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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이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보건의식행태조사」의 95년과 98

년 자료와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사망원인통계연보의 1995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의

월별 사망자수를 이용하여, IMF 경제위기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질병이환과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수량화하여 알아보고, 전체사망률과 특정 질환별 사망률의 변화를 알아보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MF 이후에 전체 질환, 급성 질환, 만성 질환 이환율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암, 고혈압, 신경쇠약, 심장질환, 그리고 사고는 이환율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 소화성궤양은 증가하였으나 자연증가율을 보정하면 오히려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IMF 이후에 전체 인구대비 외래이용률과 이환자 대비 외래이용률은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전체 인구대비 입원이용률과 이환자 대비 입원이용률이 모

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환대비 외래 이용률은 고혈압, 신경쇠약, 소화성궤양, 심

장질환 그리고 사고에서 유의하게 IMF 후에 감소하였으나 암으로 인한 외래 이용

률은 감소하지 않았다. 입원이용률은 6개 질병 모두 IMF 전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셋째, IMF 이후 의료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평균외래방문회수와 평균 입원일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고혈압과 소화성궤양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평균입원일수에

IMF 전후 차이가 있었으며 IMF 후의 입원일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넷째, 전체 사망률은 IMF 발생 1년 후부터, 소화기계질환과 순환기계질환에 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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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률은 IMF 직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99년 12월까지 IMF효과가 지속되었으며, 사

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IMF 이후에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순환기계 질환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IMF가 발생한 직후부터 증가하

여 점차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뇌혈관으로 인한 사망률은

IMF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망의 외인 중 운수 사

고로 인한 사망률은 IMF 직후 첫 1년 동안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자살률은 IMF가

발생한 3개월 후부터 6개월 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여

IMF가 없었을 경우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IMF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환율과 의료이용 그리고 전체

사망률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써 IMF가 대변하는 실직과 수입의 감소 그리고 물가

상승 등 외적 요인이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도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와 사고 등 위험

요인을 증가시킴으로써 질병에 대한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충족시켰

으나, 이에 대한 원인 결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 IMF , 이환율, 의료이용수준,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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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지난 97년 12월 3일, 우리 나라는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의 금융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경제 재난(이하 IMF )은 우리 국민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하

나의 커다란 사회 위기(crisis )였다. 일반적으로 사회 위기를 대량 실업, 기업의 도산,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사 문제 등의 경제 위기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사회 위기는 곧 직업의 상실, 경제적 곤란, 지위 하락, 활동의 제약, 가족의

붕괴, 삶의 질 저하 등 생활 위기로 나타나며, 이러한 생활 위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

된다. 경제 위기로 인한 손상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스트레스, 질병, 자살, 노화, 수명

의 단축 등과 같은 건강 상실로 측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한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등 국가에서의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

다(Moser et al, 1987; Costa et al, 1987; Martikainen , 1990).

IMF여파는 여러 가지 사회 병리적 현상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위기로까지 나

타나 우리 국민이 지난 10여 년 간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실업률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개인 파산의 증가, 생계형 범죄의

증가, 그리고 이혼 등의 증가로 인한 가족 구조의 붕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사회 조직 내에서는 고학력에 비하여 저학력 실업자들이, 상용근로자들에 비하여 일용

임시직 실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사회 하위층의 실업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구조적 취약

성에서 비롯된 고통이 더 많았다(삼성경제연구소, 1998). 이러한 실업은 개인의 스트레

스나 전체 사망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Martikainen & Valkonen , 1996), 미국에서

는 실업률이 1% 증가하면 연간 사망자 수가 6,000명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Brenner , 1979).

보건의료분야에도 많은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98년 1·4분기 중 도시근로자의

- 1 -



가계수지 동향은 개인 보건의료비가 16.4%, 보건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은 26.1%, 그리

고 의료서비스 지출은 7.6%가 감소하였다(통계청, 1998). 국민 세 가구 중 거의 두 가

구는(64.7% ) 매달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를 부담스러워

하였으며, 도시보다 농촌, 저학력, 저소득 가구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컸다(경향신문,

1999). 이러한 국민들의 부담은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98년 1월 한달간

종합병원의 100병상당 외래 환자수는 3,676명으로 IMF 전인 97년 1월의 4,522명에 비

하여 18.7% 감소했으며, 100병상당 입원 환자수도 16.1%나 감소하였다(재인용;한겨레

신문, 1998). 또한, 이러한 환자 격감의 해소 방안으로 진료비를 깎아 주며 환자를 유치

하려는 병원도 생겨나는 등(박구재, 1998) IMF 사태가 우리 보건의료계에 미친 영향을

실감할 수 있다.

사실 IMF는 우리 나라에만 국한된 위기는 아니었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경제 위기

를 겪었거나 혹은 현재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제 위기로 실직과 수입의 감

소 그리고 물가의 상승 등으로 식품 소비 및 건강 예방과 관련된 행위의 감소, 주택 및

위생상태 악화, 그리고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에 대한 위험 요인을 가중시키는 등 질병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졌다(Hotchkis s , 2000). 쿠바는 89년부터 시작된 극심한 경제 위기

로 국민 영양 수준의 저하, 전염성 질병과 사고사의 극심한 증가 현상 등이 있었는데,

주목할 점은 경제 위기가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인구집단이 성인 남자와 노인이

었다는 사실이다(Garfield, 1997). 폴란드의 경제 위기와 보건의료와의 관계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체계 의 비효율성(inefficiency )보다는 경제 재난으로 생겨난 사회

불평등의 요인이 주거 환경이나 생활 행태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음을 밝히고 있

다(W nuk - Lipin sk, 1990). 실제 경제 위기 이후 폴란드 사회 구조 내에 보건의료의 접

근성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함을 밝히고, 이러한 결과는 특히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에

접근함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는 그간 IMF로 인한 사회문제가 다양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IMF와 보건의료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의료보험연합회 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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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건수를 이용하여 IMF 전후 의료이용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가 있으나(김창엽,

1998; 김선민, 1998; 양봉민, 1998), 의료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자료의 한계를 안

고 있어 IMF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

듯 IMF로 대변되는 경제 위기와 보건의료의 관계를 직접 설명하고 있는 국내·외의 경

험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이 연구는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경제 위기가 가져온 실직과 수입의 감소 그리

고 물가 상승 등의 외적 요인이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도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와 사고

등 위험 요인을 증가시킴으로써 질병에 대한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였을 것(Moser 등,

1984; Iv er sen 등 1987; Moser 등, 1987; Costa & Segm an , 1987; Martikainen , 1990;

Bartley , 1994; Martikainen , 1996)이며, 건강의 변화와 밀접한 의료이용의 변화가 있을

것(D 'arcy , 1986; Beale 등, 1988; Linn 등, 1985)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문제 제기로부터 IMF가 우리 나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기

전·후의 질병이환율 및 의료이용률, 그리고 사망률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가 설

이 연구에서는 1997년 12월에 시작된 IMF가 우리 나라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을 실

증적인 자료로부터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전국 단위로 조사한 1995년과 1998년의 국민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첫째, IMF 전·후 질병의 이환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특히 IMF의 영향으로 보건

환경의 주요한 요인인 소득, 스트레스 등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의 이환율은

증가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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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IMF 전·후 의료이용률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특히 특정질병에 이환된 사람

들의 의료이용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을 것이고, 소득에 대한 의료 이용의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병일수록(또는 질병이 경할수록) 그 감소율은 높았을 것이다.

셋째, IMF 전·후 특정 질병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의료서비스의 강도

(외래방문회수, 재원일수)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넷째, IMF 전·후 특정질병의 사망률이 증가할 것이며, 질병의 특성에 따라 사망률

의 증가 형태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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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 론적 배경

IMF 경제 위기 전·후의 질병 이환율, 의료이용수준 및 사망률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하여 첫째, IMF가 한국 사회에 미친 다양한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실

업과 건강과의 관계를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의료이용과 소득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IMF가 한 국사 회에 미친 영향

IMF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경제, 사회 그리고 보건 분야로 나누어, 각 부문에

대한 통계청 보고서들과 기업보고서 등 각종 통계 자료와 보고서를 통하여 각 분야의

주요 지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 경제 부문

1) IMF 이후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

삼성 경제 연구소가 발표한 1998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IMF 이후의 주요 경제 지

표의 변화는 표 1과 같다. IMF 구제 금융 직전인 1997년 11월에 3.9%였던 경제 성장

률은 1998년 하반기에 - 7.4%로 하락하였으며, 1998년 상반기엔 평균 8.2%까지 물가가

올랐으며, 실업률은 1998년도에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등 국민 개인의 생활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에 극심한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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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MF 이후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

항 목 1997년 11월 1998년 상반기 1998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3.9% - 6.8% - 7.4%

실업률 2.6% 6.9% 7.1%

소비자물가 4.3% 8.2% 7.2%

무역수지 $ 1.2억 $37.7억 $ 36.7억

수출 $ 118.3억 (- 3.2% ) $ 114.4억 (- 2.6% ) $ 120.1억 (1.5% )

수입 $ 117.1억 (- 12.4% ) $76.6억 (- 37.5% ) $83.4억 (- 28.8% )

가용외환보유고 $56.9억 $343.5억 $ 464.7억

원화환률 1,240.6원 1,403.4원 1,226.9억

종합주가지수 379 332 448

2) 실업률 변화

IMF시대에 국민들이 겪는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의 감소와 실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통계작성 이후 최대의 실업률을 보인 1998년 8월말에 돌파한 실업자 150만명은

1997년 10월 이후 하루에 평균 3,700명씩 실업자가 증가한 꼴이다. 특히 이전 직장이

일용 임시직이었던 실업자가 많아 실업의 고통이 하위층에 집중, 남성구인자수(- 23.3% )

가 여성구인자수(- 17.7)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서울인력은행, 1998). 연령별로는 30,

40대 구직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실직 이전의 직업은 봉급근로

자(48.5), 일용근로자(24.7), 자영업자(23.7% ), 그리고 자유직업자(3.1% )의 순이었다.

그러나, 실업률과 관계되어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실업에 대한 정의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실업자와 취업자는 다음과 같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조

사 기간 동안(15일)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

다. 반면에 조사 대상 기간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치 못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실업자로 정의한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

업과 관계된 연구마다 실업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실업률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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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직업을 갖고 싶어하지만 개인적인 혹은 가정사정에 의해 직

업을 구하고 않고 있는 사람이나,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제외되는 점과, 자신의 기대나

능력보다 낮은 수준이나 임시직에 종사하는 경우(underemployed) 등이다. 이들은 직업

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정상적인 고용 상태라고 보기는 힘들다. 실직한 사람들은 실제

자신의 기대나 능력보다 낮은 수준의 직업이나 직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가 많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각한 실업사태가 일어난 후에도 실업

률은 더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때의 실업률은 그 사회의 정확한 고용상태를 반영한

다고 보기가 어렵다. 최근의 공영 방송의 뉴스를 통하여 소개된 교육 정도를 감추거나

혹은 낮춰 취업하는 사례들을 미루어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취업률 혹은 실업률의 의미

를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증감률 추이 (199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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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회 부문

IMF를 겪으면서 실질 소득이 35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였다. 4년 전 수준

으로 후퇴한 1998년 3/ 4분기의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실질 소득은 월평균 176만원으로

(1995년 가격 기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0%가 감소하였으며, 월평균 명목소득도

207만원으로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4.4% 감소하였다(통계청, 1998).

또한, 한국경제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계층도 절반으

로 감소(재인용:삼성경제연구소, 1998)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1년 전에 비해 자신의 경

제적 지위가 몰락한 것으로 평가하여 중산층의 몰락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데, 그 증거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상위 20%

계층(1등급)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에 나머지 소득 계층은 감소하였고,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된 양상이었다(통계청, 1998). 이는 조세 납부액

의 변화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여 조세납부 증감률이 소득이 많을수록 적어지는 현상을

보였다(통계청, 1998).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98년도에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긍

정적인 응답은 27.6%에 불과하였으며, 45.4%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경제생활변

화에 대해서도 긍정이 18.4% , 45.5%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소득, 교육, 직업, 재산

등을 감안하여 자기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가구주의 주관적

계층 의식은 상층이 1.1%, 중간층 54.9%, 하층이 44.0%로 94년과 비교하면 상층이

0.3%, 증간층은 5.5% 감소한 반면, 하층은 5.8% 증가하여 IMF를 거치면서 과거 중간

층이라고 응답했던 상당이 하층으로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2).

주거 형태의 하향 이동으로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당 주거면적도

이사 전보다 감소 등의 생활 수준의 하락, 소득 감소 및 실직 등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에 따라 주택 수요가 감퇴하여 집값 하락, 노숙자 수 급증, 가계 소비 지출의 급격한 감

소, 자동차 내수 판매의 지속적인 하락(자동차 공업협회, 1998), 생계형 범죄 급증(서울

지검 국정감사자료, 1998), 특히 실직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자간, 고부간 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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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륜적 범죄 증가(경찰청 국정감소자료, 1998) 등 IMF는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영향

을 미쳤다.

또한,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안전성, 발전성 및 장래성, 수입,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표 2), 95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에서 수입과 발전성은 감소, 안정성

은 크게 증가하여 수입이나 발전성보다 안정된 직업을 찾으려는 직업선택의 인식 변화

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하는 일, 일에 비한 임금

수준, 복리후생, 장래성, 근무 환경 각 항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아져 IMF

이후 근로여건이 나빠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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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MF 이후 사회참여부문의 변화 단위 : %

IMF 이 후 사 회 참 여 부 문의 변 화 94 99

계층 의식 상상 0.2 0.2

상하 1.2 0.9

중상 20.8 16.8

중하 39.6 38.2

하상 25.4 27.4

하하 12.8 16.6

세대 내 계층이 동 가능성 매우 높다 7.6 2.5

비교적 높다 38.2 19.2
보통 42.7 42.0
비교적 낮다 9.3 19.3
매우 낮다 2.2 6.2
모르겠다 - 10.8

IMF 이 후 노 동 부 문 의 변 화 95 98

직업 선 택 요인 명예·명성 3.3 2.1
안정성 29.6 41.5
수입 27.1 18.2
보람·자아성취 10.5 16.2
발전성·장래성 29.2 20.7
기타 0.5 0.1
모르겠음 - 1.3

근로 여건 만족 도
직무(하는일) 만족 34.9 30.3

보통 48.5 49.1
불만족 16.6 20.2

임금(일에 비해) 만족 17.2 10.7
보통 40.6 36.1
불만족 42.2 52.6

복리후생만족 만족 15.7 9.2
보통 55.7 34.7
불만족 28.6 32.1

장래성 만족 17.9 11.9
보통 51.2 33.0
불만족 30.9 28.2

근무환경 만족 21.7 18.6
보통 48.8 47.2
불만족 29.5 32.1

계 100.0 100.0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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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부문에서의 변화는 보험 종류별 적용 인구의 변화와 의료이용수준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은 개인의 보험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199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직장의료보험 적용인구가 1997년

0.39%의 증가률을 보이고 1998년에는 7.30%까지 감소하였다(표 3, 그림 2).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의 경우 1998년 0.32%의 증가률을 보였으며, 반면에 지역의료보험은 직

장과 공교보험에서 빠져나간 적용인구부분이 증가하여 1998년 3.41%의 증가가 있었다.

표 3. 의료보험 적용인구 변화

91 92 93 94 95 96 97 98

직장 증감률1) 0.53 - 0.62 0.16 1.55 2.00 1.74 0.39 - 7.30

적용인구2 ) 16,241 16,140 16,166 16,416 16,744 17,035 17,101 15,853

(%)3 ) (39.81) (39.05) (38.29) (37.95) (38.04) (38.19) (38.07) (35.65)

공교 증감률1) 0.28 1.00 1.46 1.14 0.65 1.37 1.17 0.32

적용인구2 ) 4,616 4,662 4,730 4,784 4,815 4,881 4,938 4,954

(%)3 ) (11.31) (11.28) (11.20) (11.06) (10.94) (10.94) (10.99) (11.14)

지역 증감률1) 2.68 2.94 3.87 3.45 1.81 1.03 0.87 3.41

적용인구2 ) 19,942 20,527 21,322 22,058 22,457 22,688 22,885 23,665

(%)3 ) (48.88) (49.67) (50.50) (50.99) (51.02) (50.87) (50.94) (53.21)

1) 전년도 대비 증가률

2) 단위 : 천명

3) 전체 보험자 중 각 보험 종류의 구성비

자료 :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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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료보험종별 적용인구 변화

자료 :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1999

통계청의 사회조사통계보고서에 의한 의료이용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표 4), 조사

대상 2주 동안 0세 이상 인구 중 아팠다고 느낀 사람의 비율인 이환율은 1995년에 비하

여 1999년에 22.4%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유병자들의 유병일수와 와병일수는 크게 변

화하지 않았다. 1999년도에 인구 천명당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람은 135.0명으로 98.5

명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수치들은 의료이용에 대한 자연 증가

분을 보정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보정을 하는 경우 증감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건강한 편과 건강치 못함에서 각각 감소가

있었고, 보통과 매우 나쁨에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약간씩 건강에 대한 인식이

하향조정 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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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IMF 전후의 보건의료 이용 수준의 변화와 건강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

95 99

이환율 (%)1) 19.0 22.4

유병일수 (일)2 ) 5.8 6.0

와병일수 (일)3 ) 0.8 0.9

의사진료자수 (1,000명당, 명)4 ) 98.5 135.0

1인당 진료일수 (일)5 ) 4.7 4.8

주관적 건강 평가(%)

매우 건강함 6.1 6.1

건강한 편 37.6 36.6

보통 36.9 37.8

건강치 못함 17.3 16.8

매우 나쁨 2.2 2.7

† 자료원 : 1999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1) 이환율 = 조사대상 2주간 유병자수/조사인구(0세 이상 모든 가구원)

2) 유병일수 = 총유병일수/유병자수

3) 와병일수 = 총와병일수/유병자수

4) 의사진료자수 = 조사대상기간 2주간의 병(의)원 진료자수/ 조사인구(0세 이상 모두 포함)

5) 1인당 치료일수 = 병(의)원진료자의 총진료일수/병(의)원 진료자수

2. 외국 에서 의 실 업과 건강

여기서는 인구 집단과 개인에서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업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생각할 때 실업과 건강이 서로 상호적

인 것이며,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원인 혹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

는 안된다. 일반적인 단면 연구에서 실업자들이 직업이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업자들이 기존의 질병으로 실업의 위험이 더 크거나 다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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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기회를 갖기가 더 어려운 선택편견의 결과일수도 있다.

가 . 실업과 전체 사망 률

1976년 Brenner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실업률이 1% 증가하면 미국내 년간

사망자 수가 6,000명 증가한다고 하였다. 국가 전체의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실업자

들이 코호트를 구성함으로써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한 장기적인 추적조사 연구가 유럽

각국에서 여러 번 시행되었다(표 5). 이들 연구에서는 표준화 사망비(SMR : Stand-

ardized Mortality Ratio)와 상대위험도(RR :Relativ e Risk )로서 실업의 위험도를 제시

하였다. 표준화비례사망비란 기준이 되는 인구집단에서의 사망자수를 100명이라고 할

때 연구 대상인 인구집단에서의 사망수가 몇 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상대위험도란 연구대상인 인구 집단이 기준이 되는 인구 집단에 비해 보고자하는 질병

이 발생할 위험이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자료의 결과들로 볼 때 실업과 전체 사망의 관계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

으며, 더군다나 실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에 해로운 작용(Costa 등, 1987)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Martikainen과 Valkonen의 연구에서(1996) 사회 전체의 실

업률이 낮을 때의 실업자의 사망 위험은 실업률이 높을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런 결과는 영국과 웨일즈에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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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실업과 특수 사망 률

1) 실업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실업자의 사망원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심혈관 질환과 자살이다. 실업자의 사

망원인으로 심혈관 질환이 주목받는 이유는 실업이 스트레스를 유도하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웨일스, 스코트랜드 등의 연구 결과 실업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재인용:Brenner 등 1979). 개인 단위의 연구에서 흡

연, 음주와 지방 섭취를 통제하고도 실업이 심혈관 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임을 확인하

고 있다. 표 6은 유럽에서 센서스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장기추적 연구결과들을 요약 정

리한 것이다.

프랭크 등(1991)의 연구에 의하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과 남자 실업자와는 강한 상

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또한 용량- 반응 관계도 있어 실업률 1% 증가에 따라 뇌졸증으

로 인한 남자의 사망이 남자 인구 10만명 당 5.4명 더 증가하였다고 한다. 여자의 경우

는 이러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실업자들에게서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인 혈압 또

는 혈청 콜레스테롤이 증가한 연구결과도 있다(표 6).

2) 실업과 자살

Platt 등(1984)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자들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보다 실직

상태에 있었던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실직이 자살을 유발한다고 말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표 6에서와 같이 영국 남성, 핀란드 남성, 덴마크 남성의 센서

스 조사를 바탕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각각 실업자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자

살로 사망할 위험이 1.6, 1.9, 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

리아, 프랑스등의 연구에서 자살은 실업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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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자살도 선택편견이 있어 자살의 위험이 높은 사람이 실업

자가 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살은 감추어지고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고사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실업자의 자살로 인한 사망은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과 스웨덴, 일본의 연구에서 자살과 실업과의 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의 두 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일본의 경우는 강력한 가족 유대관계 때문인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Prittchard, 1992). 자살은 그 사회가 가지는 자살에 대한 관념과 사회

제도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므로, 우리 사회에서 실업과 자살에 대한 관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실업과 의료서비스 이용

실업과 의료서비스 이용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을 한 마디로 내리

기에는 무리가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가 보건의료 정책이나 병원 경영방침 등

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정신과 환자를

병원 입원 중심으로 치료 할 것인지, 외래 방문 중심으로 치료할 것인지 하는 것은 의사

의 판단 뿐 만이 아니라 병원의 경영 방침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보

장이 잘 되어 있고 실업으로 인한 건강상의 장애가 확실하다면 의료이용은 증가할 것이

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의료이용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실업과 의료 이용 수준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서는 표 7과 같이 의사방문횟수, 입원

및 외래 이용 횟수, 그리고 투약 처방 횟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영국 또는 미

국의 퇴역 군인들처럼 의료비 지출이 가중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이용이 증가하나, 미

국의 실직자들처럼 의료보험이 미흡한 경우에는 의료이용이 감소한(재인용;Jin , 1995)

연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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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은 직접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므로 정신과 서비스 이용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Keirnan 등(1989)은 정신과 병원의 입원이 실업 후 1개월에 증가하고, 다시 3- 6

개월 후에 증가하였다. Linn 등(1985)에 의한 연구에서는 정신신체 증상, 우울, 불안,

외래 방문 등이 실업자에서 증가하였다.

라 . 실업과 그 외의 지표 와의 관계

1) 실업과 자동차 사망

일반적으로 실업률의 증가와 자동차 사고는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

불황기는 절대적인 자동차 판매수의 감소와 교통량의 감소 등이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재인용;Jin , 1995).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운전의 부주의를 가져오므로, 차량의 운행 거리를 고려한다면 실업이 오히

려 자동차 사고의 증가를 가져온다고도 한다(Leigh & W aldon , 1991).

2) 실업과 정신적 질환 및 신체적 질환

D 'arcy와 Siddique 등은 1978- 79년 캐나다의 건강조사자료에서 실업과 건강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고용된 사람에 비해서 실업자들은 정신적 고통, 불안, 현재의 비

건강, 각종 장애, 지난 1년간 병원 입원, 의사 방문과 전화 횟수 등이 훨씬 높았다. 또한

공장 폐쇄 후 의 실업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실업 후에 받는 스

트레스는 이혼할 때 받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도라고 하며, 배우자들도 두통, 건초열과

알러지, 허리, 사지,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Iv er sen 등(1987)은 3년간 추적한 큰

규모의 환자 대조군 연구결과 실업자들이 정신병적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한다고 하였다.

Bartley와 Owen (1996)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만성적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질병

이 없는 사람들보다 실직당할 위험이 높으며, 다시 직업을 갖게 되기도 힘들고, 특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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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노동 계급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한다.

3. 의료 이용

IMF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감소는 의료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의료이

용과 소득과의 관계는 두 가지 연구 측면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의료이용행

태를 연구하는 Ander son 모형에서 개인속성변수로 자리하는 소득과 의료이용과의 관

계이며, 다른 하나는 의료이용과 본인부담금의 관계에서 소득 수준별 차이를 설명한 연

구들이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의료이용과 소득의 관계를 외국과 국내의

연구 결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 외국

1) 본인부담금 하에서의 소득과 의료이용

본인 부담금이란 Roemer (1975)의 정의에 의하면 진료비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환자에게 부담 또는 전가시키는 제도로서 의료보험자의 재정적 압박을 경감

시키려는 의도 뿐 만이 아니라 의료의 초과적인 이용 또는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

이 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의료 뿐 만 아니라 꼭 필요한 의료이

용이 제한 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Roem er 등(1975)은 의료이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가격을 높임으로서 진료를 지연시

켜 오히려 총 의료비를 증가시킨다고 보았으며, Brook 등(1983)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있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균등한 의료서

비스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IMF하에서 소득의 감소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위의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있는 의료보

- 21 -



험제도하에서 저소득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에 비해 의료수요가 적다고 해서 미충족

수요가 있으며,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Newhou se 등, 1981; Lohr 등, 1986).

많은 의료이용에 관련된 연구에서 의료 보험 제도는 의료이용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Beck (1974, 1980), Shapiro(1986), Lohr (1986) 등은 본인부담금이 있는

의료보험하에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외래이용률이 더 많이 감소했으며,

Lohr (1986)의 연구에서는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급성질환이나 예방적인 진료에서 의료

이용의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2) Anderson 모형에서의 소득과 의료이용

소득과 관련된 이용가능 요인으로서 개인 단위 변수인 소득의 경우 시대에 따라 유

의한 정도나 방향에 차이가 있으며 Ander son 등(1973)이 관련 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1950년대까지는 소득 변수와 의료이용이 크게 관련이 없다가 이후 1960년대까지 고소

득층의 외래방문량이 높았고 이후엔 저소득층이 외래방문이 높은 것을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소득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들과(Crom w ell, 1986; Hay , 1982; W ilson ,

1981; 1984),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들(Ander son , 1978; Roos , 1982;

Wilen sky , 1983)이 있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다.

나 . 국내

소득과 의료이용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보험을 도입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 변수는 의료이용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의료보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Ander son

모형을 중심으로 다변량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 가운데 개인변수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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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으며(김석범 등, 1994; 유승흠 등, 1987;

1988),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효과 역시 다변량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에서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의료필요충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급성 및 만성 이환자를 대상

으로 의사방문여부를 종속변수로 판별 분석을 실시한 유승흠 등(1988)에서는 소득이 의

료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만성질환이환자에게서 더뚜렷

이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지역의료보험의 도입 효과를 박경숙과 박능후(1990)의 연구

에서는 외래 이용에서 저소득층의 이용이 고소득층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또한 본인부

담율의 상승으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상병의 수진률이 감소한 결과도 있었다(노인철 등,

1989). 의료요구군별로 나누어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율을 살펴본 연구의 결과, 의료요구

군별 의료이용율에 소득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명지영, 1995). 이

상이 국내 연구들이 보험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면,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를 이용한 의료

이용과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86년, 89년, 92년, 95년, 4개 년도 모두에

서 고소득층에 비하여 저소득층이 유병률과 유병일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선민,

1996).

반면의 소득과 의료이용의 관계에 대하여 차이가 없거나 반대의 결과를 이야기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선민(1996)의 연구에서는 소득 계층별 질병이환자의 의료이용률과

병의원이용률이 86년과 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이전의 결과와는 달리 92년과 95년

에 오면서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없어졌다고 보고했다. 또한, 본인 부담금을 상향 조

정했을 때 소득수준별 외래이용변화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외래이용

감소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전기홍, 1990). 사회계층별 의료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에 관한 장동민(1996)의 연구에서는 의사방문여부와 의사방문횟수에 소득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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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가 . 이환율 및 의료이 용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실시한 1995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와 98 국민건강·영양조

사 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우리 나라(도서지역 제외) 국민 전체를 모집단

으로하여 조사된 대규모 보건관련 자료로서, 층화·계통확율비례추출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한 후 가구방문면접조사로 조사된 것이다. 1995년 자료는 7월에, 1998년 자

료는 11월∼12월에 조사된 것으로, 1995년에는 6,791가구의 22,675명, 1998년에는

12,283가구의 43,682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 행태에 관한 내용을 포괄

하고 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각 가구 구성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의료특성, 질병 및 증

상 조사(만성질병과 급성질병의 이환 조사)와 각 이환된 질병에 대한 이환특성, 그리고

외래이용 및 입원이용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표 8). 그러나, 1998년 조사에서 추가된

질문이 상당수 있었으며, 1995년과 1998년 각 자료에서 질문의 세부 사항이 같지 않거

나 같은 질문에 대하여 응답의 방법 및 항목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두 조사

에서 질병 및 증상 조사를 위한 만성 질환 및 급성 질환 분류 기준과 구성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경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조정하였다.

나 . 사망률에 대한 연 구

사망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사망원인통계연보의 199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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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999년 12월까지 총 72개월의 전체 및 특정질병으로 인한 월별 사망자수이다.

표 8. 이환율과 의료이용수준의 연구 대상 자료 특성 비교

1995년 1998년

대상 가구수 6,791가구 12,283가구

대상 인구수 22,675명 43,682명

조사 기간 7월 1일 - 31일 11월 1일 - 12월 31일

표본추출 방법 층화·계통확률비례추출방법

조사 방법 가구 방문 면접 조사

설문지

일반적인 특성 및

의료 특성
22항목 17항목

이환조사 19항목 23항목

외래이용조사 18항목 12항목

입원이용조사 12항목 9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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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에 사 용된 변수

가 . 이환율 및 의료이 용에 대한 연구

이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1995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와 98년 국민건

강·영양조사에서 사용된 변수 중 연구의 목적에 합당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두 조사

를 통해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변수들을 연구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재분

류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첫째,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의료특성, 둘째,

급·만성 질병에 대한 이환 여부와 그 특성, 셋째, 의료이용조사에서 입원이용 및 외

래이용 여부와 그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 전체 질환에서 분석하고 또한 몇 가지

질병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표 9와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의료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생활수준, 월평균

소득, 의료보장 종류, 거주 지역, 그리고 IMF 등의 변수가 있다. 여기서 IMF는 조사

대상 연도를 의미하며 1995년은 IMF 전으로 그리고 1998년은 IMF 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특성 변수 중 나이, 교육 정도, 월평균소득, 의료보장 형태 등은 기존의 연구 결

과들에서 IMF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은 특정군이 있는 경우로 이러한 IMF 효과를 고

려하여 분류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1998).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외의 시

단위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변수들 중 생활수준과 월 평균소득은 가구 단위 변수이나 본 연구의 분석 단위를 고

려하여 개인별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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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이환률 및 의료이용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 및 내용

변 수 구 분

이환율

전체 질병 전체질병이환 1. 예 2. 아니오

급성질병이환 1. 예 2. 아니오

만성질병이환 1. 예 2. 아니오

특정 질병이환수 실수

특정 질병 특정 질병별1) 이환 1. 예 2. 아니오

의료이용률

전체 질병 외래이용 1. 예 2. 아니오

입원이용 1. 예 2. 아니오

특정 질병 특정 질병별1) 외래이용 1. 예 2. 아니오

특정 질병별1) 입원이용 1. 예 2. 아니오

의료이용강도

전체 질병 외래이용자의 평균방문회수 실수

입원이용자의 평균입원일수 실수

특정 질병 특정 질병별1) 평균방문회수 실수

특정 질병별1) 평균입원일수 실수

1) 연구 대상 특정 질병인 사고, 암, 심장질환, 고혈압, 신경쇠약, 소화성궤양을 의미함

2) 이환율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이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대상 질병으로 본인이 아팠던 경우

를 전체 이환, 급성 질병 이환, 그리고 만성 질병 이환으로 나누었다. 또한 세부 질병으

로는 급성으로는 사고, 만성으로는 암, 심장질환, 고혈압, 신경쇠약, 소화성궤양 등 6개

질병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만성 질병은 조사된 질병의 종류가 만성 질병의 속성을 가

지고 있는 경우와 만성 질병이나 급성 질병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병한지 3

개월 이상 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며, 나머지 질환을 급성 질병으로 분류하였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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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특정 질병에 대한 1995년과 1998년의 분류

특정 질병 1995 1998

암

위암 위암

간암 간암

폐암 폐암 또는 기관지암

장암 장암

유방암 유방암

자궁암 자궁암

기타 부위의 암 기타 암

고혈압 고혈압(혈압이 높음) 고혈압

심장질환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증

- 기타 심장질환

소화성궤양 소화성궤양(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신경쇠약
신경쇠약 신경증(불안증, 강박증)

- 우울증, 정동장애

사고

각종사고

(교통운수사고,
각종 부주의 사고)

골절, 탈구

삐거나 인대늘어남

개방창, 열상

좌상,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3) 의료이용률

IMF 전·후 의료이용률의 변화는 외래이용과 입원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외래이용률은 전체 인구 대비와 이환 대비 외래이용률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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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이용을 경험한 사람들의 외래방문목적, 치료비 지출원, 그리고 이용기관의 분포를 비

교하였다. 외래방문목적은 질병 치료와 예방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치료비지출원은 의

료보험과 보호, 자동차와 산재 보험, 그리고 전액 자비 부담 등으로 분류하였다. 치료비

적정성은 본인 부담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는 경우와 약국

이용자와 보건기관이용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용기관은 3차 종합병원, 2차 종합

병원,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그리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로 분류하였

다.

입원의료이용률도 외래이용률과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 대비 입원이용률과 이환자

대비 입원이용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입원의료이용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원 목적, 입

원 기관, 그리고 치료비 지출원을 비교하였다.

특정 질병별 분석에서도 각 질병별로 외래이용여부와 입원이용여부를 전체인구 대

비 및 이환자 대비로 각각 분석하였다.

4) 의료이용강도

의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입원과 외래 이용 강도를 구하였다. 외래이용강도는 외래

이용자의 평균방문회수를, 입원이용강도는 평균 입원일수를 살펴보았다. 이 내용을 수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외래이용자의 평균 방문회수 = (총방문회수/ 외래이용자수)

입원이용자의 입원건당 평균 입원일수 = (총입원일수/ 총입원환자수)

주요 질병별 분석에서도 각 질병별로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외래평균방문회수와 평

균입원일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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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망률에 대한 연 구

사망률에 대한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사망신고서에 기록된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이

다. 사망률은 전체 사망률과 세부 사망원인으로 소화기계질환, 순환기계질환, 그리고

사망의 외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순환기계질환은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뇌

혈관 질환을 세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사망의 외인은 운수사고와 자살로 세분하였다.

3. 이환 율 및 의료 이용 률의 자연 증가 률 보 정 방 법

IMF 전후 이환 및 의료이용률을 비교함에 있어 시점의 차이에 따른 자연 증가율에

대한 보정을 하였으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출판된 국민건강자료와 의료보험연합회의

해당 연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보정의 기본 원칙은 먼저 위의 연보자료에서 자연증가율

(△= 95/ 92)을 교정지수로 추정하고 이를 95년 이 연구에서 추정된 값에 곱하여, 만약

IMF가 없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98년 예측값으로 정의하였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98년 예측 이환율 : M ' 9 8/ N 9 5 = M 9 5/ N 9 5· 1

98년 예측 인구대비 이용률 : U ' 9 8/ N 9 5 = U 9 5/ N 9 5· 2

98년 예측 이환대비 이용률 : U ' 9 8/ M ' 9 8 = (U 9 5/ M 9 5 )×( 2/ 1 )

여기서 N 9 5 , M 9 5 , U 9 5는 각각 95년 조사대상인구수, 이환자수, 그리고 의료이용자수

를 의미하며 1 , 2는 이환율과 이용률의 교정지수이다. 단, 교정지수를 이용하여 교정

할 때 전체표본수가 변하면 통계량의 검정력이 변하므로 전체표본수가 변하지 않는 원

칙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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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이환율 보정 1)

이환율을 보정하기 위하여 전체 질환에 대한 이환율, 급성질환 이환율, 만성 질환 이

환율, 그리고 특정 질병별 이환율의 보정 지수 및 1998년 예측값은 표 11과 같다. 1992

년 대비 1995년도 전체 이환율 중 전체 질환 이환율과 만성 질환 이환율이 각각 1.1배,

1.5배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급성질환은 0.8배로 감소하였다. 또한, 주요 질병별 이환율

은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만성 질환은 1.1배∼1.5배 증가하였으나, 사고는 0.7배로

감소하였다.

나 . 의료이용률 보 정 2)

각 질병별 의료이용률의 보정은 의료보험연합회 해당 통계 연보를 이용하여 전체 인

구수에 대한 진료 건수의 비율을 1992년, 1995년 각각 계산하고 이들 값의 비를 교정지

수로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병분류기준과 보정 자료원인 의료

보험연합회의 분류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의료보험 청구를 위한

질병코드로 ICD- 10이 1995년부터 적용되어 1992년과 1995년 각각의 의료보험통계연보

에서 질병분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비교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사고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암은 신생물, 고혈압은

순환기계질환, 소화성궤양은 소화기계질환, 심장질환은 순환기계질환, 그리고 신경쇠약

은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재분류하여 보정지수를 추정하였다. 추정치는 표 11과 같다.

그러나, 방문회수와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보정을 하지 않고 1995년과 1998년을 비교하

였다.

1) 이 보정에 사용된 이환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2 국민건강조사결과, 1995 한국

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함

2) 의료이용률의 보정에 사용된 수치는 한국의료보험연합회의 1992 의료보험통계연보와

1995 의료보험통계연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함. 각 질병별 분류는 17대 분류별 진료

실적(1992년도)과 21기본 분류별 진료 건수(1995년도)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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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이환 및 이용률의 보정 기준

질 병
이환( 1 ) 이용( 2 )

전체 만성 급성 전체 입원 외래

전체질병 1.1 1.5 0.8 1.3 1.1 1.3

암 1.4 - - 1.3 1.4 1.3

고혈압 1.4 - - 1.6 1.3 1.6

소화성궤양 1.5 - - 1.2 1.0 1.2

심장질환 1.4 - - 1.6 1.3 1.6

신경쇠약 1.1 - - 1.2 1.2 1.2

사고 0.7 - - 1.1 1.1 1.1

4. 분석 방법 및 연 구의 틀

가 . 이환율 및 의료이 용에 대한 연구

이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개인이며, 자료는 SAS (Statistical Analy sis Sy stem )로 분

석하였다. 이 연구는 질병이환율과 의료이용률 그리고 의료이용강도를 살펴보기 위해

서 우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다음으로 연구 대상 질환별로 각각을 분석하였

다. 세부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 IMF 전·후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χ2 - 검정을 실시하

였다.

두 번째 단계는 전체 질병에 대한 이환율, 의료이용률, 그리고 의료이용자에 대한 의

료이용강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IMF를 전후하여 연구 대상의 이환율 및 의료이

용률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하여 χ2 - 검정을 실시하였고 또한 자연증가분을 고려한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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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시하였다. IMF 전후 평균 이환건수, 의료이용자의 외래방문회수 및 입원일수의

차이는 t - 검정으로 검정하였으며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 IMF 효과를 추정하고자 회귀

분석을 하였다.

전체질병 이환여부, 급성질병 이환여부, 그리고 만성질병 이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 IMF의 효과를 검정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자연 증가분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의료이용률은 전체 및 입원과 외래 이

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용에 관한 분석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이용(외래 및 입

원)과 이환인구 대비 이용(외래 및 입원) 여부를 함께 분석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특정 질병별 분석으로 각 6개 질병에 대하여 이환율, 의료이용률, 그

리고 의료이용강도를 살펴보았다. 각 분석 방법은 전체 질병에 대한 분석방법과 일치하

나 회귀분석은 위의 결과와 유사하여 따로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환 및 의료이용률 분석에서는 표본추출에 따른 각 대상의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나 . 사망률에 대한 연 구

전체 및 주요 질병별 사망률 분석으로 시계열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시계열 개입분석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Box & T iao, 1975).

Y t = f ( I t) + N t

여기서, Y t 는 t 시점에서 특정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이고, f ( I t)는 IMF로 인한

효과가 어떠한 함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모형화 하는 개입성분함수를 의미한다.

또한 N t는 개입이 있기 전의 시계열자료로서 모형화 된 Box - Jenkin s의 ARIMA

(autoregressiv e- integrate- moving av erage) 모형이다(Box & Jenkin s , 1970). 그

리고 I t는 t 시점에서의 IMF 개입여부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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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 = {1 : t 1997년 11월
0 : 아니면

개입성분은 개입의 시작이 급작적으로 일어나느냐, 점진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리고

개입이 작용하는 기간이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따라 그 함수가 다르게 된다. 일반적

인 개입함수모형은 다음과 같다(Box & T iao, 1975; 최기헌과 이종협, 1994).

f ( I t) = {
w 0 - w 1B - - w sB

s

1 - 1B - - kB
k }B b( 1 - B ) m I t

여기서, B는 후향이동연산자(back shift operator ) 이며, m =0이면 IMF 효과가 지속

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고 m =1이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는

개입효과에 대한 지연시차을 나타내고, w j는 개입의 초기 기대효과를, j는 영구적 효

과의 형태를 나타내는 모수이다.

개입분석의 과정은 먼저 시도표(tim e series plot )를 보고 전체적인 시계열 모형과

개입효과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IMF 이전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ARIMA 모

형을 적합한 후 모형이 적합한지를 검정하고, 모형이 적합하면 IMF 이후의 자료를 추

가하여 주어진 ARIMA 모형과 가정된 개입효과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고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조사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크게 잔차의 ACF (auto- correlation function )

와 PACF (partial auto- corr elation function )을 이용하였고 또한 AIC(Akaike

inform ation criterion )와 SBC (Schw arz Bay esian criterion )의 크기를 고려하여 최종

적인 모형을 선택하였다.

한편 시계열 개입분석에서 추정된 개입함수는 각 질환별 사망률의 변화크기를 해석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음의 분석을 추가하여 IMF의 효과를 수량화하고자 하였

다. 먼저, 시계열 개입분석에서 사용된 IMF 이전의 ARIMA 모형( N t )으로, 1997년 11

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예측하였다. 다음으로, IMF로 인한 추가사망률을

실제값과 예측값(즉, IMF가 없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예측된 값)의 차이를 1998년 우

리나라 중앙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IMF가 발생한 첫 1년(1998년)과 다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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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의 추가사망률을 각각 계산하였다.

이상의 분석의 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3. 분석의 틀

제 1 부문

이 환 률

제 2 부문

의료 이용률

제 3부문

의료 이용 강도

제 4 부문

사망률

질병이환 유

질병이환 무 사망자

의료이용 유

전체 질병
특정 질병

전체 질병
특정 질병

의료이용 무

χ
2 -검정 χ

2 -검정 t-검정 시계열개입분석

이환율 의료이용률 의료이용강도 사망률

전체 질환

급성 질환

만성 질환

외래, 입원 :

이용자/전체인구

이용자/이환자

외래방문회수

입원일수

추가사망자수

추가사망률

로지스틱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IMF가 각

이환율에

미치는 영향

IMF가 각

의료이용률에

미치는 영향

IMF가 각

의료이용강도에

미치는 영향

IMF가 각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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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 의 일 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IMF 전·후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성별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군별로 비교를

하면, 0- 6세군과 19- 44세군에서 1% 가량의 증가를 그리고 7- 18세군에서 1.8% 정도의

감소를 보였다. 교육 정도는 중졸 이하의 학력군들에서는 감소를, 그리고 고졸 이하 및

전문대졸 이상의 군에서는 증가를 보였다. 결혼 상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배우

자군이 IMF 이후에 1% 이상의 증가를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성년층(미혼/ 사별/ 별거)

은 0.43% 감소했다. 가구주가 인지하는 생활 수준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주 잘

사는 편과 잘사는 편 그리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군이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못사는 편

과 아주 못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은 각각 11.5%와 3.3%가 증가하였다. 월평균가

족소득의 경우 50만원 이하군이 5% 증가하였으며, 51- 150만원군과 151- 250만원군이

각각 5%와 7% 감소하였다. 반면에 251만원 이상 소득군은 4.5%이상 증가하였다. 의

료보장종류는 의료보호가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미가입은 약간 감소하였다. 거주지역은

98년에 광역시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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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구대상자의 IMF 전후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포 단위 : 명 (% )

변 수 구 분 95 98 χ2 - 값

성 남 10,974.0 (48.40) 21,359.0 (48.90)
1.492

여 11,701.0 (51.60) 22,323.0 (51.10)
연령 0- 6세 2,213.0 ( 9.76) 4,679.5 (10.71)

39.042* *

7- 18세 4,730.4 (20.86) 8,334.7 (19.08)
19- 44세 9,646.5 (42.54) 18,897.0 (43.26)
45- 64세 4,479.1 (19.75) 8,685.5 (19.88)
65세 이상 1,606.4 ( 7.08) 3,084.8 ( 7.06)

교육수준 미취학, 국졸이하 8,491.1 (37.45) 15,636.0 (35.80)

190.351* *중졸 이하 3,794.7 (16.73) 6,114.7 (14.00)
고졸 이하 6,977.4 (30.77) 13,874.0 (31.76)
전문대졸 이상 3,412.2 (15.05) 8,057.0 (18.44)

결혼상태 미혼 4,599.7 (20.28) 8,935.8 (20.46)

16.118* *유배우 11,003.0 (48.53) 21,746.0 (49.78)
이혼/ 사별/ 별거 1,726.2 ( 7.61) 3,090.8 ( 7.08)
비해당(4세이하) 5,346.3 (23.58) 9,908.8 (22.68)

생활수준 아주 못사는 편 932.0 ( 4.20) 2,924.0 ( 7.50)

2107.904* *

못사는 편 5,645.0 (25.20) 14,325.0 (36.70)
보통 14,288.0 (63.70) 21,193.0 (54.30)
잘사는 편 1,464.0 ( 6.50) 587.0 ( 1.50)
아주 잘사는 편 99.0 ( 0.40) 31.0 ( 0.10)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하 2,627.5 (11.75) 7,302.5 (16.72)

863.374* *51- 150만원 11,868.0 (53.08) 22,160.0 (50.73)
151- 250만원 5,769.7 (25.80) 8,148.0 (18.65)
251만원 이상 2,093.7 ( 9.36) 6,071.6 (13.90)

의료보장종류 공교 2,203.7 ( 9.72) 4,031.5 ( 9.23)

81.481* *

직장 7,541.9 (33.27) 14,866.0 (34.03)
지역 12,001.0 (52.94) 23,552.0 (53.92)
의료보호 559.7 ( 2.47) 747.7 ( 1.71)
미가입 364.4 ( 1.61) 484.4 ( 1.11)

거주지역 서울 5,880.7 (26.93) 9,612.9 (22.01)

361.302* *광역시 5,154.2 (22.73) 11,998.0 (27.47)
시 8,291.0 (36.56) 16,972.0 (38.85)
기타 3,349.6 (14.77) 5,099.1 (11.67)

계 22,675.0 (100.0) 44,682.0 (100.0)

**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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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환 율 및 의료 이용 에 대 한 연 구

가 . 전체 질환에서 의 이환율 및 의료이용 률

IMF 이전인 95년의 이환율은 인구 1,000명당 39.4%였으나 98년에는 66.6%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급성과 만성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나 특히 급성에 비하여 만성질환의 이환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

른 자연증가율을 보정하면 비슷하였다.

인구대비 의료이용률은 95년의 이용률에 비해 98년의 이용률이 높았으나 이환대비

이용률은 오히려 98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즉, 이환대비 전체의료이용률

은 이환자 1,000명당 95년 69.7%에서 98년 50.9%로 감소하였으며 외래 및 입원 모두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보정하더라도 동일하였다

(표 13).

표 13. 연구 대상의 이환율 및 의료이용률의 분포 단위 : 명 (%)

특 성 95 98 χ2 - 값
교정된

χ2 - 값1)

총대상자 22,675 (100.0) 43,682 (100.0)

이환자(이환율)2 ) 8,925 (39.4) 29,095 (66.6) 4527.6** 3342.4* *

급성자(이환율) 3,387 (14.9) 10,646 (24.4) 796.2** 1431.5* *

만성자(이환율) 6,558 (28.9) 24,450 (56.0) 4386.8** 947.0* *

의료이용자(이용률)2 ) 6,224 (69.7) 14,814 (50.9) 978.1** 2786.5* *

외래방문자(이용률) 5,456 (61.1) 13,372 (46.0) 628.3** 1890.1* *

입원자(이용률) 1,188 (13.3) 2,353 ( 8.1) 220.0* * 2786.5* *

1) 교정지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χ2 - 값 임

2) 이환율은 총대상자에 대한 백분율이고 의료이용률은 이환자에 대한 백분율 임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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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전에 비하여 이후의 평균 이환 건수는 1.46건에서 2.18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의료이용자의 평균 방문 회수는 2.18회에서 2.06회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평균 입원일수도 16.29일에서 14.52일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는 아

니었다(표 14).

표 14. 이환건수, 의료이용자의 외래방문회수 및 입원입원일수의 분포

(평균±표준편차)

특 성 95 98 t - 값

이환건수 1.46± 1.10 2.18± 1.65 46.80* *

외래 평균방문회수 2.18± 2.41 2.06± 2.10 3.19* *

입원 평균입원일수 16.29±30.32 14.52±25.32 1.66

** : p< 0.01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 IMF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질병 이환, 급성질병 이환, 그리고 만성질병 이환에 대한 자연 증

가를 고려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1995년에 비해 IMF 이후인 1998년의 전체질병에 대한 이환은 2.8배, 급성은 2.2배,

그리고 만성은 1.9배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체, 급성 그리고 만성질환

모두 이환에 대한 위험이 높았다. 군지역 거주자에 비하여 광역시 및 기타 시지역 거주

자들이 전체 및 만성의 이환율은 낮았으나 급성질환에 대한 이환율은 오히려 높았다. 생

활 수준이 못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에 비하여 전체 및 급성질환에 대한 이환율은

낮았다. 연령군에 따라 이환율은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0∼6세 군에서 급성, 그리고 65

세 이상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이환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 직장의료보험가입자에 비하

여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와 의료보호가 전체 및 만성질환에 대한 이환의 위험이 높았으

며, 미가입자는 오히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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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이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 수
전 체 급 성 만 성

비차비 95%신뢰구간 비차비 95%신뢰구간 비차비 95%신뢰구간

IMF

' 95 1.0 - 1.0 - 1.0 -

'98 2.79 (2.70, 2.89) 2.24 (2.10, 2.38) 1.91 (1.84, 1.99)

성

남 1.0 - 1.0 - 1.0 -

여 1.23 (1.19, 1.27) 1.15 (1.09, 1.22) 1.19 (1.15, 1.24)

지 역

군지역 1.0 - 1.0 - 1.0 -

서울 0.92 (0.87, 0.98) 1.55 (1.38, 1.73) 0.75 (0.70, 0.80)

광역시 0.81 (0.77, 0.86) 1.22 (1.09, 1.36) 0.72 (0.67, 0.77)

(기타)시지역 0.89 (0.84, 0.94) 1.34 (1.21, 1.50) 0.78 (0.73, 0.83)

생 활수준

못사는 편 1.0 - 1.0 - 1.0 -

보통 0.83 (0.75, 0.91) 1.00 (0.85, 1.18) 0.78 (0.70, 0.86)

잘사는 편 0.92 (0.89, 0.95) 1.04 (0.98, 1.11) 0.89 (0.85, 0.92)

연 령

0- 6세 1.32 (1.25, 1.40) 5.23 (4.86, 5.63) 0.42 (0.39, 0.46)

7- 18세 0.72 (0.69, 0.75) 1.49 (1.38, 1.60) 0.54 (0.51, 0.57)

19- 44세 1.0 - 1.0 - 1.0 -

45- 64세 2.60 (2.48, 2.72) 1.15 (1.04, 1.27) 2.94 (2.79, 3.09)

65세이상 4.50 (4.14, 4.89) 0.95 (0.76, 1.18) 5.56 (5.09, 6.06)

의 료보장 종류

직장 1.0 - 1.0 - 1.0 -

공교 1.01 (0.95, 1.07) 0.97 (0.87, 1.08) 1.01 (0.95, 1.09)

지역 1.07 (1.03, 1.11) 1.05 (0.99, 1.12) 1.08 (1.04, 1.13)

의료보호 1.43 (1.25, 1.64) 0.81 (0.60, 1.10) 1.58 (1.37, 1.83)

미가입 0.81 (0.70, 0.94) 0.77 (0.59, 1.02) 0.84 (0.71,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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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이용은 전체 인구 대비 외래 이용과 이환자 대비 외래 이용을 함께 살펴보았으

며, 이는 자연 증가분을 보정한 결과이다 (표 16).

IMF 이후 전체 인구대비 외래 이용률은 0.97배 감소를 그리고 이환자 대비 외래이

용률 0.37배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외래이용률을 보였으며 군

지역에 비해 다른 지역의 이환자 대비 외래이용률이 높았다. 연령은 19∼44세 군에 비

해 나머지 연령층에서 이환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외래이용률을 보였다. 의료보장종류

에 따라서는 미가입자의 외래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표 17은 조사 시점에서 지난 2주간 외래를 이용한 대상자들의 외래이용과 관련된 특

성을 IMF 전·후로 비교한 결과이다.

외래를 방문한 목적은 두 시점의 이용자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IMF 전인 95년에는 외래이용자 중 4.9%가 예방목적으로 외래를 방문하였으

나, IMF 이후인 98년에는 3.2%로 낮아졌다. 치료비 지출원의 경우 IMF 이전에는 의료

보험이 61.3% , 전액자비 35.8%, 그리고 산재보험이 0.2%였으나, IMF 이후에는 의료보

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66.2%로 5% 가량 높아졌으며 전액 자비는 5%, 산재보험은

0.1% 낮아졌다. 또한, 본인 부담금을 지불한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비싸거나 매우 비싸다고 대답한 군이 23.3%에서 30.7%로 높아졌다. 이용

한 의료기관의 종류는 2·3차 병원을 이용한 경우가 8.6%에서 6.5%로 감소하였으며,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도 모두 조금씩 감소하였다. 95년에 비해 98년에 외래를

이용한 사람들의 이용기관 중 약국(방)만이 6% 가량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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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외래이용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전체 인구 대비 이환자 대비

비차비 95%신뢰구간 비차비 95%신뢰구간

IM F

'95 1.0 - 1.0 -

'98 0.97 (0.93, 1.00) 0.37 (0.35, 0.39)

성

남 1.0 - 1.0 -

여 1.32 (1.28, 1.37) 1.24 (1.19, 1.30)

지 역

군지역 1.0 - 1.0 -

서울 1.15 (1.08, 1.22) 1.22 (1.14, 1.32)

광역시 1.03 (0.97, 1.09) 1.15 (1.07, 1.24)

(기타)시지역 1.11 (1.05, 1.18) 1.24 (1.16, 1.33)

생 활 수 준

못사는 편 1.0 - 1.0 -

보통 0.95 (0.86, 1.05) 1.09 (0.95, 1.26)

잘사는 편 0.98 (0.94, 1.02) 1.02 (0.98, 1.07)

연 령

0- 6세 3.02 (2.86, 3.19) 4.52 (4.17, 4.90)

7- 18세 0.97 (0.92, 1.02) 1.40 (1.32, 1.49)

19- 44세 1.0 - 1..0 -

45- 64세 1.80 (1.72, 1.88) 1.23 (1.17, 1.30)

65세이상 2.15 (2.00, 2.29) 1.25 (1.16, 1.35)

의 료 보 장 종 류

직장 1.0 - 1.0 -

공교 1.02 (0.96, 1.09) 1.01 (0.93, 1.09)

지역 1.02 (0.98, 1.06) 0.98 (0.94, 1.03)

의료보호 1.45 (1.29, 1.63) 1.32 (1.14, 1.53)

미가입 0.63 (0.53, 0.75) 0.61 (0.49,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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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2주간 외래 이용 특성 비교 단위 : 건수 (%)

구 분 95 98 χ
2 - 값

방문 목적 질병치료 5862.6 (91.51) 16068.0 (95.99)

238.335* *예방 311.3 ( 4.86) 540.4 ( 3.23)

기타 231.3 ( 3.61) 130.7 ( 0.78)

모름 1.1 ( 0.02) 0.0 ( 0.00)

계 6406.3 (100.0) 16738.0 (100.0)

치료비지출원 의료보험 2838.9 (61.28) 11051 (66.19)

205.962* *

의료보호 163.9 ( 2.62) 285.19 ( 1.71)

자동차보험 7.0 ( 0.11) 19.1 ( 0.11)

산재보험 11.2 ( 0.18) 13.2 ( 0.08)

전액자비 2243.3 (35.81) 5014.5 (30.03)

기타 0.0 ( 0.00) 313.31 ( 1.88)

계 6264.2 (100.0) 16696.0 (100.0)

치료비 적정성 매우 적당 356.3 ( 9.96) 594.5 ( 3.68)

352.27* *

적당한 편 1463.1 (40.90) 5824.9 (36.01)

보통 755.5 (21.12) 4209.4 (26.02)

비싼 편 733.2 (20.50) 4272.8 (26.42)

매우 비싼편 102.1 ( 2.82) 691.0 ( 4.27)

모름 166.9 ( 4.67) 582.9 ( 3.60)

계 6406.3 (100.0) 16738.8 (100.0)

이용 기관 3차 종합병원 232.6 ( 3.63) 432.5 ( 2.59)

100.896* *

2차 종합병원 317.2 ( 4.95) 652.6 ( 3.90)

병의원 2527.5 (39.45) 6453.1 (38.57)

한방병의원 280.1 ( 4.37) 570.2 ( 3.41)

치과병의원 364.8 ( 5.69) 723.1 ( 4.32)

보건(지)소/ 진료소 295.3 ( 4.61) 692.1 ( 4.14)

약국(방) 2388.8 (37.29) 7207.4 (43.08)

계 6406.3 (100.0) 16731.1 (100.0)

**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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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이용은 전체 인구 대비 입원 이용과 이환자 대비 입원 이용을 함께 살펴보았으

며, 자연 증가분이 보정된 결과이다(표 18).

IMF 이후 인구대비 입원이용률은 0.9배 감소하였고 이환자 대비 입원 이용률은 0.8

배로 감소하였으며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입원이용률을 보였으며, 군 지역에 비해 기타 시지역에서

전체 인구대비 입원률과, 광역시가 이환자 대비 입원이용률이 감소하였다. 생활 수준은

못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군 대비 보통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연령은 19∼44세

군에 비해 18세 미만, 그리고 19∼64세 군에서 입원이용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의료보

장종류에 따라서는 직장보험에 비해 의료보호가 입원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미가

입자의 이용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연간 입원 이용과 관련된 특성을 IMF 전·후로 비교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95년

입원이용자의 입원 기관의 분포에 비해 IMF 이후인 98년에는 2차 종합병원과 병·의

원이 2% 가량 각각 감소하는 정도의 변화를 보였으며, 3차 종합병원의 이용에도 별다

른 변화가 없었다. 입원의 목적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입원

한 경우가 0.7% 증가하였으며, 검진이나, 성형수술 등을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는 감소

하였다. 입원 비용에 대한 지출원도 IMF 전·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의료보험

이 81.6%에서 84.6%로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6.3%에서 7.3%로 증가하였다. 또한, 산

재보험은 3.1%에서 2.0%로 감소하였고 전액자비인 경우는 5.3%에서 3.3%로 약 2% 정

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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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입원이용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 수
전체 인구 대비 이환자 대비

비차비 95%신뢰구간 비차비 95%신뢰구간

IM F

'95 1.0 - 1.0

'98 0.92 (0.86, 0.99) 0.83 (0.76, 0.91)

성

남 1.0 - 1.0

여 1.41 (1.32, 1.51) 1.16 (1.07, 1.26)

지역

군지역 1.0 - 1.0 -

서울 0.99 (0.89, 1.11) 1.06 (0.93, 1.21)

광역시 0.85 (0.76, 0.96) 0.87 (0.76, 1.00)

(기타)시지역 0.88 (0.79, 0.98) 0.92 (0.81, 1.04)

생활수준

못사는 편 1.0 - 1.0 -

보통 0.79 (0.64, 0.98) 0.92 (0.71, 1.18)

잘사는 편 1.01 (0.94, 1.08) 0.95 (0.87, 1.03)

연령

0- 6세 0.70 (0.62, 0.79) 0.66 (0.57, 0.76)

7- 18세 0.29 (0.25, 0.33) 0.30 (0.25, 0.36)

19- 44세 1.0 - 1.0 -

45- 64세 0.86 (0.79, 0.94) 0.82 (0.75, 0.91)

65세이상 1.24 (1.10, 1.39) 1.14 (1.00, 1.29)

의료보장종류

직장 1.0 - 1.0 -

공교 1.02 (0.90, 1.16) 1.04 (0.90, 1.21)

지역 1.04 (0.96, 1.12) 1.07 (0.98, 1.18)

의료보호 1.60 (1.31, 1.96) 1.52 (1.21, 1.90)

미가입 0.34 (0.21, 0.56) 0.41 (0.23,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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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연간 입원 이용 관련 특성 단위 : 건수 (%)

구 분 95 98 χ
2 - 값

입원 기관 3차 종합병원 292.3 (23.35) 621.6 (23.29)

9.074

2차 종합병원 444.5 (35.52) 890.7 (33.37)

병·의원 506.9 (40.50) 1126.5 (42.20)

한방병의원 5.7 ( 0.46) 29.1 ( 1.09)

치과병의원 0.6 ( 0.04) 1.4 ( 0.05)

보건(지)소, 진료소 1.6 ( 0.13) 0.0 ( 0.00)

방문 목적 질병 963.6 (76.41) 2058.1 (77.1)

13.686*

검진 10.8 ( 0.86) 7.9 ( 0.30)

분만 271.3 (21.52) 586.6 (21.98)

성형수술 6.0 ( 0.48) 2.9 ( 0.11)

기타 8.1 ( 0.64) 13.7 ( 0.51)

모름 1.2 ( 0.10) 0.0 ( 0.00)

치료비 지출원 의료보험 985.9 (81.60) 2223.4 (84.59)

16.502**

의료보호 46.0 ( 3.77) 73.4 ( 2.79)

자동차보험 76.3 ( 6.31) 191.9 ( 7.30)

산재보험 36.9 ( 3.05) 51.9 ( 1.97)

전액자비 63.6 ( 5.27) 87.9 ( 3.34)

* : p< 0.05 ; ** : p< 0.01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 IMF에 따른 의료이용자의 평균 외래방문회수와 평균 입원일

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표 20). IMF 이전인

95년에 비하여 이후인 98년에 평균외래방문회수는 0.3회, 평균입원일수는 4.6일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군 지역에 비해 나머지 지역의 평균외래방문회수는

0.1회 정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주가 인지하는 생활 수준이 못사는

편인 군에 비하여 보통 및 잘사는 편인 군들의 입원일수가 각각 1.7배, 4.1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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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4세 군에 비하여 0- 6세 군은 평균외래방문회수가 0.5회 높았고, 입원일수는 8.2일

정도 낮았으며, 45세 이상 군에서 평균외래방문 및 입원일수가 높았다. 그리고 지역의

료보험 가입자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0.1회 정도 평균외래방문 회수가 적었

다.

표 20. 평균 외래방문회수 및 입원일수에 대한 회귀분석

변 수
평균 외래방문회수 평균 입원일수

회귀계수 t - 값 회귀계수 t - 값

IM F

'95 0.0 - 0.0
'98 - 0.30 9.72* * - 4.57 3.88* *

성

남 0.0 - 0.0
여 0.02 0.65 - 9.32 8.80* *

지역

군지역 0.0 - 0.0 -
서울 0.10 2.03* 0.01 0.01
광역시 0.10 2.18* - 1.17 0.69
(기타)시지역 0.12 2.73* * 0.14 0.09

생활수준

못사는 편 0.0 - 0.0 -
보통 - 0.04 0.46 - 5.50 1.68* *

잘사는 편 0.04 1.22 - 4.45 4.08* *

연령

0- 6세 0.49 11.87* * - 8.22 4.25* *

7- 18세 - 0.03 0.67 1.80 0.79
19- 44세 0.0 - 0.0 -
45- 64세 0.10 2.79* 3.75 2.91* *

65세이상 0.27 5.28* * 3.03 1.90
의료보장종류

직장 0.0 - 0.0 -
공교 - 0.04 0.77 - 2.75 1.45
지역 - 0.08 2.53* * - 1.71 1.48
의료보호 0.13 1.43 4.28 1.50
미가입 - 0.17 1.12 - 4.80 0.65

* : p< 0.05 ; **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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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주요 대상 질병에 대 한 이환율 및 의료이용 률

IMF 전인 95년에 비해 5개 만성질환과 사고 모두에서 98년의 이환율이 통계학적

으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고려하더라도 암, 고

혈압, 신경쇠약, 심장질환, 그리고 사고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소화성궤양은

자연증가율을 고려하면 95년에 비해 98년에 오히려 이환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표

21).

이환대비 외래이용률은 95년에 비해 98년에서 신경쇠약, 소화성궤양, 심장질환, 그

리고 사고에서 감소하였으며 자연증가율을 고려하면 고혈압의 외래이용률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입원이용률은 5개 만성질환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사고로 인한 이환자 대비 입원이용률을 추정할 때 이환자가 분모가 되지 않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환은 2주 이내, 입원은 1년 이내의 경험으로 조사) 입원이용률은

추정하지 못하였고 외래 이용률을 보정할 때 98년 추정값이 100%가 넘어 (89.7×

1.1/ 0.7) 교정하는 경우 더욱 유의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따로 교정된 통계량 값을 제시

하지 않았다.

IMF 전후 의료이용자의 이용에 대한 강도를 비교한 결과 사고로 인한 평균외래 방

문회수는 차이가 없었고 암, 신경쇠약, 그리고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평균입

원일수에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고혈압과 소화성궤양으로 인한 평균입원일수는 IMF

전인 95년에 비해 98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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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특정 질병에 따른 이환율 및 의료이용률의 차이 단위 : 명 (%)

질 병 특 성 '95 '98 χ2 -값
교정된

χ2 -값

암

이환자(이환율1) ) 38.2( 1.7) 150.4( 3.4) 15.7* * 6.0*

외래이용자(이용률2 ) ) 7.5(19.6) 38.8(25.8) 0.3 0.6

입원이용자(이용률2 ) 25.1(65.7) 110.8(73.7) 0.6 0.6

고혈압

이환자(이환율1) ) 606.2(26.7) 1951.9(44.7) 129.3* ** 19.3* *

외래이용자(이용률2 ) ) 170.6(28.1) 481.3(24.7) 2.8 13.0* *

입원이용자(이용률2 ) 11.0( 1.8) 38.8( 2.0) 0.0 0.1

신경쇠약

이환자(이환율1) ) 147.9( 6.5) 459.8(10.5) 25.9** 17.7* *

외래이용자(이용률2 ) ) 47.7(32.3) 85.7(18.6) 10.7** 16.5* *

입원이용자(이용률2 ) 8.0( 5.4) 18.4( 4.0) 0.3 0.5

소화성궤양

이환자(이환율1) ) 1091.9(48.2) 2577.6(59.0) 33.5** 43.7* *

외래이용자(이용률2 ) ) 351.9(32.2) 537.5(20.9) 53.4** 10.5* *

입원이용자(이용률2 ) ) 21.4( 2.0) 39.6( 1.5) 0.6 0.1

심장질환

이환자(이환율1) ) 262.4(11.6) 799.6(18.3) 42.5** 3.7*

외래이용자(이용률2 ) ) 58.5(22.3) 120.8(15.2) 6.8** 13.9* *

입원이용자(이용률2 ) ) 18.7( 7.1) 51.0( 6.4) 0.1 0.0

사고

이환자(이환율1) ) 194.6(8.6) 677.4(15.5) 54.7** 110.5

외래이용(이용률2 ) ) 174.6(89.7) 393.6(58.1) 65.2** -

입원이용자(이용률2 ) ) - - - -

1) 이환율은 인구 1000명에 대한 값임

2) 의료이용률은 이환자에 대한 백분율 임

* : p< 0.05, ** : p< 0.01, *** :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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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특정질병에 따른 평균외래방문회수 및 입원일수의 평균(표준편차) 단위 : 건, 일

종속변수 질병 95 98 t -값

방문회수

(단위 : 건) 사고 2.8 ( 3.0) 3.0 ( 2.9) 0.65

입원일수 암 17.9 (12.8) 16.4 ( 8.9) 0.53

(단위 : 일) 고혈압 7.5 ( 5.8) 19.2 (21.4) 2.87**

신경쇠약 10.9 ( 9.4) 14.8 (15.4) 0.69

소화성궤양 6.5 ( 4.1) 9.8 ( 7.6) 2.20*

심장질환 14.7 (12.9) 13.0 (12.6) 0.5

* : p< 0.05 ; **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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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 률

IMF가 사망률에 미친 영향을 개괄적으로 보면, 전체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IMF

직후 1년간은 큰 변화가 없다가 이후 사망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소화기계 및 순환

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IMF 이후 사망률이

이전 대비로 볼 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고혈압 및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

서도 비슷하였다. 그러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IMF 이전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IMF 이후 그 효과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며 일정한 크기로 수렴하는 경

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망의 외인은 평균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IMF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망의 외인 중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IMF 직후 첫 1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 후 IMF 전의 상태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였으며, 자살은 IMF가 발생한 3개월 후부터 6개월 후 까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다

가 이 후 IMF 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5 ∼ 그림 7).

시계열 개입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3 & 표 24).

가 . 전체 사망률

IMF가 발생한 1년 후부터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 12월까지 IMF 효과

가 지속되었다. 즉, IMF 직후 1년간은 사망률에 큰 변화가 없다가 다음 1년간은 IMF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비해 월평균 655명의 사망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였다. 한편 IMF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망률은 인구대비 100,000명당

1998년에 4.88명, 그리고 1999년에 18.41로서 IMF가 발생한 1년 후부터 사망률이 급증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개입분석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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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체질환, 소화기계, 그리고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변화

(1995.1∼1999.12)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1995∼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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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혈압, 허혈성 심장, 그리고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변화

(1995.1∼1999.12)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1995∼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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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망의 외인, 운수사고, 그리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변화

(1995.1∼1999.12)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1995∼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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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소화기계 질환 사 망률

IMF로 인한 사망률은 IMF 직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 12월까지 IMF 효

과가 지속되었다. 즉, IMF 직후 첫 1년간은 IMF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비해 월

평균 44명, 다음 1년간은 월평균 88명(44×2=88)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한편 IMF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망률은 1998년에 2.42명, 그리고 1999

년에 2.63명으로 IMF 효과가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 순환기계 질환 사 망률

IMF로 인한 사망률이 IMF 직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 12월까지 IMF 효

과가 지속되었다. IMF 직후 첫 1년간은 IMF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비해 월평균

348명, 다음 1년간은 월평균 696명(348×2=696)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IMF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망률은 인구대비 100,000명당 1998년에 12.32

명, 그리고 1999년에 19.45명으로 계속적으로 IMF의 효과가 지속되었고 이는 개입분석

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자는 IMF로 인하여 매월 13명씩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IMF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망률은

1998년에 2.80명, 그리고 1999년에 6.56명으로 IMF의 효과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

상을 보였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IMF 이전에는 월평균 500명이었으나 IMF가

발생한 직후부터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개입효과

를 보였으며, 추정된 수렴선의 월 평균 사망자는 약 900명(500+ 16/ (1- 0.96)=900)이다.

한편 IMF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망률은 1998년에 3.06명, 그리고 1999년에

5.64명으로 계속적으로 IMF의 효과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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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으로 인한 사망자는 IMF로 인하여 증가하였으며 1999년 12월까지 IMF 효과

가 지속되었다. IMF 직후 첫 1년간은 IMF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비해 월평균

156명, 다음 1년간은 월평균 312명(156×2=31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였다. 한편 IMF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망률은 1998년에 4.60명, 그리고

1999년에 7.08명으로 계속적으로 IMF의 효과가 지속됨을 알 수 있고 이는 개입분석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라 . 사망의 외인

사망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IMF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IMF 직후

첫 1년간은 IMF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비해 월평균 51명, 다음 1년간은 월평균

102명(51×2=102)이 감소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IMF로 인하

여 사망률이 1998년에 1.16명, 그리고 1999년에는 2.71명이 추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개입분석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사망의 외인 중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IMF 직후 첫 1년간 월평균 237명이 감소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IMF가 없었을 경우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개입효과를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IMF로 인하여 감소된 사망률이 1998년에 7.28명, 그리고 1999년에 3.70명

으로 IMF는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률에는 일시적인 감소효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IMF가 발생한 3개월 후부터 6개월 까지 IMF가 없었을 경우

에 비해 월평균 210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IMF가 없었을 경우

로 회귀하는 개입효과를 보였다. 한편 IMF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망률은, 1998

년에 4.64명, 그리고 1999년에 1.44명으로 IMF로 인하여 자살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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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IMF로 인한 추가 사망자 및 추가 사망률

질 환
1998년 1999년

추가 사망자 추가 사망률† 추가 사망자 추가 사망률†

전 체 2,266 4.88 8,550 18.41

소 화 기 계 1,123 2.42 1,223 2.63

순 환 기 계 5,719 12.32 9,030 19.45

고혈압 1,298 2.80 3,046 6.56

허혈성 심장 1,423 3.06 2,619 5.64

뇌혈관 2,135 4.60 3,289 7.08

사 망 의 외 인 - 537 - 1.16 - 1,259 - 2.71

운수사고 - 3,382 - 7.28 - 1,717 - 3.70

자살 2,154 4.64 667 1.44

† ： IMF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인구대비 100,000명 당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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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1. 연구 방법 에 대 한 고 찰

가 . 이환율 및 의료이 용에 대한 연구방법 고 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보건의식행태조사」자료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질병 이환과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 높고 유일한

대규모 인구집단에 근거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95년과 98년에 각각 조사된 위의 자

료를 연결하여 IMF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질병이환과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수량화

하여 알아본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료이용률을 비교하는 과정에

서 조사대상 전체대비 이용률 뿐 아니라 이환자 대비 이용률을 비교하였다는데 큰 의의

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서로 다른 두 시점의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환조사는 급·만성 질환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정의와 질병의 분류기준,

그리고 조사시점 간에 95년 조사와 98년 조사간에 차이가 있었다. 만성 질환 대상자

를 '지난 1년 동안 앓았거나 현재도 앓고 있는'의 의미로 규정한 95년에 비하여, 98년

은 '지난 1년 동안 앓았거나 3개월 이상 질병을 앓고 있는으로 규정하여 조작적 정의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질환의 분류는 95년 조사의 경우에는 25개, 98년도에는 36개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치질 및 치핵 등의 경우 95년에는 급성질환으로 그리고 98년에는

만성질환으로 분류되어 급·만성의 분류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급성 질환을 비

교하여 보면 95년 자료의 경우 지난 2주 동안 앞서의 만성 질환 이외의 다음의 병 또는

증상으로 몸이 불편했던으로, 그리고 98년의 경우 지난 2주 동안 만성 질환 이외에 아

파서 치료를 받았거나(약 복용 포함) 활동에 제한을 가져왔던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리고 95년 조사에서는 급성질환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정상 또는 비정상 분만,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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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산후 합병증은 급성질환으로 간주하였다. 95년 자료는 23개 질환으로, 이에 반

하여 98년 자료는 총 급성질환조사표상에 13개군, 총 34개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어 두

시점의 자료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질병별로 분석하여

위의 자료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IMF가 질병의 이환과 의료이용에 미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95년 자료와 98년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IMF의 효과 이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 증가율을 보정

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환은 92년과 95

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지수를 추정하였으며 이용률의 경우

에는 의료보험연합회의 의료보험통계연보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95년부터 우리 나라

의료보험청구 기준이 ICD- 9에서 ICD- 10으로 바뀌어 질병별 분류기준 또한 17대 분류

에서 21대 분류로 각각 비교되어 있어 특정질병에 대해 직접 보정지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질병을 포함하는 상위 수준의 분류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

러한 과정에서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경우 분류기준상 순환기계질환에 포함되는 관계로

같은 보정지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정지수를 사용하는 경우

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심각한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

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IMF 효과는 98년과 95년의 이환율 및 이용률의 변화로 정의하

였으나 과연 IMF가 98년 전반에 걸쳐 동일한 크기로 계속적으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만약 98년 조사시점인 11월 이전에 IMF의 효과가 격감하였다면 이환율

및 외래이용률에 대한 이 연구의 결과는 과소추정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 . 사망률에 대한 연 구방법 고찰

이 연구는 IMF가 우리 나라 사람들의 특정 질환별 사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를 수량화하기 위하여 시계열 개입분석을 사용하였다. 개입분석은 Box - Jenkin 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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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 모형에 기초하고 있는데 완벽한 수학적인 이론에 비해 실증적인 자료에서

ACF와 PACF를 통하여 모형을 찾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먼저 가능한 ARIMA 모형들을 식별한 후 최종적인 모형은 모형의 적합도, 백

색잡음(white noise)의 독립성과 간단한 모형을 선호하는 원칙(par sim oniou s

principle)을 적용하여 선택하였다. 또한 개입성분함수는 먼저 시도표에서 IMF 후의

변화양상을 수식화하고, 전체 개입모형의 진단을 통하여 최종적인 함수를 선택하였다

(김한중과 남정모, 1994; 남정모, 1995).

선택한 질환들의 시계열 양상은 대체적으로 1차 또는 12차의 계절주기 차분이 적합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분을 한 후의 시계열 자료의 개입성분함수는

차분을 하지 않은 원 시계열 자료에서의 개입성분함수와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차분을 하여야 하고 또한 IMF로 인하여 평균적인 증감이 지속하는 자료

인 경우, 개입 시작시점의 선택에 따라 개입효과가 크게 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

간동안 IMF의 전체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개입 후 증감률이 변하는 개입성분함수

를 사용하였다.

2. 연구 결과 에 대 한 고 찰

IMF 이후에 전체 질환, 급성 질환, 그리고 만성 질환 이환율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만성질환의 증가율이 더 높았으나 자연증가율을 감안하면 비슷

한 크기의 결과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이환율이 증가한 이유는 경제위기가 국민영양 수

준의 감소, 스트레스의 증가,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식품소비와 그리고 건강예방과 관련

된 행위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론적 연구(Hotchkiss , 2000) 등에 기인한다고 생

각할 수 있다. 질병별 이환율에서도 암, 고혈압, 신경쇠약, 심장질환, 그리고 사고의

이환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화성궤양은 자연증가율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자연증가율을 보정하면 오히려 유의하게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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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이유는 보정지수 산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소화성궤양

의 이환율의 자연증가율은 1.5로 추정되었으나 92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

사한 질병의 분류체계에 소화성궤양이 없어 소화기계질환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과대추정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IMF 이후에 전체 인구대비 외래이용률과 이환자 대비 외래이용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전체 인구 대비 및 이환자 대비 외래이용률이 모두 감소한 이유

는 IMF가 실업 및 소득감소를 야기하여 이로 인해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접근도의 어려움이 더 크게 이용률에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

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95년에 비해 98년에 예방목적으로, 그리고 전액자비로 외

래이용을 하는 의료이용자가 감소하였으며, 치료비의 적정성에 있어서도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의료 이용기관의 분포에서도 약국을 제외

한 모든 기관의 상대비율이 낮았다.

질병별로 이환대비 외래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 신경쇠약, 소화성궤양, 심

장질환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이용률은 유의하게 IMF 후에 감소하였으나 암으로 인

한 외래 이용률은 감소하지 않아 질병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이러한 결과의 차

이는 IMF의 영향이 소득에 대한 의료이용의 탄력도가 낮은 질병 또는 중증질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IMF 이후에 전체 인구대비 입원이용률과 이환자 대비 입원이용률은 외래이용률과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외래이용과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그

러나 질병별로 이환대비 입원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6개 질병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감소는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외래이용에 비해 입원이용자의 빈도가 상대적

으로 작아서 검정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득계층의 의료이용을 살펴 본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것으

로 소득이 낮은 군에서 의료이용이 낮으며(Brook , 1983; Lohr , 1986; 유승흠 등. 1988;

장동민; 1996), 특히 외래 이용에서, 그리고 만성질환일수록, 그리고 가벼운 질환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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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의료이용의 관계가 양의 방향으로 있었다(유승흠, 1988; 노인철, 1989).

IMF 전·후 특정 질병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평균외래 방문회수와 평균

입원일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혈압과 소화성궤양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평균입원일수는 IMF 후에 유의하게 높아 질병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이유에 대해서는 질병에 이환되고 치료하기까지 기간이 지연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

측할 수 있으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IMF는 직업의 상실, 경제적 곤란, 지위 하락, 활동의 제약, 삶의 질 저하 등 건강과

직결되는 개인의 생활 위기로 나타난다. 경제 위기와 질병의 이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대규모 연구 결과는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IMF가 대변하고 있는 실직, 소득

의 감소, 직장 내에서의 불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하락 등의 요인과 건강과의 관계를 밝

힌 연구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업과 불건강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4개의

메카니즘으로 해석하고 있는 한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고 있는데, 실업을

통해 발생하는 상대적인 빈곤,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 존중감의 상실, 건강행위의 감소,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실업의 경험들이 개인을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Bartley , 1994). 실직적인 실업 뿐 만이 아니라 실업의 위험이 있거나, 직장이 불안정

한 경우도 실업이전부터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도 있으며(F errie 등, 1995), 실

직자들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실업자들이 사회적 지지가 약한 환

경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Robert s , 1996). 이러한 연구들

은 간접적으로 이 연구의 가설과 결과를 지지하여 준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

들이 실업자와 취업자간의 비교연구이거나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있어 실업 그 자체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건강의 크기를 살펴 본 이 연구와의 비교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질환별

이환의 크기나 의료서비스 이용 수준을 살펴 본 연구는 주되게 정신 장애나 그와 관련

된 질환과 증세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Catalano, 1991).

실업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표 7에서와 같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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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횟수(D 'arcy , 1986; Beale 등, 1988; Linn 등 1985; Yuen , 1989), 입원 및 외래 이

용 횟수(D ' arcy , 1986; Beale 등, 1988), 그리고 투약 처방 횟수(D ' arcy , 1986; Linn 등,

1985)가 증가하는 등의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는 개인

의 의료에 대한 비용 부담에 따라 영향을 받아 캐나다, 영국 또는 미국의 퇴역 군인들처

럼 의료비 지출이 가중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이용이 증가하나, 미국의 실직자들처럼

의료보험이 미흡한 경우에는 의료이용이 감소하였다(재인용;Jin , 1995).

IMF로 인하여 전체질환 사망률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IMF 발생 초기인 1998년 보

다는 2년째인 1999년에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망률이 18.41명

이었다. 이러한 추가사망률의 크기는 1999년도 우리 나라 사망원인 순위 8위에 해당하

는 간암의 20.7명에 비교하여 볼 때 IMF가 우리 나라 국민의 사망에 미친 효과는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많은 연구들이 센서스 조사를 통해 실업과

사망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표 5). 각 국의 실업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제한점을

감안하고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실업자들의 사망률이 일반인구 사망위험도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또한 이탈리아의 다년간의 연구에서는 장기 실직이 단기

실직보다 더 위험하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세부적인 질환으로 볼 때 순환기계 질환은 IMF 발생 시작부터 1999년 연구기간 동

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IMF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망률이 1998년

12.32명, 그리고 1999년 19.45명으로 매우 높았다. 순환기계 질환의 세부질환인 고혈압,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모두 IMF가 발생한 직후부터 IMF의 효과가 나

타나기 시작하여 1999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그 효과가 남아있었다.

표 6에서와 같이 실업자들의 심혈관 질환의 특수 사망률에 대한 외국의 연구 결과에

서도 전체 심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혈관 질환 모두에서 실업자들의 사망위험도가 일반

인구의 사망위험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로 인하여 사망의 외인에 대한 사망률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사망률의 감소는

주로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에 기인하였다. 즉, IMF가 발생한 직후인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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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IMF로 인하여 운수사고 사망률이 7.28명 정도 추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1998

년 운수사고 사망률 25.7명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운수사고 중 22% 정도가 IMF로 인하

여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운전의 부주의를 가져오므로, 차량의 운행 거리를 고려한다면 실업이 오히려 자동차 사

고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한다(Leigh , 1991). 실제로 IMF 이후 급격히 감소한 자동차

국내 판매 댓수와 휘발유 및 LPG 소모량이 감소한 점을 미루어 이용의 감소로 인한 사

망의 감소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IMF 초기에 자살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IMF로 인한 자살의 추가사망률은

1998년에 4.64명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1998년 자살로 인한 사망률 19.9명의 23.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시 말하면, 1998년에 자살한 사람의 23.3%는 IMF의 영향 때문

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미국과 대만에서의 국가 자살률과 실업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1996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Chuang , 1996). 또한 실업자들의 자살 특수 사

망률에 대한 연구 결과는 영국에서는 일반 인구 사망위험도와의 비교한 위험도가 1.6,

핀란드는 1.92, 덴마크는 2.5배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실직이나 경제적 위기가 자

살을 유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제 위기를 통한 실업과 실업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들 사회적 지지의 부족, 자아존중감 상실, 상대적 빈곤감 등이 단순히 건강의

상실 뿐 만이 아니라 삶의 포기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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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IMF가 우리 나라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인 자료로부터 평가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IMF 이후에 전체 질환, 급성 질환, 만성 질환 이환율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암, 고혈압, 신경쇠약, 심장질환, 그리고 사고는 이환율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 소화성궤양은 증가하였으나 자연증가율을 보정하면 오히려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IMF 이후에 전체 인구대비 외래이용률과 이환자 대비 외래이용률은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전체 인구대비 입원이용률과 이환자 대비 입원이용률이 모

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환대비 외래 이용률은 고혈압, 신경쇠약, 소화성궤양, 심

장질환 그리고 사고에서 유의하게 IMF 후에 감소하였으나 암으로 인한 외래 이용

률은 감소하지 않았다. 입원이용률은 6개 질병 모두 IMF 전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셋째, IMF 이후 의료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평균외래방문회수와 평균 입원일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고혈압과 소화성궤양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평균입원일수에

IMF 전후 차이가 있었으며 IMF 후의 입원일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넷째, 전체 사망률은 IMF 발생 1년 후부터, 소화기계질환과 순환기계질환에 의한 사

망률은 IMF 직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99년 12월까지 IMF효과가 지속되었으며, 사

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IMF 이후부터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

니었다. 순환기계 질환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IMF가 발생한 직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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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뇌혈관으로 인한 사

망률은 IMF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망의 외인 중

운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IMF 직후 첫 1년 동안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자살률은

IMF가 발생한 3개월 후부터 6개월 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 점차 감소

하여 IMF가 없었을 경우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IMF를 통하여 우리 나라 보건의료 지표 중 대부분의 질환에서 이환율과

전체사망률은 증가하였으며, 의료이용과 사망의 외인 사망률은 감소하는 변화를 보여주

었다. 이로써 IMF가 대변하는 실직과 수입의 감소 그리고 물가 상승 등 외적 요인이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도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와 사고 등 위험 요인을 증가시킴으로

써 질병에 대한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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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M orbidity, M edical Utilization,
an d M ortality Bef ore an d After
IM F Economic Crisis in Korea

Song, Young Jong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Han Joong, M.D., Ph .D)

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fy the influence of the IMF Economic

crisis on morbidity and medical utilization patterns in Korea, based on "T he

Survey on Public Health and Health - Related Behaviors" publish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1995 and 1998, and to analyze changes

in overall mortality and individual mortality per disease, based on "T he annual

statistical report about the cause of death and the number of the dead(per month

between January 1995 and December 1999)" published by the Statistical Office.

T 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After the IMF crisis, the morbidity of overall disease, acute illness and

chronic illness increased,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T he morbidities of

cancer , hypertension, nervous breakdown, cardiovascular disease, and accidents

increased significantly . T he morbidity of ulcers in the digestive system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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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 with the rate of natural increase being corrected, it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2. After the IMF crisis, the ratios of using outpatient service per total

population and per patient decreased,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T he

ratios of hospitalization per total population and per patients decreased

significantly . T he ratio of using outpatient service per morbidity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following categories : hypertension, nervous breakdown, ulcers

in the digestive system, cardiovascular disease and accidents. In the case of

cancer the ratio did not decrease. As for the above mentioned six categorie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atio of hospitalization before and

after the IMF crisis.

3. T he average number of visiting medical facilities and length of stay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IMF crisis. In the case of inpatients suffering

from hypertension and ulcers in the digestive system,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ir average length of stay before and after the IMF crisis. T he length of stay

was significantly higher after the IMF crisis.

4. T otal mortality began to increase one year after the IMF crisis and

continued to increase until December 1999, while the mortality caused by diseases

in the digestive and circulatory systems began to increase right after the IMF

crisis, and continued to increase until December 1999. Mortality caused by

external factors decreased after the IMF crisis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Mortality caused by cardiovascular disease began to increase after the IM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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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radually showed the aspect of being constrained to a certain level .

Mortality caused by cerebral blood vessel was constant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IMF crisis and showed an upward trend. As for external factor s, mortality

caused by traffic accidents decreased significantly for the first year after the IMF

crisis. T he suicide rate increased rapidly 3 months after the IMF crisis. It

maintained an upward trend for three months. Afterwards it gradually decreased

until it regressed to the pre- IMF level.

Key words : IMF , morbidity , medical utilization,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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