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조     경     남





건강보험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지도  정  우  진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7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조     경     남



조경남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2년  7월   일



감사의 글

마음속에 심은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내딛다 보니 오늘의 기쁨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

분을 열정하나로 채워가며 생활했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이제 이 한편

의 논문으로 대신하고 마감하려 합니다. 밤늦은 시간 강의를 마치고 캠퍼스

를 나설 때면 가슴 벅찬 희열로 힘든 줄 몰랐던 시간들이 이제 다시는 돌아

오지 못할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했던 오래된 꿈을 실현시킨 

이 시간 또 다시 새로운 꿈을 마음속에 심어보려 합니다. 그동안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향상의 슬로프가 가파르기를 기대하시며 논문

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열정을 다하여 지도해 주신 정우진 교수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무모하게 해보겠다는 의지하나만으로 시작한 이 논문이 교수

님의 지도가 아니었다면 태어나지 못했을 것임을 잘 압니다. 낮은 자가 되

어 끝임 없이 인내하고 노력하라고 하신 가르침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

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좀 더 나은 논문이 되도록 세

심하게 지도를 해주신 조은교수님, 논문의 기본적인 것부터 세심한 부분까

지 지적해 주시며 늘 격려해주신 이선미 박사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대학원 생활이 보다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넉넉한 성품으로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주신 박은철 교수님, 논문작성에 가장 핵심이 되는 통계를 우

리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신 남정모 교수님께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진학의 꿈을 말씀드렸을 때 격려해 주시며 꿈을 펼칠 수 있도

록 학문의 기회를 열어주신 이수태 본부장님께 무안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지켜봐주시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

끼지 않으시는 송영수 지사장님, 자칫하면 안일함으로 보냈을 대학원 생활

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신 형성원 실장님, 학교선

배님으로써 학교생활의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주신 홍갑표 지사장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며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쏟

아주신 정해선 부장님, 어려울 때마다 멘토 역할을 담당해주시는 백운국 부

장님과 문광자 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하려 할 때마다 파이팅

을 외쳐주시며 희망을 주신 김노을 선생님, 논문을 쓰는 한 학기 동안 크고 

작은 고민들을 함께 했던 이광인 선생님과 이별님 선생님, 선생님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

다. 몸이 아파 우리와 함께하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하며 할 수 있음을 감사

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준 이정아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동기 선생님들, 좋

은 선배가 되어주지 못했음에도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후배 정

희숙, 강라원, 강승진, 김동수 선생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시며 한발 한발 나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박수를 

보내 주시는 사랑하는 시부모님, 살아계셨으면 누구보다 대견스러워 하시며 

오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랑하셨을 가슴 찡한 그리움이 가득한 아버지, 늦

게 시작한 신앙생활이지만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

는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며 가족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랑하는 남

편, 박종훈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초년생으로 오늘도 자신

의 몫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사

랑을 전합니다.

2012년 7월

조 경 남 올림



- i -

차  례

국문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Ⅱ. 문 헌 고 찰 ····································································································6

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자격 및 부과체계 현황 ···········································6

가. 자격변동 ·······································································································6

나. 보험료 부과체계 ·························································································8

나. 부과체계의 문제점 ···················································································11

2. 주요 외국의 건강보험 자격 및 부과체계 현황과 시사점 ·····················16

가. 독일 ·············································································································16

나. 일본 ·············································································································19

다. 대만 ·············································································································21

라. 시사점 ·········································································································24

3.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

Ⅲ. 연 구 방 법 ··································································································31

1. 연구설계 ···········································································································31

2. 연구 대상 및 자료 ·························································································33



- ii -

3. 변수의 구분 및 정의 ·····················································································35

4. 연구가설 ···········································································································39

5. 분석 방법 ·········································································································41

Ⅳ. 연구결과 ·······································································································43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3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분석 ···································46

가. 외래방문일수 ·····························································································46

나. 입원경험여부 ·····························································································49

3. 연구대상자의 직역변동과 의료이용변화 관련요인 분석 ·······················52

가. 외래방문일수 ·····························································································53

나. 입원경험여부 ·····························································································57

Ⅴ. 고찰 ···················································································································61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61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65

Ⅵ. 결론 ···················································································································71

참고 문헌 ···············································································································73

ABSTRACT ·················································································································76



- iii -

표  차  례

표 1. 연간자격변동현황 ·····························································································7

표 2. 지역보험료 산정방법 ·····················································································9

표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현황 ·············································································10

표 4.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별 현황 ·····················································14

표 5.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20

표 6. 대만 보험료 분담률 ·······················································································22

표 7. 대만 보험료 산정방식 ···················································································23

표 8.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논문의 연구방법 ···················30

표 9. 변수의 정의 ·····································································································38

표 10.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4

표 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의 변화 ···················47

표 1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원경험여부의 변화 ···················50

표 13. 연구대상자의 직역변동과 외래방문일수의 변화 관련요인 ·················55

표 14. 연구대상자의 직역변동과 입원경험여부의 변화 관련요인 ·················59

그 림 차 례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틀 ······················································································ 32

그림 2 연구대상자의 선정 ···················································································· 34



- iv -

국문요약

건강보험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2011년 말 현재 49,299천명으로 연간 

53,187건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직역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역변

동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는 물론, 현저하게 차이나는 보험

료 부담의 문제, 고용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양상의 차이 등 많은 변화가 발

생하고 있어 건강보험제도 개선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건강보험부과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직역변동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격차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

을 뿐이며, 어떤 요인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 또한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강보험 직역변동으로 인하여 어떻게 의

료이용이 변화되는지, 어떠한 요인이 의료이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

펴보고 이의 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2010년도 자격내역 및 보험급여내역자

료를 활용하여, 2010년 6월 기준 1개월 동안 직역변동이 발생하고, 직역변동 

전․후 6개월간 직역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 중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

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건강보험공단 

자료 중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공통된 변수를 선정한 후, 기술분석과 카이제

곱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AS version 9.1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대상이 된 157,792명 중 외래방문일수가 증가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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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74,946명으로 47.5%에 해당되며, 입원경험여부의 증가자는 1,367명으로 

0.87%를 차지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직역변동유형별로는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된 사람에 비하여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사람의 

외래방문일수의 교차비는 0.806이고, 입원경험여부 교차비는 1.476이었다. 성

별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입원경험여부 교차비가 0.893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경험여부 교차비가 증가하였다. 거주지

별로는 서울에 비하여 충청북도의 외래방문일수 교차비가 1.086이고, 입원경

험여부는 광주의 교차비가 1.522이었다. 장애판정유무에서는 장애가 없는 사

람에 비하여 있는 사람의 외래방문일수 교차비는 0.943이고, 입원경험여부 

교차비는 2.176이었다. 만성질환 수는 없는 사람에 비하여 3개 이상 질환자

의 외래방문일수 교차비가 1.116이었다.

이 연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

화를 연구한 국내 첫 연구로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되는 사람에 비

하여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사람이 외래방문일수는 증가할 확률

이 낮고, 입원경험여부는 증가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성, 연령, 가족

수, 거주지, 장애등급판정 유무, 만성질환 수 등과 의료이용변화와의 관련성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이원화되어있

는 부과체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현실적이고 국민수용성이 높은 제

도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피부양자 문제와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문제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직역변동과 의료이용 변화와의 관련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규명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이 연구가 

향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

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이 되는 말 : 의료이용변화, 외래방문일수, 입원경험 여부, 부과체계, 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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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자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로 구분되고, 지역가

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모든 사업장의 근

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또한 직장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자매 중 직

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건강보험공단 내부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 말 현재 국민건강보험 가입 

전체대상자 49,299천명 중 지역가입자는 16,043천명(32.55%), 직장가입자는 

13,397천명(27.17%), 직장피부양자는 19,859천명(40.28%)이며, 이중 임의계속

가입자1)는 39천명으로 전체대상자의 0.08%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직장가입자에서 상실, 취득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변동

된 건은 연간 20,453천 건이 되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 및 상

실신고 건은 연간 32,735건으로, 지역 및 직장가입자 총 직역변동은 연간 

53,187건이 되며, 약 20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신영석 등,

2007)

이러한 직역변동으로 인하여 보험료 부담비율이 달라져, 가입자와 사용자

1)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

격이 변동된 자로써 본인이 임의계속가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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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각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던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본

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 연령과 전세대

원의 재산, 소득 합산부과로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산정은 세대원수와 무관하다. 또한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은 보험료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피부양자 중에는 재산 등 일정한 소득이 

있어 실제 부양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있어 사회적 문

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직장보험료는 단지 임금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지역가

입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산 부과하므로 평균적으

로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높게 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 경우 재산과 소득이 많은 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2008년의 경우 직장에서 지역으

로 이동시 본인부담기준 평균보험료가 4만6천원에서 5만9천원으로 증가하였

으며,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가 평균 6만1천원에서 4만1천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수 등, 2010). 이와 같이 직장가입자에서 지

역으로 변동되면 대부분 수입이 전무하며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기본적인 

지출은 변동이 없으나 보험료부담이 오히려 상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

며,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주된 민원 대상이기도 하다.

의료이용은 건강상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며, 소득이 낮은 계층의 건강상태는 대체적으로 악화되고 

있고(이용재 등, 2011), 경제적 이유로 인한 사전예방이나 질병 방치 등이  

일반층 보다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태일 등, 2007).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지만, 소득이 높은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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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장률은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여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결국 보

장률의 차이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국민건강보

험공단, 2011), 여전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접근성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층의 의료이용은 소득

보다는 고용형태에 따라 의료이용에 변화를 가져오고 입원이용에 있어서는 

기회비용이 발생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이혜재 등, 2009), 저소득층에서

는 의료비 부담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제약이 일반층 보다는 크

고, 일반층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고용상태로 인한 제약이 저소득층보

다는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지역가입자

는 연간평균 입원이 2,435일, 직장가입자는 1,957일로 지역가입자가 477일이 

많게 나타난 반면, 외래는 지역가입자가 15,802일, 직장가입자는 16,731일로 

직장가입자가 928일이 많으며, 이에 따라 약제처방 건수도 직장가입자는 

9,703건, 지역가입자는 9,062건으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640건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직역간 의료이용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국

민건강보험공단, 2011).

이와 같이 직역변동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와 보험료 부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며, 고용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의료이용 행태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제도 개

선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강보험

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일원화를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

나(차흥봉 등, 1998; 노인철 등, 1999; 최병호 등, 2001; 백운국․김진수,

2002; 차흥봉 등, 2004; 이용갑 등, 2006; 신영석 등, 2007; 신형준 등, 2008;

김진수 등, 2010), 이들 연구에서도 직역변동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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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의 차이를 분석하거나(김진구, 2011; 김태일 등, 2007; 이용재, 2011), 성별요

인을 분석하였고(전경숙 등, 2010),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연구 또한 노인

이나 소아를 대상으로 한 특정 연령층이나(황라일 등, 2007) 특정지역에 국

한된 연구가 대부분이고 건강보험 직역별 의료이용 관련연구는 손문락의 연

구가 유일하다 할 것이다(손문락, 2005). 그러나 손문락의 연구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서지사에 소속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역별 보험료 부담과 의료

이용의 관계만을 분석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서구에 국

한된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료 단일부과

체계 연구에서 직역간 변동으로 인한 지역가입자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상

승 요인이 제거될 수 있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

록 연구 자료를 제공하며 위에서 논한 연구결과 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의 직역변동으로 인한 의료이용 변화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대두

되는 직역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문제와 이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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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여부를 살

펴보고, 의료이용변화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 세부목적은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직역변동, 사회경제적요인, 의료필요 요인 특성과 의료

이용변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요인과 의료필요 요인을 통제하고 직역변동

과 의료이용변화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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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자격 및 부과체계 현황

가. 자격변동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모든 사업장

의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고용기간이 1개

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무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

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직장피부양자

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가입

자는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또

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

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 사업장에 휴업 폐

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자격이 변동된다(국민건강보험법령집, 2011). 건강보험공



- 7 -

계

지  역  변  동 직  장  변  동

지역취득 지역상실 직장취득 직장상실

계
직장
상실

기타 계
직장
취득

기 타 계 가입자
피부
양자

계 가입자
피부
양자

53,187

(100)

9,149

(17.2)

7,253

(13.6)

1,895

(3.6)

11,303

(21.3)

9,473

(17.8)

1,830

(3.5)

16,361

(30.8)

6,377

(11.9)

9,984

(18.9)

16,374

(30.7)

6,102

(11.5)

10,272

(19.2)

단 통계연보에 의하면 직장상실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취득되는 건은 

연간 9,149천건이며, 직장취득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건

은 연간 11,303천건으로 연간 20,453천건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

동이 되고 있으며, 직장취득 건은 16,361천건, 상실건은 16,374천건으로 연간 

32,735건이 변동되고 있어 연간 53,187천건이 직역 간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

다(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1).

표 1. 연간 자격변동현황

(단위 : 천건,%)

출처 : 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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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료란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및 사

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즉,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갹출하는 금액을 지칭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

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

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소득점수는 소득등급별 점수(70등급)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

별 점수(30등급)로 구분하며, 재산점수는 재산등급별점수(50등급) 와 자동차

등급별점수(7등급)로 구분한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부

과대상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세대로 시행령이 

정하는 등급별 점수를 적용한다. 소득등급별 점수(70등급) 부과대상은 종합

소득과, 연금 근로소득 등에 대해 공단정관이 정하는 평가율을 적용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세대이며 시행령이 정하는 등급별 점

수를 적용한다(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가 과세소

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 과세소득자료 

보유율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때문이다(신영석 등, 2007). 2008년 5월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소득자료 보유율은 약 38.7%1)에 불과하다. 이중 

과세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16%이고 과세소득 

500만원이하 세대는 87%이다(신형준 등, 2008). 재산등급별 점수(50등급)

부과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또는 선박 항공기 등의 과표재산 보유세대와 

1) 연금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1만원 이상인 세대를 기준으로 함. 종합소득금액 500만원 초과

세대는 14%이고, 500만원 이하세대는 2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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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 산정방법 보험료 결정

① 소득등급별 점수(70등급)

- 종합소득

소득 500만
원 이하
: ②+③+④

소득 500만
원 초과
: ①+(2)+③

· 부과요소별 점수 합산
· 보험료부과점수 × 점  

수당 금액

· 2009년도 건강보험료는  
인상하지 않음

· 2010년도 점수당 금액  
: 156.2원

· 2011년도 점수당 금액  
: 165.4원

② 재산등급별 점수(50등급)

- 주택. 건축물, 토지 등
- 전.월세 보증금 

③ 자동차등급별점수(7등급,

28구간)

④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  
가율등급점수(30등급)

- 성.연령, 재산, 자동차
- 소득금액 가산점수(50만원
당 1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부과세대로 구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등급별 점수를 적용하고, 자동차등급별 점수(7등급) 부과대상은 시행령

이 정하는 자동차 보유세대이며,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

액률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산정하여 자동차등급별 

점수를 적용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12).

표 2. 지역보험료 산정방법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

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한다. 산정방법

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산정금액의 50%는 근로자

가, 50%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한다. 여기서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

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보수의 범위는 당해사업장에서 받은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퇴직금, 현상

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국

민건강보험법령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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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근로소득
보험료 부과점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고려)

보험료 산정
근로소득 ×
정률(5.33%)

보험료부과점수×
점수당금액( 156.2 원)

보험료 부과기준의 
상․ 하한선

28만원~ 6,579 만원 20점 ~ 11,000점

최고/
최저보험료(월)

본인부담금 기준
7,460~1,753,300원

3,120~1,718,200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가입자 100%

표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현황(2010년 현재)

출처 :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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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인 동시에 단기소멸보험으로 필요급여비 만큼 재원을 

확보하여 소진함으로 보험료는 수입에 따른 공정한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부과체계는 보험료 부담기준이 가입자에 따라 달라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기존 

제도를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체민원 중 보험료 

관련 민원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원화된 부과체계라고 볼 수 있으

며, 이원화라 함은 직장과 지역간 부과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신영

석 등, 2007),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지역가입자에게

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을 포함하는 부과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소속되어 있던 자가 실직하여 지역으로 전환하게 되면 수입은 

없고 보험료는 증가하게 된다. 건강보험 시행초기 소득파악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재산이나 자동차를 보험료 산정에 추가해서 설계했으나 갈수록 소득

파악률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은 1998년 38%에서 

2009년 48%로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정창률, 2011)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부동산

을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통해 소득을 창

출하고 있어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

으나 재산보유정도를 직접적인 부담능력으로 본다면 이 기준은 직장가입자

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지역 가입자에게만 적

용하고 있어 직역간 제도적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동되는 세대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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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산이며, 재산가치의 상승이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 연령의 부과요소 때문에 세대원 규모에 따

라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단지 가입자의 

급여에 의해 결정되므로 불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원화체계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2003년 이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가

입자로 이동할 수 있어 재산규모가 많은 5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는 직장가

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적게 하고, 만약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였을 

때 사용주로써의 보험료 부담이 지역가입자일 때보다 많아지게 되면 지역가

입자로 잔류하게 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 하게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대가로 받은 보수만 부과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나 금융

소득이 얼마가 발생하더라도 보수만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사회보험 원리를 위해하고 있다(신영석 등, 2007). 이

와 같은 부과체계 이원화에 따른 부과요소의 차이는 직역 간 자격변동 시 

보험료 차이가 현격하여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부과체계의 불합리함은 건강보험 불신의 

근원이 되고 있다(신형준 등, 2008).

둘째, 직역간 자격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직장에서는 소득원이 있는 사람

만 피보험자 자격을 갖고 부양요건과 소득요건1)을 만족하는 모든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여 보험료 부담을 면제받고 있다(신영석 등 2007).

피부양자는 주 소득원인 직장가입자에 의해 부양을 받는 대상으로, 현행 건

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즉 사업자 등

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

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1) 피부양자 인정기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합

소득 증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 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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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그러나 이러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지역

가입자 산정기준인 종합소득 개념에서 벗어나 사업소득과 임대소득만으로 

소득유무를 판단하므로 고액의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자도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는 4,000만원 미만의 

경우 피부양자 소득요건 인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 4001만원인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보험료만도 매월 19만원 이

상 산정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 연령이 부과

요소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는 아동까지도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

는 실정인데 반하여 직장 미성년자는 소득이 존재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면제되고 있다. 이렇게 취득되는 피부양자는 현재 1,900만 명이나 되며 이들

은 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피부양자들 가운데 보험료

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표적인 계층은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계층과 월 수백만원의 연금소득을 받는 가입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과표금액 5천만원 이상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가 전체피부양자의 약 9%에 

이르며, 5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도 1.4%에 이르고 있다(김진수 등, 2010).

이들은 부양의무자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

야하지만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무임승차하고 있는 계층이라 볼 수 있다. 경

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납부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

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주요국의 부양률을 보면 대만 0.72, 독

일 0.37-0.72, 프랑스 0.56, 일본 1.09로 우리나라(1.62)가 직장가입자의 부양

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김진수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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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직계비속

의

배우자

배우자

의직계

비속

형제

자매
기타

1,895
396

(20.9%)

448

(23.65%)

908

(47.94%)

1.6

(0.08%)

63

(3.32%)

77

(4.06%)

1.3

(0.06%)

표 4.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별 현황

2009.3.31 기준(단위:만명)

출처 :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2010

셋째, 보험료 부담주체의 차이 문제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그를 사용한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직장가입

자의 피부양자는 부담의무가 없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 

전원이 연대하여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특

별한 지원이 없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대만의 공적건강보험인 전민건강보험

은 2005년 기준 재원의 73%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나머지 27%는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일본

의 경우에도 농부와 자영업자가 대상인 국민건강보험조합의 경우는 정부가 

32%~52%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신영석 등, 2007).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2008년 기준 총부과액 247,730억원 

대비 정부지원금은 40,216억원으로 16.1%만 지원되었다(신영석 등, 2007). 이

와 같이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가입자

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하며 모든 가입자에게 형평성있는 보험료를 부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순된 문제점들로 인하여 국민의 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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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

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이 내재되어있는 제도적 모순을 제거하여 개인별 

부담의 적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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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외국의 공적 건강보험체계 현황 및 시사점

가. 독일

독일의 사회보험인 공적의료보험제도(GKV)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의료보장제도가 아니다. 공적 의료보험제도는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계층만을 강제가입대상자로 법제화하고 있으며, 일정소득 이상

의 소득계층은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

다. 공적의료보험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의 강제적용대상 여부를 결

정하는 기준은 매년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가입자 소득의 ‘강제가입 상한선

(versicherungspflichtsgrenze)'이며, 2008년의 강제가입상한선은 가입자의 연

간소득 €48,150이다(문성웅 등, 2008). 이에 따라 독일의 공적의료보장체계

는 ’강제가입상한선‘ 이하의 소득을 갖는 사회보험 강제가입대상자를 위한 ’

공적의료보험체계‘ 공공부조·특수직역 공무원·국가보훈대상자등을 위한 ’공

공의료보험외의 보험자‘ 및 일반공무원과 보험료산정한도액 이상의 소득을 

갖는 사회보험 강제가입적용제외자들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으로 구성된다

(이용갑 등, 2005). 가입자의 보험자 선택권한은 없었으며, 가입자의 직업이

나 지역에 따라 자동적으로 질병금고가 정해졌었으나, 1993년 보건의료구조

법에 의해 지역질병금고와 대체금고1)에서 가입자 자격규정이 폐지되어 가

입자는 직종에 관계없이 질병금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게 되

었다(이만우, 2005). 또한 2007년 보건의료개혁을 통하여 다보험자 방식을 

보완하여 통합주의 요소를 도입하였으며, 의학의 발달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1) 공적의료보험은 1차의료보험(지역(AOK), 직장(BKK), 수공업자(IKK), 농민(LKK), 선원(SeeKK), 광

부(BKnsch)), 2차의료보험(생산직근로자 Arb. EK), 사무직근로자(Ang. EK))로 구분되며, 1차의료

보험자를 기본질병금고, 2차의료보험자를 대체금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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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비용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개

혁 2007은 독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

다. 즉 그동안 공적의료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던 강제가입적용제외자 들에게 

공적 또는 민간 의료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전국민에게 강제가입이 적용

되고, 점차 폐지하려던 국가보조금은 오히려 증가시켰으며 증가된 국가보조

금을 공적 의료보험에 가족보험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 아동들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료를 건강에 대한 가입자의 자기책

임에 대한 보상과 연계하여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 선택의 다양화를 꾀했다.

독일의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과세 전 소득에 대한 정률의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료율은 근로자가 50%, 사용자가 50% 부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공적의료보험 가입대

상이 아니며, 농부, 학생, 연금수령자, 실업자 등에게는 독립적인 보험료

율이 산정된다(신영준 등, 2008). 그러나 2005년 공공의료보험 현대화법

(GKV-Mordernisierungsgesetz)의 재정을 계기로, 질병수당과 의치 및 틀니 

등의 추가 혜택을 위해 특별보험료 0.9%를 공보험 가입자에게 추가 부담하

였으며, 이 추가부담금은 피고용인이 혼자 부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

재의 의료보험요율 14.9%는 가입자(피고용인)의 고용인이 가입자 세전 월소

득의 7%를, 피고용인이 7.9%를 분담하여 납부한다. 그밖에 임금이 없는 학

생의 경우는 보험료를 혼자서 부담해야 하며, 연금생활자들은 보험료의 반

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자발적 가입자에게는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도 일

정 정도까지 반영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산출한다(이경원, 2010).

공적의료보험은 보험료 부과의무가 없는 피부양자까지 포함된다. 공적의

료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미취직한 자녀의 경우는 23세 

미만, 학생 및 실습생은 2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과 관계없음)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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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에 공동으로 가입한다. 공적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조건은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

이 €3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신영석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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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독일의 의료보험제도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

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상당부분이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

로 하고 있다.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에 따라 건강보험(일반근로

자 대상), 선원보험(선원대상), 각종공제조합(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

교 교직원 대상), 지역보험인 국민건강보험(농부, 자영업자, 피용자보험의 퇴

직자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신영석 등, 2007). 시정촌 또는 특별구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시정촌이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피

보험자로 되며,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는 적용사업소에 사용하게 된 날 혹은 

그 사용되는 사업소가 적용사업소가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국민건강

보험공단, 2011).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봉급)1)에 대해 일정한 보험료를 부

과함으로써 산정된다. 부과된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

담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는 소득(가계의 소득), 재산(가계의 자산),

피부양자 수(가계의 각 구성원에 적용된 총액으로 계산), 세대할(각 세대당)

에 의해 결정되며, 각 가계의 가장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부분은 정부보조금에 의해 조달된다. 일본의 공공의료

보험제도 전체를 살펴 볼 때, 1998년 정부보조금, 보험료, 환자의 본인부담

은 각각 32.3%, 52.9%, 14.9%를 차지하고 있다(신영석 등, 2007).

또한 일본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자녀, 손

자 및 형제자매로 주로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와, 피보험자

1) 사용자가 실제로 지불한 보수는 표준보수월액표로 분류한 후에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자는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할 시, 피보험자가 매년 7월1일 현재 일하는 작

업장에서 3개월간 받은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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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삼친1) 등 이내의 친족으로 그 피보험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고, 주로 

그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있다(국민

건강보험공단, 2011).

표 5.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구분 제도 피보험자 보험자 급부 사유

의
료
보
험

건강 보험

일반
건강 보험의 적용 사업소에
서 일하는 봉급생활자·OL

(민간회사의 근로자)

정부(사회보험청),

건강 보험 조합*

업무외의 질병·
부상 , 출산 , 사
망(선원보험은 
직무상의 경우
를 포함)

건강보험법 제3

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피보험
자

건강 보험의 적용 사업소에 
임시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
이나 계절적 사업에 종사하
는 사람 등 (일정기간을 넘
겨 고용되는 사람은 제외 )

정부(사회보험청)

선원 보험
(질병 부문)

선원으로서 선박소유자에 고용되어 있는 사
람

정부(사회보험청)

공제 조합 
(단기 급부〉

국가 공무원 , 지방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각 공제 조합
질병·부상, 출산,

사망
국민건강보험

건강 보험·선원 보험·공제 조합 등에 가입하
고 있는 근로자 이외의 일반 주민

시정촌

퇴직
자의
료

국민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등 피고용자 연금에 일정기간 
가입해 , 노령연금 급부를 받고 있는 75세 미
만 등 의 인(피용자 보험 퇴직자)

시정촌 질병·부상

노
인
의
료

노인 보건

의료의 대상자 =의료보험 제도의 가입자(피
보험자·피 부양자) 가운데, 75세 이상 노인 및 
65세 이상으로 일정한 장해의 정도에 있는 사
람(와상노인, 장애자) 등은 , 의료보험 제도의 
의료 급부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노인보건
의료를 받음 (다만 , 평성 14년 9월30일까지 70

세의 생일을 맞이한 사람도 포함)

시정촌 질병·부상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03

1) 직계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로부터 3세대 떨어진 친족, 즉 증조부모 또는 증손, 방계에서는 숙(백)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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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만

대만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자 방식인 국민건강보험방식(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하다(신형준 등, 2008).

과거에는 59%의 국민만이 가입되어있었으나, 1995년 전국민의료보험을 실

시하기 위하여 전민건강보험제도를 출범시켰다(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08). 전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자는 대만국적을 가진 자 이거나 대만에 4

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다. NHI 법령의 규제하에 있는 외국인(홍콩, 마카오,

중국본토 국민을 포함)과 당국으로부터 인정된 외국인 거주자(당연 대상자

가 되는 외국인 근로자 제외) 그리고 기타 4개월 이상 거주자는 건강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문성웅 등, 2008). 피보험자는 6범주로 분류되며 제1범

주는 임금근로자, 제2범주는 자영업자, 제3범주는 농어민, 제4범주는 직업군

인, 제5범주는 저소득층, 제6범주는 퇴역군인 및 기타자로 나뉜다(국민건강

보험공단내부자료, 2008). 대만의 가입범주별 구성을 살펴보면 2006년 6월 

기준으로 전체인구는 22,374천명이고, 이중 가입자는 13,482천명, 피부양자는 

8,892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문성웅 등, 2008), 매년 100만명이 범주간 이

동을 하고 있다(Michael S. Chen, 2011) .

전민건강보험 보험재정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재원의 73%는 보험료로 

충당되고 나머지 27%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 보

조금으로 충당되며 충당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신영석 등, 2007),

대만정부는 건강보험의 향후 개혁과제로 2011년 현재 34%로 되어 있는 정

부부담률을 최소 36%로 상향하여 정부의 재정적인 책임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Michael S. Chen, 2011).

보험료 부과는 표준소득등급표에 의해 전 국민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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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유형별로 보험료의 분담율이 다르다(신형준 등, 2008).

전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은 임금근로자와 월 소득이 없는 지

역주민과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별 피부양율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신영석 

등, 2007). 대만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2008년 현재 4.55%이지만 가입자 범

주별, 피부양자 조건별로 보험료율에 일정한 산식이 추가되므로 상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즉, 보험료율에 보험료 분담율, 그리고 피부양자수를 곱하게 되면 

4.55%보다 높게1) 나타난다(문성웅 등, 2008). 결과적으로 피부양자 수를 가지고 보

험료를 계산하게 되면 피부양자가 3명인 경우 피부양자 없는 사람보다 4배의 보험

료를 부담하게 되어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표 6. 대만 보험료 분담율

가입자 범주
분담율

가입자 사용자 정부

제1류

공무원, 직업군인 30 70 0

사립학교 교직원 30 35 35

사업장 피고용자 30 60 10

사용자, 자영업자 100 0 0

제2류 직종별 협회소속 자영자, 외항선원 60 0 40

제3류 농민, 어민, 농전수리회 회원 30 0 70

제4류 의무병역군인, 대체복무, 공익요원 0 0 100

제5류 저소득층 0 0 100

제6류

퇴역군인 0 0 100

퇴역군인의 피부양자 30 0 70

1내지 5류 외의 세대호주 및 대표 60 0 40

자료 : 신영석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확보 방안, 2007

1) 보험료=소득×보험료율(4.55%)×보험료 분담율(30%~100%)×(1+피부양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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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만 보험료 산정방식

임금근로자

피보험자 부담액
표준소득월액×보험료율×근로자분담율

×(1+피부양자수)

단체보험가입자(사용자)

또는 정부 부담액
표준소득월액×보험료율×사용자분담율

×(1+평균피부양자수)

월소득이 없는 
지역주민

피보험자 또는 정부 
부담액

피보험자의 평균보험료
×보험료분담율×(1+피부양자수)

주 : 1) 2001.1.1 기준으로 평균 피부양자 수 0.78명.

2) 1999.7.1 이후 3명 이상의 피부양자는 3명으로 계산.

3) 대만의 법정 최고 보험료율은 6%이나 2005년 현재 4.55%임.

자료 : 신영석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확보 방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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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1977년 500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아직도 제도운영의 효율성, 보장성 강화,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 확보, 제공

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 등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선

진국들 역시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공급자의 의료서비스 공급억제와 소

비자의 의료서비스 사용억제 정책 등 재정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건의

료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과체계에 대해서 살펴보

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우리나라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

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

건강보험으로 이동했을 경우 정부가 32~52%에 달하는 보험료를 해당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직장퇴직으로 인한 보험료 

차이가 현격하지 않고, 또한 60-70세의 퇴직자들의 의료보험료는 과거에 가

입했던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직장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만의 경우는 표준소득등급표에 의해 전국민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소득이 없는 지역주민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범주이동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이 심하지 않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과세전 소득에 대한 정

률의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2007년 의료보험개혁으로 다

양한 보험료율제를 시행하여 가입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질병

금고간의 경쟁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가정의보험요율제’는 가

입자가 가정의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

게 하고 ‘본인부담보험요율제’는 환자가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자신이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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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신영석 등, 2007).

이와 같은 예를 볼 때 우리나라도 이원화되어 있는 부과체계를 다양한 관점

으로 접근하여 현실적이고 국민수용성이 높은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다음으로 피부양자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만 인정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엔 피부양

자 인정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보험료율에 피부양자 수에 대한 산식이 추가

되므로 부양률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능력 있는 피부양자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재정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보험방식이면서 단일보험자로 운영

되는 우리제도와 가장 유사한 대만의 경우에 국고지원이 전체 보험료 수입

의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또한 지역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

험 재정의 32~52%에 달하는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신영석 등, 2007). 또

한 2007년 실시된 독일의 보건의료개혁에서 국가개입에 의한 위험분산과,

재정관리의 전국화 등 통합 주의적 요소를 목적으로 한 제도개혁은 우리에

게 시사 하는바가 크며, 국고지원율이 보험료 수입의 20%로 규정되어있으

나 이마저도 전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건

강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 제도개혁의 방향성과 연속성을 유지하

고 현행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6 -

3.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보고된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

진 의료이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이용변화를 살펴보면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실업자

가 외래이용을 경험할 교차비(odds ratio)는 0.79배 및 0.71배로 낮았고, 자

영업자인 경우와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에는 상용직에 비해 입원을 경험할 

교차비(odds ratio)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입원기간은 자영업자의 경우 오히

려 29.70% 감소하였다(이혜재 등, 2009). 다음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양

상을 살펴보면 일반층은 소득 및 의료보장유형은 외래이용여부 및 횟수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입원에서는 소득이 백만원 증가할 때 입원기간

은 오히려 0.40% 유의하게 짧아졌다. 저소득층은 일반층과 비슷하게 나타났

으나 소득의 경우 연소득이 1백만원 증가할 때 외래이용횟수가 2.20% 유의

하게 증가하고, 입원을 경험할 교차비(odds ratio)가 1.04배 유의하게 높아져 

저소득층의 소득이 외래 및 입원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이혜재 등,

2009). 입원횟수의 집중지수는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김진

구, 2011), 의료 필요 집중지수도 저소득층에 의료 필요가 집중되어 있었으

며 연도별 변화에서는 집중지수가 점차 커지고 있고 저소득층 집중현상이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대체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계층별 건강상태를 반영한 결과 외래 이용여부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반영할 경우 1998년에만 고소득층이 의료이용이 많았지

만 그 이후로는 모두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많았으며, 입원 이용여부는 주

관적 건강상태를 반영할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많다가 2007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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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용재 등, 2011). 또 다

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횟수로 측정한 양적 이용도의 경우 소득계층별 차이

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의료이용도의 경우 소득이 낮은 계

층일수록 질적 이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 치

료 의료경험 여부의 경우도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미 치료 의료경험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일 등, 2007). 결과적으로 일반층에 있어 입원을 함

으로써 소득이 높은 사람들과 자영업자에게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상용직보다는 자영업자 일 때 일반층의 입원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소득층에서는 의료비 부담과 관

련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제약이 일반층보다 크고, 일반층에서는 경제적

인 이유보다는 고용상태로 인한 제약이 저소득층보다는 크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혜재 등, 2009). 다음으로 성별 의료이용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이 만성질환 유병상태에 있었으며 주관적 불건강

수준도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활동제한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외래 및 한방서비스 이용경험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

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입원서비스 이용량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상태수준, 만성질환 유병수

준 및 일상생활 활동제한의 의료요구 수준을 보정한 경우에는 여성이 입원 

이용경험이 더욱 낮아졌으며, 이로써 의료이용에 있어 여성에게는 지리적 

또는 시간적 접근성과 경제적 여유, 교육수준 등이 의료이용에 있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전경숙 등, 2010). 연령의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0.21회 의료이용이 증가하였다(손문락, 2005). 피

부양자 수에 따른 의료이용은 지역의 경우 가족이 1명인 세대가 15.1일, 25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은 4명이상인 세대가 18.1일, 28만8천원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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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손문락, 2005). 장애여부에서는 장애인의 경제력과 거주지역이 의료

이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경제력이 약하거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의료이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

하였다(이상용, 2004). 만성질환 유무에서는 일반층과 저소득층 모두에서 외

래 이용과 입원 모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무와 같은 질병요

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외래이용을 할 교차비

(odds ratio)가 13.99배, 입원을 할 교차비(odds ratio)가 1.79배로 현저히 높

게 나타났다(이혜재 등, 2009).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이혜재(2009)의 연구는 종속변수로 사용한 입원이용

이 모형의 적합도 및 설명력이 낮아 입원결과는 전체 의료이용을 잘 대변하

지 못한다고 추측하고 입원이용 분석시 의료기관의 특성, 즉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인지의 여부, 의료기관의 위치 등을 독립변수로 포함해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용재 등(2011)의 연구는 4개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의료필요(건강상태)를 반영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나, 도출된 결과는 실증적인 자료를 통한 분석이 아닌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서 예측에 불과하다는 한계점

이 있다. 김진구(2011)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외래 이용량은 지난 2주

간 외래 이용 횟수 및 외래 이용시 본인이 지출한 진료비 총액을 설문조사

한 자료로서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나타내기에는 대상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과, 대상자에게 설문하여 응답한 결과를 이용한 자료로서 연

구대상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

다. 김태일(2007)의 연구는 의료필요를 반영한 연구로서 양적 이용도 뿐만 

아니라 질적 이용도와 미 치료 의료경험까지 분석한 연구라는 점과 통제변

수로서 건강상태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국민건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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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사 자료의 특성상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라는 

한계점이 있다. 손문락(2005)의 연구는 세대의 의료이용량을 세대구성원의 

수로 나누어 1인당 의료이용량을 구하였기 때문에, 의료이용자 각각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하지 못하였고, 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가입자와 강서지사 관할 지역가입자를 대

상으로 하여 일부지역에 국한된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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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논문의 연구방법

저자명

(연도)
연구자료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석방법

이혜재등

(2009)

한국복지

패널 2차

년도 자

료

인구학적변수(성, 연령,

배우자유무) 사회구조적

변수(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상태)가능요인(소득,

가구원수, 의료보장유형)

질병요인(주관적건강상

태, 만성질환 유무)건강

행태(흡연유무, 음주횟수)

외래이용 횟수,

입원기간

로 지스 틱

회 귀분 석

(two-part

모델)

이용재

박창우

(2011)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

의료이용량의 차이(의료

이용경험율, 의사방문횟

수, 치료일수, 재원일수,

의료필요충족도),

건강상태의 차이(이환율,

사망률, 기능상태),

2주간 외래이용여

부, 1년간 입원이용

여부

Le Grand

계수

김진구

(2011)

국 민 건

강영양조

사 자료

소득, 연령, 건강상태(만

성질환유무, 활동제한 여

부, 건강상태에 대한 주

관적 평가),

외래의료비총액, 외

래이용횟수, 입원의

료비 총액, 입원이

용횟수

집 중지 수

(로렌츠곡

선과 지니

계수)

김태일

최윤영

(2007)

국 민 건

강영양조

사 자료

소득, 연령,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갯수,

의료이용횟수, 회당의료

비, 미충족의료경험, 표

본수

양적이용도(이용횟

수), 질적이용도

(1회이용시 비용),

미치료 의료경험도

(미치료경험비율)

회귀분석

손문락

(2005)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료

(서울강서구)

성, 연령, 직역, 피부양자

수, 세대당 연간보험료,

입원재원일수 및

진료비, 외래방문횟

수 및 진료비, 총방

문 및 재원일수와

진료비

회귀분석

전경숙

최은숙

(2010)

국민건강

영양조사

개인속성요인(성, 연령,

결혼상태) 의료욕구요인

(일상생활활동제한, 만성

질환 유병 수, 주관적 불

건강수준), 가능요인(건

강보험종류, 거주지역,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입원경험, 외래방문

경험, 한방서비스이

용경험, 지난1년간

입원한 횟수, 지난2

주간 외래방문횟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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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자격내역 및 보험급여내역자료

를 활용하여, 2010년 6월 1개월간 직역이 변동된 자 중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직역

변동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변화를 살펴보고,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2010년 6월 직역변동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간

의 외래방문일수의 증감여부와 입원경험여부의 변화이며, 설명변수는 직역

변동이다. 혼란변수로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성, 연령, 거주지, 가족 수)과, 의

료필요요인(장애등급 판정자 유무, 만성질환 수)변수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변수와 의료이용량의 증감여부와의 관련성 검정은 카이제곱 검정

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변수들이 의료이용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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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직역변동

카이제곱검정 종속변수

의료이용량 증감여부

사회경제적 요인

성, 연령, 가족수, 거주지

혼란변수

의료필요 요인

장애등급판정자 유무,

만성질환 수

카이제곱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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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자료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 DB를 

바탕으로 개인별 자격내역 및 보험급여내역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단위

는 개인별로 구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2010년 6월 기준 1개월 동안 직역이 변동된 자 중, 2010년 

6월 전후 6개월간 직역을 계속하여 유지한 자를 선정하여(234,694명), 이 중 

2010년 6월 현재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발췌하였다(163,998명).

대상자 중 2010년 1년간 군입대자, 시설수용자, 해외출국으로 인한 급여정

지자(5,990명)는 제외하였으며, 직장가입자 중 이중자격건1)은 세대원수가 많

은 건을 포함하고 세대원수가 1인인 건은 제외(216명)하였으며, 최종 연구대

상 건은 157,792명이다.

1) 직장가입자 중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이중으로 되어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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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대상자의 선정

2010년 6월 전,후 직역변동자 중

2010년 6월 전,후 6개월간 직역을

계속 유지한자

(234,694명)

2010년 6월 현재

만 20세이상 70세 이하인

성인남녀 선정

(163,998명)

최종 연구대상자 선정

(157,792명)

2010년 1년간 군입대자, 시설수용자

해외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 제외

(5,990명)

직장 이중자격자 제외

(2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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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구분 및 정의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 청구되어 

심사연월 2010년 1월∼2010년 6월, 2010년 7월∼2010년 12월에 심사결정 

지급된 자료로서 외래방문일수 및 입원경험여부의 증감유무로 한다. 외래

방문 일수는 진료비 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환자가 실제로 요양

기관에 외래방문한 일수를 말하며, 직역변동 전과 후의 외래방문일수가 증

가한 사람과, 감소 또는 동일한 사람으로 구분하였으며, 입원경험여부는 

직역변동 전과 후의 입원여부를 입원경험 있음을 1, 입원경험 없음을 0으

로 하여 없음(0)에서 있음(1)으로 변경된 사람을 증가로 정의하고, 그 외 

없음(0)→ 없음(0), 있음(1)→없음(0), 있음(1)→있음(1)로 변경된 사람은 감

소에 포함하였다. 연구초기에는 직역변동 전과 후의 입원일수의 차이를 증

가와 감소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나 모형의 적합성이 떨어져 종속변수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입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분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입원경험여부로 종속변수를 변경하여 시도한 결과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어 입원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정의하여 분석하였

다.

나. 설명변수

이 연구의 설명변수는 직역변동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역변동자 구분에 

따라 직역변동의 유형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 지역가입자에

서 직장피부양자로 변동,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 직장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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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 임의계속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건으로 

구분하였다.

다. 혼란변수

이 연구의 혼란변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의료필요 요인으로 구분하

였다. 먼저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성, 연령, 거주지, 가족수를 선정하였

으며, 성별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번호가 1인 사람을 남성, 2

인 사람은 여성으로 구분하고, 연령은 주민등록상 연령을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의거한 성인기준에 따라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0세로 등급범주를 구분하였으며, 가족수는 2010년 3월말, 2010년 9월

말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 수 및 2010년 

3월말, 2010년 9월말 현재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

를 발췌하여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1)으로 구분하였다. 거주지는 주

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제주특

별자치도의 16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발췌기준 월을 2010년 3월과 9월로 

정한 이유는 취득상실일과 취득상실 전산처리일과의 시차로 인하여 2010

년 6월과 12월 현재 자료로는 전산발췌가 곤란하여 직역변동 전․후 중간 

월인 2010년3월과 9월 현재 가족 수를 발췌하였다.

의료필요 요인으로는 장애등급 판정자 유무와 만성질환 수를 선정하였

으며 장애등급 판정자 유무는 건강보험 자격내역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유형별 모든 등급자를 포함하여 장애자와 비장애자

1) 지역가입자 세대원 수는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자(사찰이나 수녀원 등)를 포함하고 있어 최고 299명

까지 발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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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였으며, 만성질환 수는 연구대상기간인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외래방문 및 입원진료비로 심사결정 지급된 자료에서 주 상병명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제2002-40호) 고시(2002.6.10)하는 11개 질환

으로 지급된 자료를 발췌하여 진료 받은 질환 없음, 1개, 2개, 3개 이상으

로 등급 구분하였다. 11개 만성질환은 ①고혈압성질환(I10 내지 I15), ②당

뇨병(E10 내지 E14), ③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F00 내지 F99, G40

내지 G41), ④호흡기결핵(A15 내지 A16, A19), ⑤심장질환(I05 내지 I09,

I20 내지 I27, I30 내지 I52), ⑥대뇌혈관질환(I60 내지 I69), ⑦신경계질환

(G00 내지 G37, G43 내지 G83), ⑧악성신생물(C00 내지 C97, D00 내지 

D09), ⑨갑상선의 장애(E00 내지 E07), ⑩간의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포

함)(B18, B19, K70 내지 K77), ⑪만성신부전증(N18)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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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측정방법

종
속
변
수

외래방문일수,

입원경험여부의
증감여부

1. 외래방문일수의 증가(준거범주)

2. 외래방문일수의 감소 또는 동일  
(심사연월 2010년 1월∼2010년 6월, 2010년 6월  
∼2010년 12월 청구금액 중 심사결정 지급된 자료)

1. 입원경험여부 증가(준거범주)

2. 입원경험여부 감소 또는 동일   

설
명
변
수

직역변동

1.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변동(준거범주)

2. 지역가입자 → 직장피부양자변동
3.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변동              
4. 직장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변동           
5.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변동

혼
란
변
수

사회
경제
적인
요인

성 1. 남(준거범주) 2.여

연령
1. 20~29세(준거범주)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5. 60∼70세

가족수
1. 1명(준거범주) 2. 2명  3. 3명  4. 4명 
5. 5명이상

거주지

1. 서울(준거범주)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의료
필요
요인

장애등급
판정자 유무

1. 무(준거범주) 2. 유

만성질환 수 1. 없음(준거범주) 2. 1개  3. 2개  4. 3개이상

표 9 . 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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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가설

1)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면 많은보험료 납부에대한 보상

심리와 고용상태의 해제로 인하여 입원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외래방문

일수는 감소할 것이다.

이혜재 등(2009)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에서는 의료비 부담과 같은 경제

적인 이유로 인한 제약이 의료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나, 일반층에서는 경

제적인 이유보다는 고용상태로 인한 제약이 저소득층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면서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현격

해진 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전체적인 의료이용이 증가하

고, 특히 입원 이용은 직장 근무 시 의료필요가 존재해도 시간의 제약으로 

입원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질병의 사유로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퇴직하는 사람들은 퇴직과 더불어 시간적 제약이 사라지게 되어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입원치료를 함에 따라 입원이용은 증가할 것이며,

직장근무 중에는 시간제약이 적은 외래이용을 많이 하다가 입원치료로 전환

함에 따른 외래방문일수는 감소할 것이다.

2) 외래 의료이용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을 것이고, 입원 이용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을 것이다.

전경숙 · 최은숙 등(2010)의 연구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평균 입원 횟수 

및 평균 입원 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래 이용량은 여성이 남성에 비

해 많았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입원과 같은 집중적 의료서비스에 있어서는 남

성에 비해 적은 반면 외래방문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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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가족수가 적은 사람이 가족수가 많은 사람

에 비해 입원 이용이 많을 것이다.

변용찬(2007)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이용 형평성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외래 이용횟수와 입원횟수가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31.1

%), 별 증상이 없어서(18.0%), 불편하거나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14.8%), 그

냥 있으면 나을 것 같아서(14.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애인은 의

료필요가 많아 전체적인 의료이용이 비장애인보다 많지만 특히 장애로 인한 

신체적인 활동곤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의 입원이용은 월등히 많을 것이다.

또한 가족이 1인인 사람도 병이 나면 간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외래 이용보

다는 입원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입원이용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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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하였고, 의

료이용량의 증감여부와 직역변동, 사회경제적인 요인 및 의료필요 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변량 분석으

로는 의료이용의 증감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9.2 version (SAS Inc, Cary,

NC, USA)을 사용하였고,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은 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세부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변량분석으로는 직역변동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의료필요요인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이변량분석으로는 직역변동요인, 사회경제적인 요인, 의료필요요인 

특성별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으며, 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였다.

셋째, 다변량분석으로는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증감여부와의 관

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혼란변수인 사회

경제적 요인, 의료필요요인 변수를 각각 통제한 후 교차비 OR과 95%신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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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각 모델의 통계적 타당도를 검정

하기위하여 C-통계량을 확인하였고, 모형의 적합성 검토(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를 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검

증하기위해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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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전체가 157,792명이고, 그 중 남자가 75,784명, 여자가 82,008명이었다. 직역변동

에 의한 외래방문일수가 증가된 사람은 74,946명(47.5%), 입원경험여부 증가자는  

1,367(0.87%)명, 감소자는 156,425(99.13%)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

자로 변동된 사람은 46,431(29.43%)명이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피부양자로 

변동된 사람은 48,509(30.74%)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의 변동이 전

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변동은 

29,818(18.9%)이며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변동은 25,763(16.33%)

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변동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임의계

속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변동은 7,271(4.61%)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연령은 30-39세가 38,189(24.20%)로 가장 많았고, 60-70세는 15,946명

(10.11%)로 가장 적었다. 가족수는 4명이 41,173명(26.09%)로 가장 많았고, 1

명이 36,860명(23.36%), 3명이 36,292명(23.0%), 2명이 25,959명(16.45%) 순이

었다. 가족수 5명이상자 17,508명 중에는 집단수용시설 거주자도 포함하였으

며 집단시설거주자의 가족수는 최고 299명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이 42,641명(2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6,560명(23.17%), 부산이 

11,094명(7.03%) 순이었다. 장애등급판정자는 7,139명(4.52%)l이었으며, 만성

질환이 없는 사람은 113,852명(72.15%)이고, 3개이상자는 2,789명(1,77%)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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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  분 명(N) 백분율(%)

종속변수

외래방문일수 증가 74,946 47.50

외래방문일수 감소 또는 동일 82,846 52.50

입원경험여부 증가 1,367 0.87

입원경험여부 감소 또는 동일 156,425 99.13

설명변수
직역
변동

지․가→직․가 46,431 29.43

지․가→직․피 48,509 30.74

직․가→지․가 29,818 18.90

직․피→지․가 25,763 16.33

임․가→지․가 7,271 4.61

혼란변수
사회경제적

인 특성

성 남 75,784 48.03

여 82,008 51.97

연령 20-29세 36,849 23.35

30-39세 38,189 24.20

40-49세 36,809 23.33

50-59세 29,999 19.01

60-70세 15,946 10.11

가족수 1명 36,860 23.36

2명 25,959 16.45

3명 36,292 23.00

4명 41,173 26.09

5명이상 17,508 11.10

표 10.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 직역변동=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지․가→직․가,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 ⇒지․가→직․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직․가→지․가, 직장피부양자→지역가입자⇒직․피→지․가, 

          임의계속가입자→지역가입자⇒임․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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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변 수 구  분 명(N) 백분율(%)

혼란변수

사회경제

적인 특성

거주지

서울 42,641 27.02

부산 11,094 7.03

대구 7,379 4.68

인천 8,799 5.58

광주 3,916 2.48

대전 3,921 2.48

울산 2,819 1.79

경기도 36,561 23.17

강원도 3,727 2.36

충청북도 4,161 2.64

충청남도 5,441 3.45

전라북도 4,772 3.02

전라남도 4,781 3.03

경상북도 6,969 4.42

경상남도 9,268 5.87

제주도 1,543 0.98

의료필요

요인 특성

장애등급판
정자 유무

무 150,653 95.48

유 7,139 4.52

만성
질환수

0개 113,852 72.15

1개 32,479 20.58

2개 8,672 5.50

3개이상 2,789 1.77

전  체  157,792 100.00

주 : 만성질환은 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제2002-40호) 고시(2002.6.10)하는 11개 질환



- 46 -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분석

가. 외래방문일수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외래 의료이용 증감 유무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

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표 8>과 같다. 외래방문일수의 전체 증

가자는 74,946명으로 47.50%의 증가분포를 보였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

입자로 변동된 자 46,431명 중 외래방문일수가 증가된 사람은 22,819명

(49.1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

된 사람은 13,089명(43.90%)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01). 성별차이를 보면 여성이 47.82%로 남성의 47.15%보다 의

미 있게 높았다(P=0.0082). 연령별로는 40-49세가 48.11%로 가장 높았고,

20-29세가 47.0%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68). 가족수 

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충청북도가 

49.53%로 가장 외래이용 증가자 분포가 높았고, 대전이 45.86%로 가장 낮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13). 장애등급 판정자 유무에서는 장애등

급 없는 사람이 47.55%로 장애등급 판정자 46.28%에 비해 외래방문일수 증

가분포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53). 만성질환 수는 3개 이

상자가 50.02% 외래방문일수 증가자 분포가 가장 높았고, 1개 있는 사람은 

47.11%로 없는 사람 47.5% 보다 외래방문일수 증가자 분포가 낮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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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 분 명 (N) 증가자 (N)
증가자 

분포 (%)

χ²

(p-value)

전체증가자 157,792 74,946 47.50 　

직역변동

지․가→직․가 46,431 22,819 49.15

　

244.2197

(<.0001)

지․가→직․피 48,509 23,603 48.66

직․가→지․가 29,818 13,089 43.90

직․피→지․가 25,763 11,958 47.82

임․가→지․가 7,271 3,477 46.42

성
　

남 75,784 35,733 47.15
6.9836

(0.0082)
여 82,008 39,213 47.82

연령
　

　

　

　

20-29세 36,849 17,318 47.00

　

10.2241

(0.0368)

　

　

　

30-39세 38,189 18,091 47.37

40-49세 36,809 17,707 48.11

50-59세 29,999 14,300 47.67

60-70세 15,946 7,530 47.22

가족수
　

　

　

1명 36,860 17,495 47.46

3.35

(0.5011)

　

　

　

　

2명 25,959 12,416 47.83

3명 36,292 17,256 47.55

4명 41,173 19,560 47.51

5명이상 17,508 8,219 46.94

표 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의 변화

주: 1)직역변동=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지․가→직․가,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 ⇒지․가→직․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직․가→지․가, 직장피부양자→지역가입자⇒직․피→지․가, 

          임의계속가입자→지역가입자⇒임․가→지․가
 2)증가자 분포=증가자 수/전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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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의 변화(표계속)

변 수 구 분 명(N) 증가자(N) 증가자 
분포(%)

χ²
(p-value)

거주지
　
　
　
　
　
　
　
　

서울 42,641 20,023 46.96

28.0489
(0.0213)
　
　
　
　
　
　
　
　
　
　
　
　
　

부산 11,094 5,342 48.15

대구 7,379 3,509 47.55

인천 8,799 4,177 47.47

광주 3,916 1,824 46.58

대전 3,921 1,798 45.86

울산 2,819 1,340 47.53

경기도 36,561 17,525 47.93

강원도 3,727 1,738 46.63

충청북도 4,161 2,061 49.53

충청남도 5,441 2,543 46.74

전라북도 4,772 2,240 46.94

전라남도 4,781 2,298 48.07

경상북도 6,969 3,317 47.60

경상남도 9,268 4,461 48.13

제주도 1,543 750 48.61

장애등급판
정자 유무　

무 150,653 71,642 47.55 4.4316
(0.0353)　유 7,139 3,304 46.28

만성
질환수
　
　
　

0개 113,852 54,075 47.50

　
10.5905
(0.0142)　
　

1개 32,479 15,300 47.11

2개 8,672 4,176 48.15

3개 이상 2,789 1,395 50.02

 주 : 1)만성질환은 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제2002-40호) 고시(2002.6.10)하는 11개 질환

      2)증가자 분포=증가자 수/전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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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원경험여부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입원경험여부의 증감 유무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표 9>와 같다. 입원경험여부의 전체 

증가자는 1,367명으로 0.87%의 분포를 보였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로 변동된 사람은 0.52%의 분포를 나타내 가장 낮았고, 지역가입자에서 직

장 피부양자로 변동된 사람은 1.16%로 가장 높은 증가분포를 보였으며, 직

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사람은 245명으로 0.82%였으며 통계적

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001). 성별로는 남성이 0.91%로 여성 0.82%에 비

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연령별로는 60-70세가 

2.40%로 가장 높았고, 50-59세는 1.42%, 40-49세는 0.79%, 30-49세는 0.44%,

20-29세는 0.28%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경험여부 증가자 분포가 높았으

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0001). 가족수별로는 2명이 1.16%로 가

장 입원경험여부 증가자 분포가 높았으며, 4명이 0.68%로 가장 낮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거주지별로는 전라남도가 1.30%, 광주가 

1.15%, 부산이 1.03%, 경상남도가 1.0%로 타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도 0.71%, 경기도 0.74%, 대전 0.74%, 서울 0.79%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38). 장애등급 판정자 유무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2.72%로 없는 사람 0.78%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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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 분 명(N) 증가자(N)
증가자 
분포(%)

χ²

(p-value)

전체증가자 157,792 1,367 0.87 　

직역변동

지․가→직․가 46,431 242 0.52

120.5872

(<.0001)　

지․가→직․피 48,509 561 1.16

직․가→지․가 29,818 245 0.82

직․피→지․가 25,763 263 1.02

임․가→지․가 7,271 56 0.77

성　
남 75,784 692 0.91 3.7137

(0.0539)　여 82,008 675 0.82

연령

　

20-29세 36,849 102 0.28

777.2019

(<.0001)　

30-39세 38,189 167 0.44

40-49세 36,809 290 0.79

50-59세 29,999 425 1.42

60-70세 15,946 383 2.40

가족수　

1명 36,860 291 0.79

47.1822

(<.0001)

　

2명 25,959 301 1.16

3명 36,292 321 0.88

4명 41,173 282 0.68

5명이상 17,508 172 0.98

표 1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원경험여부의 변화

주: 1)직역변동: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지․가→직․가,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 ⇒지․가→직․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직․가→지․가, 직장피부양자→지역가입자⇒직․피→지․가, 

           임의계속가입자→지역가입자⇒임․가→지․가
 2)증가자: 직역변동 전과 후의 입원여부에서 입원경험 있음을 1, 입원경험 없음을 0으로 하여 

           없음(0)에서 있음(1)으로 변경된 사람을 증가로 정의함

 3)증가자 분포=증가자 수/전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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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 분 명(N) 증가자(N)
증가자
분포(%)

χ²

(p-value)

거주지

　

　

　

　

　

서울 42,641 338 0.79

33.6242

(0.0038)　

　

　

　

　

부산 11,094 114 1.03

대구 7,379 70 0.95

인천 8,799 72 0.82

광주 3,916 45 1.15

대전 3,921 29 0.74

울산 2,819 27 0.96

경기도 36,561 270 0.74

강원도 3,727 34 0.91

충청북도 4,161 35 0.84

충청남도 5,441 53 0.97

전라북도 4,772 47 0.98

전라남도 4,781 62 1.30

경상북도 6,969 67 0.96

경상남도 9,268 93 1.00

제주도 1,543 11 0.71

장애등급판정자 
유무

무 150,653 1173 0.78 298.3438

(<.0001)　유 7,139 194 2.72

표 1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원경험여부의 변화(표계속)

 주: 1)증가자= 직역변동 전과 후의 입원여부에서 입원경험 있음을 1, 입원경험 없음을 0으로 하여 

           없음(0)에서 있음(1)으로 변경된 사람을 증가로 정의함

 2)증가자 분포=증가자 수/전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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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의 직역변동과 의료이용변화 관련 요인 분석

연구대상자의 직역변동과 의료이용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

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외래방문건수와 입원경험여부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고, 분석의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산확대인자

(variance inflation)를 확인하였으며,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는 1.00에

서 2.00의 수준 사이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높지 않았다. 각 모델의 통

계적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statistics를 확인하였고 c-statistics를 확인

한 결과 c-statistics가 50%이상으로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모형의 적합도 검

정을 위하여는  H-L test(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를 시

행하였으며, 외래방문일수의 경우 H-L p-value 값이 0.0963으로 통계모형이 

적합하게 나타났으나 입원경험여부는 만성질환 수를 포함했을 경우 적합성

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만성질환 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H-L

p-value 값이 0.6366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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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래방문일수 

직역변동과 의료이용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

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직역변동과 외래방문일

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았으며,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제시하였다. 다른 변

수들을 통제하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된 사람을 준거범주로 

했을 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사람의 교차비가 

0.806(95%CI=0.782-0.830)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사람의 교차비도 0.906(95%CI=0.877-0.935)로 낮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피부양자로 변동된 사람

의 교차비는 0.982(95%CI=0.956-1.008), 임의계속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

동된 사람의 교차비는 0.953((95%CI=0.906-1.002)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을 준거범주로 했을 때 여성의 교차

비가 1.013(95%CI=0.993-1.034)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연령별로는 20-29세를 준거범주로 했을 때 40-49세의 교차비가 

1.052(95%CI=1.021-1.083)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다른 연령 

군의 교차비도 높게 나타났으나 60-70세의 교차비는 0.994(95%CI=0.954-1.036)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을 준거

범주로 했을 때 충청북도의 교차비가 1.086(95%CI=1.018-1.157)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도, 충청

남도, 전라북도는 서울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장애등급 판정자 유무에서는 없는 사람을 준거범주로 했을 때 있는 

사람의 교차비가 0.948(95%CI=0.903-0.995)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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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다. 만성질환 수는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을 준거범주로 했을 때 3

개 이상인 사람의 교차비가 1.116(95%CI=1.033-1.20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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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OR1) 95% CI p-value

직역변동

지․가 → 직․가  　 1.000 　 　

지․가 → 직․피 　 0.982 (0.956-1.008) 0.1731

직․가 → 지․가 　 0.806 (0.782-0.830) <.0001

직․피 → 지․가 　 0.906 (0.877-0.935) <.0001

임․가 → 지․가 　 0.953 (0.906-1.002) 0.059

사회경제

적인요인

성　
남 1.000 　 　

여 1.013 (0.993-1.034) 0.2016

연령　

　　

20-29세 1.000 　 　

30-39세 1.027 (0.997-1.057) 0.0745

40-49세 1.052 (1.021-1.083) 0.0008

50-59세 1.022 (0.989-1.055) 0.1935

60-70세 0.994 (0.954-1.036) 0.7840

가족수　

　

1명 1.000 　 　

2명 0.995 (0.963-1.028) 0.7757

3명 0.983 (0.954-1.013) 0.2607

4명 0.970 (0.942-0.999) 0.0453

5명이상 0.962 (0.926-0.999) 0.0427

거주지

서울 1.000

부산 1.027 (0.984-1.071) 0.2212

대구 0.998 (0.949-1.049) 0.9312

인천 0.996 (0.951-1.044) 0.8796

광주 0.966 (0.904-1.031) 0.2978

대전 0.936 (0.877-1.000) 0.0505

울산 1.009 (0.934-1.089) 0.8256

경기도 1.015 (0.987-1.044) 0.2891

강원도 0.961 (0.898-1.028) 0.2438

충청북도 1.086 (1.018-1.157) 0.0117

충청남도 0.972 (0.918-1.028) 0.3220

전라북도 0.976 (0.919-1.036) 0.4201

전라남도 1.025 (0.966-1.089) 0.4140

경상북도 1.004 (0.954-1.057) 0.8719

경상남도 1.034 (0.988-1.082) 0.1473

제주도 1.048 (0.946-1.160) 0.3707

표 13. 연구대상자의 직역변동과 외래방문일수변화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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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OR 95% CI P-value

의료필요

요인

장애등급판
정자 유무　

무 1.000 　 　

유 0.948 (0.903-0.995) 0.0314

만성질환수 

　

　

0개 1.000 　 　

1개 0.984 (0.959-1.010) 0.2376

2개 1.031 (0.985-1.080) 0.1834

3개 이상 1.116 (1.033-1.205) 0.0055

N　 157,792 　 　

Log likelihood (p-value)　 305.0406 (<.0001)　 　

c-statistics 0.525 　 　

H-L test  (p-value)　 13.4837 (0.0963)　 　

표 13. 연구대상자의 직역변동과 외래방문일수의 변화 관련요인(표계속)

 주: 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2) H-L test= 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

  3) 만성질환 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제2002-40호) 고시(2002.6.10)하는 11개 질환 수

 4)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지․가→직․가,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지․가→직․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직․가→지․가, 직장피부양자→지역가입자⇒직․피→지․가, 

     임의계속가입자→지역가입자⇒임․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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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원경험여부

직역변동과 입원경험여부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표 11>

과 같았으며,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제시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된 사람을 준거범주로 했을 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

된 사람의 교차비가 1.476(95%CI=1.233-1.768)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사람의 교차비는

1.490(95%CI=1.234-1.7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고 , 지역가입자에서 직장피부양자로 변동된 사람의 교차비는 

1.482(95% C I= 1.265-1.7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임의계속가입자

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사람의 교차비는 1.194(95% CI=0.888-1.606)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을 준거범주로 했

을 때 여성의 교차비가 0.893(95%CI=0.799-0.998)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연령별로는 20-29세를 준거범주로 했을 때 60-70세의 교차

비가 6.913(95%CI=5.505-8.680)으로 높게 나타나 입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50-59세의 교차비는 

4.570(95%CI=3.671-5.689), 40-49세는 2.781(95%CI=2.216-3.490), 30-39세의 교

차비는 1.549(95%CI=1.209-1.983)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였다. 가족수 별로는 1명인 사람을 준거범주로 했을 때 4명인 사람의 교차

비가 0.879(95%CI=0.739-1.04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5명이상은 

1.096(95%CI=0.896-1.340), 2명은 1.037(95%CI=0.877-1.226), 3명은 

1.000(95%CI=0.847-1.180)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거주지 별로

는 서울을 준거범주로 했을 때 광주 1.522(95%CI=1.111-2.084), 전라남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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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비가 1.496(95%CI=1.136-1.9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제주도 0.926(95%CI=0.506-1.695), 대전 0.966(95%CI=0.660-1.416),

경기도 0.969(95%CI=0.824-1.140)로 서울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장애등급 판정자 유무에서는 장애등급 판정이 없는 

사람을 준거범주로 했을 때 있는 사람의 교차비가 2.176(95%CI=1.855-2.553)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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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OR 95% CI P-value

직역변동

지․가 →직․가3) 　 1.000 　 　

지․가 →직․피 　 1.482 (1.265-1.737) <.0001

직․가 → 지․가 　 1.476 (1.233-1.768) <.0001

직․피 → 지․가 　 1.490 (1.234-1.799) <.0001

임․가 → 지․가 　 1.194 (0.888-1.606) 0.2408

사회경제적

인 요인

성　
남 1.000 　 　

여 0.893 (0.799-0.998) 0.0453

연령　　

20-29세 1.000 　 　

30-39세 1.549 (1.209-1.983) 0.0005

40-49세 2.781 (2.216-3.490) <.0001

50-59세 4.570 (3.671-5.689) <.0001

60-70세 6.913 (5.505-8.680) <.0001

가족수　

　

1명 1.000 　 　

2명 1.037 (0.877-1.226) 0.6732

3명 1.000 (0.847-1.180) 0.9996

4명 0.879 (0.739-1.045) 0.1449

5명이상 1.096 (0.896-1.340) 0.3728

거주지

서울 1.000

부산 1.245 (1.004-1.543) 0.0456

대구 1.207 (0.930-1.566) 0.1564

인천 1.055 (0.816-1.364) 0.6831

광주 1.522 (1.111-2.084) 0.0089

대전 0.966 (0.660-1.416) 0.8605

울산 1.197 (0.806-1.778) 0.3720

경기도 0.969 (0.824-1.140) 0.7072

강원도 1.066 (0.747-1.522) 0.7250

충청북도 1.025 (0.721-1.456) 0.8912

충청남도 1.171 (0.874-1.569) 0.2912

전라북도 1.169 (0.859-1.592) 0.3203

전라남도 1.496 (1.136-1.969) 0.0041

경상북도 1.157 (0.888-1.508) 0.2811

경상남도 1.243 (0.986-1.567) 0.0658

제주도 0.926 (0.506-1.695) 0.8029

표 14. 연구대상자의 직역변동과 입원경험여부의 변화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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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OR1) 95% CI P-value

의료필요

요인

장 애등 급판
정자 유무　

무 1.000 　 　

유 2.176 (1.855-2.553) <.0001

N　 157,792 　 　

Log likelihood (p-value) 839.0865 (<.0001)　 　

c-statistics 0.712 　 　

H-L test (p-value)2)　 6.0949 (0.6399)　 　

표 14. 연구대상자의 직역변동과 입원경험여부의 변화관련요인(표계속)

주: 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2)  H-L test= 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

  3)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지․가→직․가,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지․가→직․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직․가→지․가, 직장피부양자→지역가입자⇒직․피→지․가, 

      임의계속가입자→지역가입자⇒임․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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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건강보험 직역변동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와 보험료 부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며, 고용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와 가입자간 의

료이용행태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제도개선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부과체계의 문제점과 일

원화에 대한 연구만 치중하였고,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격차에 관한 연구

만 일부 이루어졌을 뿐이며, 건강보험 직역변동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화

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여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

선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의료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소득계

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성별요인을 분석하였고,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연구 또한 노인이나 소아를 대상으로 한 특정 연령층이나 특

정지역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변량 분석을 통하여 연구대상자 특

성별 의료이용의 변화를 비교했을 뿐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다

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함

으로써 각각의 요인이 의료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함에 있어 연구초기에 혼란변수 중 거주 지역을 기



- 62 -

존연구에서의 구분방법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고,

가족수를 1인, 2인, 3인, 4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으나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들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거주 지역을 16개 시도로 구분하고 가족수는 1인, 2인, 3인, 4

인, 5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함에 있어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산 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으며, 변수간의 분산 확대인자는 1.00에서 2.00의 수

준으로 다중공선성은 높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위하

여는  H-L test(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를 시행하였으

며, 외래방문일수의 경우  H-L p-value 값이 0.0963으로 통계모형이 적합하

게 나타났으나, 입원이용량의 경우 연구초기에는 직역변동 전․후의 입원일

수 증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증가를 준거범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준거범주를 감소 또는 동일자로 수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적합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만성질환 수와 장

애등급 판정자 유무 변수를 차례로 제외하고 분석을 하였으나 여전히 적합

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혜재의 연구(2009)에서 입원의 경우 모형의 적합

성이 떨어져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입원 진료 시 이용한 요양기관 유형을 종합병

원, 병원, 의원으로 나누어 혼란변수로 추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모형

의 적합성은 오히려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종속변수를 다시 입원

경험여부로 하여 입원경험 없음을 0, 있음을 1로 하여 없음(0)에서 있음(1)으

로 입원경험여부가 증가된 사람을 준거범주로 분석을 한 결과도 역시 적합

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종속변수를 입원경험여부로 수정하여 분석한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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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성질환 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H-L p-value 값이 0.6366으로 최

종적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건

강보험공단 자료의 특성상 의료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수가 없

어 이러한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며, 의료이용의 결정과정에 

대하여는 분석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변수가 제외되었다. 대리변수로 건강보험료

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별 부과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직역 간 변동 시 보험료 차이가 현격하며, 특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로 변동 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보유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증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직장 신규가입 사업장으로서의 편입이 확대

됨에 따라 이를 고액재산가 및 전문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직장으로 전환시키는 불합리한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담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직장보험

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의

무가 없어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비교하는 변수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

어 변수에 포함하지 못했다. 둘째, 대상자 중 2010년 1년간 외래방문일수에 

대하여는 증가자와 감소자에 각각 포함시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감소자에 포함하였으나, c-통계량 값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통

계적 정확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종속변수로 

사용한 의료이용 변화의 분석기간이 2010년 6월 직역변동 전 · 후 6개월 동

안의 의료이용 결과만을 비교하여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개인별 의료이용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넷째, 의료이용은 접근의 공평성과, 건강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건강수준이 높은 사람이 적게 이용하는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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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건강수준에 관한 자료 없이 의료이용에 관한 

자료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의료이용의 변화를 논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

진다. 먼저 실제로 의료이용을 한 사람의 의료이용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으므로 객관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매우 뛰어나다. 기존 

국내의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들은 의료이용 유무와 의료이용량 등에 관하여 

조사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답 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전

국이 아닌 지역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료 자체의 신뢰성이나 

개인의 실제 의료이용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객관성과 정확성에 기초한 공적자료로 분석하

였으며, 기존 국내 연구가 특정지역이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

부분인데 비해 이 연구는 분석자료가 전국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크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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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

와 의료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이 되는 것을 준거범주로 했을 때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사

람이 외래방문일수는 증가할 확률이 낮고 입원경험여부는 증가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조사되었던 성, 연령, 가족수, 거주지, 장애등급 판정유무, 만성질환 수 등이 

본 연구에서도 역시 중요한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직역변

동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에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직역변동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

동되는 사람에 비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사람이 외래방문일수

는 증가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입원경험여부는 증가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건강보

험료 부과체계의 이원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

의 목적과 역할에 맞게 각각의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통하여 가입

자가 건강보험부담으로 인하여 일정한 생활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설

계되어야 하며, 직역간 상이한 부과요소의 적용으로 인해 직역을 이동함으

로써 보험료차이가 과다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과체계에

서는 직장에서 지역으로 직역이 변동되면서 그동안 직장가입자 1인의 임금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의 50%만 납부하던 세대가 직장상실 등의 

사유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전체의 재산, 소득,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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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부과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보험료가 현저하게 

많아진다. 2008년의 경우 직장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

하는 세대는 전체변동 세대의 52%에 달하며 직장평균 39천원에서 지역평균 

84천원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김진수 등. 2010).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

도와 유사한 대만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보면 보험료 부과는 전 국민에게 동

일기준을 적용하며, 보험료는 개인별 피부양률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

에(신영석 등, 2007) 우리나라처럼 직역변동으로 인한 사유보다는 피부양자 

수에 따라 보험료차이가 현저해진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라

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피부양자 인정범위가 광범위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1,986만 명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계층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부

양자는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가족 중 직장가입자 존재여부에 따라 보험료 

부담여부가 결정 된다. 많은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오랫동안 직장가입자

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면제 받아 왔던 가입자의 가족들은 직장

가입자의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높은 수준의 지역보험료 산정

에 많은 불만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부과체계의 이원화와 피부양자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보험료 증가가 

현저한 사람들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양질의 의료이용

을 위한 일시적인 입원의료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보

험료에 대한 관심이 적으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매월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됨에 따라 보험료납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어 의료이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특히 직장 다니

는 동안 고용상태상의 제약으로 미뤄두었던 수술 등의 실행으로 입원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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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고용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제약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 직역변동

은 고용이 안정돼 있는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에서 많이 발생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33.3%로 세계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통계청, 2012), 이러한 비정규직들

은 고용불안 때문에 질병이 발생해도 병가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현실적

으로 사용할 수 없어 최소한의 외래이용으로 견디다 질병이 심하면 퇴직으

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고용상태에 따른 제약으로 지

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이 되면 외래이용이 증가하게 되고 직장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동이 되면 입원이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고(Denton & Walters, 1999), 비경제활동자의 경우 입원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이혜재 등, 2010)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된 사

람들은 입원이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직장근무 시 질병이 있어

도 외래진료로 대체하며 충분한 치료를 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은 직장퇴직으

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완치를 위하여 입원 등 집중치료

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 여전히 사회경

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접근성이 미약하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담비율은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며, 교직원의 경우 본인이 50%, 사용자가 30%, 국가가 20%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국고지원의 경우 현행 건

강보험법에는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 기준 총부과액 249,730억원 대비 지원액은 40,216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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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만 지원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농부와 자영업자가 대상인 국민건강

보험조합의 경우는 정부가 32~52%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신영

석 등, 2007). 정부지원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이나 은퇴 등으로 인

하여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소득이 낮은 계층의 건강상태는 대체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이용재 

등, 2011), 경제적 이유로 인한 사전예방, 질병 방치 등이 일반층 보다는 많

아(김태일 등, 2007) 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 빈도는 더 높다. 그러나 저소득

층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일반층보다는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비급여 차이로 

나타는 결과로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서 본인부담액이 많아 

의료를 제공받더라도 충분한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이 된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할 만큼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시 입원이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건강보험 직역변동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화가 나타난 결과

를 볼 때, 직장과 지역사이의 부과기준 차이로 나타나는 직역간 이동 불평

등 문제는 이원화되어있는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직장과 지역간 차이가 있는 피부양자 문제 

또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

험 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장성은 64%대로 전

체의료비의 36%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부지원

을 늘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9 -

의료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 연령, 가족수, 거주

지, 장애등급 판정자 유무, 만성질환 유무가 의료이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들은 외래 이용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

으나 입원이용에서는 모든 변수들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먼저 성별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래 이용을 많이 하고 

입원 이용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경숙 등의 연구

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평균 입원횟수 및 입원일수가 길며, 외래 이용량

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거나 동일한 것과 같은 결과로서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며 남성에 비해 심

각한 증상이 아니어도 즉각적으로 1차 요양기관을 찾아(Jang, Kim 등, 2005)

진료 받는 등 의료욕구가 강하나 입원과 같은 양질의 의료이용에 제한을 가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전경숙 등, 2010). 연령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

할수록 현저하게 입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 본 연구의 특이한 결과는 외래의 경우는 연령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40-49세가 외래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수 별로는 가족수가 1명인 경우에 비하여 4명이상의 경우 외래 

이용이 감소하고 입원경험여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손문락의 

연구에서 가족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외래 이용 및 입원 이용이 증가한 결

과와는 또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에 비하여 충청북도는 

외래이용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광주와 전라남도는 입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등급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두 배 이

상 입원을 많이 하지만 외래이용은 오히려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이상용의 연구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외래 내원일수는 

1.4배 입원 일수는 4.1배 많이 하는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며, 이는 혼



- 70 -

자 사는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외래보다는 입원

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이상용 등, 2004). 만성질환 수는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3개 이상인 경우 외래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혜재 등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에는 외래이용을 할 교차비(odds ratio)가 현저히 높아진다고 보고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였다. 그러나 입원 이용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성이 

떨어져 변수에서 제외시켰기에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특성상 의료이용과 관련된 변수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공통으로 포함된 변수만을 선정하였고 그 외 다

양한 변수가 포함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안하여 향후 

보험료 변수 등 의료이용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포함하는 보

다 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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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국민건강보험 전체대상자는 2011년 말 현재 49,299명으로 연간 53,187천 

건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직역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

은 직역변동세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경우 재산과 자동차, 소득, 세대원이 포함되어 지역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직장에서의 보험료보다 현격하게 증가되어 건강보험 

공단의 주요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역변동

으로 인하여 어떻게 의료이용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들이 

의료이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2010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자격과 보험급여내역을 활용하였고 2010년 6월 기준으로 1개월 동안의 

직역변동과 2010년 6월 전·후 6개월간 직역 변동 없이 자격을 계속유지한자 

157,792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대상자 157,792명 중 외래방문일수가 증가된 사람은 74,946명으로 

47.5%였으며, 입원경험여부에서 증가된 사람은 1,367명으로 0.87%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외래방문일수의 변화를 카이제곱검정을 통하여 분석

한 결과 직역변동, 성별, 연령, 거주지, 장애등급 판정자 유무, 만성질환자수

의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입원경험여부에 미

치는 영향은 직역변동, 연령, 가족수, 거주지, 장애등급 판정자 유무의 변수

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되는 경우

에 비하여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경우 외래방문일수는 교차비가 

0.806으로 나타났고 입원에서는 교차비가 1.476으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경우 외래방문일수는 증가할 확률이 낮았으나 입원경험여부는 증가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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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외래방문일수의 교차

비가 1.013이었으며, 입원경험여부에서는 교차비가 0.893으로 남성이 여성보

다 외래는 적게 하고 입원은 많이 했다. 연령별로는 20-29세인 집단에 비하

여 외래방문일수에서 40-49세의 교차비가 1.052로 높게 나타났으며, 입원경

험여부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차비가 현격하게 증가하였다. 가족수  

별로는 1명인 사람에 비하여 4명의 외래방문일수 교차비가 0.970, 5명이상인 

사람의 교차비가 0.962로 나타나 가족수가 많을수록 외래이용 증가율이 낮

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외래방문일수의 경우 서울에 비하여 충청북도의 교차

비가 1.086이었고, 입원경험여부의 경우 광주의 교차비가 1.522, 전라남도의 

교차비가 1.496이었다. 장애등급 판정자 유무에서는 장애등급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있는 사람이 외래방문일수의 교차비가 0.948이고, 입원경험여부에서

는 교차비가 2.176으로 외래보다 입원이용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만성질환 

수로는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3개 이상 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

람의 외래진료 교차비가 1.11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별, 연령, 가족수, 거주지, 장애등급 판정자의 유무, 만성질환

자수가 의료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직역이 변동되

면 외래방문일수와 입원경험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국내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자료의 특성상 의료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수가 없어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며, 의료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는 경제적 능력을 판단 할 수 있는 변

수가 제외되었다는 자료상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향후 더욱 더 향상된 연구가 이루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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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cal Utilization change according to Corporate – Region status

change of Health Insurance

Cho, Kyeong Nam

Dep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Jin Chung, Ph.D.)

As end of 2011, those subject to Health insurance reached to 49,299

thousand persons in which 53,187 cases of status change taken place per

year between Corporate and Regional subscribers.

Due to Corporate – Region status change, many changes occurred

which include not only socio-environmental change, burden of noticeably

different insurance premium, difference in medical utilization based on

employment status, thus i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improvement of health insurance system.

However, despite repeated study with regard to centralized system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none research has been implemented yet as

to change of medical utilization in connection with Corporate – Region

status change, instead only the disparity of medical utilization among

different income level group was implemented furthermore, it also lacks



- 77 -

the study as to which factor affects to medical utiliza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 of medical utilization

in connection with Corporate – Region status change of Health

Insurance, and to which factor affects the medical utilization change as

well as the implication of such result.

This study targeted grownups from 20 to 70 age with no Corporate –

Region status change for 6 months before & after its status change after

Corporate – Region status change took place for 1 month period based

on June 2010, utilizing the qualification detail & detail of insurance

benefit being kept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

On the basis of the preliminary study, after selecting common variables

of Corporate & Regional subscribers, it was implemented Technical

analysis, chi_squre_test, Logistic Regression. For statistical analysis SAS

version 9.1 was used.

To summarize the study result, out of target subject 157,792 persons,

among them outpatients visit days increase indicated 74,949 persons

sharing 47.5%, hospitalization or not experience increase indicated 1,367

persons sharing 0.87%.

According to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in terms of type of

Corporate-Region status change, the cross ratio of outpatient visit day for

people Corporate to Region status change indicated 0.806, compare with

Region to Corporate status change and the cross rate of hospitalization

or not experience indicated 1.476.

In terms of gender, the cross ratio of hospitalization or not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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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emale indicated 0.893 compare to male , and in terms age as age

increases the cross rate of hospitalization or not experience increased.

As to residence, Outpatient visit day cross rate of Chungbuk indicated

1.086, compare to Seoul and cross rate of Gwangju indicated 1.522.

In terms of handicap determination or not, cross ratio of outpatients visit

day of handicap patients indicated 0.943 compare to non-handicap

patients, hospitalization or not experience indicated 2.176.

As to No. of chronic illness, cross rate of outpatients visit day of more

than 3 diseases indicated 1.116 compare to none –disease persons .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of its kinds that

examined the change of medical utilization in connection with

Corporate-Region state change targeting entire people of the Nation, in

which it could be identified the probability of outpatient visit day

increase is low and probability of hospitalization or not experience is

high for the people status changed Corporate to Region compare with

Region to Corpor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ge, number

of family, handicap grade determined or not, No. of chronic illness etc

and medical utilization change could have been verified.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cates the current dual billing system need

to be improved with better realistic, high acceptable system in

consideration of various aspect approaches and wishes to be continued

the research that verifies cle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region

status change and medical utilization in order to obtain system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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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nclude the problem of dependents, the problem to expand the

benefit of health insurance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step by

step.

This study hopes to be used as a basic material in preparing a

improved system to secure sustainable health insurance in the future.

Key word : medical utilization change, outpatient visit day, hospitalization or not

experience, billing system, benef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