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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은 2018 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3위로

장시간 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들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흡연 등의 건강위해행동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있다.

이 외에도 의료서비스 접근을 제한하여 미충족의료가 발생하면서 질병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장시간근로와 미충족의료 경험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제 6차(2011)~제 9차(2014)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임근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16945 인년(6444 명)이 선정되었고,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

40 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52 시간 초과 60시간 이하, 60 시간 초과의

4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DAG를 통해 최종 선정된 통제변수를

바탕으로 일반화추정방정식을 시행하였으며, 사유별로 근로관련 조건이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녀 각각 13.42%, 17.49%에서 미충족의료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남녀 모두 인구사회학적(나이, 소득분위, 교육수준) 및

근로관련 특성(직종, 근무형태, 고용형태)을 보정하여도 주당 근로시간

증가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남성에서 주

40시간 이하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시간 범주의 증가에 따라

교차비가 1.37(95%CI : 1.17-1.60), 1.43(95%CI : 1.20-1.72),

1.80(95%CI : 1.45-2.23)로 증가하였고 여성에서는 1.18(95%CI :

1.02-1.38), 1.27(95%CI : 1.04-1.56), 2.30(95%CI : 1.78-2.97)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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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이외에 남성에선 연령과 소득분위와 교육수준이, 여성에선

소득분위와 교육수준, 근무형태가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성에서 연령, 소득분위, 고용형태가,

여성에선 소득분위와 교육수준, 고용형태가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당 근로시간의

영향은 없었다. 시간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은 남성에서 주당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영향을 미쳤고 여성에선 주당 근로시간, 근무형태,

고용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근무형태는

남녀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미충족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 결과, 장시간 근로는 시간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근로시간의

실질적 단축, 상병수당 도입, 산업보건제도의 개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임금근로자,장시간 근로,미충족의료 경험

학 번 :2019-2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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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194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인간의 기본권(이하 ‘건강권’)으로 누려야 한다는 헌장을

채택하였고 이를 위해 각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며

접근용이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WHO, 200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도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여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고, 높은

본인부담금이라는 제한점이 있으나 근로자들의 건강권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다만 1997년 외환 위기 및 세계화를 겪으면서 노동

시장이 급변하여 고용불안정성, 임금격차,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처셴화, 2019; 허순임 등, 2009)

미충족의료란 의료적 요구(Medical needs)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주재홍 등, 2020). 이는 초기 적절한 조치의 미흡으로 인한

질병 중증도 악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질병의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어 근로자 건강의 큰

위해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Diamant 등, 2004).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미충족의료를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hendran 등,

2017). 미충족의료의 경험은 개개인의 건강 상태 인식의 4.5%를

감소시키며 삶의 질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Ko 등, 2016). 이에

전세계적으로 미충족의료 발생 요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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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패널, 한국복지패널에서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해당 설문에서 질문은 아래와 같다.

<표 1> 한국의 미충족의료 경험의 조사원 및 내용

지역사회건강조사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 진료9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패널조사 “지난 1년 동안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에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한국복지패널 “최근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한국의료패널 “지난 1년간 병·의원(치과치료, 치과검사 제외)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국민건강영양조사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원 내용

한국의료패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11.4%이며, 이는 2011년의 15.5%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매년 전년도 경험률 대비 평균 6.8%씩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주재홍 등, 2020) 유럽 연합 28개국의 2016년 평균

미충족의료 경험 비율인 2.5%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OECD 등, 2018). 이러한 미충족의료 경험과 관련된 요인은 주로 성별,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있다(Hwang, 2018). 즉, 소득분위 혹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낮은 사람들에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위험이

높았다(김소애 등, 2019; 송경신 등, 2011; 이수진, 2015; 허순임 등,

2016).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의 여러 근로

관련 요인, 특히 근로시간이 미충족의료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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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한국은 2018년 기준 연간근로시간이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3위로, OECD 평균(1,673)에 비하여 연간 294시간 더

근무한다(OECD, 2021). 장시간 근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Allard E. Dembe 등, 2016)과 뇌심혈관계

질환(Kivimäki 등, 2015) 및 정신적으로 우울증, 불안, 수면의 질 악화,

직무 스트레스 등(Bannai 등, 2014) 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피로(J. Park 등, 2001), 업무상 재해 위험(A. E. Dembe 등, 2005) 또한

증가시키고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의 건강위해 행동(Artazcoz 등,

2009; Jang 등, 2013) 을 야기시키며 주관적 건강지표를 악화시켜 삶의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Cho 등, 2015).

이렇듯 장시간 근로는 그 자체로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병가가 보편화되지 않은 국내 실정상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로 인해

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워 미충족의료를 경험하게 되어 부가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픈 근로자들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제공하고 있는 서구선진국과 달리 현재

한국은 상병수당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정혜주 등, 2018). 이에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고

(이승윤 등, 2017), 이는 미충족의료 경험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근무시간 증가에 따라 미충족의료의

경험률이 높아지는 양-반응 관계를 시사한 바 있으나 이는 단면연구를

기반으로 하였기에 인과추정에 한계가 있다(Seok 등,2016).또한

기존의 연구들의 대부분이 국민건강영양조사(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등의 단면

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은 있지만 관측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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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아 장시간근로와 미충족의료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에,국내의 의료 이용에 대해

조사한 대표적인 패널인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KHP)을

이용하여 근로시간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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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1) 미충족의료 경험과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의 관계

김소애 등 (2019)이 2018년 이전에 발간된 국내 미충족 의료 현황

및 영향요인을 분석한 45편의 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미충족 의료에 끼치는 영향요인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구 소득, 경제활동유무, 의료보장 유형,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우울감 유무, 활동제한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일반적

의미의 미충족 의료에 있어서 성인과 노인의 경우 증가세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송경신 등 (2011)이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의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관련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이,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 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율이 증가함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입원서비스 이용시 소득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김진형 (2012)이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2007-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요인 및

의료형평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외래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졌고, 입원의 경우 배우자유무,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졌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외래 및

입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소득수준보다

교육수준이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더욱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송해연 (2015)이 한국의료패널 2011, 2012년의 2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활동 참여의 변화가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했다가 이후 참여하지 못한 경우의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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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 분석해본 결과, 20-30대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40대

이상에서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이수진 (2015)이 한국의료패널 2009, 2011년의 2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가구원의 미충족 의료 경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연령대(65세 기준), 경제활동

참여여부, 주거지역,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변화가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이 중 2개 년도 연속으로 저소득이라 응답했던 군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이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또한 보여주었다.

허순임 등 (2016)이 한국의료패널 2011~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여성),

연령대(45~54세의 중장년층), 학력수준(초등학교 이하), 소득분위(낮은

경우), 건강보험형태(의료급여), 주관적 건강(나쁜 경우)에 따라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달리짐을 보여주었다.

황종남 (2017)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0~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득 수준과 함께 교육상태, 직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미충족의료 불평등의 주요 기여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솔 (2017)이 한국의료패널 2009, 2011, 2012, 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성인 여성의 미충족의료 현황 및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성에 비하여 혼인상태의 있는 여성이 여러 이유로

혼인상태를 벗어난 경우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의료이용 제한 이유를 성별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남성에서는 방문시간의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여성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높아 성별에 따른 미충족의료의

경험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윤호석 (2018)이 한국의료패널 2011-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배우자 유무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 발생 위험을 비교한 결과 여성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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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민간보험 가입여부, 만성질환 유무, 교육수준이 위

관계에 영향을 줌을 보여주었다.

배우리 (2019)가 국민건강영양조시 7기(2016, 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미충족의료 경험 및 사유별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시간적 제한으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고위험 음주, 현재흡연자, 수면시간 부족,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그룹에서 그러할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교차비는

노년층,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 가계소득이 낮은

경우 등에서 높아짐 또한 보여주었다.

민지영 (2021)이 한국의료패널 2012~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만 19세 이상 성인의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유무, 장애유무를

보정하였을 때 모든 년도에서 일관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운동능력이 나쁠 수록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미충족의료 경험과

연관되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유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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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충족의료와 근로 관련 요인

박진수 등 (2015)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0~2012년)를

이용하여 임금 근로자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근무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교대 근무시 주간 근무에 비해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ok 등 (2016)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및 5기(2007~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근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증가하는

양-반응 관계를 밝혀냈다.

장은지 (2016)가 한국의료패널 2012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상용근로자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만성질환 유무, 장애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우 (2018a)가 한국의료패널 2012~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상태가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전체적으론 고용상태별 미충족의료 경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위험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실업자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 등 (2019)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와 미충족의료 경험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미충족의료의 경험률이 더 높았으며,

남성 비정규직에서는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군보다 초과인 군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에선 소득수준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이 차이가 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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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영원 (2019)이 한국의료패널 2011~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과 미충족의료 경험의 관계에 근로형태와 시간,

직종, 근로시간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감소하는 관계가

관찰되었으며, 각 조절요인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처셴화 (2019)가 한국의료패널 2011~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 및 소득 안정성 여부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세린 등 (2020)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5년) 및

제7기(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형태 및 성별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외 근로와 미충족 의료가 아닌 미충족 치과진료경험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문헌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Choi 등 (2019)이 한국의료패널 2010~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미충족 치과진료경험 사이의 관계 및 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및 실업자에서 정규직에 비해

경제적인 사유로 미충족 치과진료를 경험할 위험이 높았으며, 추가로

소득수준에 따라 위험의 큰 차이가 관찰되었다.

H.-E. Lee 등 (2021)이 한국의료패널 2009, 2011~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시간 및 교대근무와 미충족 치과진료경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근로시간이 40-52시간인 군보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군에서 시간이 없어서 미충족 치과진료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할 위험이 증가하였고, 추가로 여성에서는 교대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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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그 위험이 증가하였다. 다만 위 연구는 미충족 의료경험과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 치과진료경험에 대해서만 고찰하였고,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양-반응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듯 근로와 미충족의료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한 대부분의

문헌들은 고용형태 및 종사상 지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다수가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단면자료를 활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연구 결과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 좋으며

잘 설계된 조사이나, 매년 조사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나,

관측되지 않는 내생성을 고려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한 연구들도 대다수가 반복측정자료라는 패널자료의 특징을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 단면연구로 고려하여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시간과 미충족 의료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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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내용

1. 연구 목적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시간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를 분석하고 미충족의료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탐구한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2.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것이며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시간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것이며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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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1.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림 1. 가설 1에 대한 연구모형]

가설 1은 주당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전체적인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을 살펴보는 것으로 남녀 각각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근무시간 범주의 증가에 따른 전체적인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를 산출한다. 이 때 성별, 연령대,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종, 고용형태, 근무형태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보정한다.

연구가설 2.경제적,시간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것이며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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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설 2에 대한 연구모형]

가설 2은 주당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을 살펴보는 것으로 남녀 각각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근무시간 범주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를 각각 산출한다.

이 때 성별, 연령대,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종, 고용형태, 근무형태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보정하며, 이 중 직종, 고용형태, 근무형태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연구가설 3. 시간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것이며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림 3. 가설 3에 대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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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은 주당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시간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을 살펴보는 것으로 남녀 각각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근무시간 범주의 증가에

따른 시간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를 각각 산출한다.

이 때 성별, 연령대,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종, 고용형태, 근무형태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보정하며, 이 중 직종, 고용형태, 근무형태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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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원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1기의 제6차(2011년)~제9차(2014년)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과 국민건강보험공단(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하는 패널조사로 의료이용형태와 의료비 지출 규모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패널은 2008년의 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반기별 혹은 매년 진행되었으며, 2018년에 총 13차를 끝으로 1기

한국의료패널 조사가 종료되었다.

1기 한국의료패널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전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1단계로 표본조사구(집락)를 추출하고,

2단계에서는 표본조사구 내 표본가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2단계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원표본 기준 총 24,616명(7,866가구)이 조사되었다.

2012년에 패널가구 탈락을 보완하기 위해 6,454명(2,222가구)을

추가하였으며, 2014년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약 62.2%이다. 또한 매년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건강위해행동, 정신건강, 활동제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며 이 중 근로조건에 대한 부가조사는

제6차(2011년)~제9차(2014년)에만 실시하였기에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자료원이라 사료된다. 또한 추가표본은 2014년부터

시행하였기 때문에 패널자료의 장점을 살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외하여 원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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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

연구대상은 제6차(2011년)~제9차(2014년) 원표본 자료에서 만

19세 이상이며 해당 기간 내에 임금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본 연구의 주변수인 주당 근로시간 혹은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를 미기입한 사람을 제외하였고, 그 외 주요

통제요인(연령, 소득분위, 교육수준, 근무형태, 직종, 종사상지위 등)을

미기입한 사람도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는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이므로 의료서비스이용 요구를 전제로 한다. 이에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였다.

선정 결과, 최종 연구대상은 16945인년이 선정되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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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는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을 미충족의료 경험군으로 정의한다.

미충족 의료 경험사유는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지난 1년간, 필요한 병의원 진료나 검사를 받지 못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경제적 이유

(치료비용이 너무 많아서)’라고 응답한 군을 경제적 사유군, ‘방문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군을 시간적 사유군, 그 외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웠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증세가 경미해서’, ‘어디로 가야할 지 잘

몰라서(정보 부족)’, ‘빠른 시일내에 예약이 되지 않아서’, ‘나(또는

가족)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없어서’, ‘기타’로 응답한 군을

기타 사유군으로 분류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노동시간은 전해년도 말기준 ‘OOO(가구원

이름)님께서는 직장(일)에서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잔업/야근을

포함하여 얼마나 됩니까?’ 에 응답한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 52시간 미만, 52시간 초과

60시간 이하, 60시간 초과로 나누어 분석한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 고찰 결과,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유무가 있었으며, 근로 관련 요인으론 근무시간,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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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 통제변수는 방향무순환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이하 DAG)를 이용하여 선정한다. DAG는 관찰연구(Observation

study)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란요인(Confounder)을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Greenland, 1999). 전통적인 역학연구에서 교란변수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수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2)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어야 하며,

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경로에 있으면 안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만

살펴보기 때문에 통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힘들어 어느 두

변수의 공통 효과(common effect) 관계에 있는 변수(collider)를

보정하게 되어 조건적인 연관성(conditional association)이 형성되어

오히려 결과가 교란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보정할 필요가 없는

변수마저 보정하게 되어 필요이상으로 과보정(overadjustment)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Suttorp 등, 2015).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DAG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알려진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살펴보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최소한이지만 충분한 통제변수(a minimal sufficient

adjustment set; MSAS)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적용하기 위해 Textor 등 (2011)이 개발한

DAGitty를 이용하였다.

DAG를 적용하기 위해선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가능한 공변량을

선택한 후, 이들 사이의 관계를 발생순서에 따라 일방향으로 표기한다.

이 때, 특정한 변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변수를 부모 변수라 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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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그 결과가 되는 변수를 자식 변수라 칭한다(Shrier 등, 2008).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한 가능한 공변량은 성별, 나이, 소득수준,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만성질환유무, 주관적건강상태, 민감보험가입여부,

직종, 고용형태, 근무형태이며 이들 사이의 관계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본 연구에서 추정한 공변량 사이의 관계>

장시간노동 à 만성질환유무, 배우자유무, 주관적건강상태

근무형태 à 장시간노동, 미충족의료

고용형태 à 장시간노동, 미충족의료, 소득

직종 à 장시간노동, 미충족의료, 소득

민간보험 à 미충족의료

주관적건강상태 à 미충족의료, 민간보험

만성질환유무 à 미충족의료, 주관적건강상태

배우자유무 à 미충족의료

교육수준 à
장시간노동, 미충족의료, 소득, 직종, 고용형태,

근무형태.

소득 à 장시간노동, 미충족의료

성별 à 장시간노동, 미충족의료, 교육수준, 소득

나이 à 장시간노동, 미충족의료, 교육수준, 소득, 만성질환유무

부모 변수 à 자식 변수

위와 같은 관계를 통해 도출한 DAG는 아래의 [그림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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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본 연구에서 채택한 Directed acyclic graph 모형]

만성질환유무, 배우자유무, 주관적건강상태, 민간보험 소유여부는

인과경로(Casual pathway)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통제변수는 성별, 나이, 소득분위, 교육수준, 고용형태, 직종,

근무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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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변수에 대한 정의 및 코딩 내용>

소득분위 연간 가구 총소득(총 근로소득 + 총 자산소독)을 실제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1분위(최소)~5분위(최대)로 구분하여 계산한 값.

1. 1분위

2. 2분위

나이 개인의 연령집단 1. 19세~29세

2. 30세~39세

3. 40세~49세

4. 50세~64세

5. 65세 이상

통제변수 성별 개인의 성별 1. 남자

2. 여자

독립변수

장시간노동 Q. OOO(가구원 이름)님께서는 직장(일)에서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잔업/야근을 포함하여 얼마나 됩니까?

1주 ___________ 시간

0. 40시간 이하

1.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3. 52시간 초과 60시간 이하

4. 60시간 초과

미충족의료

사유

Q. 지난 1년간, 필요한 병의원 진료나 검사를 받지 못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⑤ 증세가 경미해서 ⑩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⑨ 나(또는 가족)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없어서

③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웠음

⑧ 빠른 시일내에 예약이 되지 않아서

②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⑦ 방문 시간이 없어서

① 경제적 이유 (치료비용이 너무 많아서) ⑥ 어디로 가야할 지 잘 몰라서 (정보 부족)

1. 경제적 이유(①)

2. 시간적 이유(⑦)

3. 기타 이유(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⑩)

종속변수

미충족의료 Q.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치과치료, 치과검사 제외

0. 아니오, 받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1. 예,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

변수명 내용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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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Q. OOO(가구원 이름)님께서는 주로 주간(오전 6시 ~ 저녁 6시 사이)에 일하십니까? 혹은 다른 시간대에

일하십니까?

① 주로 주간에 일한다

② 다른 시간대에도 일한다

1. 주간근무(①)

2. 교대근무(②)

고용형태 Q. OOO(가구원 이름)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0. 정규직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0. 정규직(0., ①)

1. 비정규직(②, ③)

직종 Q. OOO(가구원 이름)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직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1. 사무직 2. 서비스직 3. 생산직

1. 사무직

2. 서비스직

3. 생산직

교육수준 Q. OOO(응답자 이름)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혹은 다니고 계십니까?

16. 초등 6학년 33. 고등 3학년 46. 대학 6학년

15. 초등 5학년 32. 고등 2학년 45. 대학 5학년

14. 초등 4학년 31. 고등 1학년 44. 대학 4학년

13. 초등 3학년 23. 중등 3학년 43. 대학 3학년

12. 초등 2학년 22. 중등 2학년 42. 대학 2학년 52. 대학원 박사

11. 초등 1학년 21. 중등 1학년 41. 대학 1학년 51. 대학원 석사

1. 중졸 이하(11~23)

2. 고졸(31~33)

3. 대졸 이상(41~52)

3. 3분위

4. 4분위

5. 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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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연도별로 기술한 뒤, 성별에 따른 특성과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을 진행한다.

이후 성별 및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따른 특성을 기술통계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확인한다.

본 연구는 개인간의 시간에 의해 변화지 않는 관측되지 않는

차이(time-invarient, unobservable difference)를 제거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사용한다. 다만 반복 측정 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같은

연구대상자의 반복 관찰값은 관찰값 사이의 서로 상관성이 존재하므로

잔차가 독립이며 정규분포를 해야 한다는 가정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에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을

통하여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일반화추정방정식은 Liang 등 (1986)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는 동일한

대상자 대상으로 매년 반복 측정한 패널자료의 인과모형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객체내 공분산구조(within-subject covariance

structure)에 대해 가정하여 인구집단 평균모형(population-average

model)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별 관측 횟수가 다르거나 관측

간격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 내 관찰 값들에 대한 상관관계는 동일하지 않고

독립적이거나 교환 가능한 경우도 아니다. 관측시점의 간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가상관행렬로 Autoregressive Matrix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선 장시간 근로는 미충족의료 경험에

장기적인 영향보단 단시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여, 동일년도

기준으로 장시간 근로와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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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녀로 층화한 뒤, DAG를 이용하여 선택된 공변량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대, 소득분위, 교육수준을 보정하여 Model I,

여기에 근로 관련 특성인 직종, 근무형태, 고용형태를 추가 보정하여

Model II를 산출하여 근로시간별 미충족의료 경험률을 각각 비교한다.

이후 미충족의료 경험사유별로 각각 층화하여 사유별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추가로 분석한다. 통계분석은 SAS 9.4 (SAS Inc.,

Cary, NC, USA)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다.

log (
Pit

1 − Pit

)  = β1∙ 근로시간 범주 it+β2∙ 인구사회학적 특성 it+β3∙ 근로관련 특성 it+ μi+ ϵit 

(Pit= 미충족의료 경험의 확률)

(ϵit= 오차항)

(μi= 관측되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불변하지 않는 특성)

본 연구는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면제(IRB No.E2105/001-

00를 받은 후,연구를 진행하였다.



26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도별 인구사회학적 및 노동관련 특성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연도별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으며, 연령대는 65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64세, 40대순으로 많았다. 소득분위는 5분위, 4분

위, 3분위, 2분위, 1분위 순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순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가 가장 많았고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60시간 이하, 60시간 초과 순으로 점점 감소하는 형

태를 띄었다. 직종은 전체적으로 생산직이 가장 많았고 사무직, 서비스직

이 그 뒤를 이었다. 근무형태는 주간근무가 더 많았고, 교대근무는 약

11% 정도를 차지하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더 많았으나 비정규직과

비율이 비슷하였다. 미충족의료 여부는 2011년의 16.02%, 2012년의

15.37%, 2013년의 16.44%, 2014년의 12.84%로 증감여부를 명확히 확

인하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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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자의 연도별 인구사회학적 및 근로관련 특성(N(%))

근무형태

생산직 2009(44.58) 1941(44.40) 1826(44.34) 1746(44.22)

서비스직 774(17.17) 765(17.50) 700(17.00) 692(17.53)

사무직 1724(38.25) 1666(38.11) 1592(38.66) 1510(38.25)

직종

60> 427(9.47) 346(7.91) 329(7.99) 297(7.52)

53-60 776(17.22) 723(16.54) 568(13.79) 534(13.53)

41-52 1430(31.73) 1322(30.24) 1276(30.99) 1201(30.42)

≤40 1874(41.58) 1981(45.31) 1945(47.23) 1916(48.53)

주당 근로시간

근로 관련 특성

대졸 이상 2008(44.55) 1972(45.11) 1904(46.24) 1844(46.71)

고졸 1609(35.70) 1597(36.53) 1475(35.82) 1396(35.36)

중졸 이하 890(19.75) 803(18.37) 739(17.95) 708(17.93)

교육수준

Q5 1347(29.89) 1314(30.05) 1219(29.60) 1216(30.80)

Q4 1187(26.34) 1149(26.28) 1154(28.02) 1078(27.30)

Q3 1039(23.05) 992(22.69) 937(22.75) 887(22.47)

Q2 690(15.31) 703(16.08) 603(14.64) 575(14.56)

Q1 244(5.41) 214(4.89) 205(4.98) 192(4.86)

소득분위

65세 이상 292(6.48) 323(7.39) 326(7.92) 383(9.70)

50-64 1211(26.87) 1180(26.99) 1151(27.95) 1106(28.01)

40-49 1390(30.84) 1361(31.13) 1267(30.77) 1209(30.62)

30-39 1099(24.38) 997(22.80) 898(21.81) 816(20.67)

19-29 515(11.43) 511(11.69) 476(11.56) 434(10.99)

연령

여 1970(43.71) 1913(43.76) 1828(44.39) 1750(44.33)

남 2537(56.29) 2459(56.24) 2290(55.61) 2198(55.67)

성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2011년
(N=4507)

2012년
(N=4372)

2013년
(N=4118)

2014년
(N=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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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722(16.02) 672(15.37) 677(16.44) 507(12.84)

없음 3785(83.98) 3700(84.63) 3441(83.56) 3441(87.16)

미충족의료

비정규직 2137(47.42) 2155(49.29) 2027(49.22) 1961(49.67)

정규직 2370(52.58) 2217(50.71) 2091(50.78) 1987(50.33)

고용형태

교대근무 507(11.25) 501(11.46) 467(11.34) 436(11.04)

주간근무 4000(88.75) 3871(88.54) 3651(88.66) 3512(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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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및 근로관련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대는 남성

8.16%, 여성 15.57%로 여성에서 많았고 30대, 40대, 50-64세, 65세 이

상의 비율은 남성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분위는 여성

에서 1분위, 2분위의 비율이 각각 6.94%, 15.56%로 남성의 3.55%,

14.87%보다 높았고, 3분위, 4분위, 5분위의 비율은 남성에서 각각

23.45%, 27.82%, 30.31%이고 여성에서 21.86%, 25.87%, 29.77%이었

으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의 비율은 남성에서 35.33%, 여성에서 36.54%로 비슷

하였으나 여성에서 중졸 이하의 비율이 24.31%, 남성에서 13.98%이며

여성에서 대졸 이상의 비율이 39.15%, 남성에서 50.69%로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당 근로시간은 남성에서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60시간 이하, 60시간 초과의 비율이 각각 37.04%,

33.26%, 19.02%, 10.68%로 여성의 56.33%, 27.81%, 10.68%, 5.17%과

비교하여 살펴봤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주당 근로시간이 긴 것이 확인된

다. 남성과 여성에서 사무직의 비율은 각각 36.35%, 40.81%로 비슷했으

며 서비스직의 비율은 여성이 25.98%로 남성의 10.47%보다 높았으며,

생산직의 비율은 남성이 53.18%로 여성의 33.21%보다 높았다. 근무형

태는 남녀 모두 주간근무의 비율이 높았고, 남성에서 교대근무의 비율이

13.60%로 여성의 8.32%보다 높아 남성에서 야간근무, 교대근무자의 비

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형태상 정규직의 비율은 남성

에서 61.42%, 여성에서 38.06%로 남성에서 정규직의 비율이 더 높았으

며, 비정규직의 비율은 반대로 남녀 각각 38.58%, 61.94%로 여성에서

더 높았다. 미충족의료 경험여부의 비율은 남성에서 13.42%, 여성에서

17.49%으로 여성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적으로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및 근로관련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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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및 근로관련 특성

있음 1273(13.42) 1305(17.49)

없음 8211(86.58) 6156(82.51)

미충족의료 <.0001

비정규직 3659(38.58) 4621(61.94)

정규직 5825(61.42) 2840(38.06)

고용형태 <.0001

교대근무 1290(13.60) 621(8.32)

주간근무 8194(86.40) 6840(91.68)

근무형태 <.0001

생산직 5044(53.18) 2478(33.21)

서비스직 993(10.47) 1938(25.98)

사무직 3447(36.35) 3045(40.81)

직종 <.0001

60> 1013(10.68) 386(5.17)

53-60 1804(19.02) 797(10.68)

41-52 3154(33.26) 2075(27.81)

≤40 3513(37.04) 4203(56.33)

주당 근로시간 <.0001

근로관련 특성

대졸 이상 4807(50.69) 2921(39.15)

고졸 3351(35.33) 2726(36.54)

중졸 이하 1326(13.98) 1814(24.31)

교육수준 <.0001

Q5 2875(30.31) 2221(29.77)

Q4 2638(27.82) 1930(25.87)

Q3 2224(23.45) 1631(21.86)

Q2 1410(14.87) 1161(15.56)

Q1 337(3.55) 518(6.94)

소득분위 <.0001

65세 이상 775(8.17) 549(7.36)

50-64 2636(27.79) 2012(26.97)

40-49 3052(32.18) 2175(29.15)

30-39 2247(23.69) 1563(20.95)

19-29 774(8.16) 1162(15.57)

연령 <.0001

인구사회학적 특성

남 여
변수

성별
p-value∫

∫카이제곱 검정 결과



31

성별별로 미충족의료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및 근로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6>와 같다. 남성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경우의 연령대는 40대, 50-64세, 30대, 65세 이상, 20대 순으

로 많았으나 여성에서는 20대, 30대, 40대, 50-64세, 65세 이상 순으로

많아 여성에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 모두 소득분위가 5분위, 4분위, 3분위, 2분

위, 1분위 순으로 감소할 때 미충족의료 경험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된

다. 교육수준 또한 남녀 모두에서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 순으로 낮

아질수록 미충족의료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의 비율 또한 남녀 모두 근로

시간이 증가할 때(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순) 미충족의료 경험의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며, 여성에서 그 비율이 15.56%, 17.45%, 20.08%, 33.42%

로 남성의 10.76%, 14.17%, 14.80%, 17.87%로 더 높았다. 직종별로 살

펴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순으로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근무형태별로 봤을 때 남성에서는 주

간근무와 교대근무의 미충족의료 경험비율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

으나, 여성에서는 주간근무보단 교대근무에서 미충족의료 경험비율이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 고용형태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정규

직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미충족의료 경험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다.

<표 6> 성별별로 미충족의료 경험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및 근로관련 특성

40-49 2615 437 1797 378

30-39
1943
(86.47)

304
(13.53)

1320
(84.45)

243
(15.55)

19-29
702

(90.70)
72
(9.30)

997
(85.8)

165
(14.02)

연령 0.004 <.000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미충족의료
p-value∫

미충족의료
p-value∫

변수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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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3110

(85.00)

549

(15.00)

3769

(81.56)

852

(18.44)

정규직
5101
(87.57)

724
(12.43)

2387
(84.05)

453
(15.95)

고용형태 0.0003 0.006

교대근무
1115
(86.43)

175
(13.57)

480
(77.29)

141
(22.71)

주간근무
7096
(86.60)

1098
(13.40)

5676
(82.98)

1164
(17.02)

근무형태 0.871 0.0004

생산직
4302
(85.29)

742
(14.71)

1984
(80.06)

494
(19.94)

서비스직
857

(86.30)

136

(13.70)

1569

(80.96)

369

(19.04)

사무직
3052

(88.54)

395

(11.46)

2603

(85.48)

442

(14.52)

직종 <.0001 <.0001

60>
832

(82.13)

181

(17.87)

257

(66.58)

129

(33.42)

53-60
1537
(85.2)

267
(14.80)

637
(79.92)

160
(20.08)

41-52
2707
(85.83)

447
(14.17)

1713
(82.55)

362
(17.45)

≤40
3135
(89.24)

378
(10.76)

3549
(84.44)

654
(15.56)

주당 근로시간 <.0001 <.0001

근로관련 특성

대졸 이상
4223
(87.85)

584
(12.15)

2501
(85.62)

420
(14.38)

고졸
2887
(86.15)

464
(13.85)

2245
(82.36)

481
(17.64)

중졸 이하
1101

(83.03)

225

(16.97)

1410

(77.73)

404

(22.27)

교육수준 <.0001 <.0001

Q5
2553

(88.80)

322

(11.20)

1879

(84.6)

342

(15.40)

Q4
2300

(87.19)

338

(12.81)

1608

(83.32)

322

(16.68)

Q3
1915
(86.11)

309
(13.89)

1355
(83.08)

276
(16.92)

Q2
1187
(84.18)

223
(15.82)

921
(79.33)

240
(20.67)

Q1
256

(75.96)
81

(24.04)
393

(75.87)
125

(24.13)

소득분위 <.0001 <.0001

65세 이상
682

(88.00)
93

(12.00)
431

(78.51)
118

(21.49)

50-64
2269

(86.08)

367

(13.92)

1611

(80.07)

401

(19.93)

(85.68) (14.32) (82.62) (17.38)



33

2. 성별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사이의 관

계

남성에서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7>와 같다. 남성에서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모형 1의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군에 비하여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인

군에서 교차비가 1.34[95%CI : 1.14-1.56], 52시간 초과 60시간 이하인

군에서 1.44[95%CI : 1.21-1.71], 60시간 초과인 군에서 1.80[95%CI :

1.47-2.20]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나이, 소득분위, 교육수준)을

보정하여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모형

2의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군에 비하여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인 군에서 교차비가 1.37[95%CI : 1.17-1.60], 52 시간

초과 60시간 이하인 군에서 1.44[95%CI : 1.20-1.72], 60 시간 초과인

군에서 1.79[95%CI : 1.46-2.19]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20대에 비하여 30대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1.52[95%CI : 1.13-2.06], 40 대에서

1.58[95%CI : 1.17-2.13], 50-64 세에서 1.47[95%CI : 1.07-2.02]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5분위에

비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나, 2 분위의

교차비 1.35[95%CI : 1.10-1.66], 1 분위의 2.39[95%CI : 1.74-3.30]

외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군에

비해 고졸에서의 교차비가 1.38[95%CI : 1.09-1.76]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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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나이, 소득분위, 교육수준)과

근로관련 특성(직종, 근무형태, 고용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모형 3의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군에 비하여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인 군에서 교차비가 1.37[95%CI : 1.17-1.60], 52 시간 초과

60시간 이하인 군에서 1.43[95%CI : 1.20-1.72], 60 시간 초과인

군에서 1.80[95%CI : 1.45-2.2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20대에 비하여 30대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1.58[95%CI : 1.17-2.15], 40 대에서

1.64[95%CI : 1.21-2.24], 50-64 세에서 1.52[95%CI : 1.10-2.10]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5분위에

비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나, 2 분위에서

교차비 1.28[95%CI : 1.03-1.59], 1 분위에서 2.23[95%CI : 1.60-3.09]

외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군에 비해

고졸에서의 교차비가 1.30[95%CI : 1.01-1.69]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직의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1.09[95%CI :

0.85-1.39], 생산직에서 1.07[95%CI : 0.89-1.28]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간근무에 비해 교대근무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0.94[95%CI : 0.78-1.14]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교차비가 1.11[95%CI :

0.96-1.29]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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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남성에서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사이의 관계 (GEE model)

근무형태 주간근무 1

생산직 1.07 0.89 - 1.28

서비스직 1.09 0.85 - 1.39직종

사무직 1

근로관련 특성

대졸 이상 1 1

고졸 1.03 0.87 - 1.22 0.99 0.83 - 1.19교육수준

중졸 이하 1.38 1.09 - 1.76 1.30 1.01 - 1.69

Q5 1 1

Q4 1.11 0.93 - 1.33 1.09 0.91 - 1.30

Q3 1.19 0.99 - 1.44 1.15 0.95 - 1.40

Q2 1.35 1.10 - 1.66 1.28 1.03 - 1.59

소득분위

Q1 2.39 1.74 - 3.30 2.23 1.60 - 3.09

65 세 이상 0.98 0.66 - 1.45 1.00 0.67 - 1.49

50-64 1.47 1.07 - 2.02 1.52 1.10 - 2.10

40-49 1.58 1.17 - 2.13 1.64 1.21 - 2.24

30-39 1.52 1.13 - 2.06 1.58 1.17 - 2.15

나이

19-29 1 1

인구사회학적 특징

60> 1.80 1.47 - 2.20 1.79 1.46 - 2.19 1.80 1.45 - 2.23

53-60 1.44 1.21 - 1.71 1.44 1.20 - 1.72 1.43 1.20 - 1.72

41-52 1.34 1.14 - 1.56 1.37 1.17 - 1.60 1.37 1.17 - 1.60주당
근로시간

≤40 1 1 1

OR 95% CI OR 95% CI OR 95% CI
요인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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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11 0.96 - 1.29
고용형태

정규직 1

교대근무 0.94 0.78 - 1.14

OR = 오즈비(Odds Ratio)

95%CI =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 보정하지 않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소득분위, 교육수준)에 대해 보정함.
*** 모형2에 추가적으로 근로관련 특성(직종, 근무형태, 고용형태)에 대해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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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서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8>와 같다. 여성에서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당 근로시

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모형 1의 결과, 주당 근로

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군에 비하여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인 군에서

교차비가 1.16[95%CI : 1.00-1.34], 52시간 초과 60시간 이하인 군에서

1.30[95%CI : 1.07-1.59], 60시간 초과인 군에서 2.57[95%CI : 2.01-

3.30]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나이, 소득분위, 교육수준)을 보정하

여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모형 2의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군에 비하여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인 군에서 교차비가 1.19[95%CI : 1.03-1.38], 52시간 초과 60시간

이하인 군에서 1.30[95%CI : 1.06-1.59], 60시간 초과인 군에서

2.42[95%CI : 1.88-3.12]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근

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

찰되었다. 또한 20대에 비하여 30대, 40대, 50-64세, 65세 이상에서 미

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각각 1.11, 1.14, 1.11, 1.15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분위를 살펴보았을 때 5분위에 비해 1

분위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1.41[95%CI : 1.07-1.85]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미충족의료의 경험이 증

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고, 중졸 이하에서 대졸 이상에 비해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1.39[95%CI : 1.07-1.79]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나이, 소득분위, 교육수준)과 근로관

련 특성(직종, 근무형태, 고용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주당 근로시간과 미

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모형 3의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군에 비하여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인 군에서 교차비

가 1.18[95%CI : 1.02-1.38], 52시간 초과 60시간 이하인 군에서

1.27[95%CI : 1.04-1.56], 60시간 초과인 군에서 2.30[95%CI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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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20대

에 비하여 30대, 40대, 50-64세, 65세 이상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

비가 각각 1.14, 1.16, 1.12, 1.18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분위를 살펴보았을 때 5분위에 비해 1분위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1.41[95%CI : 1.07-1.86]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미충족의료의 경험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

고, 중졸 이하에서 대졸 이상에 비해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1.35[95%CI : 1.02-1.79]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

직의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1.10[95%CI : 0.90-1.35], 생산직에서

1.06[95%CI : 0.86-1.31]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과 다르게 주간근무에 비해 교대근무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

가 1.30[95%CI : 1.04-1.63]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

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교차비가 0.97[95%CI : 0.83-1.13]로 감소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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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여성에서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사이의 관계 (GEE model)

근무형태 주간근무 1

생산직 1.06 0.86 - 1.31

서비스직 1.10 0.90 - 1.35직종

사무직 1

근로관련 조건

대졸 이상 1 1

고졸 1.13 0.94 - 1.36 1.09 0.89 - 1.33교육수준

중졸 이하 1.39 1.07 - 1.79 1.35 1.02 - 1.79

Q5 1 1

Q4 1.03 0.86 - 1.24 1.03 0.86 - 1.24

Q3 0.99 0.82 - 1.20 0.99 0.81 - 1.20

Q2 1.18 0.96 - 1.46 1.18 0.95 - 1.45

소득분위

Q1 1.41 1.07 - 1.85 1.41 1.07 - 1.86

65 세 이상 1.15 0.81 - 1.65 1.18 0.83 - 1.69

50-64 1.11 0.85 - 1.46 1.12 0.85 - 1.47

40-49 1.14 0.90 - 1.45 1.16 0.91 - 1.48

30-39 1.11 0.88 - 1.41 1.14 0.90 - 1.45

나이

19-29 1 1

인구사회학적 특징

60> 2.57 2.01 - 3.30 2.42 1.88 - 3.12 2.30 1.78 - 2.97

53-60 1.30 1.07 - 1.59 1.30 1.06 - 1.59 1.27 1.04 - 1.56

41-52 1.16 1.00 - 1.34 1.19 1.03 - 1.38 1.18 1.02 - 1.38주당
근로시간

≤40 1 1 1

OR 95% CI OR 95% CI OR 95% CI
요인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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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0.97 0.83 - 1.13
고용형태

정규직 1

교대근무 1.30 1.04 - 1.63

OR = 오즈비(Odds Ratio)

95%CI =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 보정하지 않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소득분위, 교육수준)에 대해 보정함.
*** 모형2에 추가적으로 근로관련 특성(직종, 근무형태, 고용형태)에 대해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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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 및 미충족의료 사유별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

의료 사이의 관계

남성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사유별로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

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남성에서 경제적 사

유로 인하여 미충족의료를 경험하게 되는 교차비는 20대에 비해 30대가

2.70[95%CI : 1.20-6.06], 40대가 2.68[95%CI : 1.19-6.04], 50-64세가

3.48[95%CI : 1.55-7.48]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2.00[95%CI : 0.84-4.79]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소득분위에 따른 교차비는 5분위에 비해 4분위에서 2.55[95%CI : 1.50-

4.33], 3분위에서 3.72[95%CI : 2.18-6.37], 2분위에서 4.61[95%CI :

2.65-8.01], 1분위에서 13.00[95%CI : 6.99-24.16]으로 유의하게 상승하

였고,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

차비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대

졸 이상에 비하여 고졸인 경우의 교차비가 1.21[95%CI : 0.81-1.80], 중

졸 이하의 경우 1.61[95%CI : 0.98-2.64]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진 않았다.

직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서 서비스직

에 종사할 때 경제적인 사유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0.93[95%CI : 0.51-1.71]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생산직에 종사할 때 교차비가 1.19[95%CI : 0.77-1.85]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진 않았다. 근무형태별로 봤을 때 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 비해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교차비가 1.27[95%CI : 0.86-1.88]으로 증가하였

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비해 비정규직으로 응답한 경우 교차비가 1.69[95%CI : 1.23-2.32]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른 교차비의 유의한 변화

는 관찰되지 않았다.

남성에서 시간적 사유로 인하여 미충족의료를 경험하게 되는 교차비

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군에 비하여 40시간 초과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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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군에서 교차비가 1.51[95%CI : 1.20-1.91], 52시간초과 60시간

이하인 군에서 1.73[95%CI : 1.33-2.26], 60시간 초과인 군에서

3.01[95%CI : 2.25-4.02]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근

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

찰되었다. 또한 연령대별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는 20대에 비하여

40대에서 1.55[95%CI : 1.03-2.33]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30대,

50-64세, 65세 이상의 경우 증감의 변화가 유의하진 않았다. 소득분위에

따른 교차비 또한 5분위에 비해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교차비는 대졸 이상에 비해

중졸 이하에서 1.28[95%CI : 0.86-1.90]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진 않

았다.

직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서비스직,

생산직에 종사할 때 시간적인 사유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각각

1.00[95%CI : 0.72-1.40], 0.90[95%CI : 0.70-1.16]로 감소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무형태별로 봤을 때 주간근무를 하는 군에

비해 교대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는 군에서 교차비가 0.62[95%CI : 0.46-

0.83]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교차비가

0.92[95%CI : 0.74-1.14]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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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남성에서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유와의 관계 (GEE model)

생산직 1.19 0.77 - 1.85 0.90 0.70 - 1.16 1.41 1.05 - 1.90

서비스직 0.93 0.51 - 1.71 1.00 0.72 - 1.40 1.43 0.97 - 2.11직종

사무직 1 1 1

근로관련 조건

대졸 이상 1 1 1

고졸 1.21 0.81 - 1.80 1.00 0.77 - 1.30 0.91 0.69 - 1.18교육수준

중졸 이하 1.61 0.98 - 2.64 1.28 0.86 - 1.90 1.15 0.78 - 1.70

Q5 1 1 1

Q4 2.55 1.50 - 4.33 1.06 0.84 - 1.35 0.89 0.67 - 1.18

Q3 3.72 2.18 - 6.37 0.97 0.75 - 1.26 0.95 0.70 - 1.29

Q2 4.61 2.65 - 8.01 0.99 0.73 - 1.35 1.05 0.75 - 1.48

소득분위

Q1 13.00 6.99 - 24.16 1.11 0.65 - 1.89 1.16 0.64 - 2.07

65 세 이상 2.00 0.84 - 4.79 0.67 0.36 - 1.24 1.15 0.61 - 2.17

50-64 3.48 1.55 - 7.82 1.09 0.70 - 1.70 1.56 0.92 - 2.65

40-49 2.68 1.19 - 6.04 1.55 1.03 - 2.33 1.50 0.90 - 2.48

30-39 2.70 1.20 - 6.06 1.43 0.96 - 2.13 1.49 0.90 - 2.48

나이

19-29 1 1 1

인구사회학적 특징

60> 0.99 0.62 - 1.56 3.01 2.25 - 4.02 1.09 0.74 - 1.60

53-60 1.33 0.93 - 1.90 1.73 1.33 - 2.26 1.15 0.86 - 1.55

41-52 1.15 0.83 - 1.59 1.51 1.20 - 1.91 1.38 1.08 - 1.77주당
근로시간

≤40 1 1 1

OR* 95% CI OR* 95% CI OR* 95% CI
요인구분

경제적 사유 시간적 사유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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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69 1.23 - 2.32 0.92 0.74 - 1.14 1.08 0.85 - 1.37
고용형태

정규직 1 1 1

교대근무 1.27 0.86 - 1.88 0.62 0.46 - 0.83 1.29 0.97 - 1.72
근무형태

주간근무 1 1 1

OR = 오즈비(Odds Ratio)

95%CI =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소득분위, 교육수준) 및 근로관련 특성(직종, 근무형태, 고용형태)에 대해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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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서 미충족의료 경험사유별로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10>와 같다. 여성에서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미충족의료를 경험하게 되는 교차비는 20대에 비해

30대, 40 대, 50-64 세, 65 세 이상에서 각각 1.11, 1.29, 1.45, 1.83 로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소득분위에 따른 교차비는 5분위에 비해 4분위에서 1.83[95%CI :

1.12-2.97], 3 분위에서 2.33[95%CI : 1.46-3.73], 2 분위에서

3.34[95%CI : 2.05-5.44], 1 분위가 6.43[95%CI : 3.81-10.84]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대졸 이상에 비하여 고졸인 경우의 교차비가

1.24[95%CI : 0.80-1.93]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중졸 이하의 경우 1.83[95%CI : 1.04-3.20]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직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서

서비스직, 생산직에 종사할 때 경제적인 사유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각각 1.38[95%CI : 0.88-2.15], 1.23[95%CI : 0.77-1.95]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무형태별로 봤을 때

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 비해 교대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

교차비가 1.27[95%CI : 0.83-1.93]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비해 비정규직으로 응답한 경우

교차비가 1.59[95%CI : 1.11-2.29]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른 교차비의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여성에서 시간적 사유로 인하여 미충족의료를 경험하게 되는

교차비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군에 비하여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인 군에서 교차비가 1.47[95%CI : 1.19-1.80], 52 시간초과

60시간 이하인 군에서 1.65[95%CI : 1.25-2.16], 60 시간 초과인 군에서

3.73[95%CI : 2.70-5.17]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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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연령대별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는 30대,

40 대에서 증가하였다가 50-64 세, 65 세 이상에서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소득분위에 따른 교차비

또한 5분위에 비해 4분위, 3 분위, 2 분위, 1 분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나 이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교차비는 대졸 이상에 비해 고졸, 중졸 이하에서 각각

1.13[95%CI : 0.86-1.48], 1.35[95%CI : 0.92-1.99]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진 않았다.

직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서비스직에

종사할 때 시간적인 사유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0.98[95%CI :

0.74-1.29]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고, 생산직에

종사할 때의 교차비 또한 1.17[95%CI : 0.88-1.54]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근무형태별로 봤을 때 주간근무를 하는 군에 비해

교대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는 군에서 교차비가 1.35[95%CI : 1.02-

1.79]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교차비가

0.74[95%CI : 0.60-0.91]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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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여성에서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유와의 관계 (GEE model)

생산직 1.23 0.77 - 1.95 1.17 0.88 - 1.54 0.86 0.60 - 1.24

서비스직 1.38 0.88 - 2.15 0.98 0.74 - 1.29 1.16 0.83 - 1.61직종

사무직 1 1 1

근로관련 조건

대졸 이상 1 1 1

고졸 1.24 0.80 - 1.93 1.13 0.86 - 1.48 0.97 0.69 - 1.36교육수준

중졸 이하 1.83 1.04 - 3.20 1.35 0.92 - 1.99 0.93 0.56 - 1.54

Q5 1 1 1

Q4 1.83 1.12 - 2.97 1.02 0.80 - 1.29 0.86 0.63 - 1.16

Q3 2.33 1.46 - 3.73 0.96 0.74 - 1.26 0.70 0.50 - 0.98

Q2 3.34 2.05 - 5.44 0.90 0.67 - 1.21 0.97 0.68 - 1.39

소득분위

Q1 6.43 3.81 - 10.84 0.59 0.35 - 1.01 0.56 0.31 – 1.00

65 세 이상 1.83 0.92 - 3.64 0.57 0.32 - 1.02 1.23 0.65 - 2.32

50-64 1.45 0.78 - 2.67 0.93 0.64 - 1.33 1.27 0.81 - 2.01

40-49 1.29 0.74 - 2.25 1.14 0.83 - 1.56 1.13 0.76 - 1.69

30-39 1.11 0.61 – 2.00 1.07 0.79 - 1.46 1.30 0.88 - 1.93

나이

19-29 1 1 1

인구사회학적 특징

60> 1.50 0.94 - 2.40 3.73 2.70 - 5.17 1.44 0.87 - 2.38

53-60 1.10 0.74 - 1.63 1.65 1.25 - 2.16 0.98 0.67 - 1.42

41-52 0.96 0.72 - 1.28 1.47 1.19 - 1.80 1.00 0.77 - 1.29주당
근로시간

≤40 1 1 1

OR* 95% CI OR* 95% CI OR* 95% CI
요인구분

경제적 사유 시간적 사유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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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59 1.11 - 2.29 0.74 0.60 - 0.91 1.23 0.94 - 1.61
고용형태

정규직 1 1 1

교대근무 1.27 0.83 - 1.93 1.35 1.02 - 1.79 1.23 0.83 - 1.81
근무형태

주간근무 1 1 1

OR = 오즈비(Odds Ratio)

95%CI =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소득분위, 교육수준) 및 근로관련 특성(직종, 근무형태, 고용형태)에 대해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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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1기의 제6차(2011)~제9차(2014)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유별로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요인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남성에서는 13.42%가, 여성에서는 17.49%가

연구기간내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60시간 이하, 60시간 초과로 구분하였을 때 남성에서 37.04%, 33.26%,

19.02%, 10.68%이었으며 여성에서 55.33%, 27.81%, 10.68%,

5.17%으로 확인되었다. 남녀 모두 인구사회학적(나이, 소득분위,

교육수준) 및 근로관련 특성(직종, 근무형태, 고용형태)을 보정하여도

주당 근로시간 증가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사유별로 살펴보았을 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에는

남성에선 연령, 소득분위, 고용형태가, 여성에선 소득분위와 교육수준,

고용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시간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에는 남성에선 주당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영향을

미쳤고 여성에선 주당 근로시간, 근무형태, 고용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 증가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의 영향은 주로

시간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근로시간과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박진수 등 (2015), Seok 등 (2016), Ha

등 (2019), 최수인 (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원에 찾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미충족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 50시간

이상, 즉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오전 9시에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게 되는데, 한국의 병원은 대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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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에 진료를 마감하기에 방문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장시간 근로가 그 자체로의 건강위해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시켜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대상자를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4년의 경우 65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패널가구의 고령화 및 탈락, 의료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본 자료만으론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순 없었다. 이에 2014년 자료를 제외하고 2011년부터 2013년의 총

3개년도 응답건수 12,997인년에 대해 성별별로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별첨1.]의 결과, 여전히 남녀

모두에서 여러 통제변수들을 보정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 증가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 위험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중졸 이하인 경우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는 황종남 (2017), 장은지

(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낮으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B. C. Ahn 등, 2010; Kim 등, 2015; 황종남, 2017).

남녀 모두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미충족의료를 경험하게 될 교차비가

증가하였고, 사유별로 분석해본 결과 이는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충족의료 경험의 확률이 높은 것 또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진형, 2012; 서영원, 2019; 송경신 등, 2011;

송해연, 2015; 이솔, 2017; 황종남, 2017). 이는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2011년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63.0%로 OECD 대비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현재도 비슷한

결과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 위험을 야기하며,

김수진 (2018)에 의하면 2011년 기준 4.25%의 가구에서 재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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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경험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그 발생이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승윤 등 (2017)에 의하면 질병으로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와 다르게 이러한 손실분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손민성 등,

2019), 이러한 예상된 소득손실분은 소득 분위가 낮은 경우에 더욱 더

가계에 영향을 주어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에선 20대에 비해 30-

64세의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이 증가하였는데, 해당 연령은

생산가능인구로 위와 같은 기전에 의해 나타난 효과로 사료된다.

근로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남녀 모두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경제적인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은지 (2016), 최재우 (2018b), Ha

등 (2019), 우세린 등 (202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1년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5,289원이나 비정규직은 9,372원으로

정규직의 6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각각 22,193원, 15,472원으로 그 격차가 69.7%로 줄었으나

이는 비정규직 중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계로

해석에 유의를 요한다① . 실질 가처분소득을 유추해볼 수 있는 월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정규직 3,612천원, 비정규직

1,643천원으로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약 5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 이렇듯 상당한 수준의 임금차이로 인해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도 유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18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병가(상병휴가) 도입률은 59.5%인 반면, 비정규직

① 고용노동부 통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2019.
② 고용노동부 통계.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실태 현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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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18.7%로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김근주 등, 2020). 이렇듯 비정규직의 경우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실직을 경험하게 되고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겪는다(이승윤 등, 2017). 상병수당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험은 결국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게 되어 미충족의료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무조건은

매우 상이하다고 알려져 있다(김유선, 2014). 이에 본 남성 정규직

근로자를 사업장 규모별(5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본 [별첨2.]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고령 근로자가 더 많았으며 소득분위는

낮고 주당 근로시간은 긴 편이었다. 또한 미충족의료 경험의 비율도

유의하게 높았는데, 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시간대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남성에서 교대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엔 시간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감소하나, 여성에선 반대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남성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간에 병원을 찾아갈 시간을 낼 수

있으나, 여성에선 그렇지 못함을 시사한다. 여성의 경우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 시간대에 추가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종사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2014년 맞벌이가구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통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하루 41분, 여성의 경우 193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시간이 약 4.7배 더 긴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사분담률로 살펴봤을 때 남성의 경우 16.5%로 OECD 최하위권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9년 통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하루 54분,

여성의 경우 187분으로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으나 현재까지도

여성이 남성보다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이 133분 더 길었다③ . 성별에

③ 통계청-생활시간조사. 혼인상태별 및 맞벌이상태별 가사노동시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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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미충족의료 경험 사유를 살펴본 [별첨3.]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미충족의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0위인 반면 여성의 경우 5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에서 육아에 대한

부담 또한 의료서비스 접근의 제한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여성에선 남성과 다르게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 정규직에 비해

시간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할 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우세린 등 (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우세린 등

(2020)은 이를 정규직 기혼 여성의 효과로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선

추가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별첨4.]. 이는 통계청에서 남녀

비정규직에서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한 결과 남성에선 기간제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여성에선 시간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과 맥을 함께한다. 우명숙 (2011)에 따르면,

현재의 과잉노동사회는 남성들로 하여금 일중심적 구조를 강화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육아를 위해 장시간 근무를 회피하도록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비정규직 시간제 여성 근로자 의 연령대별

미충족 의료 경험여부 및 그 사유를 살펴본 [별첨 5.]의 결과, 육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30-40대에서 시간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비율이 낮으며, 오히려 기타 사유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손영미 등 (2015)은 근로활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가정이 생기면 일-가정

양립을 지키기 위해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렇듯 전통적인 가족개념 또한 위와 같은

경로로 성별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를 낳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선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41-52시간, 53-60시간,

60시간 초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및

산재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계질병 판정기준을 차용한 결과이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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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주당 근로시간을 30시간 이하, 31-40시간, 41-52시간, 52시간

초과로 분류하여 대상군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별첨6.]과 같다.

여기서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인 군을 살펴보면 고령의 여성이 많고

교육수준과 소득분위가 낮으며,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충족의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7%로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외 다른 요인으로 인해 미충족의료 경험비율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하며 추후 해당 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주당

30시간 이하 근로자를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 [별첨7.]을 살펴보면, 여전히 남녀 모두에서 여러

통제변수들을 보정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 증가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

위험이 증가하며, 양-반응 관계를 시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미충족의료 경험 횟수별로 특징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또한 살펴보았다. 미충족의료 경험을 2회 이하 경험했다는 군과 3회

이상 경험했다는 군을 비교한 [별첨8.] 결과, 3회 이상 경험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유의하게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주당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는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지속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8년 2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최대 주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였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허용하여 최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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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7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장될

계획이다. 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료되나, 실제로 법이 그 의도대로

현실에 잘 집행될지에 대해선 여러 우려가 있다. 최근 전국의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④ , 응답자의

51%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주 52시간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3.2%를 차지하였다. 또한 8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 ‘일이 바쁘니까’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7%에 달하여 단순한 근로시간의 제한만으론

장시간 근로를 줄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도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응답한 수가 남녀 각각 10.68%, 5.17%인 것을

고려해보면, 해당 정책이 잘못 적용되면 오히려 공식적으로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비공식적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김정경, 2015). 그리고 위의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사업체 규모별 업무상질병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21.3% ⑤ 를

차지하였고, 이는 전체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대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14.3% ⑥ 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고위험 사업장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된 건만 고려된 통계자료로 실제

질병발생건수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영향 및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5인 미만

④ 직장갑질 119의 설문조사 결과(2020). 전국의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 비례배분

방법으로 표본을 설계하였다.
⑤ 2011년 총 업무상질병 발생자 수는 7,247명이고,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서 발생한 수는 1,595명이다.
⑥ 2011년 사업체 규모별로 봤을 때 전체 직원의 수는 14,362,372명이고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2,054,2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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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경우 그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위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장시간 근로의 건강 위해의 기전 중 하나로

신체를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설명하는데(Jansen 등, 2003),

여기서 근로시간은 단축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휴식이 늘어남으로 인해 심리적신체적 피로를 해소시키며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김승택, 2019). 신한얼 등(2019)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 검진을 받을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외래 서비스 이용 또한 증가하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T. Ahn (2016)의 연구에 의하면 근로시간의 감소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흡연율이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Berniell (2012)의 연구 또한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흡연, 음주, 비활동의

확률이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J. Lee 등 (2016) 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1시간 감소할 때마다 재해율이 약 8%씩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는 노동생산성을 악화시키는 한편

(D. W. Lee 등, 2020), 근로시간 감축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점(Y.

Park 등, 2017)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근로시간 감축은 미충족의료

경험률의 감소를 넘어 다양한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19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산업보건의 선임의무가 사라졌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의 비율은

2010년 기준 약 3.8%로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편이다(정혜선, 2010).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5]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마저 없기에 소규모

사업장은 미충족의료 경험에 더 취약할 것으로 생각된다. Pe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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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의 연구에 의하면 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중대기업에 근무할

때에 비해 미충족의료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주영수

(2019)는 산업보건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상기

제도의 확대는 사업장 내 미충족의료 경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연구는 횡단면 자료(cross-

sectional study)가 아닌 패널 자료(panel study)를 이용하여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시간에 따라

불변하진 않으며 설문조사의 한계상 관측이 불가능한 요소를 제어하여

좀 더 분명하게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DAG를 이용하여 공변량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선

DAG를 통해 최소한이지만 충분한 통제변수(MSAS)를 도출하였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추정값의 차이를 보여주진 못하였으나

역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수행된 것으로 사료된다[별첨9.]. 셋째,

성별에 따라 분류하여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관련 조건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성별에 따라 근로관련 조건이 미충족의료

경험에 미치는 차이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변수로 사용한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는 주관적인 지표로 설문대상자의 주관적

의료서비스 필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다만 Allin 등 (2010)과

Cavalieri (2013)에 의하면 미충족의료 여부를 평가할 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전문가의 임상적인 평가에 뒤지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둘째, 의료서비스 필요에 질병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가장 빈발하는 상기도 감염부터 암 등의 중증질환까지 질병에 따라

의료서비스 필요의 정도는 각기 상이하다. 다만 중증질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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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홍기명, 2016) 이 경우

근로시간이 미충족의료 경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임금근로자 외 영세 자영업자 등 장시간 근로를 할

우려가 큰 종사상 지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2018년 기준 취업자 대비 25.4%로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편이며,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근주, 2019). 종사상

지위로 ‘고용주 및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라고 응답한 건들의 특징을

임금종사자와 비교한 [별첨10.]을 살펴보면 이들도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자료원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의료패널 자료는 가구별 의료이용 및 소비를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해당 자료로 근로관련 설문이 부족하여 엄밀하게 자영업자만을 분리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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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2011~2014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관계를 고찰해본 결과, 남녀 모두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시간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에는 남녀 모두 소득분위와

고용형태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및

법정유급병가, 상병수당의 부재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시간적인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에는 남녀 모두 근무형태가

영향을 미치나, 그 방향이 다르다. 이는 여성에선 주당 근로시간 외에

가사노동 및 육아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로 여성에선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 경우 미충족의료 경험의 위험이

낮았는데, 이는 여성 비정규직에선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위의 가사노동 및 육아의 부담과 맥을 같이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점차 주당 근로시간이 짧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장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미충족의료 경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질병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근로시간 감축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법정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산업보건의 등의 제도 도입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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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별첨1. 2011-2013년 응답자 대상으로 수행한 성별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관계(N=12,997인년)

60> 1.86 1.46 - 2.35 2.15 1.62 - 2.85

53-60 1.57 1.28 - 1.92 1.21 0.97 - 1.52

41-52 1.47 1.23 - 1.76 1.18 1.00 - 1.39
주당 근로시간

≤40 1 1

OR* 95% CI OR* 95% CI
요인구분

남성 여성

OR = 오즈비(Odds Ratio)

95% CI =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소득분위, 교육수준) 및 근로관련 특성(직종, 근무형태, 고용형

태)에 대해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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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 규모별 인구사회학적 및 근로 관련

특징

있음 17(5.03) 82(4.51) 75(4.68) 67(4.23)

없음 321(94.97) 1736(95.49) 1526(95.32) 1518(95.77)

미충족의료 경험 - 기타 사유
0.8920

있음 24(6.96) 160(8.44) 115(7.01) 100(6.18)

없음 321(93.04) 1736(91.56) 1526(92.99) 1518(93.82)

미충족의료 경험 - 시간적인 사유 0.0745

있음 12(3.60) 35(1.98) 24(1.55) 13(0.85)

없음 321(96.4) 1736(98.02) 1526(98.45) 1518(99.15)

미충족의료 경험 - 경제적인 사유 0.0015

있음 53(14.17) 277(13.76) 214(12.30) 180(10.60)

없음 321(85.83) 1736(86.24) 1526(87.70) 1518(89.40)

미충족의료 경험 - 전체 0.0227

60> 61(16.31) 201(9.99) 177(10.17) 89(5.24)

53-60 97(25.94) 406(20.17) 330(18.97) 279(16.43)

41-52 119(31.82) 744(36.96) 598(34.37) 631(37.16)

≤40 97(25.94) 662(32.89) 635(36.49) 699(41.17)

주당 근로시간 <0.0001

Q5 65(17.38) 586(29.11) 683(39.25) 1000(58.89)

Q4 92(24.60) 654(32.49) 585(33.62) 471(27.74)

Q3 128(34.22) 515(25.58) 354(20.34) 193(11.37)

Q2 84(22.46) 240(11.92) 109(6.26) 32(1.88)

Q1 5(1.34) 18(0.89) 9(0.52) 2(0.12)

소득분위 <0.0001

65세 이상 26(6.95) 70(3.48) 34(1.95) 11(0.65)

50-64 88(23.53) 473(23.50) 419(24.08) 427(25.15)

40-49 130(34.76) 753(37.41) 595(34.20) 720(42.40)

30-39 104(27.81) 567(28.17) 565(32.47) 448(26.38)

19-29 26(6.95) 150(7.45) 127(7.30) 92(5.42)

연령 <0.0001

1-4 5-49 50-299 300≥
변수

사업장 규모
p-value*

* 카이제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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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성별에 따른 미충족의료 사유 순위

⑩ 기타 4 4

⑨ 나(또는 가족)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없어서 8 9

⑧ 빠른 시일내에 예약이 되지 않아서 7 8

⑦ 방문 시간이 없어서 1 1

⑥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5 6

⑤ 증세가 경미해서 2 3

④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10 5

③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9 10

②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5 6

① 경제적 이유 3 2

미충족 의료 사유 남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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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여성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시간제근로자의 비율

비정규직 3843 83.16 778 16.84

정규직 2806 98.80 34 1.20

<.0001

N % N %
고용형태

전일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p-value

* 독립변수인 노동시간 설문에서 ‘1) 전일제 근로의 경우’에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 독립변수인 노동시간 설문에서 ‘2) 시간제 근로의 경우’에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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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여성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에서 연령대에 따른 시간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N=682인년)

기타
사유

5(5.49) 12(9.52) 14(6.45) 14(6.51) 4(3.10)

시간적

사유
9(9.89) 4(3.17) 11(5.07) 12(5.58) 1(0.78)

경제적
사유

6(6.59) 3(2.38) 10(4.61) 17(7.91) 24(18.60)

사유별 분석

있음 20(21.98) 19(15.08) 35(16.13) 43(20.00) 29(22.48)

없음 71(78.02) 107(84.92) 182(83.87) 172(80.00) 100(77.52)

미충족 의료 경험

19-29

(n=94)

30-39

(n=135)

40-49

(n=230)

50-64

(n=223)

65세 이상

(n=130)

변수

연령대

* 카이제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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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6. 주당 근로시간(30시간 이하, 31-40시간, 41-52시간, 53시간

초과)에 따른 대상군별 특징

있음 356(17.43) 676(11.91) 809(15.47) 737(18.43)

없음 1686(82.57) 4998(88.09) 4420(84.53) 3263(81.58)

미충족의료 경험여부 <.0001

비정규직 1829(89.57) 2367(41.72) 2135(40.83) 1949(48.73)

정규직 213(10.43) 3307(58.28) 3094(59.17) 2051(51.28)

고용형태 <.0001

교대근무 173(8.47) 383(6.75) 503(9.62) 852(21.30)

주간근무 1869(91.53) 5291(93.25) 4726(90.38) 3148(78.70)

근무형태 <.0001

생산직 1090(53.38) 1881(33.15) 2303(44.04) 2248(56.2)

서비스직 503(24.63) 815(14.36) 757(14.48) 856(21.4)

사무직 449(21.99) 2978(52.49) 2169(41.48) 896(22.4)

직종 <.0001

근로관련 특성

대졸 이상 612(29.97) 3044(53.65) 2598(49.68) 1474(36.85)

고졸 656(32.13) 1849(32.59) 1839(35.17) 1733(43.33)

중졸 이하 774(37.90) 781(13.76) 792(15.15) 793(19.83)

교육수준 <.0001

Q5 330(16.16) 2071(36.5) 1702(32.55) 993(24.83)

Q4 425(20.81) 1592(28.06) 1497(28.63) 1054(26.35)

Q3 481(23.56) 1158(20.41) 1146(21.92) 1070(26.75)

Q2 469(22.97) 647(11.40) 713(13.64) 742(18.55)

Q1 337(16.50) 206(3.63) 171(3.27) 141(3.53)

소득분위 <.0001

65세 이상 460(22.53) 292(5.15) 269(5.14) 303(7.58)

50-64 668(32.71) 1513(26.67) 1394(26.66) 1073(26.83)

40-49 479(23.46) 1832(32.29) 1612(30.83) 1304(32.6)

30-39 271(13.27) 1352(23.83) 1265(24.19) 922(23.05)

19-29 164(8.03) 685(12.07) 689(13.18) 398(9.95)

연령 <.0001

여성 1382(67.68) 2821(49.72) 2075(39.68) 1183(29.58)

남성 660(32.32) 2853(50.28) 3154(60.32) 2817(70.43)

성별 <.0001

인구사회학적 특성

≤30 31-40 41-52 53>
변수

주당 근로시간
p-value*

* 카이제곱 검정 결과

별첨7. 성별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과 미충족의료 경험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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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30시간 이하인 대상자를 제외, N=15,498인년)

60> 1.85 1.48 - 2.31 2.38 1.83 - 3.09

53-60 1.49 1.23 - 1.80 1.31 1.06 - 1.62

41-52 1.42 1.21 - 1.68 1.21 1.04 - 1.42
주당 근로시간

31-40 1 1

OR* 95% CI OR* 95% CI
요인구분

남성 여성

OR = 오즈비(Odds Ratio)

95% CI =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소득분위, 교육수준) 및 근로관련 특성(직종, 근무형태, 고용형
태)에 대해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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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8. 미충족의료 경험횟수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징

비정규직 2711(50.74) 273(56.52)

정규직 2632(49.26) 210(43.48)

고용형태 0.0149

교대근무 606(11.34) 57(11.80)

주간근무 4737(88.66) 426(88.20)

근무형태 0.7608

생산직 2566(48.03) 237(49.07)

서비스직 955(17.87) 106(21.95)

사무직 1822(34.10) 140(28.99)

직종 0.0226

60> 505(9.45) 68(14.08)

53-60 867(16.23) 80(16.56)

41-52 1689(31.61) 140(28.99)

≤40 2282(42.71) 195(40.37)

주당 근로시간 0.0106

근로관련 특성

대졸 이상 2194(41.06) 150(31.06)

고졸 1956(36.61) 209(43.27)

중졸 이하 1193(22.33) 124(25.67)

교육수준 <.0001

Q5 1497(28.02) 110(22.77)

Q4 1363(25.51) 122(25.26)

Q3 1196(22.38) 119(24.64)

Q2 944(17.67) 90(18.63)

Q1 343(6.42) 42(8.70)

소득분위 0.0580

65세 이상 409(7.65) 34(7.04)

50-64 1595(29.85) 158(32.71)

40-49 1780(33.31) 164(33.95)

30-39 1107(20.72) 89(18.43)

19-29 452(8.46) 38(7.87)

연령 0.5922

여성 2561(47.93) 258(53.42)

남성 2782(52.07) 225(46.58)

성별 0.0209

인구사회학적 특성

2회 이하 3회 이상
변수

미충족의료 경험횟수
p-value*

* 카이제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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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9. DAG를 통해 산출한 공변량과 선행연구의 공변량의 비교

60> 2.30 1.78 - 2.97 2.30 1.78 - 2.99

53-60 1.27 1.04 - 1.56 1.25 1.03 - 1.53

41-52 1.18 1.02 - 1.38 1.19 1.02 - 1.38
여성

≤40 1 1

60> 1.80 1.45 - 2.23 1.76 1.41 - 2.18

53-60 1.43 1.20 - 1.72 1.43 1.19 - 1.72

41-52 1.37 1.17 - 1.60 1.35 1.16 - 1.59
남성

≤40 1 1

OR 95% CI OR 95% CI
성별

주당

근로시간

모형 2* 모형 3**

*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소득분위, 교육수준) 및 근로관련 특성(직종, 근무형태, 고용형

태)에 대해 보정함(DAG 모형).
** 모형2에 추가적으로 배우자유무, 주관적건강상태, 만성질환유무, 민간보험가입여부를
보정함(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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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0.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근로 관련 특징

교대근무 1911(11.27) 696(7.50)

주간근무 15041(88.73) 8585(92.50)

근무형태 <0.0001

생산직 7527(44.40) 5534(59.63)

서비스직 2931(17.29) 2547(27.44)

사무직 6494(38.31) 1200(12.93)

직종 <0.0001

60> 1399(8.25) 1421(15.31)

53-60 2602(15.35) 1703(18.35)

41-52 5230(30.85) 1909(20.57)

≤40 7721(45.55) 4248(45.77)

주당 근로시간 <0.0001

근로관련 특성

대졸 이상 7730(45.60) 2100(22.63)

고졸 6080(35.87) 2895(31.19)

중졸 이하 3142(18.53) 4286(46.18)

교육수준 <0.0001

Q5 5099(30.08) 1874(20.19)

Q4 4569(26.95) 1940(20.90)

Q3 3856(22.75) 2017(21.73)

Q2 2571(15.17) 2006(21.61)

Q1 857(5.06) 1444(15.56)

소득분위 <0.0001

65세 이상 1324(7.81) 2773(29.88)

50-64 4650(27.43) 3424(36.89)

40-49 5229(30.85) 2165(23.33)

30-39 3813(22.49) 808(8.71)

19-29 1936(11.42) 111(1.20)

연령 <0.0001

여 7464(44.03) 4025(43.37)

남 9488(55.97) 5256(56.63)

성별 0.3014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금근로자
(N=16942)

고용주, 자영업, 무

급가족종사자
(N=9281)

변수

종사상 지위

p-value*

* 카이제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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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long working hours

on unmet medical need
:Using data from the Korean Health Panel

Jihun So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8, Korea ranked third among OECD countries with annual working

hours, and long working hours is prevalent in our society. These long working

hours is known to increase the risk of chronic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and

diabetes, cerebral cardiovascular disease, mental illness such as depression, and

health-related behaviors such as smoking.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it

may contribute to the worsening of the disease as unmet medical needs occurs by

restricting access to medical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 working hours and experience of unmet medical needs

using data from the Korean Health Pane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working hours per week on unmet

medical needs for wage workers aged 19 or older, using data from the 6th (2011) to

9th (2014) of the Korean Health Panel. Working hours per week were classified

into 4 groups: 40 hours or less, over 40 hours and 52 hours or less, over 52 hours

and 60 hours or less, and over 60 hours. After that, a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covariates finally selected through DAG,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unmet medical needs by work-related conditions for

each reason were analyzed.

13.42% and 17.49% of men and women, respectively, answered that they

experienced unmet medical needs, and both men and women reported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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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rs per week increase unmet medical needs significantly even if the

demographic factor (e.g., age, income quintile, education level) and work-related

characteristics (e.g., occupation, shiftwork, employment type) were adjusted. After

stratification for gender, compared 40 hours or less, the odds ratio increased to 1.37,

1.43, and 1.80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working hours category for men,

and 1.18, 1.27, and 2.30 for wome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age, income

quintile and education level for men, and income quintile, education level, and

work type for women affected unmet medical needs.

When investigated by reason, it was found that age, income quintile,

employment type in men, and income quintile, education level, and employment

type in women influenced unmet medical needs due to economic reasons, and there

was no effect of working hours per week. As for the unmet medical needs due to

time reasons, it was found that working hours per week and shiftwork influenced

men, and working hours per week, shiftwork, and employment type influenced

women. Here, it appears that shift affects the unmet medical needs in different

directions in men and women.

As a result of this study, long working hours were found to increase the risk of

unmet medical needs due to time reasons. To reduce thi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ffectively shorten working hours, introduce sickness allowance, and reorganize

the occupational health system.

Keywords : wage workers, long working hours, unmet medic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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