득 및 근로시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

집단 내에서도 고용주와 자영업자 간의 사회 경제적, 근로환경의 이질성이

존재한다. 이아영 등(2019)도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소득 수준,

소득 빈곤, 사회적 위험 등에 있어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자영업 그룹 내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변수들은 동시에 종속변수인 의료이용에도

밀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룹 간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하였다.

<표 1-1> 기초 통계량

분석대상: 한국의료패널 20 세 ~ 64 세 (n=9,434)

　 　 고용주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관측치 수(n) 918 1,946 6,570
거주지역 서울 14.1 14.5 16.3

경기도 24.9 20.6 25.8
광역시 35.0 32.1 29.1
그 외 26.0 32.8 28.8

세대구성 1세대 가구 7.7 16.2 10.2
2 세대 가구 84.0 76.2 82.5
3 세대 이상 8.3 7.6 7.4

빈곤가구비율 1.1 5.2 1.1
가구소득 5분위 1분위 1.6 6.8 1.7
(통계청) 2 분위 13.2 22.7 12.4

3 분위 20.0 23.1 18.6
4 분위 27.9 25.0 28.3
5 분위 37.3 22.4 39.1

연령 39세 이하 18.4 12.2 37.7
40 세-49세 45.9 36.1 39.0
50 세-59세 30.5 36.2 20.0
60 세 이상 5.2 15.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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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초 통계량(계속)

분석대상: 한국의료패널 20 세 ~ 64 세 (n=9,434)

변수 구분　 고용주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배우자유무 유 93.2 88.8 78.4

무 6.8 11.2 21.6
성별 남성 82.8 67.8 68.8

여성 17.2 32.2 31.2
교육 중졸이하 6.3 21.7 5.1

고졸 35.9 47.8 31.5

대학이상 57.7 30.5 63.3
연소득 1800 미만 7.4 29.2 11.5

(만원) 1800이상~2800미만 16.7 32.7 25.0
2800이상~4200미만 30.6 23.1 29.3

4200 이상 45.3 14.9 34.2

직종 관리자 14.5 2.0 9.9
전문가 20.3 15.7 29.7

사무직 2.9 1.3 19.4
서비스,판매 34.2 42.8 10.4

기능,장치.기계 26.3 34.3 23.2
단순노무 1.9 3.9 7.0

기타 . . 0.4

산업 제조업 21.1 5.4 32.6
건설,도소매,음식숙박 41.8 44.7 14.6

전기,운수,통신,금융 7.5 19.7 12.7
부동산,사업서비스 9.2 6.0 7.6

공공,교육,보건,사회복지 9.3 8.0 27.6

오락,기타공공수리,가사,국제 11.1 16.2 4.9

주관적 건강 건강, 매우 건강 48.6 46.6 53.2

보통, 나쁨, 매우나쁨 51.4 53.4 46.8

고혈압 Yes 12.6 16.9 9.2

당뇨 Yes 3.2 7.5 3.2

관절염 Yes 5.0 5.5 2.9

흡연 Yes 39.8 30.3 31.6

음주 Yes 85.2 79.1 85.8

운동 Yes 58.9 53.6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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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초 통계량(계속)

　변수 구분　 고용주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40 시간 미만 7.5 18.9 2.6

40시간이상~50시간미만 33.0 24.2 61.8
50시간이상~60시간미만 23.4 16.1 20.1
60시간이상 36.1 40.8 15.6

1일평균여유 1.3시간미만 12.8 0.6 15.1
시간(추정)1) 1.3시간~2.0시간미만 48.5 25.6 50.4

2.0시간~2.7시간미만 26.9 41.3 29.9
2.7시간이상 11.9 32.4 4.6

유급휴가 0.15 미만 100.0 100.0 3.5
확률(추정)2) 0.15 이상~0.3 미만 0.0 0.0 19.1

0.3 이상~0.5 미만 0.0 0.0 23.4
0.5 이상~0.7 미만 0.0 0.0 20.8
0.7 이상 0.0 0.0 33.3

mean(s.d.)

연령 46.6 (7.6) 49.8 (8.5) 42.4 (9.1)

만성질환 수 1.0 (1.4) 1.2 (1.5) 0.8 (1.2)

시간당 근로소득(만원) 1.76 (1.4) 1.19 (1.3) 1.62 (1.02)

개인소득(백만원) 43.9 (25.7) 26.6 (17) 37.8 (20.3)

균등화가구소득(백만원) 33.5 (22.2) 26.1 (13.8) 32.5 (16.6)

1일 평균여유시간(추정)1) 2.0 (0.65) 2.6 (0.8) 1.8 (0.51)

유급휴가 확률(추정)2) 0 (0) 0 (0) 0.56 (0.27)

외래횟수 7.21 (8.99) 8.8 (10.5) 6.8 (8.8)

입원횟수 0.1 (0.39) 0.08 (0.34) 0.07 (0.3)

검진횟수 0.21 (0.51) 0.26 (0.58) 0.29 (0.56)

검진여부 3) 0.17 (0.38) 0.2 (0.4) 0.25 (0.43)

자료: 한국의료패널 2011-2014, 20-64세
주 1) 여유시간(추정)은 평일 5일+ 토요일 1일의 병원 방문 가능한 여유시간의 1일

평균임.
주 2) 임금근로자에게 존재하는 개념인 유급휴가 확률 추정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0을 부여하였음.
주 3) 한국의료패널에서는 병의원 방문 영수증을 기반으로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검진, 국가 검진과 같은 무료 검진의 경우 때에 따라
영수증이 수집되지 않아 일부 응답에서 누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료의 한계라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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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에 의료이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이질적 특성에서 비롯된 차이인지 살펴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에 앞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두 그룹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자영업자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 또는 임금근로자라는 종사상 지위는

랜덤(random)하게 주어진 지위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된

특성이므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관측 불가능한

특성이 의료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특정 질환을 보유한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9시

출근, 6 시 퇴근의 근무환경을 가진 직장에서 임금 근로자로 근무하기

보다는, 대안으로서 시간 조절이 자유로운 자영업을 선택하여 병원

방문을 더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자영업 선택에 대한 이론으로는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

Rees and Shaw, 1986)과 비금전혜택이론 (non-pecuniary benefits

theory, Hamilton, 2000)이 있는데, 두 번째 이론의 일부가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즉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영업이

임금근로 형태보다 근무시간의 자율성 및 비금전적인 이점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자영업 선택의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게 되면 자영업자의 의료이용은 과대추정 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 선택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 효과를 제거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할

자영업자 여부의 변동(즉,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또는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이동)이 있었던 경우는 전체 근로자 중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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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도밖에 되지 않아, 분석 및 해석하는 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왜곡을 없애기 위해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제거한 상태의 표본 제한 분석(sub-sample

analysis)를 진행한다. 즉, 자영업자를 선택한 이유가 종속변수인

의료이용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 예를 들면 중증질환을

앓았다거나, 만성질환 보유자 등의 조건을 가진 자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살펴봄으로써 건강상의 이유로 자영업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자들의

선택편의의 가능성을 충분히 제거하고자 한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크지 않은 자들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의료이용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효과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질 분석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샘플을 이처럼 중증 및 만성질환이 없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로만 한정하여 분석하는 경우, 건강한 자의 의료이용(외래, 검진)

제한이 얼마나 큰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질병 발생 전의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질병의 조기발견이 가져오는 이점을 강조하는 여러 문헌들에서

적절한 시기의 건강관리는 사후적 급성기 치료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예컨대 권고 예방 접종을 받은 환자는 생명에

위협적인 여러 질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CDC, 2009), 적절한

암 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시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확률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경과를

나타내고(Curry, Byers, and Hewitt,2003), 심장질환, 당뇨 등 기타 만성

질환의 조기발견은 보다 건강한 생활방식과 효율적인 질환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CDC, 2009)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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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변수의 정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강제가입 제도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장하고 있어,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정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기만 한다면 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권 내(비급여는 제외)의 진료에 있어서는 동일한 비용으로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의료 접근성 면에서는(물리적인

접근성은 제외하고) 모두에게 동등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료이용 횟수 또는 의료이용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건강관리의 정도로 해석하기에 적절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분석은 배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행위별 수가제가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비’는 의료서비스의 종류 및

양(강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며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하고 있어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건강 관리의 정도’를 파악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속변수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외래 방문 횟수’는 대상자가 해당

년도 1년간 질병 치료를 위해 병 의원을 방문한 총 횟수를 말하며, 임신

및 출산, 사고 중독, 미용 성형, 검진 예방관리를 위한 병 의원 방문은

제외한 횟수이다. 여기에서 임신 및 출산, 사고 중독으로 인한 병원

방문은 개인의 의지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용 성형

관련 방문은 건강 관리 개념으로서의 의료이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총 횟수에서 제외하였다. 또 하나의 종속변수인 ‘검진 여부’ 는 일반적인

국가 건강검진 및 본인 부담 암 검진 등을 포함하여 그 어떤 검진을

위한 목적으로 외래로 병 의원을 방문하였던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은 질환

치료 목적보다 더 적극적인 건강관리의 태도로서, 의료이용 제한 요소가

있다면 효과가 더 강하게 개입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뚜렷이

확인하고자 주요 종속변수로 두어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로 사용하는 가구 특성 변수로는 거주지역, 가구의 세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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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생활수준 변수를 사용한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고소득 가구에

비해 영양 및 주거환경이 취약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에 대한

필요가 높기 때문에(허순임·최숙자·김창엽, 2007) 본인의 소득과는

별개로 개인이 속한 가구의 생활환경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가구의 생활수준 변수로 총 가구 소득을 사용할 경우, 개인 소득과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에 두 변수를 모두 분석에 포함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타 가구원의 총 소득을 통제변수로 통제할 경우에는

반대로 개인의 소득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대리변수로서 균등화 가구 소득 기준 하위 25% 이하를 ‘빈곤가구’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개인 특성 통제를 위한 변수로는 성별,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유무, 교육 정도, 종사하고 있는 산업, 직종, 개인의

건강상태, 만성질환보유 등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도 연도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 더미 변수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의료이용에 있어서의 차이로서, ‘자영업자 여부’가 주요

설명변수이며, 만약 자영업자의 여부에 따라 의료이용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두 그룹 간 어떤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인가를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근로시간, 병원

방문 가능 여유시간, 기회비용의 크기, 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차례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형에 따라 독립적으로 또는 함께 사용된다.

3.2 분석모형

먼저, 초반의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외래이용 횟수’는 0

미만에서 절단된 형태의 count 변수이므로 Tobit 모델을 사용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후반부에서 사용되는 또 하나의 주요

종속변수인 ‘검진 여부’ 변수는 1년 동안 검진을 목적으로 외래 이용을



- 19 -

한 경험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로서, 이

분석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식(1)을 사용,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을 통해 각 독립변수의 효과를 추정한다. 위 식에서

주요 설명변수는 Selfemp 변수로서, 범주형

변수(고용주/자영업자/임금근로자) 또는 고용주를 제외한 분석에서는

더미변수 (자영업자의 경우 1, 임금근로자의 경우 0)로 사용되었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두 그룹간의 의료이용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서는 주당 근로시간(Workhour), 병원

방문을 위한 여유시간 정도(Freetime), 음주, 흡연, 운동 등의

건강행동(Healthbehav), 그리고 그룹 간 기회비용의

차이(Selfemp˟Income) 등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Yeart는 각 연도별

더미를 뜻하며, Xit 는 그 밖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

특성으로서 거주지역, 가구 세대구성, 빈곤가구 여부, 성별,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유무, 교육 정도, 종사하고 있는 산업, 직종, 개인의

건강상태, 만성질환갯수 등의 변수를 포함한다.

외래이용횟수or검진여부   
  
× 

(1)

외래이용횟수or검진여부   
 

(2)

식(2)는 일반적인 패널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이다. 여기에서 αi는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관측 불가능한 특성으로서, 만약 이 변수가 자영업자 여부(Selfemp)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추정값 γ는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건강이 좋지 않은, 따라서 의료이용이 많은 개인이

임금근로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경우,

γ값은 과대 추정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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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관측 불가능한 특성은 사실상 시간에 따라 변하기 (time-variant)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내생성 (endogeneity)의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어 적절한 모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풀링하여 사용하되, 본 절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듯 발생 가능한 자영업자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하여 선택편의 가능성이 높은

샘플을 제외한 표본제한분석(sub-sample analysis)을 이용할 것이다.

제 4 절 분석 결과

4.1 종사상 지위별 의료이용 격차: 선택편의 가능성 및

의료이용의 효용

아래의 <표 1-2>는 위의 분석 모형(식 1)을 이용하여 자영업자 또는

임금 근로자에 따라 병원을 방문한 외래 이용(질환 치료 목적) 횟수가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이며 연도 더미, 거주지역(시도 단위), 산업, 직종을

통제한 상태이다.

주요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빈곤가구일수록, 개인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혼인 중일수록,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대졸 이상에 비해 중졸 이하일수록 외래이용 횟수가 증가하였

고, 연령 제곱 항이 유의하여 U자 형태로 의료이용이 증가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설명변수인 종사상 지위(고용주, 자영업자,

임금근로자)에 따라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고용주,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외래 이용 횟수가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남성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자영업자 그룹이 임

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0.74회(의료이용 평균횟수는 6.38회) 유의하

게 적은 외래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에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오히려 자영업자 집단이 임금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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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의료이용을 하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에서 자영업

자와 임금근로자의 차이가 같지 않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절 후

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적은 의료이용을 하는 경향이 남성에

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앞

서 언급하였듯 건강상의 이유로 임금근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자영업을

선택하는 선택편의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유의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 <표 1-3> 에서는 2011년에서 2014년

간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 질환으로 대표되는 중증질환을

보유하였던 경험이 있는(따라서 선택편의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높은) 자

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2> 종사상 지위에 따른 외래이용 횟수차이(전체, 남성, 여성)

종속변수: 외래횟수
(1) 전체 (2) 남성 (3) 여성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상수항 5.681 (2.934)* 1.708 (3.633) 1.726 (3.628)

빈곤가구 1.294 (0.744)* 2.085 (0.943)** -0.584 (1.217)

소득(백만원) 0.013 (0.006)** 0.018 (0.007)*** -0.025 (0.014)*

남성 -3.062 (0.263)***

기혼 2.791 (0.315)*** 3.384 (0.424)*** 1.809 (0.48)***

연령 -0.313 (0.104)*** -0.312 (0.142)** 0.016 (0.173)

연령제곱 0.005 (0.001)*** 0.005 (0.002)*** 0.001 (0.002)

건강 -1.573 (0.2)*** -1.662 (0.241)*** -1.241 (0.356)***

만성질환 수 3.851 (0.087)*** 4.027 (0.107)*** 3.485 (0.148)***

교육수준 중졸 1.183 (0.482)** 0.637 (0.591) 2.840 (0.876)***

(ref: 대졸이상) 고졸 -0.120 (0.258) -0.208 (0.304) 0.328 (0.498)

종사상지위 고용주 -0.326 (0.365) -0.576 (0.408) 0.351 (0.859)

(ref: 임금근로) 자영업자 -0.383 (0.309) -0.736 (0.376)* 0.210 (0.562)

종속변수의 평균(표준편차) 6.866 (8.849) 6.380 (8.551) 8.009 (9.414)

관측치 수(n) 9,434 6,599 2,835

주) 연도, 거주지역, 가구구성, 산업, 직종을 통제한 결과임,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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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종사상 지위에 따른 외래이용 횟수 차이(중증/만성질환 보유여부)

종속변수: 외래횟수
(4) 중증질환 보유,

남성
(5) 중증질환
미보유, 남성

(6) 중증/만성질환
미보유, 남성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11.212 (33.486) 4.652 (3.749) 0.636 (4.493)

종사상지위 고용주 5.291 (2.217)** -0.700 (0.415)* -1.006 (0.539)*

(ref: 임금근로) 자영업자 3.010 (2.347) -0.738 (0.383)* -0.807 (0.5)

종속변수의 평균(표준편차) 13.742 (11.231) 6.117 (8.321) 3.068 (5.386)

관측치 수(n) 247 6,352 3,419

주) 남성으로 한정. 연도, 거주지역, 산업, 직종, 가구생활수준, 개인소득, 성별, 배우자유무, 연령,
연령제곱,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교육수준을 통제한 결과임. *** p<0.01, ** p<0.05, * p<0.1

그 결과, 모형(4)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증질환 보유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고용주 및 자영업자 그룹에서 오히려 외래의료이용 횟수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개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의

료이용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하

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증질환을

보유한 자영업자가 장기간 입원을 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입원 대신 잦은 외래 이용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그 결과로서 외래횟수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입원횟수 및 입원기간에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

업자의 이용이 적은 경향이 관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 확인을 위해 종사상 지위에 따라 중증질환자의 입원 횟수 및 입

원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았다.

즉, 입원 결정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외생적인 충격이나 필요에 의한 의

료진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고 입원치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는 의료이

용의 효용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의료이용 제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없었

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증질환 자영업자가 입원을 외래이용으로서

대체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자영업자에서 외래횟

수가 높은 현상은 자영업 선택편의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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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5)는 자영업 선택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중증질환 경험자

를 제외한 결과이며, 위에서 보았던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의료이용 제

한 정도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더 증가함을 알 수 있다(평균 6.1회

중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용주 –0.7회, 자영업자 –0.738회). 중증질환뿐

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을 포함한 모든 만성 질환자를 제외한

모형(6)에서는 집단 간 의료이용 횟수가 더 큰 차이(평균 3.068회 중 고

용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1.006회, 자영업자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0.807회)를 보였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선택 편의의 문제를 최

대한 완화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 보유자를 제외하

고 진행하도록 한다.

<표 1-4>종사상지위에따른입원, 검진횟수, 검진여부차이 (남성, 중증/만성질환미보유)

종속변수: 입원 횟수
검진 횟수
검진 여부

(7)종속변수:
입원횟수

(8)종속변수:
검진횟수

(9)종속변수:
검진여부(로짓)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상수항 -6.545 (2.968)** -5.014 (1.251)*** -4.220 (1.174)***

종사상지위 고용주 0.022 (0.333) -0.413 (0.146)*** -0.142 (0.104)

(ref: 임금근로) 자영업자 -0.239 (0.323) -0.533 (0.142)*** -0.258 (0.102)**

종속변수의 평균(표준편차) 0.048 (0.246) 0.216 (0.477) 0.190 (0.436)

관측치 수(n) 3,419 3,419 3,419

주) 남성, 중증/만성질환 미보유자 대상. 연도, 거주지역, 가구구성, 산업, 직종, 가구생활
수준, 개인소득, 성별, 배우자유무, 연령, 연령제곱, 건강상태, 교육수준을 통제한 결과임.
*** p<0.01, ** p<0.05, * p<0.1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그룹에서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현상은 그

크기와 유의성이 개인이 의료이용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

(질환의 중증도 또는 병원이용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는 <표 1-4>의 입원이용 횟수, 외래 검진 횟수, 외래 검진 여부를 종속

변수로 둔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모형(7)의 입원 횟수에서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모형(8)의 검진횟수에서는 외래이용에서 보았던 차이



- 24 -

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평균 0.216회 대비 고용주 -0.413

회, 자영업자 –0.533회). 이 차이는 검진여부(로짓)를 종속변수로 살펴본

모형(9)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즉,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자영업자에게서만 유독 음의 방향으로 크게 나타나는(의료이용을 포기하

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질환의 중증도 또는 병원 이용의 중

요도가 높아서 입원을 해야만 하는(의료이용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높은)

경우에는 효용(benefit)이 더 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입원’을 결정

하므로 의료이용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의 효과가 잘 드러날 수 없다. 위

에서 확인했던 모형(6) 외래의 경우에서도 자영업자의 의료이용 횟수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음수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외래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효용이 질환을 치료하지 않

음으로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질환치료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건강검진’(모형 8, 9)과 같이 의

료이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즉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지 않은 경우에

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비용(cost)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요인

의 효과가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기 위하여 이

후의 분석에서는 ‘건강검진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어, 자영업자의 의료이

용 제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4.2 자영업자의 의료이용 제한의 원인

앞서 기초 통계에서 확인하였듯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약 95%이상이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 자영업자 그룹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는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지만, 이 중에서는 오히려 임금근

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적어 시간사용이 더 유연한 자영업자가 존재

한다. 이러한 시간적 유연성의 관점에서 ‘고용주’ 그룹은 종업원을 고용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근무시간 중에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종업원

이 대체근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일한 시간을 근무

하더라도 시간의 유연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매주 규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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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 이상 병원을 방문할 경우,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근무시간’ 또는 ‘여유시간’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일반적인 외래 이용을 고려한다면 불규칙적인 병원 방문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관측변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시간의 자율성’이 내재되어 있

으며, 이 숨은 변수는 통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고용

주는 제외, 상시적인 대체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만을 자

영업자 그룹으로 정의하여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근로시간의 효과는 <표 1-5> 의 모형(10) 에서 보듯이 근로시간이 길

수록 의료이용을 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외래

검진 의료이용의 격차는 근로시간 차이를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

하게 나타나고 있어, 두 그룹의 의료이용 차이가 근로시간의 차이 때문

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1-5>근로시간, 여유시간, 건강행동통제후종사상지위에따른검진여부차이

종속변수:

검진여부(로짓)

(9-1) (10) (11) (12)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상수항 -3.549 (1.201)*** -3.037 (1.223)** -4.065 (1.228)*** -3.816 (1.222)***

주당근로시간 -0.009 (0.004)**

여유시간 0.258 0.122**

흡연 -0.220 (0.091)**

음주 -0.021 (0.170)

운동 0.382 (0.096)***

자영업자 -0.565 (0.152)*** -0.554 (0.152)*** -0.692 (0.165)*** -0.585 (0.153)***

종속변수의
평균(표준편차) 0.194 (0.440) 0.194 (0.440) 0.194 (0.440) 0.194 (0.440)

관측치 수(n) 3,047 3,047 3,047 3,047

주) 남성, 중증/만성질환 미보유자 대상, 고용주 제외. 연도, 거주지역, 가구구성, 산업, 직
종, 가구생활수준, 개인소득, 성별, 배우자유무, 연령, 연령제곱, 건강상태, 교육수준을 통제
한 결과임.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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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을 위한 ‘여유 시간’은 근로시간의 절대적인 길이 이외에도,

근로 시간대(오전, 오후, 야간근무) 및 업종 및 직종에 따라 다른 생활

패턴에 의해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한국의료패널 자료에는 근로시간

변수가 존재하여 절대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 시

간대 및 생활패턴에 대한 정보는 다소 불명확하다. 따라서 통계청의 생

활시간 조사를 사용하여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주중 또는 주말에 필

수적인 생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병원 방문을 위한 총 여유 시

간’의 대리변수로 추정하여,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의료이용 차

이가 여유 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해보았다. 모형(11)에서

보듯 병원 방문을 위한 여유시간이 많을수록 검진을 위한 외래 이용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자영업자와 임금근

로자의 외래이용 격차는 유의하며 모형(9-1)에 비해 오히려 벌어진 경향

을 나타내고 있어, 자영업자 그룹에 상대적으로 여유시간이 많은 사람들

이 분포하여 의료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었고 두 그룹간의 의료이용 차

이가 여유시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한 차이는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로서, 건강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룹 내 건강에 대한 태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질적인 면이 존재한다면, 두 그룹간의 의료이용의 차

이는 건강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효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건

강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으로서 측정이 어렵기에,

이의 대리변수로서 건강 행동(흡연, 음주, 운동여부) 변수를 고려하였다.

건강 행동을 하는(비흡연, 비음주, 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건강을 위한 적절한 투자(건강검진 이용)를 할 가능성이 높

다고 가정 할 수 있다. 그 결과(모형 12), 비흡연자일수록, 운동을 규칙적

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건강검진을 위한 외래이용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여, 건강행동을 하는 것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에 투자를 하는 것

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행동 변수 또한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의료이용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두 그룹 간 이질적일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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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두 그룹간의 의료이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지

속적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두 그룹간의

의료이용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본 연구

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기회비용의 차

이이다. 다시 말해, 유급휴가제도가 있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경우 정해진 휴가의 개념이 없고, 보통의 일인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대체해 줄 만한 대체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

도 이상의 시간을 근로하는 자영업자가 근무 시간 중에 병원을 방문한다

고 가정하였을 때 병원 방문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소득의 감소와 직

결되는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높음은

의료 이용에 대하여 양(+)의 소득효과를 줌과 동시에 근로 시간 포기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작용하여, 의료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기회비용의 효과가 두 그룹 사이에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자

영업자 여부☓소득의 교호작용 항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표 1-6).

그 결과, 앞서 언급한 기타 모든 통제변수들의 통제 하에서도 여전히

자영업자가 유의하게 적은 의료이용을 나타내었던 모형(13)과 비교, 기회

비용의 차이를 추가한 모형(14)을 살펴보면, 교호항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의료이용을 포기하는 음(-)의 효과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

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양의 소득효과가 존재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기회비용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일부 소득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연간소득 대신 ‘시간의 기회비용의 효과’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서 ‘시간당

근로소득’을 사용한 모형(13a), (14a)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지금까지 유의하게 나타났던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외래 검진

이용의 차이는 소득의 기회비용으로서의 음(-)의 효과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집단에 더 크게 작용함에 따라 나타났던 격차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병원 이용이 근로의 특성상 임금근로자에

비해 쉽지 않은 환경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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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종사상 지위에 따른 검진여부 차이, 종사상 지위 ☓ 소득 교호효과
종속변수:
검진여부
(로짓)

소득변수: 개인 연간소득 이용 소득변수: 시간당 근로소득 이용
(13) (14) (13a) (14a)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상수항 -3.684 (1.386)*** -3.826 (1.386)*** -3.809 (1.388)*** -3.954 (1.390)***

주당근로시간 -0.007 (0.006) -0.006 (0.006) -0.003 (0.006) -0.002 (0.006)

여유시간 0.118 (0.182) 0.152 (0.182) -0.133 (0.178) -0.081 (0.180)

흡연 -0.220 (0.091)** -0.221 (0.091)** -0.240 (0.091)*** -0.237 (0.091)***

음주 -0.026 (0.171) -0.036 (0.171) 0.030 (0.171) 0.021 (0.170)

운동 0.386 (0.096)*** 0.381 (0.096)*** 0.405 (0.096)*** 0.400 (0.096)***

자영업자 -0.633 (0.180)*** -0.108 (0.298) -0.583 (0.178)*** -0.346 (0.218)

소득 0.017 (0.003)*** 0.019 (0.003)*** 0.197 (0.049)*** 0.253 (0.057)***

자영업자☓소득 -0.015 (0.007)** -0.163 (0.088)*

종속변수의
평균(표준편차) 0.194 (0.440) 0.194 (0.440) 0.194 (0.440) 0.194 (0.440)

관측치 수(n) 3,047 3,047 3,047 3,047

주) 남성, 중증/만성질환 미보유자 대상, 고용주 제외. 소득은 ‘백만 원’ 단위임. 연도, 거
주지역, 가구구성, 산업, 직종, 가구생활수준, 성별, 배우자유무, 연령, 연령제곱, 건강상태,
교육수준을 통제한 결과임. *** p<0.01, ** p<0.05, * p<0.1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회비용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소득 분위

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표 1-7). 표의 내용은

개인 소득 1분위에서 4분위의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

며, 소득 분위가 낮은 1분위 및 2분위에서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두

그룹 간 의료이용 격차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득 분위가 높은 3, 4 분

위에서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의료이용 격차가 유의하게 벌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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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소득 분위에 따른 종사상 지위에 따른 검진여부 차이

종속변수:
검진 여부(로짓)

(14-1)소득1분위 (14-2)2 분위 (14-3)3 분위 (14-4)4 분위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자영업자 1.665 (1.295) -0.451 (0.381) -0.727 (0.349)** -0.978 (0.347)***

종속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0.155 (0.392) 0.107 (0.349) 0.180 (0.437) 0.281 (0.487)

관측치 수(n) 156 781 1,008 1,102

주) 남성, 중증/만성질환 미보유자 대상, 고용주 제외. 통제변수는 모형(13)과 동일하게 적용,
*** p<0.01, ** p<0.05, * p<0.1. 개인소득 분위는 최초 샘플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
한 4 분위이며, 1분위는 1800만원 미만, 소득 2분위 1800만원 이상~2800만원 미만, 소득
3분위 2800만원 이상~4200만원 미만, 소득 4분위 4200만원 이상에 해당함.

4.3 일자리의 질

위에서는 본인의 소득이 의료이용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

였는데, 이는 소득의 기회비용으로서의 작용이 오직 자영업자에게서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의료이용 시 유급휴

가 이용 등을 통해 소득의 기회비용으로서의 작용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자영업자보다는 평균적으로 높으나,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자리의 질

(복리후생)에 따라 이러한 소득의 기회비용 효과에 편차가 존재할 수 있

다. 동일한 임금근로자라 할지라도 유급휴가 등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에 따라 기회비용이 크게 또는 작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

하여, ‘유급휴가 존재 여부’를 기회비용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고, 기회비

용을 통제함에 따라 두 그룹 사이의 의료이용 격차가 과연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의료패널 자료에는 유급휴가의 존재에 대한 정보가 존

재하지 않기에, 한국노동패널 자료(KLIPS)를 사용하여 산업, 직종, 정규

직 여부, 종업원 규모에 따른 유급 휴가 존재의 가능성을 선형확률모형

(linear probability model)으로 추정하여 임금근로자 내에서도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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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기회비용 발생 가능성 정도를 통제하고자 하였다6). 자영업자

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0의 값을 부

여하였다.

<표 1-8> 의 모형(15)는 위에서 근로시간, 여유시간, 건강행동 등의

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보았던 모형(13)에, 추정된 유급휴가확

률 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유급휴가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검진을 위한

외래 방문이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 변수를 통제한 후에는 자영

업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의료이용 격차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유급휴가확률’은 기회비용의 대리변수로서, 임금근로자

의 일자리 질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정도의 편차를 보정하고 나면 두 그

룹 간 존재했던 의료이용 편차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위에서 이미 확인

하였던 두 그룹 간 기회비용의 차이가 외래 검진이용의 차이를 가져왔음

을 다시 한 번 강건히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8> 종사상 지위에 따른 검진여부 차이, 유급휴가 가능성

종속변수:
검진여부
(로짓)

(15)
all

(15-1)
유급휴가확률
< 0.4

(15-2)
유급휴가확률
< 0.2

(15-3)
유급휴가확률
< 0.15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자영업자 -0.320 (0.203) -0.706 (0.221)*** -0.577 (0.315)* -0.221 (0.460)

유급휴가확률 0.790 (0.229)***

종속변수의
평균(표준편차) 0.194 (0.440) 0.137 (0.379) 0.121 (0.353) 0.122 (0.351)

관측치 수(n) 3,047 1,324 823 701

주) 남성, 중증/만성질환 미보유자 대상, 고용주 제외. 통제변수는 모형(13)과 동일하게
적용, *** p<0.01, ** p<0.05, * p<0.1

6) 임금근로자의 유급휴가확률 변수는 기회비용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산
업, 직업, 정규직 여부, 종업원 규모 등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추정한 변수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의 경우 유급휴가확률이 높음과 동시에 의료이
용도 더 많이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유급휴가
확률이 대체적으로 낮은(<0.4)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모형에서도 그 방향성이 앞
선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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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유급휴가 존재 가능성을 모두 0으로 부여하였

기 때문에,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는 데 있어

수식 상의 모형(model specification)에 의존하여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이 결과가 실제로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한정하여 분석해 보았다(모형15-1, 15-2, 15-3). 임금

근로자 집단 중에서도 유급휴가의 존재 가능성이 낮은 집단(기회비용의

크기가 비슷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집단, 유급휴가확률<0.15)으로 한

정한 모형일수록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의료이용 격차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며 ‘자영업자 여부’ 변수의 유의성도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써 종사상 지위별 기회비용의 차이가 두 그룹 간의 의료이용 격차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위에서 나타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기회비

용(자영업자 여부☓소득) 효과의 존재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4 배우자 효과

다음으로는 앞서 성별로 나누어 종사상 지위에 따른 외래 이용횟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 남성에서는 자영업자 그룹이 유의하게 낮은 의

료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에 반하여, 여성의 경우에는 그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단, 이 분석을 위

해서는 샘플 중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매칭되는 부부로 한정하며, 본

인 및 배우자가 자영업 또는 임금근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기에 분석 대상자 수가 4분의 1정도로 감소하였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성 자영업자의 여유 시간 변수가 연속적이지 않은 쌍봉형태의

분포(bimodal distribution)가 나타나, 이 변수를 이항변수로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고, 성별 비교를 위하여 남성 샘플도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의료이용을 위해 포기하는 근로 시간이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는 근로시간의 축소가 직접적인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의료

패널 데이터로 살펴보면 소득이 있는 남성 자영업자일 경우, 자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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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배우자(부인) 중 33%만이 유급이며, 나머지 67%는 무급가족 종사

자로서 근무한다. 반대로 여성이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자영

업을 하는 남성 배우자 중에서 90%가 유급인 자영업자이며, 나머지

10%정도만 무급 가족 종사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부부가

모두 자영업 종사자인 경우 남편이 주 소득자의 역할을 하고 부인은 소

득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다시 말해,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비율이 높고 그러한 남성 배우자가 주 소득자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병원

방문에 따르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임금근로자의 그것과 크게 다를

이유가 없는(또는 오히려 시간 사용의 자율성이 더 높아 병원 방문이 더

용이했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많아, 그 결과 전반부에서 확인하였듯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의료이용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Hundley(2000)의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여성이 자영업자를

선택할 경우 수익성을 주로 고려하는 남성과는 달리 가사와의 병행가능

성을 고려하여 시간 융통성, 진입용이성, 자본이 적게 드는 업종을 선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 여성의 경우 소득과 기회비용

의 관계가 남성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외에도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자영업자라면 배우자가 임금근로자

일 때에 비해 근로시간에 대해 상호 대체, 보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다고 하였을 때 근무시간의 손실이 직접적인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회비용의 작용이 다

를 것이며,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할 때 병원 방문에 대한 기

회비용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일 경우로만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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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배우자가 임금 근로 시 종사상 지위에 따른 검진여부 차이

종속변수:
검진 여부
(로짓)

여성 남성

(16-1) (16-2) (16-3) (16-4)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자영업자 -0.882 (0.404)** 1.187 (0.893) -1.047 (0.411)** 0.471 (0.726)

소득 0.001 (0.008) 0.022 (0.011)** 0.012 (0.006)* 0.024 (0.008)***

자영업자☓소득 -0.101 (0.046)** -0.032 (0.013)**

종속변수의
평균(표준편차) 0.249 (0.473) 0.249 (0.473) 0.246 (0.475) 0.246 (0.475)

관측치 수(n) 373 373 428 428

주)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로 한정. 중증/만성질환 미보유자 대상, 고용주 제외. 소
득은 ‘백 만원’ 단위임. 연도, 거주지역, 가구구성, 산업, 직종, 가구생활수준, 성별, 연령,
연령제곱, 건강상태, 교육정도, 근로시간, 여유시간을 통제한 결과임.
*** p<0.01, ** p<0.05, * p<0.1

<표 1-9> 의 모형 (16-1) 결과에서 확인하듯 초반의 성별 분석 결과

와는 다르게 여성 자영업자가 여성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의료이용을 덜

하고 있는 현상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종사상 지위 ☓ 소득 교호효과

를 추가한 (16-2) 모형에서 두 그룹의 차이는 앞서 남성 샘플에서 확인

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기회비용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 배우자가 매칭되는 남성 샘플에서도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만으로 한정하였을 때(모형 16-3, 16-4), 자

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의료이용을 포기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추

정되는 것으로 보아, 함께 자영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병원 방문에 소

요되는 기회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영업자를 배우자로 가진 자 중에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비교한 결과,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남성과 여

성 모두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검진 여부 변수가 정(+)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자영업을 함께 하는 배우자’는 자영업자

의 병원 방문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감소시켜 두 그룹간의 의료이용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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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소시키며, 오히려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의료이용을 더 용

이하게 하는 방향의 효과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존재함을 다시 한 번 확

인할 수 있었다.

4.5 외래이용 횟수에 대한 분석

기본적으로 질환의 치료가 목적인 입원 및 외래진료는 의료이용으로부

터 얻는 직접적인 효용이 큰 반면 외래 건강검진 이용의 경우에는 그 효

용이 간접적이거나 크지 않다. 만약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이 있다면

건강검진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그 효과가 잘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아,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외래 검진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중이 이용하는 의료이용의 행태 중에서 건강 검진이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목적의 적극적인 의료이용 행태라면, 외래 서비스 이용은 건강

문제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의료이용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래이용에서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보이는 결과는 건강검진에 대한 분석에서 이용하였던 동일한

모형을 이용하여, ‘외래이용 횟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이

다. 다만, 외래 의료이용의 경우 기본적으로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건강검진 분석 시와 같이 만성질

환이 없는 건강한 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두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조건을 완화하여 만성질

환자를 포함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만성질환 여부를 추가적인 통제변

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만성질환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

로 의료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율적 시간 조절이 가능한 자영업을

선택하였을 선택편의의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

영업자의 외래이용 횟수는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

약 이러한 선택편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영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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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이용 횟수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제한적이라면, 실제 두 집단의 차이

는 추정된 차이보다 더 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기본적인 변수를 통제한 상태(모형 9-1)에서 자영업자는 임금근

로자에 비해 0.7회 적은 외래이용 횟수(전체 평균 6.1회 중 11%)를 나타

내었다. 주당 근로시간, 여유시간, 흡연, 음주, 운동 여부 등을 통제한 상

태에서도 두 집단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였고, 그 효과는 건강검진의

분석에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운동여부’가 건강검진에서

는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가졌던 반면, 외래이용횟수에서는 운동여부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두 종속변수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건강검진은 건강관리

의 개념에 더 가까운 의료이용 행위로서, 운동(건강관리)을 하는 사람일

수록 건강검진을 받을 확률이 높았고, 외래이용은 건강관리를 넘어선 치

료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운동여부의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1-10>종사상지위에따른외래횟수차이

종속변수:

외래횟수

(9-1) (10) (11) (12)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주당근로시간 -0.013 (0.012)

여유시간 0.832 (0.352)**

흡연 -1.952 (0.279)***

음주 -0.529 (0.473)

운동 -0.189 (0.283)

자영업자 -0.699 (0.416)+ -0.682 (0.417)+ -1.049 (0.443)** -0.763 (0.415)*

종속변수의
평균(표준편차) 6.117 (8.418) 6.117 (8.418) 6.117 (8.418) 6.117 (8.418)

관측치 수(n) 5,622 5,622 5,622 5,622

주) 남성, 중증질환 미보유자 대상, 고용주 제외. 연도, 거주지역, 가구구성, 산업, 직종, 가
구생활수준, 개인소득, 성별, 배우자유무, 연령, 연령제곱, 건강상태, 교육수준, 만성질환여
부를 통제한 결과임.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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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에서는 주당근로시간, 여유시간, 건강행동(흡연, 음주, 운동)

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의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외래이용 차이

를 보여주며, 자영업자가 약 1.35회(전체 평균의 약 22%) 적게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의료이용 제한의 원인으로서 앞서 건강검진에서 나타났던 의

료이용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여부

☓소득의 교호작용을 추가한 모형(14, 14a)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호

작용의 효과는 앞선 건강검진 분석에서와는 달리 유의하지 않아, 두 집

단의 차이가 기회비용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았으며, 자영업자와 임금근

로자 두 집단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1> 종사상 지위에 따른 외래횟수 차이, 종사상 지위 ☓ 소득 교호효과

종속변수:
외래횟수

소득변수: 개인 연간소득 이용 소득변수: 시간당 근로소득 이용
(13) (14) (13a) (14a)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주당근로시간 0.017 (0.017) 0.016 (0.017) 0.024 (0.019) 0.023 (0.019)

여유시간 1.285 (0.516)** 1.221 (0.517)** 0.878 (0.493)+ 0.848 (0.5)+

흡연 -1.919 (0.279)*** -1.941 (0.279)*** -1.971 (0.279)*** -2.000 (0.279)***

음주 -0.497 (0.473) -0.513 (0.473) -0.458 (0.472) -0.447 (0.472)

운동 -0.206 (0.283) -0.198 (0.283) -0.160 (0.282) -0.148 (0.283)

자영업자 -1.350 (0.485)*** -1.933 (0.811)** -1.297 (0.484)*** -1.497 (0.6)**

소득 0.026 (0.008)*** 0.023 (0.009)** 0.396 (0.146)*** 0.329 (0.182)+

자영업자☓소득 0.017 (0.02) 0.154 (0.261)

종속변수의
평균(표준편차) 6.117 (8.418) 6.117 (8.418) 6.117 (8.418) 6.117 (8.418)

관측치 수(n) 5,622 5,622 5,622 5,622

주) 남성, 중증질환 미보유자 대상, 고용주 제외. 소득은 ‘백만 원’ 단위임. 연도, 거주지
역, 가구구성, 산업, 직종, 가구생활수준, 성별, 배우자유무, 연령, 연령제곱, 건강상태, 교
육수준, 만성질환여부를 통제한 결과임. *** p<0.01, ** p<0.05, * p<0.1

그 이유에 대해 가능한 설명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종속변수인

건강검진과 외래이용의 이용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건강검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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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이용은 모두, 병원을 이용하는데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 손실의 기회비용이 존재하며, 유급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임금근

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에서 그 크기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개인이 의료이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 의료이용

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외래이용과 건강검진의 경우에서

다를 수 있다. 질환의 치료가 주 목적인 외래이용의 경우,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건강악화와 그에 따른 미래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이 경우 반대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함으로써 얻는 편익

(benefit)은 미래의 예상 소득과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외래 의료이용을 함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 방문 시간에

대한 소득의 기회비용(cost)은 이러한 병원 방문에서 얻는 편익(benefit)

과 서로 상쇄되어, 앞서 두 그룹 간 존재하던 기회비용의 차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로서 두 집단의 의료이용 차이는 더 이

상 기회비용의 차이로서 설명되지 않으며, 여전히 외래이용 횟수의 격차

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적으로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검

진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는 편익은 크지 않을 것이며, 특히 앞서 분

석에서처럼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를 제외한 건강한 자만 대상으로

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 경우 병원 이용 시간에 대한 소득의 기회비용만

존재하므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에서 크게 나타나는 소득의 기

회비용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기회비용의 차이를 통제 후 두 그룹의 검

진 이용 격차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2>에서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는 건강검진에 대한 분석 시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내용이며, 만성질환자를 포함할 경우 샘플 수는 기

존의 3,047명에서 5,62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는 외래횟수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집단 간 존재하였던 의료이용 시간에 대한 기

회비용 차이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만성질환

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이용하는 목적이 외래이용과 마찬가지로 건강관리

의 개념보다는 질환의 관리 또는 치료의 목적과 더 가깝기 때문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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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결과로 추정된다. 즉, 건강검진 이용에 대해서도 만성질환자와 같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검진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직접적인 편

익이 존재하며, 이 효과가 의료이용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과 서로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이용으로부터 얻는 편익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위에서 가정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의료

이용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차이를 캡쳐해 내기 위해서는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데서 발생하는 미래 소득 감소 등의 비용(다시 말해, 의료이용

으로부터 얻는 편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증 및 만성질환이 없는 건

강한 자로 한정하여 앞선 분석과 같이 살펴보는 것이 타당한 방법일 것

이다.

<표 1-12> 종사상 지위에 따른 검진여부 차이, 만성질환자 포함

종속변수:
검진여부
(로짓)

소득변수: 개인 연간소득 이용
(13) (14)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주당근로시간 -0.010 (0.004)** -0.010 (0.004)**

여유시간 0.034 (0.119) 0.043 (0.119)

흡연 -0.241 (0.064)*** -0.241 (0.064)***

음주 0.165 (0.115) 0.162 (0.115)

운동 0.340 (0.067)*** 0.339 (0.067)***

자영업자 -0.587 (0.118)*** -0.404 (0.194)**

소득 0.026 (0.002)*** 0.014 (0.002)***

자영업자☓소득 -0.005 (0.005)

종속변수의
평균(표준편차) 0.225 (0.456) 0.225 (0.456)

관측치 수(n) 5,622 5,622

주) 남성, 중증질환 미보유자 대상, 고용주 제외. 소득은 ‘백만 원’ 단위임. 연도, 거주지
역, 가구구성, 산업, 직종, 가구생활수준, 성별, 배우자유무, 연령, 연령제곱, 건강상태, 교
육수준, 만성질환여부를 통제한 결과임. *** p<0.01, ** p<0.05, * p<0.1



- 39 -

마지막으로, 패널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사용할 때 의료이용에 영

향을 미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한 개인의 관측되

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11년에서

2014년 각 년도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그 유의성 및 추

정계수의 크기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

하여 의료이용을 적게 하는 현상, 그리고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소득의 기회비용으로서의 효과가 더 크게 존재함은 일관적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의료이용 차이가 존재

하는지를 살펴보고 종사상 지위에서 비롯된 어떤 특성이 의료이용의 격

차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로서, 두 집단의 시간에 대한 기

회비용의 차이를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고유 특성 보존을 위해 2년 간 동일

한 종사상 지위를 가진 자로 대상자를 한정하였고, 자영업의 선택편의

(selection bias) 가능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표본 제한 분석

(sub-sample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영업 선택과 의료

이용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관측 불가능한 특성으로

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이 없는 자로 표본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증질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더 많은 의료이용을 하고 있었

으나, 질환 미보유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

에 비해 의료이용을 덜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용이한 의료이용을 위하여 자영업을 선택하는 선택편의로 인한 과대

추정 가능성이 존재했었고, 표본 제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선택편의의

문제가 완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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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집단 사이의 의료이용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

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집단 사이 이질성이 있을 수 있는 근로시간의

차이, 병원 방문을 위한 여유시간의 차이, 그리고 건강에 대한 태도의 대

리변수로서 음주, 흡연, 운동의 차이 등을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자영업자

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의료이용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근로시간이 소득과 직결되는 특성을 반영하는 ‘기회비용 효과’의

확인을 위해 자영업자 여부☓소득의 교호작용 항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의료이용을 늘리는 효과가 임금근로

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자의 경우 병원 방문을

위해 포기하는 근로 시간이 소득 감소와 직결되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

으로 소득이 높아질 때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양의 소득효과를 상쇄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였고, 이 효과를 통제 후에는 더 이상 두 집단의 의료

이용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로써 소득의 기회비용으로서의 효과가

자영업자로 하여금 임금근로자에 비해 의료이용을 포기하게 하였음을 확

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시간에 대한 소득의 기회비용 효과의 존재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일자리의 복리후생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로자의 기회비용

정도를 통제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유급휴

가 존재 확률’을 기회비용의 대리변수로 정의하고, 유급휴가 확률이 낮은

임금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자영업자와 임금근

로자 사이의 의료이용 격차가 줄어듦을 확인하여, 두 집단의 의료이용

차이가 기회비용의 차이에 비롯된 것임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남성과는 달리 여성 샘플에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의료이용 격차가 유의하지 않았던 현상에 대해,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의

효과를 이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배우

자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비율이 높고 배우자가 주 소득자의 역할을 하

는 경우가 많아, 병원 방문에 따른 기회비용이 임금근로자의 그것과 크

게 다르지 않은 자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자영업자

의 경우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에 종사할 때 상호보완적인 효과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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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배우자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 자영업자 또한 여성 임금

근로자에 비해 의료이용을 적게 하는 현상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소득의

기회비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종사상 지위 ☓소득의 교호 작용을 추가

한 모형에서도 앞선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회비용의 크기가 작아 임금근로자와 다르

지 않은 의료이용을 보였다.

생계형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4대 보험 및 민

간 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

으며, 초과 및 과잉근로 비율이 높아 건강 문제 발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근로자가 오랜 기간 동안 노

동시장에 남아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자영업은 임금근로자의

퇴직 후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일자리의 사회적 특성에 기인

하는 어떤 차이가 한 집단의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집단 간

건강 불형평성(inequality)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집단이 사회적 안전망

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이라면 그 파급력은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의료이용

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이고,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의료이용 차이는 종

사상 지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기여하

는 바가 크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집단 간 이질적일

수 있는 기회비용의 존재에 대한 확인, 자영업자의 선택편의에 대한 통

제를 위한 고려, 근로 시간뿐 아니라 병원 방문을 가능하게 하는 여유

시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였다는 점 등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

다.

이 연구 결과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의료이용의 불평

등 현상을 밝혔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

의료제도 마련의 정책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형평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의료 접근성

차이를 인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료이용에 있어서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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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임금근로자 간 기회비용의 차이는 의료 접근성의 차이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영업자라는 종사상 지위는 개인의 들고 낢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사실상 집단을 경계 짓기보다는 어느 누구나 속할

수 있는 미래의 지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의료 접근성의 문제는 보건의료

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지리적 의료 접근성과 더불어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발생되는 의료 접근성 차이는 건강 불평등의 문제로

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또한 불건강으로 인한 인적 자본의 손실과 함

께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간 의

료 접근성 차이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목표

이다.

둘째, 취약 집단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영역

에서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의료이용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의료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의료서비스 창구의 보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취

약시간대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당번약국제도(영국, 캐나다, 오스

트리아,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일부 시도 등에서 시행), 의료전화상담 서

비스(일본), 병원-약국 연계 당번제 등의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는 다양

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료체계 개편에 따르는 재원

마련 및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 및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충

분한 논의를 통하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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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의료비

감면 정책에 따른 의료 이용의 변화: 인구

집단에 따른 정책효과 및 정책예정 집단의

치료 지연 효과의 차이 7)

제 1 절 서론

1.1 서론

우리나라는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 및 2000년 단일 보험자로

건강보험을 통합한 이래,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꾸준히 건

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쳐왔다. 2005년부터 주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시행과 더불어 건강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을 실시하여 다방면의 건강 보장

영역을 넓혔고, 2013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를 통해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실시, 치매 책임제, 요양비 지원,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

실료 폐지, 고위험 산모 및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경감 등을 통하여 국

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국민건강보험공

단, 2017).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14-‘18 건강보험 중기 보장

성 강화 항목 중에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있다(<표

1>). ‘12년부터 이미 만 75세에 대해 급여화 하여 시행하던 노인의 틀니

에 대한 추가적인 연령 확대와 더불어, 2014년 최초 시행한 임플란트 급

여화 정책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였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본인

7) 본 논문은 「안수지. (2020).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의료비 감면 정책에
따른 의료 이용의 변화 : 인구 집단에 따른 정책효과 및 정책예정 집단의 치료
지연 효과의 차이.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6(3), pp.69–104.」를
전체 인용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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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50%로 감면하여 주는(평생 2개의 치아) 정책으로서, 2014년 7

월 75세 이상 연령에 대해 시행한 이래 2015년 7월에는 70세 이상, 2016

년 7월에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해 왔다. 더불어, 2018년 7월에는

50%이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는 추가적인 의료비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다.

<표 2-1>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의 시행시기 및 주요 내용

정책
시행시기

정책
대상

내용
수가
(의원급)

본인부담률

일반
만성
질환자

희귀난치
질환자

2014.7 75세 이상 본인부담률 인하 101만원 50% 30% 20%

2015.7 70세 이상 대상확대 122만원 50% 30% 20%

2016.7 65세 이상 대상확대 124만원 50% 30% 20%

2018.7 65세 이상 본인부담률추가인하 약129만원 30% 20% 10%

주)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되는 치아는 평생 2개이며,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

정부가 노인 치과 임플란트 감면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

라 노인의 구강 건강에 대한 문제인식과 함께, 구강 건강이 일상생활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중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6.6%에 불과하며, 23.3%는 의치가 필요한 상태

이다(보건복지부, 2015).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요건의 하나인 구강건강

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Budtz-Jorgensen,

Chung and Rapin, 2001; Hirano, Ishiyama, Watanabe and Nasu, 1999).

구강질환으로 인한 치아 상실의 경우, 저작능력 저하로 인해 식생활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미적으로도 좋지 않아 사회생활에 제

한을 줄 수 있다(Boretti, Gickel and Geering, 1995). 임플란트 시술은

기능적으로 발음, 심미성, 저작기능 등을 향상시키며(Vermylen, Collaert,

Lindén, Björn and De Bruyn, 2003),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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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ner, Wichmann, Schlegel, Kollmannsberger and Nickenig, 2011). 그

러나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고가의 비용은 환자로 하여금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Leles, Ferreira, Vieira, Campos and

Silva, 2011), 이에 따라 일반 서민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폭의 의료비 부담 완화(50%)는 잠재적인 환자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이

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

을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함, 삶의 질 하락, 생산성 감소 등을 포함한 후

생의 손실(welfare loss)이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정량적인 환산은 쉽

지 않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즉,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진료비(정책 이전이라면 124만원, 정책 시

행 후라면 62만원)보다 후생의 손실이 클 경우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

겠다. 한국의료패널을 사용한 분석에 따르면 노인 인구에서 임플란트 시

술을 받지 않은 개인이 연간 지출하는 총 의료비(out-of-pocket medical

expense)는 2016년 기준 약 102만원이며, 치과 진료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중은 약 9%를 차지한다(<표 2-2>). 따라서 평균적인 사람이 한 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우 연간 총 의료비는 기존 의료비에

지출에 비해 약 120%가 증가한 226만원(정책 미적용 시) 또는 60%가

증가한 164만원(정책 적용 시)이 된다. 만약 임플란트 진료를 받지 않고

있던 연간 의료비가 102만 원 정도인 사람이 임플란트 정책 시행에 따라

시술을 결정하였다면, 치아 불편으로 인한 후생 손실의 정도가 기존에

지출하던 의료비의 120%를 추가로 지출할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60%보

다는 후생 손실의 크기가 더 컸던 자일 것이다. 물론 개인의 평균 의료

비 수준에 따라서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비율은 달라질 것이지만, 임플란

트 시술을 적절히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후생 손실의 정도는 평균적

인 연간 지출 의료비의 60%에서 120% 사이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볼 수 있

으며, 이는 결코 작지 않은 크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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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간 의료비 및 치과 의료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의료비 (만 원) 90.1 93.4 88.9 96.5 101.6

치과 의료비 (만 원) 9.6 12.2 9.3 9.7 9.2

치과 의료비 비율 10.7% 13.1% 10.4% 10.0% 9.0%

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사용, 임플란트 경험이 없는 61세-74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가 있는 자, 의료급여자 및 국가 유공자, 신규 및 사망 가구원은 제외 (n=11,368명)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정책을 시

행한 이후 연령별 연간 치과(의원, 병원) 내원 일수는 정책 시행 전년대

비 23.9%(70-74세, 2015년), 18.6%(65-69세, 2016년)가 증가하였고, 이는

정책 시행 이전 5년간 평균 증가율이었던 7.4%(70-74세), 5.9%(65-69세)

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임플란트 정책 적용 계획이 없었던

연령(60-64세)군을 살펴보았을 때, 2015년 증가율은 11.9%로 정책 이전

5년간 평균 증가율(5.95%)보다는 컸으나, 그 증가 폭이 70-74세의 증가

폭(5년간 평균 7.4%에서 2015년 23.9%로 증가)에 비해 작았고, 2016년

증가율은 7.9%로 정책 이전 5년간 평균 증가율(7.5%)과 크게 다르지 않

았다([그림 2-1]). 정책 대상의 연령별 건강보험 치과 급여비 또한 정책

을 시행하였던 해에 145%(70-74세, 2015년), 120%(65-69세, 2016년)가

증가하여 그 이전의 5년간 평균 증가율(15%, 12%)에 비해 매우 큰 수준

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정책 이외에도 노인 틀니 급여화

정책이 함께 시행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항목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2015년-2016년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치과 관련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염두에 둘 때, 해

당 기간 내의 치과 내원 일수 및 급여비의 급격한 증가분 중 일정부분은

임플란트 지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효과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

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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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령별 치과 내원 일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주) 건강보험통계연보(2010-2016)자료를 이용하여 전년대비 증가율을 계산하였음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낮아질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비자

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도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경우 의료 서비스 이용은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

러나 본인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는 경우 불필요한(또는 과도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는 보건경제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이다. 즉, 전통적인 도덕적 해이 모형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의료 소비자로 하여금 과도한 소비를 하게하며, 반대로

너무 높은 본인부담금이 책정된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목적과 맞지 않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므로, 보험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위험분

담과 적정한 인센티브는 서로 이율배반적(trade-off)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의료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Pauly, 1968;

Zeckhauser, 1970). 따라서 최적의 본인부담금(률)을 책정하는 것은 대부

분의 보험사(국영이든 민영이든)의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의료서

비스의 특성상 그 종류 및 질적 다양성이 워낙 크고 의료 소비자 또한

각자의 질환 및 개인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기준을 찾기

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설정 시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을 고

려하지 않고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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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의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의료비를 경감하는 데 한

계가 있을 수 있다(Feder, Hadley and Zuckerman, 1987). 이는 비단 소

득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본인부담

인하 정책 시행 후의 의료 접근성 향상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

며, 정책 대상 및 목표 설정 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이다. 임플란트 시

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낮추었을 때, 임플란트를 필요로 하던 소비자는

낮아진 가격의 변화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임플란트 정책의 경우 ‘70세 이상’ 등과 같이 대상

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시행한 정책으로서, 기존의 의료 접근성이나 사회

경제적 변수 등의 개인특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책 시행 후

정책효과가 나타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인 특성에 따라 그 정책의 수

혜를 받는 대상의 증가 정도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는 데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지출해야 할 순수한 진료비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비용 및 효용을 고려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각 정책의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일반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정책 시행 후 그 결과가 의료이용 불평등도를 낮추

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

책의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 여부를 파악함

과 함께, 정책의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크고 작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

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부의 임플란트 진료비 보조

정책 시행 이후 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였는지를 확인하

고 정책효과가 특히 어떤 인구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노인 임플란트 정책은 정책시행 고시 시점에 단계적인 연령 확

대 계획을 미리 고지하였기 때문에, 미래의 정책 적용 대상자들은 본인

이 정책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치료를 미룰 인센티브가 존재한

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간접 소득에 대한 기대효과로 인해

정책시행이 예상되었던 집단에서 정책 시행 직전까지 실제로 치료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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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는 행동이 나타났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임플란트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 집단의 전과 후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정책 이전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았

던 정책 대상자 중에서, 임플란트 본인부담 감면 정책으로 120만원의 본

인부담금이 60만원으로 낮아졌을 때 이에 반응하여 의료이용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은 임플란트 시술

의 경계(margin)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며, 단순하게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가 6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에 분포하

였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불용의가 이 범위에 존재하더라

도 대상자 모두가 정책 이후 임플란트 진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

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가설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의료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임플란트 진료를 위해 병

원을 방문하는 시간만큼 본인의 소득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발

생하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에 비해 임플란트 시

술을 결정하는 비율이 낮을 것이다.

⦁ 둘째, 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 의료이용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임플란트 시술에는 60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누구에게나 동

일한 비용이지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의료비의 비중

이 크기 때문에 의료이용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세 번째로는 본인부담금의 체계가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어, 치과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험사가 임플란트 치아 시술에 대해

정책과 상관없이 일정(예를 들면 100만원)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이 대상자의 경우 정책 전후로 체감하는 비용의 변화는 없다.

⦁ 네 번째로, 교육수준에 따라 건강 자본(health capital)에 대한 투

자(의료 이용, 임플란트 시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임플란트 정책 효과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본인부담 경감정책에 반응하여 의료이용을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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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임플

란트 정책은 다양한 매체(TV, 신문, 인터넷 기사 및 홍보자료, 병

원의 내 포스터 등)를 통해 홍보가 되었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은 교육수준에 따라, 혹은 과거의 치과 이용 경험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효과뿐 아니라, 임플란트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임플란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던 현상에 대해 이

를 정책이 미리 예고됨에 따라 의료이용을 지연하는 행태를 암시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만약 치료를 지연하게 될 경우, 60

만원의 간접소득 효과를 얻는 반면,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치료 지연효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하였다.

⦁ 첫째, 치료를 지연함으로써 감소될 본인부담금 60만원의 가치가

큰 사람일수록, 즉, 가격에 더 탄력적일수록 치료를 지연할 확률

이 높을 것이다.

⦁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의 비용이 작은

사람의 경우 치료를 지연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 세 번째로는 앞서 정책 효과에서도 언급하였듯, 치아보험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가격 변화 체계가 다른 경우 지연 효과가 다를 것

이며, 미래에 시행될 예정인 임플란트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 마지막으로, 치료를 지연하는 행위에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만약 현재 소득과 다음 기의 소득이 동일하다

고 가정하면) 기회비용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치과를 포함한 상세한 의료이

용 정보 및 다양한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료패

널자료(2012-2016)를 사용한다.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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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이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이 급여화

되기 이전의 의료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책 전후의 임플

란트 진료여부를 비교하는 데 있어 적합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사용,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이후 임플란트 정책 시행 전과 후

의 정책 대상자들의 임플란트 진료 행태 변화가 정책 비대상자에 비하여

어떠하였는지, 정책 시행 직전의 치료 지연 경향이 존재하였었는지를 이

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이용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

고 여러 가지 개인의 특성으로 인구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정책

효과 및 치료지연 효과의 크기가 다른지를 추정하고, 효과가 다르게 나

타나는 원인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서술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기존의 문헌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 정책 변

화에 따라 의료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는지 혹은 정책

효과가 없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가 많았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정책효과와 함께, 정책시행으로 인해 수혜

를 받는 대상자의 증가 폭이 다양한 인구집단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

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원

인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의 차

별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인구집단 특성에 따라 정책효과가 나

타나는 방향이 ‘보편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과 부합하는 방향인지를 살펴보고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하

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2 선행연구

의료비 본인부담 정책의 변화가 의료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각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본인부담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응급실 이용(응급하

지 않은 상황에서의)에 대한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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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감소가 나타났다는 연구(Selby, Fireman, and Swain, 1996; Hsu,

Price, Brand, Ray, Fireman, Newhouse, and Selby, 2006; Wharam,

Landon, Galbraith, Kleinman, Soumerai, and Ross-Degnan, 2007), 의료

비 본인부담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을 때 환자들은 예방적 서비스의

이용을 줄였다는 연구(Newhouse, 1993), 그리고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은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줄였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

(Font and Toyama, 2011)도 존재한다. 이와는 다르게, 자연실험 세팅을

이용한 연구(Busch, Barry, Begso, Dindelar and Cullen, 2006)에서는 본

인부담의 완화 이후 예방적 의료이용(대장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아동

및 성인의 건강검진)에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 외에도 소액

의 본인부담 증가에도 예방적 의료이용은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

(Cherkin, Grothaus and Wagner, 1990), 그리고 외래 의료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효과는 일정하지 않았다는 연구((Cherkin, Grothaus and

Wagner, 1989; Remler and Greene, 2009)도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부담 정책의 변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탄력성은 의료 서비스의 종류

에 따라 다르게 (치과 및 정신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변화에 대한 반응이

다른 외래 및 입원 진료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Baicker and Goldman, 2011)

국내에도 본인부담 정책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며, 주로 본

인부담제도의 변화가 의료 소비자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정책 시행 이후 의료이용이

감소하고, 종합병원 이상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정책에 따라 약제

비 및 투약일수가 감소한 결과를 보인 연구가 있으며(김효정·김영훈·김

한성·우정식·오수진, 2013),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정책 이

후 외래 및 내원 일수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경증질환의 경우 외래이용

이 크게 감소된 효과를 보였으며 이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연구가 있다

(최성은, 2018). 반면, 본인부담금 감소의 결과 의료이용이 증가하였음을

보인 연구(이용재, 2009), 또는 의료비 총 지출에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경

우(김관옥·전윤희·신영전, 2018)도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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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언급한 연구와 같이, 의료비 본인부담 변화에 따르는 효과를

다룬 연구는 많으나 주로 일반적인 외래본인부담 경감 또는 중증질환과

관련한 정책이 대부분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임플란트 본

인부담 경감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는 저자가 아는 한 전무

하다. 임플란트 정책 이후 임플란트율의 증가를 논의한 연구(류재인·전

지은, 2019)가 존재하나, 이는 건강보험데이터를 사용하여 5년간의 임플

란트 증가율을 확인한 연구로서 정책효과를 판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의료비 본인부담 정책이 변화할 때, 이 과정에서 정책 시행 전후의 의

료이용 행태에서 의도되지 않은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시행 직전의 일시적인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언급한 논문으로는

Chandra, Gruber, and McKnight(2010)가 있다. 이 논문은 2002년, 미국

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을 $0에서 $10으로 인상한 효과를 분석한 논문으로, 분석 결과에서 본인

부담 인상 직전의 한 분기(quarter)동안 의사 방문 횟수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에 대해 궁극적인 의료이용 패턴의 변화가

아닌, 의사 방문 시점을 일시적으로 앞당겨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하였으

며, 이러한 일시적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책 도입 시기 직전과 직

후 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정책 효과를 함께 제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왜곡 현상에 대해 고려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 가격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의료이용의 증감 효과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의료비 본인부담 정책 효과

의 집단 간 이질성에 대해서는 Chandra, Gruber, and McKnight(2007)

및 Chandra et al.(2010)에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다. 논문에서는 본인부

담금 상향 정책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의사방문 및 의약품 처방 등 필요

한 의료서비스를 지연하고, 이에 따라 오히려 환자의 입원비(hospital

payments)가 증가하는 상쇄효과(offset effect)가 나타나는 정도가 소득,

연령, 의료비 사전지출, 만성질환여부 등에 따라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쇄효과가 컸으나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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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고, 사전지출이 많았던 그룹의 상쇄효과가 컸다.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 상쇄효과가 없었지만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상쇄효과가 크

게 나타났고, 이는 Medicare 프로그램 가입자만 따로 보았을 때 더 커졌

다. 이 결과에 대해 저자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제한(limit)을 두는

것만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건강상태에 따라 만성질환

자에게는 더 낮은 본인부담을 매기는 등의 세분화된 타겟 그룹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 Wagstaff, Lindelow, Jun, Ling

and Juncheng(2009)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낙후지역에 의료보험(New

Cooperative Medical Scheme)이 도입되면서 이 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이

용이 미가입자에 비하여 증가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그 효과가 소득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밝힌 바 있다. 소득에 따라 이질적으

로 나타난 의료보험의 효과는 상급병원 여부(higher or lower level

facilities)에 따라 고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

주었다.

제 2 절 분석 자료

2.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연간자료(version 1.5)이다. 한국의료패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추적 조사

로, 전국의 약 7,000 여 가구의 가구 정보 및 가구에 속한 가구원들의 기

본적인 사회경제적 변수와 더불어 응급, 입원, 외래 의료이용, 건강행태,

민간보험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현재 1차(2008년)부터 10

차(2017년)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서 2016년의

개인 및 가구 정보, 외래 의료이용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인구 집단 및 특성에 따른 임플란트 정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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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의 연령, 가족구성, 건강상태, 소득, 민간보험 가입여부, 근로여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는 연구목적을 충

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이다. 또한 이 자료는 건강보험이 보장

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이용 정보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자

료와는 차별화된다. 임플란트 시술은 정책시행 이전에는 비급여 진료 영

역에 있던 항목으로서, 100% 비급여 진료일 경우에는 병원의 청구데이

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료로는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료패널 자료를 사용 시 정책 이전의 비급여 임플란트 진료 내역까지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시행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

2.2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2012년에서 2016년간 한국의료패널 데이터에 한 번이라도

포함되었던 개인으로서, 주요 실험군(treated group)은 2015년 7월에 시

행된 노인 임플란트 정책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70세를 제외한 71세

-74세이며, 대조군(control group)은 노인 임플란트 정책 비대상자 중에

서 가장 연령대가 높은 61세에서 64세로 설정하였다. 한국의료패널 데이

터에는 출생연도가 존재하나 출생 월의 정보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 대상 연령의 경계에 있는 65세와 70세는 정책 시행 시점인

7월을 전후로 만 연령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생 월에 따라 정

책 적용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불확실성을 제외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해당되는 17,268 관측치 중에서 장애가 있는 자, 의료급여자 및 국가유

공자는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있어 체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2,878건, 16.7%). 신규 및 사망, 가구소득이 파악

되지 않는 가구원, 주관적 건강상태가 결측인 가구원 등은 정보가 불충

분하기에 제외하였다(692건, 4%).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

수는 13,9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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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3.1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는 치과 임플란트 관련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측정한

‘임플란트 진료여부’ 로서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변수이다. 노인 임플란

트 정책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각 연도 7월에 확대 시행되어왔기 때문

에, 각 연도를 반기(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로 구분하여 개인별 연간

두 차례의 측정값을 갖도록 설정하였다. 단, 이 값이 1을 나타낸다는 것

은 환자가 임플란트 진료를 목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진료가 임플란트 상담을 한 것인지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인지는 구분이

어렵다. 또한, 임플란트의 경우 일시금으로 선(先)납입 또는 후(後)납입

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진료비를 통해 판단을 내리기에도 제약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관련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사

건(event) 자체가 임플란트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분석

을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이와 더불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임플란트 시

술을 실제로 받았을 것이라 추측되는 진료 건으로 종속변수의 범위를 좁

혀 분석한 강건성 검증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임플란트 정책 대상집단 여부를 의미하는 Trt 변수와,

정책 시행 전과 후를 구분하는 Period 변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

년 7월에 만 70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된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정책대상(treated)은 만 71세에서 만 74세 사이의 연령 집단이며, 대

조군(control)은 61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정책대상의 바로 아래 연령 집단인 만 66세에서 만 69세를 대조군으로

정의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집단의 경우 1년 후인 2016년 7월에 정책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 예상되는 집단으로서, 정책 시행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임플란트 치료를 지연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서이다. 만약 66세에서 69세 연령에서 정책 시행 직전 치료를 지연하는

효과가 존재한다면, 이 집단을 대조군으로 놓고 분석할 경우 만 70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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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정책 효과는 과대평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 집단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정책집단의 정책효과가 과대평가되는 경향

이 나타나며, 이 결과는 후반부의 강건성 분석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하나의 독립변수는 정책 시행 전후를 의미하는 시기(Period) 변수

이다. 아래의 사전 추이(pre-trend) 에서도 나타나지만, 만약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을 예상하고 이에 따라 임플란트 진료의 시기를 미루었던 효

과가 존재한다면, 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할 경우 정책의 효과는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 경감 정책 시행 직전 임플

란트 진료를 미루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치료 지연

(delay)의 효과를 제외한 순수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자, 시기 변수를 세

개의 기간(pre-period, delay-period, policy-period)으로 설정하였다.

단, delay-period(치료를 지연하는 기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시

나리오가 가능하다. 치료 지연기간을 임플란트 정책이 처음 거론되었던

시점(2013년 3월)이나, 정책시행 예고 시점(2013년 12월)부터로 볼 것인

지, 또는 임플란트 시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치료지연이 가

능한 기간(tolerance period)이 존재한다면 그 시점부터로 볼 것인지에

따라 환자의 치료 지연 행동이 나타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치아의 구조나 기능 상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시행하는 시술임을 고려할 때, 정책 시행 시점이 가까워

올수록(불편함을 감수하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치료 지연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추후에 이어지는 여러 시나리오

에 따른 지연효과 및 동적모형의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 예상과 같이

정책 시행 직전의 반기 동안을 지연 시기로 설정하였을 때 치료 지연효

과가 가장 유의하였으며, 이 정의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외 임플란트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통제변수로서 가

구소득 5분위, 가구 세대구성,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거주지역, 민

간보험가입여부, 근로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였고, 각 연도에

대한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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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모형을

이용하여 노인 임플란트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작위 배정(randomized trial)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험 상황

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인 정책대상 연령 여부가 무작위로 배정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렵다. 정책 효과 추정 시 대안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

인 이중차이분석(DID)은 특히 정책이 특정 집단에게 적용되는 경우 정

책 전과 후 시점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변화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순수한

정책 효과를 캡쳐해 낼 수 있는 도구로서, 특정 연령대에 적용된 임플란

트 본인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적절한 분석방법이다.

분석에 이용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i는 개인, g는 실험군

(treated group) 또는 대조군(control group)을 뜻하며 t는 연도를 나타낸다.

     
   ×     ×      

(1)

위의 회귀식에서 yigt는 반기 동안의 임플란트 관련 진료여부를 나타내

는 이항 변수이다. Trtg 는 개인의 정책대상연령 여부를 나타내며, 71-74

세의 경우 1의 값을 가지고 61-64세의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DelayPeriodt 는 치료지연 시기를 나타내는 변수, PolicyPeriodt는 정책

시행 이후 시기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각각 정책시행 이전기간

(pre-policy period, 치료지연 기간 제외)을 기준으로 해당기간 내 임플란

트 진료의 증감을 비교한다. X igt 는 거주지역, 가구소득분위, 가구구성,

민간보험 여부, 건강상태, 교육수준, 근로여부, 과거 치과진료 경험 여부

등의 개인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이다. 이중차이(DID)분석을 위하여 정책

대상 여부(Trt)와 치료지연시기(DelayPeriod) 및 정책시행시기

(PolicyPeriod) 의 교호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하였으며, 여기에서 β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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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연 효과에 대한 추정계수로서 만약 치료지연 효과가 존재하였다면

β4의 오즈비(Odds Ratio)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이다. β5는 임플란

트 정책효과에 대한 추정 계수로, 정책효과가 유의할 경우 오즈비는 1보

다 큰 값으로 추정될 것이다. 다만, 로짓모형(logit model)을 가정한 분석

의 결과로 제시되는 ‘오즈비’는 각 오즈(odds)의 상대적인 비(ratio)를 나

타내기 때문에, 실제 정책 효과로서 임플란트 진료 비율이 얼마나 변화

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 dy/dx)를 함께 제시하여 정책 이후 증감한 임플란트 진료 비율을

설명하고 있으며, 정책 효과가 있을 경우 양수(+)로, 치료 지연 효과가

있을 경우 음수(-)로 추정될 것이다. 비선형모델에서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논란이 존재하기는 하나(Buis, 2010), 본 논문에서는

오즈비와 한계효과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3.3 사전추이(Pre-trend)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중차이분석을 위해 필요한 가정인 평행추세

가정(parallel trend assumption)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책 그룹과 통제 그룹의 사전추이(pre-trend)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

림 2-2]는 정책 시행기(t=0, 2015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t=-1(2015년 상

반기)에서 t=-7(2012년 상반기) 사이의 반년 단위 임플란트 진료율을 나

타낸 값으로서, 하단 그래프는 정책 대상군(71-74세), 상단 그래프는 대

조군(61-64세)의 추세이며, 선형회귀 추정 값을 중심으로 95%

CI(confidence interval)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분석 시작점인 2012년 상반기(t=-7)의 경우 다소 격차가 있으나, 그래

프에서 보듯 2012년 하반기(t=-6)에서 2014년 하반기(t=-3)까지 정책 대

상군과 대조군에서의 연도별 증감 추이는 대체로 평행(parallel)하게 나

타났다. 그러나 정책 시행 직전인 2014년 하반기(t=-2) 또는 2015년 상

반기(t=-1) 에 이르러서는 대조군의 경우 임플란트 진료 비율이 증가한

반면, 정책 대상군에서는 오히려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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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증감추세가 크게 달라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책 대상

군에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치료를 지연하는 행동이 나타났던 것으로 추

측해 볼 수 있으나, 치료 지연 기간에 대한 정의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

는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분석에서 여러 가지 치료 지연 기간 정의에

따른 지연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할 것이다.

[그림 2-2] 정책 대상군과 대조군의 사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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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초통계

아래 <표 2-3>는 분석 대상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며, 2012-2016년

동안 정책 대상군(71-74세)과 대조군(61-64세)에 해당되는 개인이 속한

가구 및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민간보험여부, 건강상태, 과거의

치과 경험 등에 따른 표본의 분포 및 변수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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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기초 통계량

변수 구분
61-64세
(n=7,290)

71-74세
(n=6,630)

% %

거주지역 서울 13.99 11.98

광역시 31.19 27.27

도 54.81 60.75

세대구성 1세대 가구 8.78 19.16

2세대 가구 46.50 54.18

3세대 이상 44.72 26.67

가구소득5분위 1분위 10.29 40.72

2분위 25.73 29.89

3분위 24.80 16.20

4분위 21.48 8.36

5분위 17.70 4.83

경제활동 하고 있음 63.70 40.51

배우자유무 기혼 84.72 72.01

성별 남성 43.40 42.62

여성 56.60 57.38

교육 중졸이하 59.18 74.78

고졸 29.47 17.10

대학이상 11.36 8.11

만성질환 여부 있음 87.24 95.20

민간보험 여부 있음 69.85 26.82

질병보험 여부 있음 47.00 16.14

주관적 건강 매우좋음 3.51 2.11

좋음 32.92 26.46

보통 46.89 43.47

나쁨 15.50 26.12

매우나쁨 1.18 1.84

치과 이용여부(12-14년) 있음 52.54 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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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기초 통계량(계속)

변수
61-64세 71-74세

mean s.d mean s.d

근로소득(만원) 1,733 1,471 842 944

교육연수(년) 9.54 3.64 7.35 4.43

연간의료비(만원) 99.1 175.7 108.6 157.4

근로시간(시간/주) 45.10 16.90 39.16 19.14

민간보험 개수 1.29 1.27 0.37 0.73

치과 이용횟수 (12-14년 평균) 1.38 2.30 1.35 2.61

치과 이용금액 (12-14년 평균, 만원) 12.1 33.8 11.5 33.0

주) ‘치과 이용여부’, ‘치과 이용횟수’ 및 ‘치과 이용금액’은 12-14년 중 한 번이라도 표본에
존재하였던 자들의 12-14년간 임플란트 관련 진료 이외의 치과 방문 및 평균 지출 의료비
(out-of-pocket)를 의미함. ‘근로소득’ 및 ‘근로시간’은 경제활동을 하는 자들에 한하여 산
출되었음.

<표 2-4>에서는 종속변수인 임플란트 진료 비율과 함께 그 외 치과

진료비율 및 진료횟수의 평균값을 참고적으로 제시하였다. 임플란트 본

인부담금 50% 인하 정책 대상이었던 71-74세의 연령군에서는 정책시행

이전인 2012년에서 2014년간 1.25%-1.65%를 유지하였다. 정책이 시행되

었던 2015년(정책은 2015년 7월 시행)에는 3.36%로 증가, 이어 그 다음

해인 2016년에는 6.41%의 임플란트 진료비율을 보여 급격한 증가 추세

가 확인되었다. 정책 대상이 아니었던 61-64세(대조군)의 경우 임플란트

진료 비율이 2012년에 2.46%, 2015년에 일시적으로 4.57%로 증가하였다

가 2016년에는 3.69%로 다소 감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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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임플란트 진료 및 기타 치과 진료여부

Age group variables year

61-64세 no policy

2012 2013 2014 2015 2016

임플란트진료여부 2.46% 2.25% 2.58% 4.57% 3.69%

치과진료여부 26.23% 32.10% 31.11% 31.66% 32.00%

치과진료횟수 1.41 1.53 1.23 1.20 1.20

71-74세 before policy after policy(2015.7~)

2012 2013 2014 2015 2016

임플란트진료여부 1.25% 1.20% 1.65% 3.36% 6.41%

치과진료여부 26.16% 30.60% 27.65% 34.36% 34.13%

치과진료횟수 1.34 1.50 1.31 1.76 1.56

주) ‘치과 진료여부’ 및 ‘치과 진료횟수’ 는 임플란트 관련 진료 이외의 치과 진료를 의미함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정책 효과의 집단별 이질성

분석에 앞서, 먼저 정책 집단에 속한 71-74세 연령군의 사회 경제적 및

그 외 여러 가지 개인 특성별 임플란트 진료 여부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2-3]. 그래프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의 집단별 평균

값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모든 그래프에서 2014년 하반기에서 2015년

하반기 사이에 급격한 그래프 기울기의 변화가 관측되며, 특성에 따라

기울기 변화의 크기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교육수준, 가구

소득수준, 경제활동 여부, 과거의 치과경험 여부, 민간보험 여부 등에서

집단 특성별 기울기 차이가 관측되었으며, 추후 분석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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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정책집단(71-74세)의 개인 특성에 따른 임플란트 진료 여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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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책 이전(Pre-Policy

Period), 정책 시기(Policy Period), 지연 시기(Delay Period)에 대해 정의

하고, 이 정의에 따라 임플란트 정책효과 및 치료 지연효과가 나타났는

지를 이중차이분석(DID)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그 후, 집단에 따라 이

질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효과의 방향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하여 서

두에 제시하였던 가설에 따라 논의할 것이다.

4.1 치료 지연시기의 정의

앞서 제시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정책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정책 시행 직전에 나타났던 임플란트 치료 지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치료 지연시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중차이

분석과 로짓 및 선형확률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 2-5>은 치료 지연시기를 네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이에 따라 달라지는 유의성을 확인한 이중차이분석의 결과이다. (1)열은

임플란트 정책에 대한 최초 계획이 언급된 시점(2013년 3월) 이후를, (2)

열은 최초로 정책시행이 공표되었던 시점(2013년 12월) 이후를, (3)열은

정책시행 이전 1년 동안을, (4)열은 정책시행 이전 반년 동안을 치료 지

연시기로 정의하였다. 치료 지연시점의 정의에 따라 비교 기준이 되는

정책시행 이전 시기(pre-period) 또한 유동적으로 바뀌며, 2012년 상반기

부터 기 정의된 치료 지연시점 직전까지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반

년 간 개인의 임플란트 진료여부이다.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 정

책효과(PolicyPeriod☓Trt)는 모든 열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치료 지연효

과(DelayPeriod☓Trt)는 열(1)과 열(2)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열

(3)에서 오즈비가 0.625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정책 시행 직전 반년

의 기간을 치료 지연시기로 정의한 열(4)에서만 오즈비 0.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개인이 임플란트 정책 시행에 대해 주지하고 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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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치료지연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 감수 및 치료 지연으

로 인한 부작용 등의 후생 손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정책 시행 2년

전 고지되었던 최초 계획 및 정책시행 공표시점은 치료 지연을 하는 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앞서 추측하였듯 정책 시행시기와

가까워질수록(불편함 및 부작용을 최소화) 치료 지연 행동이 나타난 것

으로 보여 진다.

임플란트 정책효과의 추이 및 치료 지연효과를 동적으로 살펴보기 위

하여 t(시점)를 반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2-6). 분석에서는 이

항변수인 임플란트 진료 여부 변수에 대해 로짓모형(logit model)과 더불

어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래

프의 증감 추세를 용이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2012년 하반기를 시작점으

로 설정하였다.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항인 교호작용(기간 ☓Trt)을 살펴

보면 오즈비의 경우 2012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2014년 하반기까지 일정

하게 유지되다가, 2015년 상반기에는 오즈비 0.42의 값을 보이며 대조군

에 비하여 정책 집단의 임플란트 진료가 감소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후, 정책이 시행된 2015년 하반기부터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며 오즈비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열(2)의 선형확률 모형을 가정한 분석에서도, 2015년 상반

기의 계수값이 유의하게 음수(-0.021)의 값을 가지며 정책집단의 임플란

트 치료 지연 경향을 나타냈으며, 2015년 하반기 정책 시행시점 이후에

는 정책집단의 임플란트 정책효과가 점차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그림 2-4]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2012년 하반기를 0으로

두었을 때 유일하게 음의 방향을 보이는 기간은 2015년 상반기이며 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임플란트 관련 진료이용이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에는 뚜렷한 증가곡선을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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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치료 지연시기 정의에 따른 임플란트 정책 효과

　 　 (1) (2) (3) (4)
최초계획 정책공표 1년 전 반년 전

DelayPeriod 1.230 1.001 1.407+ 1.858**
(0.277) (0.233) (0.264) (0.356)

PolicyPeriod 1.470+ 1.318 1.497* 1.506*
(0.328) (0.311) (0.304) (0.294)

Trt 0.715 0.691 0.823 0.828
(0.235) (0.235) (0.231) (0.219)

DelayPeriod☓Trt 0.962 1.016 0.625 0.400*

(0.377) (0.397) (0.217) (0.182)

PolicyPeriod☓Trt 3.272** 3.389*** 2.843** 2.823***
(1.179) (1.257) (0.922) (0.88)

가구소득 2분위 1.275 1.283 1.275 1.278
ref: 1분위) (0.281) (0.283) (0.281) (0.282)

3분위 1.804* 1.802* 1.802* 1.810*
(0.422) (0.422) (0.422) (0.423)

4분위 1.640+ 1.644+ 1.643+ 1.650*
(0.418) (0.419) (0.418) (0.42)

5분위 1.761+ 1.753+ 1.763+ 1.767+
(0.57) (0.568) (0.571) (0.571)

1세대가구여부 1.029 1.03 1.029 1.027
(0.363) (0.363) (0.363) (0.362)

여성 1.055 1.052 1.055 1.056
(0.171) (0.17) (0.17) (0.171)

결혼 1.124 1.116 1.125 1.131
(0.317) (0.314) (0.318) (0.319)

교육수준 중졸 1.105 1.11 1.105 1.103
(ref: 초졸) (0.214) (0.215) (0.215) (0.214)

고졸이상 1.456 1.466 1.451 1.439
(0.394) (0.396) (0.394) (0.391)

지역 광역시 1.105 1.11 1.107 1.105
(ref: 서울) (0.276) (0.277) (0.277) (0.277)

도 1.255 1.26 1.255 1.25
(0.301) (0.303) (0.302) (0.302)

민간보험 1.341 1.347 1.342 1.336
(0.246) (0.246) (0.247) (0.246)

경제활동 0.977 0.977 0.977 0.974
(0.137) (0.137) (0.137) (0.137)

건강여부 0.983 0.983 0.984 0.986
(0.148) (0.148) (0.148) (0.148)

N 　 13,920 13,920 13,920 13,920

주) 계수 값은 odds ratio, 괄호 안의 값은 robust standard error를 의미. *** p<0.001, **
p<0.01, * p<0.05, + p<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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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임플란트 정책효과 동적 패턴(반 기별)

(1) logit (2) linear probability
OR Robust s.e. Coefficient Robust s.e.

기간 2013상 1.0979 (0.3377) 0.0026 (0.0087)

(ref: 2012하) 2013하 0.5907 (0.2481) -0.0113 (0.0089)

2014상 0.8251 (0.2973) -0.0047 (0.009)

2014하 0.8511 (0.2824) -0.0040 (0.0084)

2015상 1.6075 (0.5019) 0.0163 (0.0102)

2015하 1.5988 (0.5124) 0.0160 (0.0106)

2016상 1.2390 (0.4088) 0.0065 (0.0099)

2016하 1.0801 (0.369) 0.0020 (0.0097)

Trt 0.8004 (0.3636) -0.0014 (0.0096)

기간 × Trt 2013상×Trt 1.0712 (0.5655) 0.0001 (0.0114)
(ref:

2012하xTrt)
2013하×Trt 1.0272 (0.7657) 0.0048 (0.0116)

2014상×Trt 1.5285 (0.8997) 0.0087 (0.0122)

2014하×Trt 1.0860 (0.6297) 0.0026 (0.0111)

2015상×Trt 0.4208 (0.2519) -0.0219+ (0.0123)

2015하×Trt 2.325+ (1.1806) 0.0256+ (0.0154)

2016상×Trt 3.234* (1.6654) 0.0416** (0.0155)

2016하×Trt 3.560* (1.8798) 0.0435** (0.0158)

주) 가구소득, 1세대가구여부,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지역, 민간보험여부, 경제활동 여부,
건강여부에 대해 통제한 결과임. *** p<0.001, ** p<0.01, * p<0.05, + p<0.10

[그림 2-4] 임플란트 정책효과(기간×Trt)의 반기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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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동적 모형의 결과 및 위에서 살펴 본 <표 8>의 결과를 종

합하여 보면, 치료 지연기간의 정의를 임플란트 정책시행 이전 반 년 동

안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추후 분석에서는 2015년 상반기를 치료지연시기(DelayPeriod)로 정의

하고, 이와 함께 정책시행 이전시기(pre-period)는 2012년 상반기에서

2014년 하반기, 정책 이후시기 (PolicyPeriod)는 2015년 하반기에서 2016

년 하반기로 정의하여 진행하였다.

4.2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인구 집단별 정책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분석을 위한 변수의 정의에

대한 강건성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첫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 정책집단

(71-74세)에 대한 비교집단으로서 66-69세가 아닌 정책시행 계획이 없는

61-64세를 대조군으로 설정한 판단이 적절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66-69세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였을 때 과연 과대추정 경향이 나타나는지

를 기존 결과와 비교하여 본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치과이

용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임플란트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종속변

수로서 ‘임플란트 진료여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임플란트 시술여

부’를 제한적으로나마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이 종속변수를 사용할 때의

정책효과의 크기가 과연 기존 결과와 얼마나 다를 것인가 하는 문제이

며, 본 연구 결과를 강건히 하기 위해서는 두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

야 할 것이다.

(1) 대조군의 정의

앞서, 66-69세의 연령군은 곧 다가올 미래(2016년 하반기)에 정책 시

행이 예상되는 집단으로서, 만약 정책 시행 이전에 중, 단기적으로 치료

를 미룰 인센티브가 존재하여 치료를 지연하였다면, 이에 따라 정책집단

의 정책효과는 실제 효과보다 과대 추정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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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군을 66-69세로 설정하였을 때의 결과는 <표

2-7>에 나타나 있다. 그 결과, 예상과 같이 정책효과는 대체적으로 <표

2-6>에 비하여 오즈비가 큰 값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66-69세의 정책 시행 시기가 가까워 오는 열(4)로 갈수록 과대 추

정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치료지연효과인 DelayPeriod × Trt 의 오즈비는 <표 2-6>에 비

하여 작은 값으로 추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상할 수 있듯이 71-74

세의 정책집단과 마찬가지로 66-69세 또한 치료를 지연하는 경향이 다

소 존재함으로 인하여 두 집단에서 나타났어야 할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

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책의 과대 추정 및 지연효과의 과소

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대조군을 61-64세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7> 치료 지연시기 정의에 따른 임플란트 정책 효과 (대조군: 66-69세)

　 　 (1) (2) (3) (4)
최초계획 정책공표 1년 전 반년 전

DelayPeriod 1.829** 1.391 1.597* 1.836**
(0.418) (0.334) (0.322) (0.367)

PolicyPeriod 1.526 1.34 1.291 1.224
(0.424) (0.38) (0.327) (0.294)

Trt 0.655 0.621 0.626+ 0.594*
(0.216) (0.207) (0.173) (0.153)

DelayPeriod☓Trt 0.642 0.727 0.550+ 0.409+
(0.252) (0.286) (0.194) (0.188)

PolicyPeriod☓Trt 3.213** 3.396** 3.368*** 3.552***
(1.271) (1.355) (1.204) (1.214)

N 11,917 11,917 11,917 11,917

주) 계수 값은 odds ratio임. 괄호 안의 값은 robust standard error를 의미함. 대조군으로 설
정한 66-69세 대상의 임플란트 정책이 시행되었던 2016년 하반기는 제외. 통제변수는
<표 8>과 동일함. *** p<0.001, ** p<0.01, * p<0.05, + p<0.10

(2) 종속변수의 정의

본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속변수는 반기 동안 치과 임플란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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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로서 임플란트 접근성을 의미하며,

실제 이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가의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임플란트의 경우 발치, 본뜨기, 식립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

는 과정에서 환자는 분납 또는 선/후납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병원의 방

침에 따라서도 수납의 과정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 진료를 받

는 시점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실제 임플란트 금액을 의미하지는 않

으며, 분석 자료상에서도 0원으로 나타나는 케이스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 경우 ‘일시금으로 이전에 지급’ 또는 ‘확인일 또는 검사일에 지급하기

위해 수납을 미룸’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자료에서 임플란

트 진료비용이 몇 만원에서 십 수만 원으로 표기되었을 때에는 이 금액

이 임플란트 진료비 중 분할납입을 한 금액인지, 임플란트를 위한 검사

및 상담에 대한 금액인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실제 임플란트 정책의 효과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면, 임플란트 진료 여부를 종속

변수로 사용할 때보다 정책 효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분

석의 결과가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유의성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 시술자의 선 납입 및 후 납입, 분할 납

입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임플란트 진료를

받은 전후 연도의 개인의 연간 치과 진료비를 사용하였다. 만약 임플란

트 시술 시점 전후 연도 치과 진료비의 합산금액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

았다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낮은 값(정책군의 경우 60만원, 대조군의

경우 120만원)을 가진다면, 그 진료 건은 임플란트 사전 상담이나 검사

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작적 정의에 따라, 임플란트 전체

진료 건 중에서 4.3%에 해당하는 건(39건)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종속변수의 값이 변경되었으며, 아래의 <표 2-8>는 이

러한 좁은 의미의 종속변수를 사용한 분석 결과이다.

이를 <표 2-5>의 결과와 비교할 때 정책효과 및 지연효과의 유의성

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정책효과의 오즈비의 추정 값이 앞에서 확인

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다소 작으나, 소수 둘째 자리의 차이 정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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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종속변수를 ‘임플란트 진료여

부’로 두었을 때의 정책효과는 실제 ‘임플란트 시술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의 효과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좁은 의미의 종속변수(임플란트 시술여부) 정의 시 정책효과

　 　 (1) (2) (3) (4)
최초계획 정책공표 1년 전 반년 전

DelayPeriod 1.268 0.984 1.464* 1.854**
(0.301) (0.236) (0.279) (0.362)

PolicyPeriod 1.505+ 1.313 1.532* 1.515*
(0.35) (0.32) (0.319) (0.302)

Trt 0.767 0.72 0.883 0.867
(0.258) (0.249) (0.252) (0.234)

DelayPeriod×Trt 0.925 1.026 0.589 0.406*
(0.37) (0.407) (0.207) (0.186)

PolicyPeriod×Trt 3.161** 3.366** 2.746** 2.793**
(1.162) (1.269) (0.903) (0.885)

N 13,920 13,920 13,920 13,920

주) 계수 값은 odds ratio임. 괄호 안의 값은 robust standard error를 의미함. 대조군으로 설
정한 66-69세 대상의 임플란트 정책이 시행되었던 2016년 하반기는 제외. 통제변수는
<표 8>과 동일함. *** p<0.001, ** p<0.01, * p<0.05, + p<0.10

4.3 임플란트 정책 효과의 집단별 이질성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림 2-5]는 정책시행 이전에

서 이후까지의 기간 동안 정책군과 대조군의 평균적인 차이를 집단별로

나타낸 그래프들이다. 이는 다른 통제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의 차이

의 평균을 나타내며, 집단별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함임을 일러둔

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정책 이전(pre-policy, 2012년 상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기간의 경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면 두 집단의 추세는

대략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이전 기간의 추세를 기준으로,

정책 시행 직전 반기인 2015년 상반기의 하락폭은 그 집단의 치료 지연

효과를 나타내고, 2015년 하반기 이후의 증가된 크기는 임플란트 정책효

과의 크기를 의미한다. 아래 대부분의 그래프에서는 집단별 증감 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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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치료 지연효과 및 정책효과의 집단별 이질성이 나

타나고 있음을 추측하여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분석모델을 통하여 유

의성을 확인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림 2-5] 집단별 임플란트 정책효과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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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임플란트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앞

서 정의된 정책 시행기간 및 치료 지연시기에 나타난 정책 대상자와 비

대상자(대조군)의 임플란트 진료율의 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s)를

임플란트 정책효과(또는, 치료 지연효과)로 보고 식(1)에 따라 추정할 것

이다. 특히, 이 정책효과 또는 치료 지연효과가 나타남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별 집단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 차이가 과연 앞서 서두에서 제시하였던 가설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부분 표본(sub-sample) 으로 나누어 집단별 이질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하였다.

<표 2-9>의 열(1)은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임플란트 정책

효과 (PolicyPeriod × Trt)의 오즈비는 2.823, 치료 지연효과(DelayPeriod

× Trt)의 오즈비는 0.4로서, 임플란트 정책 이전에 비해 정책효과 및 치

료지연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계효과(marginal effect)로 살

펴보았을 때, 정책 대상(71-74세)은 대조군(61-64세)에 비해 정책 이후

임플란트 확률이 4.42%p 더 증가하였으며, 치료 지연기간 동안에는

2.28%p 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책 시행 이전(2014년)의 평균적

인 임플란트 진료비율이 정책대상(71-74)의 경우 1.31%, 대조군(61-64)

의 경우 1.23%임을 감안할 때(표 2-4), 정책대상에게 나타난 4.42%p의

정책효과는 매우 큰 증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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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근로여부, 근로시간에 따른 임플란트 정책효과

　 (1) (2) (3) (4) (5)

　 전체
경제활동
하지 않음

경제활동
함

주40시간
미만 근로

주40시간
이상 근로

Odds Ratio(OR)
DelayPeriod 1.858** 3.473*** 1.283 0.641 2.093

(0.356) (1.126) (0.326) (0.663) (1.099)
PolicyPeriod 1.506* 2.342** 1.188 0.249 1.577

(0.294) (0.69) (0.284) (0.268) (0.848)
Trt 0.828 1.107 0.814 1.071 0.408

(0.219) (0.373) (0.318) (0.523) (0.278)

DelayPeriod × Trt 0.400* 0.172* 0.74 0.989 1.592
(0.182) (0.123) (0.448) (1.489) (1.61)

PolicyPeriod × Trt 2.823*** 2.408* 2.177+ 10.70* 2.847
(0.88) (0.989) (1.03) (12.82) (2.556)

n 13,920 6,590 7,330 2,036 3,214
freq. of implant=1 421 210 211 51 83
Marginal Effects(dy/dx) 　 　
DelayPeriod × Trt -0.023* -0.041** -0.0084 -0.00074 -0.0025

(0.0090) (0.1395) (0.0141) (0.0249) (0.0339)

PolicyPeriod × Trt 0.044*** 0.049*** 0.028+ 0.0561* 0.0227
　 (0.0119) (0.1462) (0.0159) (0.0257) (0.0282)

주) 각 subsample을 구성한 변수를 제외하고 통제변수는 <표 8>과 같음.

*** p<0.001, ** p<0.01, * p<0.05, + p<0.10

열(2)와 (3)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비근로자)와 경제활동을 하는

자(근로자)를 비교한 결과이다. 정책효과는 근로자의 경우 2.8%p, 비근로

자는 4.93%p로서 비근로자의 정책효과가 더 컸으며 이는 오즈비로 살펴

볼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임플란트 진료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기

회비용의 크기가 비근로자 그룹에서 더 작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임플란트 진료를 위해 병원 방문에 투자하는 시간만큼의 소득을 포기해

야 한다면 기회비용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 그룹에서 더 크므로, 임플란

트 진료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비근로자 그룹에게 비용(cost)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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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더 작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회비용의 효과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열(4)와 열

(5)에서도 시간의 여유가 있는(따라서 시간에 대한 소득 포기의 기회비

용이 작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진료

시간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정책효과가 클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치료 지연효과의 경우에는 비근로자(-4.1%p)에서만 유의하였고,

근로자는 치료 지연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치료 지연을 한다는 것은

‘진료를 받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는 기회비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열(3)과 (4)에서 시간의 기회비용을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주당 근무시간’으로 구분하였을 때, 두 집단 모두

효과가 0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의 차이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지연효과의 차이는 앞

서 언급하였던 치료 지연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함 감수의 비용’에서

오는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신체(구강)의 불편함이 개인의 생산성

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근로자의 불편 비용이 더 클 것이

며, 만약 이러한 근로자의 불편 비용의 금전적인 크기가 정책 전후의 진

료비 차이인 60만원에 근접한 액수라면 근로자는 지연을 하지 않을 확률

이 높다. 또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에서 지연효과를 나타내는 음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위와 같은

맥락으로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아 생산성이 높은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불편 감수 비용이 더 컸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가구의 소득에 따라 살펴본 결과(<표 2-10>), 고소득 가구(3,4,5분위)

에서의 임플란트 정책효과가 컸으며 저소득 가구(1,2분위)에서는 오즈비

가 1.654이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임플란트 진료 시 고정비용

으로 발생하는 60만원이라는 임플란트 비용이 고소득가구에서는 부담 가

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정의 방향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

가구에게는 소득대비 의료비로 보았을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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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치료 지연효과는 저소득 가구에서 유의하게 나타

났는데, 이는 치료 지연 시 감소가 기대되는 본인부담금(60만원)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저소득가구일수록 치료를 지연할 인센티브가 더 크

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10> 가구소득, 민간보험 유무에 따른 임플란트 정책효과

　 (1) (2) (3) (4)

　 고소득가구 저소득가구 민간보험 없음 민간보험 있음

Odds Ratio(OR)

DelayPeriod 1.464+ 3.925** 1.536 1.993**

(0.336) (1.657) (0.584) (0.444)

PolicyPeriod 1.176 3.424*** 0.575 1.845**

(0.266) (1.171) (0.237) (0.406)

Trt 0.912 1.087 0.732 0.856

(0.334) (0.448) (0.257) (0.346)

DelayPeriod × Trt 0.387 0.239* 0.303 0.584

(0.266) (0.167) (0.232) (0.364)

PolicyPeriod × Trt 2.615* 1.654 7.828*** 2.071

(1.104) (0.792) (3.963) (0.963)

n 6,612 7,308 7,050 6,870

freq. of implant=1 248 173 163 258

Marginal Effects(dy/dx) 　 　 　

DelayPeriod × Trt -0.0257+ -0.0288* -0.0186 -0.0197

(0.0149) (0.0129) (0.1199) (.0159)

PolicyPeriod × Trt 0.0483** 0.0242* 0.0574*** 0.0347+

　 (0.0188) (0.0119) (0.130) (.0178)

주) 각 subsample을 구성한 변수를 제외하고 통제변수는 <표 8>과 같음.
*** p<0.001, ** p<0.01, * p<0.05, + p<0.10

한국의료패널 자료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나, 치

아보험 등 상세 보험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보험을 보유함

이 치과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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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치과보험을 가입하였을 확률이 높다고 가정하여,

민간보험을 가진 그룹과 가지지 않은 그룹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2-10).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그리고 질병 및 보험종류에 따라

치료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금의 금액 또는 비율이 다르지만, 보험을 가

입하지 않은 자에 비하여 치료 시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절대적으

로 작다(혹은 작거나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책 전후에 따라 달라지

는 본인부담진료비의 변화는 보험 미가입자(60만원 감액)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작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보험 가입자의

정책효과가 보험 미가입자에 비하여 작게 나타날 것이다. 본 결과에서도

보험 가입자의 경우 정책효과 3.47%p, 미가입자는 5.74%p로 예상과 같

이 추정되었고, 치료 지연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물리적인 의료 접근성, 혹은 정보의 접근성에 따른 정책효과의 이질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2-11>의 열(1)에서 열(3)은 대상자의 거주지역

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도시일수록 의료기관 밀집도가 크므로

물리적 접근성 및 의료 정보의 노출로 인한 정보 접근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광역시, 도 지역의 순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

라고 예측하였다. 오즈비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도 지역의 정책효과가

가장 크고 유의하였으며, 서울 및 광역시는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로서는 서울에서 6.15%p증가, 도 지역

에서 4.73%p가 증가하여 서울 지역의 증가 폭이 더 컸다.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임플란트 정책 등 세부내용을 담은 정책 홍

보물이 제작되어 각 병· 의원에 비치되기도 하였고, 치과의 경우 임플란

트 급여화에 대한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실제 임플란트 정책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치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지의 여부는 정보 접근성의 정도를 매우 잘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과거 치과를 방문한 이벤트는 임플란트 정책 홍보 포스터에 대

한 노출뿐만 아니라, 기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에 의해 직접적

으로 정보를 안내 받았을 가능성 또한 포함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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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서 2014년 사이 3년간 임플란트 진료를 제외한 기타 치과 진료

를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정의하고, 경험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과거 치과 진료를 경험한 자일수록 의료진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정책효과도 크고 치료를 지연하는 효

과도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2-11>의 열

(4), 열(5)에서 살펴 본 실제 비율의 증가 폭은 예상과 같이 치과경험이

있었던 집단의 경우 6.46%p, 경험이 없는 경우 2.77%p로 나타나, 과거

치과 경험이 있는 경우 정보의 접근성이 높음으로 인하여 정책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치료지연 효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미래에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것이라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치

과 경험이 있는 집단의 치료 지연효과가 -4.98%p로 그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치과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치료 지연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오즈비의 결과에서는 치과경험이 없는 경우 오즈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과거 치과경험이 없는 경우 평균적인 임플

란트 진료 비율이 현저히 낮아, 소폭의 %p 증가임에도 오즈비로 환산할

경우 큰 값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만약, 위에서 언급한 정보 접근성 이외에도, ‘치과 진료를 주기

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이 구강건강에 더 큰 관심 및 중요성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unobserved

characteristics)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특성이 임플란트 정책효

과를 더욱 크게 한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이러한 특성의 효과가

유의할 만큼 컸다면, 정책 지연효과의 결과는 지금 나타난 것과는 반대

로(치과 진료 경험 있는 경우 지연효과(-)의 절대 값이 작거나 0과 다르

지 않도록) 나타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치과

경험 유무는 구강건강에 힘쓰는 특성의 차이라기보다는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결과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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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거주지역, 과거의 치과 경험에 따른 임플란트 정책효과

　 (1) (2) (3) (4) (5)

　 서울 광역시 도
과거 치과
경험 무

과거 치과
경험 유

Odds Ratio(OR)
DelayPeriod 1.089 4.247*** 1.377 1.529 2.039***

(0.893) (1.493) (0.306) (0.848) (0.417)
PolicyPeriod 1.583 2.467* 1.178 3.234** 1.076

(0.867) (0.878) (0.302) (1.379) (0.245)
Trt 0.852 1.147 0.697 0.160+ 1.027

(0.631) (0.502) (0.228) (0.153) (0.274)

DelayPeriod × Trt 1 0.4 0.524 4.875 0.247*
((.)) (0.299) (0.296) (5.615) (0.137)

PolicyPeriod × Trt 3.664 1.643 3.372** 11.11* 2.939**
(3.146) (0.868) (1.34) (10.89) (1.014)

n 1,732 4,082 8,024 6,954 6,954

freq. of implant=1 54 118 249 111 310

Marginal Effects(dy/dx) 　 　 　 　

DelayPeriod × Trt . -0.0337 -0.0149 0.0045 -0.0498**
() (0.0224) (0.0109) (0.0092) (0.0159)

PolicyPeriod × Trt 0.0615+ 0.0273 0.0473*** 0.0277* 0.0646***
　 (0.0327) (0.0173) (0.0141) (0.0137) (0.0179)

주) 각 subsample을 구성한 변수를 제외하고 통제변수는 <표 8>과 같음.
*** p<0.001, ** p<0.01, * p<0.05, + p<0.10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정보의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교육수준에 따른 임플란트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표

2-12). 열(1)과 열(2)에서 중졸이하와 고졸이상을 비교해 볼 때, 고졸이상

에서 정책효과의 오즈비 및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수준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가 정보의 접근성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를 간접

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정책이 반영된 기간을 0.5년, 1년, 1.5년(전체기

간)으로 늘려가며 학력수준별 집단의 차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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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교육수준에 따른 임플란트 정책효과

　 　전체 기간 정책이후 반년 간 정책이후 1년 간
(1) (2) (3) (4) (5) (6)

　 중졸이하 고졸이상 중졸이하 고졸이상 중졸이하 고졸이상

Odds Ratio(OR)

DelayPeriod 2.326** 1.432 2.367*** 1.486 2.341** 1.456
(0.601) (0.409) (0.614) (0.423) (0.608) (0.414)

PolicyPeriod 1.886* 1.237 2.812*** 1.113 2.235** 1.215
(0.486) (0.357) (0.843) (0.407) (0.62) (0.377)

Trt 0.809 0.901 0.868 1.04 0.861 0.995
(0.29) (0.344) (0.316) (0.418) (0.313) (0.387)

DelayPeriod ×
Trt

0.393+ 0.333 0.393+ 0.32 0.391+ 0.328

(0.22) (0.274) (0.221) (0.264) (0.22) (0.27)

PolicyPeriod ×
Trt

2.198+ 3.599** 1.511 3.576* 1.853 3.668**

(0.924) (1.666) (0.704) (1.944) (0.812) (1.783)

n 9,272 4,648 7,416 3,562 8,344 4,105
freq. of
implant=1

234 187 159 117 201 155

Marginal Effects(dy/dx) 　 　 　 　 　

DelayPeriod ×
Trt

-0.0245* -0.0247 -0.0242* -0.0268+ -0.0241* -0.0258+

(.0113) (.0151) (.0114) (.0159) (.0113) (.0156)

PolicyPeriod ×
Trt

0.0282* 0.0710*** 0.0162 0.0698* 0.0240+ 0.0760**

　 (.0127) (.0222) (.0183) (.0274) (.0145) (.0252)

주) 각 subsample을 구성한 변수를 제외하고 통제변수는 <표 8>과 같음.
*** p<0.001, ** p<0.01, * p<0.05, + p<0.10

정책 이후 0.5년간은 중졸이하 1.62%p, 고졸이상 6.98%p이었던 차이가

정책 이후 1년까지 기간을 늘렸을 때 2.4%p와 7.6%p로, 정책 이후 1.5년

까지를 포함하는 경우 2.82%p, 7.1%p로서 두 집단의 정책효과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정보 접근성의 갭이 해소되면서 두 집단 간의 차이

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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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 차이에 대한 가능한 추측은 인적 자본

(human capital)의 차이에서 오는 건강 투자의 차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육 투자는 인적 자본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인적 자본이 높기 때문에 건강

에의 투자(즉, 임플란트 시술) 또한 컸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치료 지연효과는 두 집단의 유의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치료 지연에 있어서 정보의 차

이가 유일한 차이라면 고졸이상의 집단에서 지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치료 지연으로 인한 불편

비용을 고려한다면, 인적자본이 낮은(따라서 생산성이 낮은) 중졸이하의

치료 지연으로 인한 불편비용의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치료를 지연할

인센티브가 크다. 따라서 두 집단의 치료 지연효과의 크기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정보 접근성과 불편비용의 차이로 설명 가능하다고 보

여진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정책 이후

정책으로 인한 임플란트 진료율의 증가효과는 전체 표본뿐만 아니라 본

절에서 정의한 다양한 인구 집단의 부분표본(sub-sample)에서도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났고, 그 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고소득일수

록, 민간보험이 없을수록, 도시(서울)일수록, 과거의 치과경험이 있을수

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플란트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시간의 기회비용이 작고, 지불능력이 크고, 도시이면

서 과거 치과 접근성이 높고, 정보 접근성이 높으며 인적 자본이 높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책의 수혜를 크게 입었다는 것이

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민간보험이 없는 집단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된 집단들은 공통적으로 정책 이전에도 평균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았던 집단이라는 것이다. 2015년에 시행된 임플란트 정책의 목표는 만

70세이상의 임플란트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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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회적, 의료적 약자를 타겟으로 한 정책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는 기존에 더 유리하였던 집단에게 정책효과가 더 집중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제 5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정책에 따라 의료 잠재 수요자의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의 정책효과를 보이고, 정책시행 후

발생하게 될 간접소득에 대한 기대효과로 인해 정책 시행 직전에 치료를

일시적으로 지연하는 지연효과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임플란트 건강보

험 급여화’ 정책을 통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정책효과 및 정책 이전의

치료 지연 효과가 가구소득, 교육수준, 경제활동여부, 지역 등으로 구분

한 집단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경제학적 가설에

따라 설명하며, 이 결과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하

였다.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한 이중차이(DID) 분석결과, 임플란트 정책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나 본인부담 경감은 의료이용을 높인다는 일반적인 가

설을 지지하였다. 반면, 정책 시행 직전 치료를 지연하는 효과는 정책 시

행 반 년 동안을 지연기간으로 정의하였을 때 임플란트 진료 비율이 그

이전 기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여, 정책 시행 시 의도하지는 않았지

만 의료이용 행태의 왜곡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하였다.

임플란트 정책 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의한 여러 부분 표본

(sub-sample)에서 그 크기와 유의성이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정책 시행 후 정책 대상자(71-74세)의 임플란트 진료율이 대조군(61-64

세)에 비하여 특히 크게 증가하였던 집단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작을수록(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포

기해야 하는 소득이 없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짧아 소득의 포기 없이

도 의료이용이 가능한 자일수록)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총 비용이

작아져,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로는 지불능력이 클수록, 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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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대비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비율이 낮을수록(고소득 가구일수록) 정책

효과가 컸으며, 셋째, 정책 전후로 달라지는 본인부담진료비의 변화가 클

수록(민간보험 미 가입자일수록) 정책 이후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넷

째, 인적 자본(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아 정책

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접근성이 큰 집단에서

(지역이 서울일수록, 과거 치과 경험이 있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에 대한 정보 획득으로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 가능

하며, 앞서 세운 가설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효과와 함께 살펴본 정책직전 시기의 치료 지연효과 또한 각 부

분표본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가격에 더 탄력적일

수록 (저소득일수록), 치료지연으로 인한 불편 비용이 작을수록(인적 자

본이 낮은 중졸이하 및 생산성이 낮은 비경제활동자), 앞선 정책효과에

서 확인한 현상과 마찬가지로 정책 전후 본인부담진료비의 변화가 클 것

이라 예상되는 집단일수록(민간보험 미 가입자일수록), 그리고 미래의 임

플란트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았던 집단에서(과거 치과

경험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직전 시기에 치료를 일시적으로 지

연하는 효과가 컸다. 다만, 치료를 지연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시간

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단, 정책시행 이후의 소득이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정책효과 분석에서와는 달리 기회

비용(주당 근무시간이 길고 짧음)은 치료 지연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집단 별로 나타나는 지연효과의 크고 작은 차

이는 본 연구의 서두에서 제시한 가설에 따라 설명이 가능함을 보였다.

임플란트 정책의 목표가 보편적인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라고 할 때,

의료이용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에 임플란트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집단에게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불형평성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정책의 목표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본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민간보험 미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위에

서 서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임플란트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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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는, 정책시행에 따라서 임플란트 진료여부가 얼마나 부에서 정으로 바뀌

는지, 즉, 임플란트 시술의 경계(margin)의 바로 바깥쪽에 존재하였던 대

상자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본인부담 경감 정책 시행 후 경계 안

쪽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상

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았던 자들이 경계(margin)에 더 많이 분포하였음에

기인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임플란트 급여화는 전액 비급여 본인부

담이었던 약 120만원의 시술 비용을 일괄적으로 6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

식으로 시행된 정책으로서, 개인의 지불능력, 의료적 필요도 등 개개인의

분포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괄적인 의료비

상한(하한) 설정으로는 기존의 불형평성의 격차를 좁히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비 본인부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 목표에 따라 세분화된

타켓 그룹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의료 형평성 및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타겟

그룹 및 세분화된 본인부담을 설정하는 작업이 모든 개인적인 특성에 의

한 의료 접근성의 차이를 완전히 메꾸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

나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요소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그 갭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보 접근성의 차이’와 같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

수준이나 기존의 의료접근성의 격차로 인해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

한다면, 정책 홍보 시 더욱 다양한 창구 및 홍보 방법 활용을 통하여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인 임플란트 급여화 정책 시행

에 따라 정책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정책 직전에는 일시적으로 의료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함을 보였으며, 집단별로 나타난 정책 효과

이질성의 원인을 가설에 따라 설명하고 이질성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제

언을 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의료패널 자료의 경우, 임플란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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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진료를 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임플란트 시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임플란트 진료시점 전후의 치과 의료비를

통해 임플란트 시술의 가능성이 낮은 케이스를 제외한 표본을 사용한 결

과, 그 효과 및 유의성에 큰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세부적인

진료 내용에 대한 자료가 가용해진다면 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여 분석

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 인구에서 임플란트 진료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1-6% 내외)으로 표본 수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다. 따

라서 건강보험DB를 사용하여,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만약 건강보험 급여

화 이전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완할 방법이 있다면 보다 실제에 가까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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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녀의 건강충격이 부모의 노동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서론

개인의 건강상태는 인적자본 수준, 소득, 경제활동 참가를 비롯한 다양

한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Currie and Madrian, 1999).

건강상태의 악화는 의료비 지출과 더불어 개인의 소득 및 고용변화 등

다양한 간접비용을 발생시키며, 중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Smith, 2005; Faldon and Nielsen, 2015; Dopkin, Finkelstein,

Kluender and Notowidigdo, 2018). 개인의 예상치 못한 건강충격은 의료

비의 일시적인 증가 및 미래의 노동시장 참여 및 근로소득의 변화를 야

기하며, 이 효과는 3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권정현, 2018).

본인의 건강충격이 아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자녀

에게 건강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건강충격에서 회복되기까지 자녀를 보살

피기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노동 공급을 줄이거나 이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는, 아동

의 건강충격으로 인해 지불해야하는 단기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를 보전

하기 위해 근로를 더 늘리는 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인의

건강충격으로 인한 효과와 같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미성년 자녀의 건

강충격은 보살핌을 해야 하는 부모의 역할로 인해 노동 및 소득에서 나

타날 간접적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성과는 서로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데

에 비해, 준실험적 상황인 예상치 못한 건강충격은 외생적인 변수이며,

이러한 건강충격이 개인의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양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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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존재한다(Riphahn, 1999; Gertler and Gruber, 2002; Dobkin et

al., 2018).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고려하는 자녀의 건강충격은 본인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노동 및 소득

에 영향을 주는 외생적인 변수로서 본인의 건강충격에 비해 다소 더 외

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충격이 본인의 고용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

의 경우, 건강충격 발생 이후 야기되는 노동 및 근로소득의 변화가 개인

의 관측되지 않는 건강상태, 건강충격의 중증도 및 회복속도 등 시간에

따라 가변하는(time-variant)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

다. 그러나 자녀의 건강충격의 경우, 본인의 건강충격이 본인의 노동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와는 달리 이러한 특성의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건강충격의 영향은 본인의 건강충격일 때 보다는 간접적

이므로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자녀의 불건강(poor health)이 부모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가 다수 존재하는데, 장애 아동을 가진 경우 모의 노동공급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Powers, 2001; Porterfield, 2002; Bednarek and

Hudson, 2003), 자녀 출생 당시의 고위험 건강문제는 모의 노동참여를

줄인다고 하는 연구(Norberg, 1998; Corman, Noonan and Reichman,

2005), 불건강한 상태의 자녀가 있음은 부와 모의 노동참여를 줄였다는

연구(Kuhlthau and Perrin, 2001)등이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대부

분 건강한 자녀와 건강하지 않은 자녀를 가진 두 집단에 대한 평균적인

차이에 대한 것으로서 건강 충격 전후의 효과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자녀의 건강충격 전후를 비교한 연구로서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자료

를 이용하여 암 진단 아동 부모의 노동 공급 변화를 분석한 Lee and

Ryu(2020)의 연구가 있다. 성향점수매칭 샘플을 이용한 이중차이 분석

결과, 암 질환을 가진 아동 모의 노동 공급은 건강한 아동에 비해 암 진

단 직후 급격히 감소한 반면, 부의 노동 공급 감소 효과는 유의하지 않

았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부는 증가한 의료비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였고, 아동의 모는 아동 돌봄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모의 노동 참여 및 소득 감소 효과는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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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뿐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로도 이어진다고 하였다.

자녀가 예상치 못한 건강충격으로 인해 간호 및 돌봄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돌봄을 위해 가정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부부의

일자리의 질이 양호하여 일시적인 돌봄 휴가 등을 통해 노동을 (이에 따

라 소득을) 줄일 필요가 없다면 자녀 건강충격의 효과는 미미하거나 또

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녀 돌봄을 위하여 부

모 중 한 명이 노동 투입을 줄여야만 한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소득의 비교를 통해 기회비용이 더 작은 보호자가 돌

봄에 투입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보여 진다.

아동이 건강충격까지 겪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녀 돌봄은 개인의

노동공급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여부는 특히

기혼 여성의 노동참여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되고 있으

며, 이는 꾸준히 다루어져 오는 연구 주제이다. ‘돌봄 노동’은 의존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한 가정 및 사회에서의 무급 또는 유급의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England, Budig and Folbre, 2002). 일반적인

자녀양육은 돌봄 노동의 일부로서, 자녀의 발달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돌

봄의 필요 정도를 예상하고, 계획에 따라 부모가 노동참여 및 노동 강도

를 조절할 것이며,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 가계 경제학(New Home Economics) 이론에 따르면 부부는 제약조

건 내에서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효용과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비용

을 고려하여 가계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

였다(Easterlin, 1975). 그러나 가정 내 이러한 의사결정은 단순히 일자리

질이나 소득의 차이만을 고려함으로써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Page,

Schaller and Simon(2019)는 가구소득과 더불어 모의 시간이 아동 건강

에 중요한 투입요소라고 하였고, Lewis(2001)는 가족 내 무급 돌봄노동

은 남녀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로 반영된다고 하였다. 자녀로 인해 여성에게 임금에 대한 부

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Avellar and Smock, 2003; Waldfogel,

1997; Molina and Montuenga, 2009)등이 존재하며, 여성이 경험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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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불이익이 불평등한 성별 분업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

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되기도 하였다(김경희 · 강은애, 2010).

Becker(1965, 1981)는 가구 내 성별에 따라 경제적인 역할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가구는 가계생산(household production) 모델을 통해 가사노동

을 투입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주체이며, 이러한 가정을 통해

성별 분업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즉, 부부는 가구의 효용함수를 극

대화하기 위해 개인의 생산성에 따라 특화된 과업에 노동을 제공하며,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일부 가사노동과는 달리 자녀양육 등의 영역은 상

당히 낮은 대체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녀양육 등

에 대해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Mincer, 1962; Becker, 1981; Härkönen, 2007).

자녀 양육 및 돌봄과 관련된 주제의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에서 남성보

다는 여성에서의 노동시장 참여 감소가 두드러진 결과로 제시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여성의 시장노동 생산성이 남

성과 다르지 않고 남녀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자녀가 노

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면, 이는 가구 내 성별에 따

른 시간 분배가 달라짐(분업)을 반영하는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남녀의

시장노동 생산성 및 그 외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조건들에 대해 충

분히 고려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 대한 전제가 없다

면 성별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자녀의 효과가 성별 조건(임금,

생산성, 종사상 지위 등)의 평균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성별 분업

의 효과인지 구분이 불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구분하려

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시기와 기간이 예측되는 자녀 돌봄 외에, 자녀에게 예

상하지 못한 건강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짧게는 자녀의 입원 기간 동

안, 또는 건강 회복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돌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가구의 선택은 무엇인가?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자녀의 건강충격이 부모의 노동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을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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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2008년에서 2017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아

동의 외생적인 건강충격을 정의하고 아동의 부모를 매칭하여 자녀의 건

강충격이 부모의 노동참여 및 근로소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으며,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건강충격이 부, 모의 노동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해 보고자 한다. 자녀 건강충격에 따라 돌봄을 위해 부, 모의 노동이 감

소하는지, 총 가구소득이 감소/증가 하는지(전반적인 소득 상실이 있는

지, 혹은 아동 입원 지출 및 노동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가구 내 추가근

로 효과가 있는지), 노동 감소 이외에도 노동 강도를 조절하는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노동 및 소득에 작용하는 자녀의 건강

충격으로 인한 효과가 부와 모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아, 그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만약 부와 모에서 나타나는 자녀 건강충격의 효

과에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가 남녀의 평균적인 종사상 지위나 소득에

서 비롯된 차이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분석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상대적인 소득 및 일자리

의 질을 고려한 후에도 자녀 건강충격의 효과가 남녀에게서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 비하여 본인의 상대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자

녀 간호 및 돌봄의 역할을 하고 본인은 근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

녀의 건강충격의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효

과가 부와 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파악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건강충격의 효과가 부와 모에서 다르게 나타나

는지를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 및 종사상 지위, 건강상태, 교육수준 등

다양한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는 점과, 또한 부모에서의 효과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것이 종사상 지위나 생산성에서 비롯된 차이인지,

가구 내 노동에 대한 성별 분업에 따른 차이인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자

료 및 분석대상에 대해 설명한다. 제3절에서는 분석방법을 다루며,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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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분석 내용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5절은

결론으로서 연구 내용 요약과 함께 제언 및 연구의 한계에 대해 논의한

다.

제 2 절 분석자료

2.1 분석자료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조사 자료로서 2008년에서 2017

년까지의 자료(version 1.6)를 사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가구단위로

이루어지는 조사로서 의료이용 및 개인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에 대한 정

보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인적 특성과 입원 사건 단

위의 상세 정보를 파악하고 부모의 정보와 매칭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

모의 일자리 및 근로소득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특성, 건강상태 등에 대

해 상세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 분석대상

분석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아동의 건강 충격이 부모

의 노동 및 소득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의 건강충격 이

전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던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전 기(T-1)에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던 임금근로자(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포함)로 한정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녀의 건강충격(입원) 사건은 2009년부터이며, 2008년

자료는 T-1기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한

국의료패널의 소득 정보의 경우 지난해 소득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자료는 2016년 동안의 소득정보를 채우는 데에만 사용되었다.

부모의 연령 조건으로는 아동 건강충격 발생 시점 기준으로 55세 이하

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이철희 · 이에스더(2015)에서 보였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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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우리나라의 경우 관행적 정년의 존재하여 50대 후반의 주된 일자리

퇴직의 영향으로 인해 아동 건강충격의 효과 이외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

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 본인의 건강

상태는 노동공급 및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관측 기간 동안 건강충격을 경험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즉, 부모의 특성에 따른 내생적 효과를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예상

치 못한 자녀의 건강충격에 따라 부모에게 나타나는 외생적인 효과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자녀 연령의 경우 입원 시 부모의 직접적인 돌봄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12세(초등학생)까지를 고려하였으며,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의료이용이 체

계적으로 다를 것이라 예상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처치집단은 자녀가 외생적인 건강충격을 경험하였던 부모이다. 여기에

서 외생적 건강충격은 권정현(2018)의 정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종

합병원에서 3일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즉, 미성

년 자녀가 T기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3일 이상의 장기 입원

을 하였을 경우 자녀가 외생적 건강충격을 경험하였다고 정의하고, 이들

의 부모는 처치집단으로 분류된다. 자녀의 건강충격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건강충격을 경험하지 않았던 대상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T-1기에서 T+1 기까지를 통틀어 미성년

자녀 중에서 단 한 명도 입원을 경험한 적이 없는 부모를 대조군으로 설

정하였다. 여기에서 T-1기까지를 제약조건으로 포함한 이유는 이전 년

도의 자녀의 건강충격이 있었을 경우 T기 현재 부모의 노동 및 소득이

일시적인 증감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추정 값은 과소 또는 과대추정 될 위험이 있다.

다만, 이전 기에 임금근로자였던 부, 모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부모

중 한명만 임금근로자이었던 경우에는 그 대상자만 샘플에 포함되며, 임

금근로를 하지 않는 배우자의 정보는 통제변수로만 사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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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자녀의 건강충격이 부모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랜덤하게 주어진 무

작위 실험과 같은 외생적인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본인의 건강충

격이 본인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외생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부

모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자녀가 건강충격을 경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모에게서 아동으로 이어지는 어떤 특성이 아동의 건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미미하겠지만 그 효과가 건강충격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할 경우 자녀의 건강 충격이 노동

에 미치는 효과가 과대추정 되는 선택 편의가 존재할 위험이 있다.

본 분석에서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관찰 가능한 특성으로 인

해 발생하는 선택 편의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향점수 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였다(Rosenbaum and Rubin,

1983). 성향점수는 대상자들의 관찰된 특성이 공변량으로 주어졌을 경우

처치(treatment)를 받을 확률로 정의된다. 따라서 성향점수 매칭을 통하

여 두 집단의 공변량의 균형을 맞추어 두 집단 사이의 기저수준의 차이

를 보정할 수 있으며, 앞선 기초통계량에서 나타나듯 성향점수 매칭 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변량은 모두 균형적인 구성을 보였다.

그러나 개인의 관찰 가능한 특성을 보정하더라도 관찰 불가능한 특성

에 의한 선택 편의는 여전히 남는다. 예를 들어, 관찰되지는 않으나 아동

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전적인 특성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

이는 아동의 건강충격 가능성을 높이며, 기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에

게서도 노동시장 탈락의 확률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건강충격이 부모의 노동 및 소득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과대

추정될 것이다. 이러한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 대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이

(Difference in Differences) 분석을 시행하도록 한다(Heckman, Ichimura,

Smith and Todd, 1998). 이중차이분석은 도구변수나 추가적인 분포에

대한 가정 없이 선택 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Cerulli, 2015)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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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특성에 대한 선택편의를 통제하도록 할 수

있다.

3.1 성향점수매칭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관찰 가능한 특성으로 인한 선택 편의 통

제를 위해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고려한다. 성향점수 추정을 위해 고려

해야 할 매칭변수에 대해서는 일관된 합의가 이루어져있지 않다. 일반적

으로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모델에 포함 가능한 변수들로는 측정된 모든

베이스라인 공변량(covariates), 처치 배정에 영향을 주는 공변량,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교란변수(potential confounders), 처치변수

와 결과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참 교란변수(true confounders)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관측 대상에 대한 대부분의 베이스라인 공변

량은 처치 배정 및 결과변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관

측 공변량을 성향점수 모델에 포함할 수 있다.(Austin,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성향점수 추정에 사용한 변수로는 처치변수와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의 건강충격(T기) 시점의 자녀의

연령, 자녀의 성별, 자녀의 만성질환유무, 자녀의 실손보험 여부, 가구 내

미성년 자녀 수, 그리고 본인의 성별, 연령, 만성질환여부, 교육수준, 가

구소득 분위, 거주지역 변수와 함께, 이전 기(T-1)의 종사상 지위, 전일

제 여부, 근로소득, 배우자 근로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아래 <표 3-1>의 분석은 성향점수 매칭을 위한 로지스틱 분석의 결

과이며 종속변수는 자녀의 건강충격 발생 여부이다. 성향점수를 매칭하

는 방법은 추정된 성향 점수가 가장 가까운 대상과 매칭을 하는

nearest-neighborhood matching(caliper=0.25)을 이용하였으며, 베이스라

인(T-1기)을 기준으로 처치집단에 대해 통제집단을 매칭을 한 후, T 기

와 T+1 기에도 동일한 대상이 포함되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184명의 처치집단과 184명의 통제집단이 매칭 되었다. 통제집단의 경우

에는 처치집단과 달리 건강충격 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T기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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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연도와 관계없이 최대한 성향점수가 가

까운 대상을 매칭하되, 연도더미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연도 특성을 통

제하도록 하였다.

<표 3-1> 성향점수 매칭(PSM)을 위한 logistic 분석 (baseline(T-1) 기준)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r > 
ChiSq

Intercept 　 　 -0.823 0.9395 0.3811
kid_age(자녀 연령) -0.1879 *** 0.0324 <.0001
kid_male(자녀 남성) 0.0986 0.0784 0.2084
kid_chronicdsz(자녀 만성질환) 있음 0.2846 ** 0.0998 0.0044
kid_insur_silson(자녀 실손보험) 있음 0.0602 0.0838 0.4726
kidnum(미성년 자녀 수) -0.2923 * 0.1268 0.0212

male(남성) 0.0396 0.1296 0.7598
age(연령) -0.00574 0.0212 0.7865
chronicdsz(만성질환여부) -0.1307 0.2237 0.5590
edu(교육수준, ref: 고졸이하) 대졸 0.0402 0.0910 0.6589
jobstatus_prev(이전 기 종사상지위) 일용직 -0.2604 0.3151 0.4087

(ref: 정규직) 임시직 0.1441 0.1875 0.4420
fulltime_prev(전일제 여부) 0.3141 0.5648 0.5781
inc_total_prev(근로소득, 만원) -0.2410 0.6930 0.7279
spouse_work_prev(배우자 근로여부) -0.4619 * 0.2093 0.0273
가구소득분위 (ref:1분위) 2분위 -0.4002 + 0.2180 0.0664

3분위 -0.0636 0.1712 0.7104
4분위 -0.0811 0.1879 0.6661
5분위 0.1372 0.2490 0.5815

area(거주지역, ref: 서울) 광역시 0.1308 0.1337 0.3278
도 0.1798 0.1159 0.1208

year(연도, ref: 2010) 2011 -0.2293 0.1846 0.2142
2012 0.11 0.1706 0.5192
2013 -0.187 0.1991 0.3475
2014 -0.182 0.2283 0.4253
2015 0.3895 * 0.1635 0.0172

N 3,583
R-square 0.0272
Log Likelihood -725.49

주: 1) + p<0.1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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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부, 모 각 개인에 대한 매칭을 진행하였

으므로, 부부 쌍이 모두 샘플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부와 모, 아동의 특

성을 함께 고려하여 가구 단위로 매칭을 고려해 보았으나, 아동의 부모

가 모두 이전 기 임금근로자이면서 건강충격을 겪지 않았던 경우로 한정

함에 따라 조건에 포함되는 건강충격 아동은 25명이었으며, 매칭 결과

20명(부, 모 기준으로 40명)만이 통제집단과 매칭 되었다. 이 경우 샘플

수가 충분하지 않아 추후 진행하는 표본제한(sub-sample) 분석이 불가

능하였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부, 모 각 개인에 대해 매칭 된 총

368명의 샘플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3.2 기초통계량

성향점수를 통한 매칭 전후의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의 건강충격 이전

기인 T-1 시점의 기초통계량은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가 건

강충격(입원)을 겪었던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아동 및 부모의 연령이

평균적으로 낮으며 미성년 자녀수가 적었고, 전일제 비율이 높으며 배우

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았다. 반면, 성향점수 매칭 후에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아래의 [그림 3-1]은 성향점수 매칭 자료를 사용하여 아동의 건강충격

발생시점 전과 후의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 근로소득의 평균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건강충격 발생이전(time=-1)에 비해 발생 당해

(time=0)에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와 근로소득이 통제집단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남성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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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기초통계량 (성향점수 매칭 전후)

매칭 전 매칭 후
control treated p-value control treated p-value

성별(남성) 0.71 0.78 0.0394 * 0.78 0.78 1.000
연간 총 가구소득 5,302 5,236 0.7389 5,207 5,236 0.9041
개인 근로소득 3,364 3,548 0.1754 3,540 3,548 0.9643
연령 38.68 37.49 0.0015 ** 37.71 37.49 0.6243
만성질환유무 0.16 0.14 0.4428 0.11 0.14 0.3456
자녀연령 7.35 5.70 <.0001 *** 5.67 5.70 0.9134
자녀성별 (남성) 0.49 0.55 0.1160 0.58 0.55 0.5999
미성년 자녀 수 2.06 1.89 0.0005 *** 1.93 1.89 0.5579
자녀 만성질환 유무 0.15 0.20 0.0932 + 0.20 0.20 0.8963
자녀 실손보험 유무 0.36 0.41 0.1142 0.41 0.41 0.9159
전일제 여부 0.95 0.98 0.0092 ** 0.97 0.98 0.7366
배우자 경제활동 여부 0.59 0.48 0.0026 ** 0.48 0.48 0.9172
지역 0.2031 0.4960

서울시 15.71 10.87 8.15 10.87
광역시 23.95 26.09 23.37 26.09
도 60.34 63.04 68.48 63.04

가구소득분위 0.8362 0.9670
1 분위 1.65 2.17 2.17 2.17
2 분위 17.01 14.67 12.50 14.67
3 분위 27.24 28.8 28.80 28.8
4 분위 29.42 27.72 30.43 27.72
5 분위 24.68 26.63 26.09 26.63

교육수준 0.1028 0.6536
고졸이하 36.36 30.43 32.61 30.43
대학이상 63.64 69.57 67.39 69.57

종사상지위 0.0684 + 0.9677
일용직 7.44 3.26 3.26 3.26
임시직 23.54 21.74 20.65 21.74
상용직 69.02 75.00 76.09 75.00
N 3,399 184 184 184

주 1) p-value 값은 t-test 또는 chi-square test 의 결과임.

2) T-1기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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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자녀의 건강충격 전후의 경제활동 참여, 근로소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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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차이를 분석하는 전통적인 이중차분(DID) 모형과 유사하지만 개인에

따라 아동 건강충격 시점이 다르고, 비교 시점 또한 여러 개의 시점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처치(treatment)는 아동의 건강

충격 발생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생 시점이 다르며, 자녀의 건강충격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발생 전과 후에 대해 처치 발생 시점(T)을 기준

으로 상대적인 시간(T-1, T+1)을 정의할 수 있다. 즉, 자녀 건강충격 발

생의 효과는 이와 같이 정의된 상대적인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석에서는 일반화 이중차분모형에 관측시점에 대한 연도더미 변수를 추

가하여 시간에 따른 처치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분석 모형(Hizen,

Upward and Wright, 2010; Jacobson, LaLonde and Sullivan, 1993;

Jeon and Pohl, 2017)을 사용하였다.

또한, 개인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서 비롯되는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개인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 모형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건강충

격이 노동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의 회귀식을 통해 추정8)할 수

있다.

 




···     (1)

위의 식(1)에서 는 종속변수9)로서 부 또는 모의 경제활동 여부,

근로 개월 수, 가구의 총소득, 개인 근로소득, 사업체 규모 등을 의미한

다. 는 패널모형의 개인 고정효과로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관측

8) 추정에서는 성향점수를 통해 매칭된 통제집단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wi=pi/(1-pi) 로 계산된다(처치집단의 가중치는 1이다). 이 가중치는 처치 집단의
평균 처치 효과인 ATT(Average Treatment effect for the Treated) 분석 시 이
용하는 가중치이다. (https://documentation.sas.com/?cdcId=pgmsascdc&
cdcVersion=9.4_3.4&docsetId=statug&docsetTarget=statug_psmatch_details08.ht
m&locale=en)

9) 이분 종속변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빗 또는 로짓모형을 사용하지만, 이중차분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한 분석 시 종속변수의 변화가 없는 케이스가 모두 분
석에서 제외되어 샘플 수가 상당히 줄어듦으로 인해 추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형확률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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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자녀의 건강충격의 효과’인 이중차분 추정치는 로서,

자녀의 건강충격이 발생하기 전 기인 k=-1 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 대비 건강충격 발생년도(k=0) 및 그 다음해(k=1) 시점의 처치집단

과 통제집단의 차이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KidHealthShocki 은 처치

(treatment)를 의미하는 더미변수로서, 개인의 자녀가 T시점에 건강충격

을 겪었을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는 자녀의 건

강충격 시점 대비 상대적인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더미변수이며, k=0 인

경우 건강충격 당해를, k=1 인 경우 건강충격 다음해를 의미한다. 는

통제변수를 구성하는 벡터로서,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여

부, 거주지역, 자녀 연령, 미성년 자녀 수, 가구 소득분위, 이전 기의 종

사상지위 및 근로소득 등의 변수들을 포함한다. 는 연도의 특성을 통

제하기 위한 연도 고정효과이며, 는 오차항이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개

인이 여러 번 관측될 수 있으므로 표준오차는 개인 아이디에 대해 군집

화(clustered)된 강건 표준오차(Angrist and Pischke, 2008)를 사용하였다.

제 4 절 분석 결과

4.1 아동의 건강충격이 부, 모의 노동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 건강충격을 겪은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 모 전체의

경제활동은 당해 및 그 다음 해에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효과를 나타

내었다(표 3-3). 이 효과는 특히 모에게서 유의한데, 자녀 건강충격 당해

에 통제집단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가 20.5%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부의

경우는 아동의 건강 비충격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만약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여성의 평균적인 종사상 지위가 남성에 비

해 낮아 아동 건강충격으로 인한 돌봄 필요 시 보다 쉽게 노동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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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하는(노동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남, 녀에서 각각의 종사상 지위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모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효과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다르다. 비정규

직 모에서는 자녀가 건강충격을 겪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당

해 경제활동 여부가 26.4% 감소하여 그 폭이 컸다. 반면 정규직 모에서

당해에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아동 입원 당시 휴가 및 일시적

휴직10) 등을 활용할 수 있었던 영향 등의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입원 1년 후에는 아동의 입원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에 비

해 정규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15.5%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휴가 등의 사용이 가능한 데에 따

라 근로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아동의 건강 상태를 고려

한 장기 휴직 또는 사직의 가능성 등을 나타낸 결과일 수 있다. 반면 비

정규직 모의 경우에는 건강충격 당해의 경제활동 감소가 유의하여, 휴가

나 휴직이 가능한 정규직 집단과는 달리 직접적인 노동시장 탈락으로 이

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효과의 확인은 어려웠다.

반면, 부에게서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통제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에서의 경제활동 감소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예상하지 못한 자녀의 건강충격으로 돌봄 노동이 필요한 상

황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돌봄 역할을 하고 있었던 효과가 평균적인 종

사상 지위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효과는 아니었음을 보이는 것으로서, 일

반적으로 자녀 돌봄이 여성의 노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의 결과들과 다르지 않다.

10) 한국의료패널에서는 경제활동상태 조사 문항에서 근로를 하고 있었지만 일시적
휴직 상태인 경우에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어, 일시
적 휴직자가 있을 경우 효과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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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아동의 건강충격 이후 임금근로자 부모의 노동의 변화

종속변수:

경제활동 여부
전체 부 모

부 모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아동 입원 당해(T) -0.0337 0.0099 -0.205** -0.0067 0.0602 -0.0669 -0.264*
(0.0213) (0.0187) (0.0712) (0.0182) (0.0390) (0.0830) (0.108)

입원 1년 후(T+1) -0.0036 -0.0016 0.0126 -0.0072 0.0717 -0.155+ 0.269
(0.0227) (0.0048) (0.119) (0.0053) (0.0487) (0.0856) (0.179)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Y Y Y Y
R-squared 0.049 0.026 0.163 0.079 0.396 0.225 0.253
N 1,104 864 240 726 138 108 132

주: 1) + p<0.10, * p<0.05, ** p<0.01, *** p<0.001

2) 추정계수는 식(1)의 β 값(DID 추정계수)을 나타내며(ref: T-1기), 통제변수로

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여부, 거주지역, 자녀 연령, 미성년 자녀

수, 가구 소득분위, 이전 기의 종사상지위 및 근로소득을 포함하였음.

3) 기본 모형에 대한 전체 결과는 <부록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가구 내 가구원이 건강충격을 겪을 경우 일시적인 의료비 지출의 부담

증가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추후에도 질환의 중증 정도 및 건강 회복

속도에 따라 그 효과는 이어질 수 있다. 건강충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정도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를 것이며,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

득을 보전한다는 관점에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녀의 건강충격이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소득 4,5분위인 고소득과 1,2,3분위인 저소득 가

구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다(표 3-4). 그 결과, 고소득가구의 경

우에는 아동입원 당해에 입원을 겪지 않은 가구에 비해 경제활동을 더

줄인(-5.7%)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에서의 절대 값

이 더 컸다. 건강충격으로 입원 한 다음 해에 들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26.2%)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

의 건강충격으로 인해 당해에 노동참여를 줄였을 경우 가구소득 감소를

가져오며 이와 더불어 자녀의 입원으로 인한 일시적인 의료비 증가는 가

구의 지출을 늘린다. 이에 따라 가구는 다음 해 추가적인 소득 확보(추

가근로 포함)를 통해 줄어든 소득 또는 늘어난 지출을 보전하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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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다. Mincer(1962)는 가구 내 실업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

할 때 가구원은 노동공급을 늘려 추가근로자효과(added worker effect)

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효과가 모에서 일부 관측된 것으로 보

인다.

반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아동의 건강충격 당해에 남성의 경제활동 참

여가 건강충격을 겪지 않은 남성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같은 맥락에서 일시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남성에게서 추가적인

근로 노력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입원으

로 인해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높아

추가근로의 효과 보다는 자녀 돌봄을 위해 건강충격 당해에 근로를 포기

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반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건강충격 당해의

남성 추가근로의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4> 아동의 건강충격 이후 가구 소득 수준별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 변화

경제활동 여부

고소득 가구 저소득 가구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아동 입원 당해(T) -0.0570* -0.0187 -0.135 0.0084 0.0329+ -0.0718

(0.0264) (0.0183) (0.0835) (0.0273) (0.0189) (0.156)

입원 1년 후(T+1) 0.0348 -0.0128 0.262+ -0.0241 -0.0022 -0.161

(0.0389) (0.0130) (0.153) (0.0275) (0.0085) (0.148)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Y Y Y

R-squared 0.072 0.056 0.185 0.070 0.088 0.169

N 619 458 161 485 406 79

주: 1) + p<0.10, * p<0.05, ** p<0.01, *** p<0.001

2) 추정계수는 식(1)의 β 값(DID 추정계수)을 나타내며(ref: T-1기),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여부, 거주지역, 자녀 연령, 미성년 자녀 수, 가구

소득분위, 이전 기의 종사상지위 및 근로소득을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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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구 내 추가근로의 효과가 소득의 변화로 나타났는지를 확

인해 보고자,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총 가구소득의 변화를 <표 3-5>에

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소득 가구에서는 자녀가 건강충격을 겪은 경

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이 약 6% 감소하여,

위에서 확인한 경제활동 참여 여부의 감소의 방향과 일치하게 나타났고,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 총 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5> 아동의 건강충격 이후 가구 소득 수준별 총 소득(가구단위)의 변화

가구소득(log)

전체
고소득가구

(4,5분위)

저소득가구

(1,2,3분위)

아동 입원 당해(T) -0.0238 -0.0605* -0.0118

(0.0215) (0.0302) (0.0246)

입원 1년 후(T+1) 0.0128 -0.0054 0.00069

(0.0222) (0.0322) (0.0323)

연도 고정효과 Y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R-squared 0.687 0.353 0.698

N 1,104 619 485

주: 1) + p<0.10, * p<0.05, ** p<0.01, *** p<0.001

2) 추정계수는 식(1)의 β 값(DID 추정계수)을 나타내며(ref: T-1기),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여부, 거주지역, 자녀 연령, 미성년 자녀 수, 가구

소득분위, 이전 기의 종사상지위 및 근로소득을 포함하였음.

<표 3-6>에서는 부, 모 개인의 근로소득을 살펴봄으로써 자녀의 건강

충격에 대응하여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 참여의 감소(extensive margin)

뿐만 아니라 근로 유지자 중에서도 근로 강도를 조절(intensive margin)

하는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근로를 유지하는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을 때, 자녀가 입원을 경

험하였을 경우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남성에서는 유의한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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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감소가 없었으나, 여성에서는 근로 소득이 감소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아동이 건강충격을 겪었을 때 여성의 경우에는 앞서 확인

하였던 노동시장을 탈락하는 효과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더라

도 건강충격 당해에 일시적으로 근로 강도를 조절하는 등으로 인해 소득

이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효과가 남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표 3-6> 아동의 건강충격 이후 임금근로자 부모의 근로소득 변화

근로소득(log)

근로유지자 임금근로유지자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아동 입원 당해(T) -0.0403 -0.0058 -0.255* -0.0453 0.0064 -0.265*

(0.033) (0.028) (0.124) (0.035) (0.0305) (0.125)

입원 1년 후(T+1) -0.014 0.0067 -0.111 -0.0053 0.0133 -0.087

(0.033) (0.031) (0.131) (0.034) (0.0331) (0.131)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Y Y Y

R-squared 0.269 0.268 0.452 0.282 0.283 0.451

N 1,021 835 186 937 754 183

주: 1) + p<0.10, * p<0.05, ** p<0.01, *** p<0.001

2) 추정계수는 식(1)의 β 값(DID 추정계수)을 나타내며(ref: T-1기),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여부, 거주지역, 자녀 연령, 미성년 자녀 수, 가구

소득분위, 이전 기의 종사상지위 및 근로소득을 포함하였음.

근로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던 여성에서 소득이 감소하였던 효과에 대해

서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자녀의 건강충격 이후에도 지속적인

근로유지를 결정하였던 임금근로자가 노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가능한 선

택으로서, 동일한 직장 내 근무하지만 근로 기간을 줄이거나, 노동시장을

일시적으로 탈락하였다가 복귀 또는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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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 강도 조절을 뜻하는 근로 개월 수11)와, 일자리에서 탈락

하였다가 복귀하는 경우 이직으로 인한 일자리의 하락 여부를 뜻하는 사

업체 규모를 종속변수로 두고 살펴보았다. 사업체 규모는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의 질이 양호하다고 보고 일자

리 질의 상승 또는 하락을 의미하는 대리 변수로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사업체 규모의 변화를 일자리의 질로 본다면 근로유지자 중에서도

임금근로 이외의 종사상 지위(자영업자, 고용주 등)는 고려대상이 아니

다. 따라서 임금근로자를 유지한 자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만약 아동 건강충격 시 근로 기간만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근

로 기간은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지만 사업체 규모에는 변화가 관측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 기간 감소와 더불어 사업체 규모도 함께 변화

(하락)한다면 일시적 노동시장 탈락 후의 일자리의 질 또한 하락하였음

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아동 건강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

과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건강충격 이전부터 입원 1년 후까지 임금근로를 유지한 부모의

근로 개월 수는 <표 3-7>에서 나타나듯 정규직의 경우에는 유의한 감

소를 보이지 않았고, 비정규직의 경우 아동이 건강충격을 겪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9개월의 근로기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 모를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샘플 수의 한계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추정된 계수의 값은 여성에게서 크게 줄어든(-3.3개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규직에서보다 비정규직 여성에서 특히 아동의 건강충격으로 인해

노동시장 탈락뿐만 아니라 임금근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근로 강도 또

한 줄어든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일자리의 질에 따라 발생되는

효과일 수 있다. 즉, 정규직의 경우에는 휴가나 일시적 휴직을 사용하여

취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일자리에서 탈

11) 노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주당 근로시간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주당
평균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조사한 변수로서 개인이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탈락
하였다가 복귀한 경우에도 연 평균이 아닌 ‘근로 당시’의 주당 근로시간으로 응답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다 연 평균에 가깝게 조사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총 근로 개월 수를 조사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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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나타난 효과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는 일자리를 그만둠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정규직에서 더 클 것이

고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일 수도 있다. 그

러나 휴가 및 휴직의 사용 여부나 일자리에 따른 기회비용 등은 측정이

어렵거나 조사되지 않은 변수로서 구체적인 효과를 밝힐 수는 없었다.

또한 근로 개월 수의 경우 일부 연도에 대해서만 조사되는 자료의 한계

로 인해 샘플수가 작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7> 임금근로를 유지한 부모의 근로 강도(근로 개월 수) 변화

근로 개월 수주3), 임금근로유지자 샘플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아동 입원 당해(T) 0.127 0.252 -0.608 -1.908+ -0.311 -3.273

(0.266) (0.241) (0.389) (0.940) (0.333) (2.058)

입원 1년 후(T+1) -0.0361 0.0222 -0.145 -1.486 -0.165 -3.389

(0.0730) (0.0650) (0.186) (1.288) (0.167) (2.307)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Y Y Y

R-squared 0.248 0.344 0.713 0.128 0.468 0.249

N 257 212 45 63 29 34

주: 1) + p<0.10, * p<0.05, ** p<0.01, *** p<0.001

2) 추정계수는 식(1)의 β 값(DID 추정계수)을 나타내며(ref: T-1기),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여부, 거주지역, 자녀 연령, 미성년 자녀 수, 가구

소득분위, 이전 기의 종사상지위 및 근로소득을 포함하였음.

3) 종속변수인 근로 개월 수는 일부 연도(2015-2017)에만 조사되어 샘플이 감소함

사업체 규모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표 3-8)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정규직에서는 사업체 규모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비정규직 모에서

사업체 규모가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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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아동건강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자리 탈락 후, 사업체 규모가

더 작은 일자리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

면, 정규직의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휴가 사용이 가능하거나 일자리

이동이 상대적으로 작음에 따라 사업체 규모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3-8> 임금근로를 유지한 부모의 사업체 규모의 변화

사업체 규모주3), 임금근로유지자 샘플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아동 입원 당해(T) -0.316 -0.115 -1.454 -0.466 0.885 -2.822*

(0.262) (0.259) (1.013) (0.736) (0.804) (1.361)

입원 1년 후(T+1) -0.174 -0.0397 -0.815 -0.208 0.800 -2.307*

(0.275) (0.275) (0.928) (0.662) (0.707) (1.100)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Y Y Y

R-squared 0.0337 0.034 0.101 0.092 0.212 0.179

N 767 671 96 170 83 87

주: 1) + p<0.10, * p<0.05, ** p<0.01, *** p<0.001

2) 추정계수는 식(1)의 β 값(DID 추정계수)을 나타내며(ref: T-1기), 통제변수로

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여부, 거주지역, 자녀 연령, 미성년 자녀 수,

가구 소득분위, 이전 기의 종사상지위 및 근로소득을 포함하였음.

3) 사업체 규모 변수는 1(1-4명), 2(5-9명), 3(10-29명), 4(30-49명), 5(50-69명),

6(70-99명), 7(100-299명), 8(300-499명), 9(500-999명), 10(1,000명 이상)의 구

간으로 조사되는 변수이나, ordered variable 로 간주하여 연속변수로 추정함.

지금까지 확인하였던 결과로 미루어볼 때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아동

의 건강충격 이후 일시적인 노동시장의 탈락 뿐만 아니라, 근로 개월 수

가 감소하였고, 일자리의 질(사업체 규모) 또한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종

사상 지위가 변동(하락)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 효과는 여성에

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효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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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우자와의 상대적인 소득 및 일자리의 질 고려

지금까지 확인한 아동의 건강충격 발생 이후 부모의 경제활동과 관련

한 대응의 남녀 차이는 가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예를 들면, 부부의 소득 및 노동을 포기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기

회비용, 일자리의 질 등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가구의 총 경제적 효용

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여성과 남성 각각의 샘플에서 일자리의 질을 통제한 상태

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충격으로 인한 노동참여의 효과

는 평균적으로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장 노동에서

의 경제적인 효용 극대화 이외에 각 부, 모가 가구 내 돌봄 노동을 선택

하였을 때 그로부터 얻는 효용의 차이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비교에 의

해 선택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가구에서 자녀의 건강충격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여 노동공급을 줄여야 한다면 단순하게는 부부 중 상

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자가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이 노동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일 것이다. <표 3-9>는 자녀 건강충격 이전

기(T-1)를 기준으로 본인소득이 배우자에 비해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

를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배우자에 비해 본인의 소득이 높

았던 경우에는 자녀 건강충격 이후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으나, 이전 기

본인의 소득이 배우자에 비해 더 낮았던 샘플에서는 특히 여성에서 노동

시장 참여가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3.7%). 남성에서도 그

방향성은 동일하나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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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배우자와의 상대적 소득 우위에 따른 노동의 변화

경제활동 여부

본인소득이 높을 때 본인소득이 낮을 때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아동 입원 당해(T) -0.0122 -0.0162 0 -0.207** -0.204 -0.237**

(0.0130) (0.0168) (.) (0.0682) (0.210) (0.0825)

입원 1년 후(T+1) 0.0082 0.0046 0 -0.0342 -0.281 -0.0832

(0.0103) (0.0091) (.) (0.112) (0.163) (0.147)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Y Y Y

R-squared 0.074 0.081 (추정불가) 0.201 0.771 0.230

N 300 243 57 231 48 183

주: 1) + p<0.10, * p<0.05, ** p<0.01, *** p<0.001

2) 추정계수는 식(1)의 β 값(DID 추정계수)을 나타내며(ref: T-1기),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여부, 거주지역, 자녀 연령, 미성년 자녀 수, 가구

소득분위, 이전 기의 종사상지위 및 근로소득을 포함하였음.

그러나 만약 여성의 일자리 질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불리한(일자

리를 그만 두는 것이 유리한) 상태였다면, 배우자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

으로 작을 때 노동참여를 줄이는 효과가 여성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는 것이 일자리의 차이에서 비롯된 효과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동등한 종사상 지위(정규직 또는 비정규직)를

가진 남, 녀 샘플로 제한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샘플 수의 부

족으로 추정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패널 고정효과 모형의 조건을 완화하여,

합동표본(pooled sample) 분석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표

3-10)하였으며, 건강충격 당해(T) 및 다음 해(T+1)를 풀링(pooling)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분석의 계수 값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참여가

변화하는 효과 대신, 건강충격 이전(T-1기) 대비 그 이후(T기 및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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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노동참여 여부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녀

가 건강충격을 겪었던 집단에서 배우자와의 소득 우위에 따른 노동변화

효과가 남녀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며, 비교를 위하여 자녀가

건강충격을 겪지 않았던 통제집단에서의 효과와 함께 보여주었다. 이 분

석에서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배우자와 비교한 본인의 상대적인 소

득의 우위/열위 여부 변수인 ‘배우자에 비해 소득 낮음’ 변수는 본인의

소득이 배우자의 소득(+천만 원)과 비교하여 같거나 적을 경우를 뜻한

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 배우자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에 천만 원의 추가 버퍼를 설정하여 다소 완화된 조

건을 사용하였다.

자녀가 건강충격을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에서는 자녀가 어릴수록,

이전 기 정규직에 비해 임시직일수록, 배우자에 비해 소득이 낮을수록

지난 기(T-1)에 경제활동을 하던 개인이 T기 및 T+1기에 노동참여를

줄일 확률이 높았으며, 배우자에 비해 소득 열위인 경우 9.8% 노동참여

가 감소하였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그 효과가 더 이상 유

의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하여 자녀가 건강충격을 경험한 샘플에서는 배우자에 비해

소득 열위에 있을 때 건강충격 당해 및 그 다음해까지 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이 26.8%로 크게 나타났는데, 그 효과는 여성에서만 유의하였고 남

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본인 및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앞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성에서는 소득 열위에 있

는 경우에도 아동 돌봄을 위하여 노동참여를 줄이지 않았던 반면, 여성

은 28.8%의 노동참여를 줄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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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자녀가 건강충격을 겪은 부모의 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활동 여부

자녀 건강
미충격
(Control)

자녀 건강 충격(Treated)

전체 전체 부 모
남성(ref: 여성) 0.0741+ 0.108*

(0.041) (0.046)
자녀연령 0.00899* 0.00471 0.00174 0.0425+

(0.005) (0.004) (0.002) (0.022)
미성년 자녀수 0.00146 0.0311 0.00666 -0.0186

(0.018) (0.022) (0.01) (0.138)
연령 -0.00174 -0.00751* -0.00213 -0.0262*

(0.004) (0.003) (0.002) (0.01)
교육수준(ref: 대졸이상) 고졸 -0.0227 0.0147 0.00587 0.0462

(0.021) (0.027) (0.015) (0.077)
만성질환여부 0.0242 0.0487+ 0.0255+ -0.142

(0.017) (0.025) (0.014) (0.109)
종사상지위(ref: 정규직) 일용직 -0.0499 0.0616 0.0354 -0.15

(0.1) (0.114) (0.034) (0.133)
임시직 -0.0530+ 0.00337 -0.00961 0.111

(0.029) (0.037) (0.019) (0.134)
배우자 근로여부 -0.00998 -0.0262 0.00564 -1.888***

(0.019) (0.027) (0.02) (0.244)
근로소득(T-1) -0.00159 0.00161 0.000277 0.00688

(0.001) (0.001) (0.001) (0.005)
배우자에비해소득(T-1) 낮음4) -0.0980+ -0.268*** -0.12 -0.288*

(0.055) (0.074) (0.105) (0.115)
Constant 0.766*** 1.135*** 1.078*** 2.227***

(0.208) (0.164) (0.088) (0.461)
R-squared 0.203 0.346 0.093 0.601
N 368 368 288 80

주: 1) + p<0.10, * p<0.05, ** p<0.01, *** p<0.001

2) 그 외 통제변수로는 거주 지역, 가구 소득분위, 연도더미, 배우자 종사상 지위

등을 포함하였음.

3) 표준오차는 개인 아이디에 대해 군집화(clustered)된 강건 표준오차(Angrist &

Pischke, 2008)를 사용함.

4) 남성의 경우 여성 배우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케이스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

아 조건을 완화하여, 본인소득이 배우자 소득보다 1,000만원 많을 때 까지를

‘배우자에 비해 소득 낮음’으로 정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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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는 예상하지 못한 돌봄 노동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성에게

그 효과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자녀 돌봄 노동에

있어서 여성에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선행 연구들과 부합하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분석 서두에서부터 아동의 건강

충격으로 인해 비정규직 여성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노동참여 및 노

동 강도를 줄이는 효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균적인 소득이 낮거나

종사상 지위가 불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차이가 성별 분업에 따른 효과일 가능성에 더 무

게를 두어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3 강건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건강충격이 부모의 노동공급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만큼, 아동의 특성(여기서는 건강)이 부모의 노

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전제로 한다. 특히, 자녀가 모의

노동공급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시점은 자녀의 출산

및 취학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정(2013)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을 언급하였으며, 이재희· 김근진(2019)은 자녀의 초

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상용직 취업확률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만약 취학시기에 있는 아동의 모 그룹에서 유의하게 노동공급을 줄이

는 경향이 존재한다면 취학시기에 있는 모에 대한 아동의 건강충격의 효

과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들어 증가하는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을 고려하면 이 효과는 아동의 부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아

동의 취학시기에 걸쳐 나타나는 모의 노동공급 변화가 더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자녀가 취학 시점에 속하는 부모의 샘플을

제외한 상태에서도 아동 건강충격 집단의 유의한 노동공급 및 근로소득

의 감소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표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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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충격 당시 취학시기(만 7세)의 자녀를 두었던 부모 샘플을 제외한

결과, 전체적인 효과가 다소 감소하였다. 부 그룹에서는 건강충격의 효과

가 여전히 유의하지 않았고, 모 그룹에서는 경제활동 여부에서 기존의

효과에 비해 그 크기와 유의성이 감소함을 보였으나 여전히 계수는 음의

방향성을 띈다. 앞서 확인하였던 아동의 건강충격으로 인해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에는 취학시기 자녀를 두었던 여성에서 일시적으로 노동참여

를 줄이는 효과가 일부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를 유지

한 샘플에서는 계수의 크기와 유의성이 앞선 결과와 다르지 않아, 취학

시기의 효과가 근로 유지자의 근로 강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1> 아동의 건강충격 이후 부모의 노동의 변화(취학시기 자녀 제외)

경제활동 여부 근로소득(log), 근로유지자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아동 입원 당해(T) -0.0180 0.0061 -0.113 -0.042 0.0017 -0.244+

(0.0206) (0.0216) (0.0686) (0.036) (0.0306) (0.143)

입원 1년 후(T+1) 0.0180 -0.0013 0.125 -0.008 0.0114 -0.124

(0.0228) (0.0055) (0.132) (0.0.034) (0.033) (0.115)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Y Y Y

R-squared 0.054 0.030 0.159 0.288 0.288 0.476

N 969 765 204 904 739 165

주: 1) + p<0.10, * p<0.05, ** p<0.01, *** p<0.001

2) 추정계수는 식(1)의 β 값(DID 추정계수)을 나타내며(ref: T-1기),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여부, 거주지역, 자녀 연령, 미성년 자녀 수, 가구

소득분위, 이전 기의 종사상지위 및 근로소득을 포함하였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만약 건강충격을 겪은 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부모가 노동공급을 조절한다고 하였을 때, 아동의 건강충격의 강도에 따

라 이 효과의 크기가 다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건강충격의 강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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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데에는 입원 일수 이외에도 건강충격을 발생시킨 질환의 중증도

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건강충격으로서 정의된

입원 사건의 질환을 살펴보면 대부분 호흡기, 인플루엔자, 소화기계통의

질환으로서 건강충격의 크고 작음을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입원 기간만을 고려, 앞서 정의하였던 아동의

건강충격 여부(종합병원 이상에 3일 이상 입원)에 대해 입원 일수가 14

일, 21일 이상일 경우를 장기 건강충격으로 정의하였다.

<표 3-12> 아동의 건강충격 이후 부모의 노동 및 임금의 변화(건강충격 강도)

경제활동 여부 근로소득(log), 근로유지자

base모형

(3일)

입원

14일+

입원

21일+

base모형

(3일)

입원

14일+

입원

21일+

아동 입원 당해(T) -0.0337 -0.0572 -0.0778 -0.0403 -0.137 -0.190+

(0.0213) (0.0652) (0.0804) (0.033) (0.085) (0.103)

입원 1년 후(T+1) -0.0036 0.0378+ 0.0363+ -0.014 -0.036 -0.024

(0.0227) (0.0201) (0.220) (0.033) (0.053) (0.058)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Y Y Y

R-squared 0.049 0.126 0.137 0.269 0.333 0.375

N 1,104 600 585 1,021 561 546

주: 1) + p<0.10, * p<0.05, ** p<0.01, *** p<0.001

2) 추정계수는 식(1)의 β 값(DID 추정계수)을 나타내며(ref: T-1기),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여부, 거주지역, 자녀 연령, 미성년 자녀 수, 가구

소득분위, 이전 기의 종사상지위 및 근로소득을 포함하였음.

<표 3-12>의 결과, 입원 일수가 증가할수록 아동 입원 당해 연도의

경제활동 여부 및 근로소득에서 모두 절대 값의 크기가 증가함을 보였

다. 또한 기존과 비교하여 새로운 점은 건강충격 다음 해의 경제활동 여

부이다. 기존에는 그 효과가 음수로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입원 일수 14

일, 21일 이상을 건강충격으로 정의한 경우에는 건강 미충격 샘플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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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동 공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의 장기간 입원에 따

른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추가 근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로소득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건강충격 기간이

길수록 근로소득의 감소 효과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고, 21일 이상 입원

에서 근로소득 감소 효과가 유의하였다. 입원 1년 후 경제활동 여부가

증가하는 영향은 근로소득의 증가로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일자리, 근로강도의 변화가 혼재된 영향으로 보이나 그 확인은 어려웠다.

앞서 ‘종합병원 3일 이상 입원’의 경우를 건강충격으로 정의한 것은 예

상하지 못한 외생적인 건강충격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기저 건강이 좋지 않은 등으로 인해 일부 예측 가능한 입원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부모는 유연한 노동공급이 가능한 일자리 등을 선택하

였을 수 있다. 세 번째 분석에서는 건강충격 아동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외생적인 상황을 가정하기 위하여 아동이 응급실을 이용한 후 입원으

로 이어진 경우로 한정한 샘플을 사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13> 아동의 건강충격 이후 부모의 노동 및 임금의 변화(응급실 이용)

경제활동 여부 근로소득(log), 근로유지자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아동 입원 당해(T) -0.0715 0.0014 -0.299+ -0.077 -0.039 -0.249

(0.0597) (0.0663) (0.160) (0.059) (0.053) (0.191)

입원 1년 후(T+1) -0.0663 -0.0160 -0.134 -0.101+ -0.051 -0.233

(0.0404) (0.0373) (0.136) (0.058) (0.047) (0.181)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Y Y Y

R-squared 0.131 0.069 0.454 0.359 0.341 0.723

N 324 243 81 291 231 60

주: 1) + p<0.10, * p<0.05, ** p<0.01, *** p<0.001

2) 추정계수는 식(1)의 β 값(DID 추정계수)을 나타내며(ref: T-1기), 통제변수로

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여부, 거주지역, 자녀 연령, 미성년 자녀

수, 가구 소득분위, 이전 기의 종사상지위 및 근로소득을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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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샘플 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유의성이 약하나 기존의 추정

계수보다 절댓값이 대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외생적

건강충격일수록 부모의 노동 및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증

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그 효과는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큰 것

으로 보여, 앞선 결과와 일관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제 5 절 결론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의 예측하지 못한 건강충격이 부모의 노동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

용하여 자녀의 건강충격을 부모의 노동 및 소득에 영향을 주는 외생적인

변수로 정의하였고, 이에 따른 효과를 성향점수 매칭 후 패널이중차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아동이 건강충격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의

노동참여가 유의하게 줄었으며 이 효과는 특히 비정규직 모에서 특히 유

의하였다. 가구의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가구에서 건강충격 당해 모의

경제활동 참여가 줄었고 이는 가구소득에 대한 효과로 살펴보더라도 유

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부의 노동 참

여가 아동 입원 당해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료비 지출로 인

한 추가 근로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나, 모의 경제활동 감소의

효과가 혼재되어 가구소득의 유의한 증가는 관측되지 않았다.

건강충격을 경험한 경우 건강충격 당해에 여성 샘플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근로소득이 감소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노동 참여 감소뿐 만

아니라 근로 강도 조절로 인한 소득 감소효과도 존재하였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에서 유의하지는 않지만 근로 개월 수의 감소가 나타났고, 건강

충격 이후 통제집단에 비해 사업체 규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평균적으로 종사상지위가 낮은 비정규직 집단에서 일시적인 노

동 강도를 줄이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일자리의 질이 낮거나(정규

직의 경우 휴가나 휴직 사용이 용이함) 일자리를 그만 둠에 따른 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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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작은(정규직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큼) 이유에서 발생하는 차이

를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다.

아동의 건강충격으로 인해 돌봄 노동이 필요할 때 여성에게서 주로 노

동참여나 근로강도가 줄어들었던 것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일자리의 질

이나 소득이 열위에 있기 때문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샘플 수

확보가 가능한 합동표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건강충격을

겪지 않은 부모에서는 배우자에 비해 본인이 소득 열위인 경우 노동참여

감소 효과가 일부 있으나 남성과 여성 샘플에서 볼 때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건강충격을 겪었던 처치집단에서는 소득 열위의 여성이 유의

하게 노동참여를 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남성 샘플에서는 소득이 열

위에 있더라도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종사상 지위가 통제된 상태에

서도 성별에 따라 소득 열위의 효과는 대칭적이지 않았다. 이는 예상하

지 못한 자녀 돌봄의 상황에서 주로 여성에게서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

를 줄이는 효과가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는 여성의 평균적인

소득이나 지위가 낮음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일

반적으로 자녀 돌봄 노동에서 여성에게 부정적 효과가 컸던 선행 연구들

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별 분업의 차이에 의한 효과일 가능성을 간접적으

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입원일수를 늘려 건강충격의 강도를 높이거나, 강한 외생성을 부

여하기 위해 응급실 이용 후 입원한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건강충격 강

도가 강할수록, 더 외생적인 건강충격일수록 여성의 노동 성과에서 나타

나는 자녀 건강충격의 효과는 더 부정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음으로 인한 돌봄 노동의 효과가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의 결과와 방향

을 같이하고 있다. 가구 내에서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따라 예상되는

장기적인 돌봄 노동에 대한 노동투입 주체를 결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일시적 건강충격으로 인한 단기적인 돌봄 노동에 있어서도 부와 모

의 선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으며, 남녀에게서 나타나는 건강

충격의 효과가 평균적인 노동 조건 및 노동성과의 차이인지, 그 이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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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분업에서 비롯된 차이인지 살펴보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또한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탈락 및 소득 감소

의 효과가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비정규직에서 특히 두드

러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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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아동의 건강충격(입원) 이후 임금근로자 부모의 노동의 변화

경제활동 여부
전체 부 모

자녀 입원 당해 년도 -0.0251* -0.0237+ -0.0136

(0.0112) (0.0138) (0.0253)

입원 1년 후 -0.0388* -0.00488 -0.178+

(0.0181) (0.0065) (0.101)

자녀 입원 당해연도 × Trt -0.0337 0.00996 -0.205**

(0.0213) (0.0187) (0.0712)

입원 1년 후 × Trt -0.00369 -0.00168 0.0126

(0.0227) (0.0048) (0.119)

가구소득분위 (ref: 1분위) 2분위 0.0883 0.0539 0.0667

(0.111) (0.0363) (0.251)

3분위 0.0325 0.0204 -0.0922

(0.115) (0.0413) (0.252)

4분위 0.041 0.0153 -0.0288

(0.119) (0.0474) (0.254)

5분위 0.0628 0.0402 -0.027

(0.12) (0.0814) (0.224)

만성질환유무 0.0214 0.00411 0.000005

(0.015) (0.004) (0.068)

지역 (ref: 서울시) 광역시 -0.0218 0.0157 0

(0.0282) (0.0166) (.)

도 -0.0509* -0.00603 0

(0.0236) (0.0143) (.)

constant 0.985*** 0.971*** 1.028***

(0.11) (0.0454) (0.219)

R-squared 0.049 0.026 0.163

N 1,104 864 240

주 1) 자녀 건강충격 여부, 자녀연령, 미성년 자녀수, 연령, 교육수준, 연도더미, 종사상

지위, 이전 기(T-1) 근로소득 등의 변수는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변수로서 생략됨.

+ p<0.1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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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heterogeneous effects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labor supply and health care utilization in economic

perspectives, and is composed of three individual essays, (1)the

difference in health care utilization between self-employed and

wage-and-salary workers, (2)the chang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ccording to the cost sharing reduction policy by population groups,

and (3)the effect of children’s health shocks on their parents’ labor

outcomes.

The first chapter shows that the difference in opportunity costs

between self-employed and permanent wage-and-salary workers is

one of the main factors contributing to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The positive income effect on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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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is shown to be significantly smaller for self-employed than

for wage-and-salary workers. Since working hour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income for self-employed workers, it is more costly for

them to use health care services at the expense of working hours

than for wage-and-salary workers. For similar reasons, even among

wage-and-salary workers, those who lack access to paid leave tend

to reduce their health care utilization as self-employed workers do.

Furthermore, I investigate the changes in patterns of health care

utilization for self-employed workers whose spouses are also

self-employed so that the loss of working hours can be possibly

mitigated, and fin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use

of health care services between those and wage-and-salary workers.

In the second chapter, I investigate the policy effect of the

reduction in health care cost sharing, through the elderly’s dental

implant cost sharing reduction policy. It studies whether the access to

health care has improved due to the cost reduction, as well as the

existence of treatment delays prior to the policy due to the expected

indirect income in the future. Using Korea Health Panel(KHP,

2012-2016) survey data, treatment group(71-74yrs., policy targeted

group) and control group(61-64yrs., who were never in policy

targeted ages) were defined. As a result, difference in

differences(DID) analyses confirmed the hypothesis that the reduction

in healthcare cost sharing increases the healthcare usage. The policy

effects were heterogeneous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groups. The positive effects of the cost sharing reduction policy were

greater for the groups with smaller opportunity cost of time, greater

ability to pay, greater reduction in health care cost after the policy,

higher information accessibility, while the treatment delays appeared

more in groups with less inconvenience costs, and high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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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These results also show that the effect of elderly’s

dental implant policy was greater in the groups with higher health

care accessibility in general, suggesting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policy targeted groups, depending on the policy goals.

The third chapter analyzes the effect of children’s unexpected

health shocks on parents’ labor supply and income. Hospitalization of

more than 3 days in a general hospital or higher was defined as a

health shock, and the effects on parents’ labor outcomes were

estimated by panel difference in differences(DID) method, using

propensity score matched data. When a child experienced a health

shock, the mother’s labor supply and incom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nd this effect was greater for

mothers with non-regular jobs, accompanied with decreased working

months(intensity of labor) and company sizes(quality of workplaces).

The fact that the effects of children’s health shocks were greater for

women was not because the opportunity cost of labor-force exit was

smaller (due to the average of women's jobs or income were low),

but it seems that the effects have appeared due to the difference in

division of labor by gender. As a result of the robustness check, the

greater the intensity or exogeneity of the health shocks, the higher

the negative effects on the parents were, and the effect was still

larger in women than in men.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many

other previous studies which showed the negative effect was greater

for women than men for child care labor in general.

Keywords : Health care utilization, Opportunity cost of time,

Cost sharing reduction policy effect, Children’s health shocks,

Parents’ labor suppl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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