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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연구배경

장애인 인구수는 2017년 기준 250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은 비장애

인과 비교하여 건강수준이 낮아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의 건강수준은 크게 개선되

지 않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또 보건의료의 사회적, 경

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의 건강검진의 수검률 차이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사망률의 연관성을 살펴 건강관리의 기본인 검진의 중요성을 확인

하고자 한다. 또한, 나아가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였고, 2002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등록 장애인

20,421명과 성별 및 연령으로 짝짓기한 비장애인 20,4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진횟수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검진횟수의 총 합이며, 사망률은 2008년

부터 2013년까지 모든 원인으로 사망한 장애인/비장애인으로 정의했다. 독립

변수는 성별 및 연령의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유형과 찰슨 동반질환

지수(CCI), 소득과 건강보장 유형, 거주지역 등으로 선정했다.

통계분석 방법은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생존 곡선과 로그순위분석

(log-rank test), 콕스비례위험모델(Cox proportional hazard model)로 생존분

석을 실시해 건강검진의 수검률과 사망률 간의 연관성을 파악했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AS 통계 소프트웨어 9.4 version(Statistical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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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Cary, NC, USA)을 사용했으며, 양측검정 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

의성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사망위험이 1.56배로 훨씬 높았다. 그중에서도 신

장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정신장애에서 비장애인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사망위험도를 확인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사망위험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강검진 횟수에 따라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사망위험도를 확인한 결과, 0회인 경우의 사망위험도가 1.60배였고, 1-2회에서

는 1.55배였다. 3회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1.28배로 나

타나 전반적으로 검진 횟수가 높으면 사망위험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 3회 이상 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장애인과 비

교해 사망위험도가 0.36으로 더 낮았다. 이는 비장애인에서 0.44인 것보다 더

낮은 수치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에서의 건강검진 기대효과가 비장애인보다

더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 중에서도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망

위험은 높으면서 검진의 기대효과는 큰 유형이었다.

그러나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에서 더 낮았다. 건강검진

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가 비장애인은 46.1%인데 반해 장애인은 59.1%

로 절반 이상이나 차지했다. 또한 1-2회인 경우와 3회 이상인 경우에도 비장

애인이 장애인보다 더 높은 수검률을 보였다.

결론

이 연구는 장애인에서의 건강검진을 통한 사망률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으

며, 비장애인보다도 검진에 따른 기대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수치상으로 나

타냈다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에 큰 개선점이 없는 만큼 보



- vii -

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낮

은 의료 접근성과 전문 인력의 부족함, 정보의 부재 등 인프라적 문제를 해결

해야 하며 장애인의 건강검진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낮은 수검률의 다양한 현실적 원인

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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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2017년 장애인 인구수가 250만 명이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중 4.9%를 차

지, 10년 전인 2007년인 4.3%보다 약 0.6% 포인트 증가했다(한국장애인개발

원, 2018).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장애인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증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의 건강수준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점을 고려할 때(우해봉, 2011; HHS,

2012; 김정석 등, 2017), 장애인구의 증가는 보건의료의 사회적 부담도 함께

가중되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이 악화될 경우 사회경제

적 활동에 제한이 발생하여 소득의 불평등을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생활행태

등에 영향을 끼치면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의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건

강관리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10만 명당 조사망률은 2747.2명으로 비장애인의 541.5명의 약 5배

에 이를 정도로 사망위험이 훨씬 높으며(국립재활원, 2015; 통계청, 2015) 기대

여명 또한 비장애인보다 낮다(우해봉, 2011; 김정석 등, 2017).

이와 같은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소는 다양하다. 먼저 인

구 구조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 장애인의 수를 들

수 있다. 2013년 65세 이상의 장애인 수는 전체 장애인의 40%를 넘어섰고, 이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45% 이상을 기록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노화의 건강 취약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은 전체 장애

인의 낮은 건강수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요인은 높은 만성질환 유질환율이다. 고령화 현상과도 연관이 있

는 만성질환 유질환율은 장애인의 건강수준을 악화시키는 매우 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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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혈압, 심혈관질환, 관절염, 당뇨 등의 위험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고, 질

병에 대한 높은 감수성으로 2차 장애 및 질환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Dejong, 1997; Hvercamp et al., 2004). 실제로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질환율은

2017년 약 80%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그

러나 질환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아 높은 의료이용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의 건강생활행태의 경우, 전반적인 수치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흡연, 음주 및 신체활동 등에서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

의한 차이는 없다(김성희 등, 2017). 다만,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낮은 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흡연 및 음주 등의 행태의 건강에 대한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들은 건강의 취약성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비장애인보다 높다. 그러

나 신체적, 사회인프라적 접근성의 제한으로 의료에 대한 미충족 욕구 또한

높은 편이다(WHO, 2011). 이는 관리가 필요함을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장애

인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권 보호 차원에

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건강검진은 앞서 설명된 다양한 건강위협 요소들과 매우 연관성이 큰 건강

행위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측면에서 볼 때, 건강검진의 목표가 질환의

조기 진단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 크다 하겠다. 또한 건강검진은 장애

인 개인의 평소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강생활행태를 모니터링

하는 역할도 수행해 추후 장애인 연구 수행에도 주요한 자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최근 수 년 동안 60%대에 머물러

비장애인의 75% 이상을 기록하는 수치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한국

장애인개발원, 2018). 이동의 제한과 장애인 검진시설 미비, 검진 프로그램의

홍보 부족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조미희 등, 2017).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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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 및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장애인 인권증

진 중장기 계획」 등의 사업들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의 큰 명목 하에 건강

검진 지원 등의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법률 및 정책들의 중

복성과 부족한 일원성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며, 예산 지원 방안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목표 달성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김성희 등, 2017).

따라서 건강검진이 건강수준과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조미

희 등, 2017; 지선하 등, 2013),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

검진 수검에 따른 효과와 비장애인과의 비교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의 건강검진 수검률의 차이와 이에 따른

사망률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 지

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토대로 2002년을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등록 장애인과과 연구 기간 동안 장애인으로 등

록된 적이 없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현황을 비교하여 동 기간 동안

의 사망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망률과 건강검진 수검률에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한다.

둘 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검진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건강검진

에 따른 사망위험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장애유형별로 건강검진에 따른 사망위험 감소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넷째, 장애인의 건강검진 기대효과를 확인하여 건강관리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 개발에 기초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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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종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총 15가지로 나뉜다

(Table 1).

신체적 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를 포함하는 외부

신체기능 장애와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으로 구분되는 내부

기관 장애가 있다. 그 외 지적, 정신적, 자폐성의 정신적 장애가 있으며 모든

장애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하고

있다.

Table 1. Types and Standards of Disability

대분류 소분류 기준

신체적
장애

지체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
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
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
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
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
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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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
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안면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사람

신장
신장의 기능부전(機能不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
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
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호흡기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
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루·요루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
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뇌전증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
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
람

정신적
장애

지적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
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
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정신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
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폐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
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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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의 기본 현황

2017년 기준 장애인 수는 2,545,637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 2,104,889명과

비교하여 약 20% 이상 증가했다. 2007년 장애인 수는 2002년 1,294,254명과

비교하면 약 63% 증가한 수치로, 과거에 비하여 최근 장애인 증가율은 크게

낮아졌으나 그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Figrue 1). 이러한 증가 추세

는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사회적 부담도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립재활원, 2014).

Figure 1. The Number of Registered Persons with Disability by Year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그 중 지체장애인이 절반 정도인 4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청각장애가 11.9%, 시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각각 9.9%로 그 다음 순위

를 기록해 15종의 장애인 중 4가지 상위 장애가 장애 종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등록 장애인 비중은 58%로 여성 42%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60대가 22.0%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70대와 50대가 각각 21.9%,

19.7%로 그 뒤를 이었다. 장애정도별로는 가장 경증으로 분류되는 6급이

25.3%로 비중이 가장 크고 5급이 21.4%, 3급이 17.3%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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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인 1급 장애인은 약 20만 명으로 전체 중 7.8% 정도로 가장 적다(한국장

애인개발원, 2018).

3. 장애인의 건강권 및 지원 정책

3-1. 장애인의 건강권

1946년에 채택된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의

향유는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Quinn 등(2002)은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하여 인종, 피부

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의견, 민족 및 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물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 건강상태, 성적 취향,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상

태를 근거로 건강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거나 손상하기 위한 의도나 수단 등 어

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여기서 차별 및 금지란, 권리와 자유

를 행사하는 데 있어 제한을 당하거나,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

는 형태 등으로 장애인들이 차별과 배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면

서 보건 서비스, 고용과 교육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물리적, 사회적인

다양한 차별이 이에 속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을 기반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복

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

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정을 통하여 건강

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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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제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건

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의 보건관리 체계 확립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2.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법률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정책적 지

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건강을 증

진시키고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질환이나 장애 예방을 위한 정부 계

획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5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

는 범 정부차원의 정책이다. 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서비스의 확대, 생애주기별

교육, 사회참여 증진 등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법령, 제도 등의 개선 사항

들을 제시한다.

이처럼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지원 정책이 존재하고 있으

나, 일원성이 부족하고 중복 등의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예산 지원 방

안이 권고 수준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아닌 추상적이라는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김성희 등, 2017).

4. 장애인의 건강위협 요인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수준이 낮으며 사망위험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과 통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우해봉(2011), 김정

석 등(2017)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모든 연령층에서 기대여명이 전체인구

보다 낮으며 삶의 질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차 질환 및 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고 조기 사망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HHS, 2012).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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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통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10만 명당 조사망률은 541.5명인 반면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2747.2명에 이른다(국립재활원, 2015; 통계청, 2015). 또한 주관적

건강수준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낮다는 사실이 여러 번 입증됐다(권선진,

2015; 유창민, 2016).

4-1. 장애인의 고령화

장애인의 건강수준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인구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장애인의 연령별 인구 비율을 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2,545,637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149,910명(45.2%)으로 2013년

40%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의 고령 인구 비중 14%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통계청, 2018). 노화는 건강에 높은 취약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장애

인의 고령화 현상은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건강관리가 장애인들에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2.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질환율

장애인의 건강위험 요인은 만성질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

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양호한 건강 인지율은 낮은 반면 만성질환의 이환율

은 높다(김성희 등, 2017). 그 중에서도 고혈압은 2.3배, 심혈관질환은 6.5배,

관절염은 3.1배, 당뇨는 3.9배, 만성통증은 16.2배의 유병률을 보인다

(Havercamp et al., 2004).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Dejong, 1997). 지체장애가 오래 지속된 장애

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심혈관질환이 일찍 발병되는 경향이 있으

며, 비만으로 당뇨가 발생하거나 신경인성 방광으로 신장질환(신우신염) 등의

조기 발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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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높은 만성질환 유질환율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질환율은 79.3%로 2011년 70.0%와 비교해 9.3% 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이는 만

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조미

희 등, 2017) 질환의 조기진단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비장애인보다 높은 의료이용

률을 보이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입원률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보

다 1.5배 높고, 응급의료 이용률도 1.8배 정도 높다(김성희 등, 2017).

4-3. 장애인의 건강생활행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의 건강생활행태의 차이는 항목마다 다르다. 걷기

실천율을 제외하고,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에서의 장애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별로 비교한 경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성희 등, 2017).

현재의 흡연율의 경우, 20대는 비장애인의 현재 흡연율이 17.1%로 장애인

의 3.2%보다 높았다. 그러나 40대에서 장애인이 40.8%, 비장애인이 28.2%로

장애인에서 훨씬 높은 흡연율을 보였고,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

에서 장애인의 흡연율이 높았다. 이외 음주율은 30-40대, 70대 이상에서 장애

인이 높았으며 비만율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장애인이 높았다. 신

체적 활동 또한 연령별 차이를 보였는데(김성희 등, 2017), 이는 연령 자체로

인한 차이라기보다 장애인들의 당시 건강상태가 그 원인으로 해석된다(김현

식, 2018). 즉 흡연 및 음주조차 힘든 장애인의 경우에는 건강생활행태의 영향

력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건강수준이 높지

않음을 고려해 좋지 않은 건강행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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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 또한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 WHO(2011)에서는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신체적, 사회적 등 여러 가지 접근성의 제한으로 미충족 욕구 또한 높

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 장애인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

소(2017)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의료보장 욕구는 32.8%로 소득보장 욕구의

38.5%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질병과 사고에 의한 후천적 장애 발

생이 대부분(88.9%)에 달하며 거의 평생 장애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안고 살

아가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그러나 장애인의 병

의원 미충족 의료율은 20.5%이며 비장애인의 17.3%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5. 장애인의 건강검진 실태와 중요성

5-1. 건강검진과 사망률

건강검진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망률과 의료

비는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의료 서비스이자 국가 정책이다. 지선하 등(2013)이

한국인 암 예방연구 코호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을 1-2회로 적게 받

은 대상자 대비 검진을 5회 이상 받은 대상자의 사망위험도가 낮았으며 의료

비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이주영 등(2019)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

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연구한 결과, 고령자에서 건강검진 비수검군이

수검군보다 사망률이 높고 생존 개월이 짧았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2017)

의 보고서에서도 20-30대 젊은 층에서 건강검진 비수검군의 사망위험도가 수

검군보다 더 높은 등 건강검진과 사망률과의 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밝

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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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장애인의 건강검진 실태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들은 오히려 건강

검진에 더 소홀한 실정이다. 2010년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3.0%였으나

5년이 지난 2015년 63.5%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전체 인구의 수검률은

75.5%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Figure 2)(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Figure 2. Status of Health Screen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y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유형별로는 안면 장애인이 70.9%로 수검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

폐성 장애가 70.6%, 지체 장애가 69.1%로 뒤를 이었다. 장애 유형에서의 두

번째, 세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각 및 뇌병변 장애의 경우에는 각각

63.3%, 45.7%로 뇌병변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장애 정도별로 살

펴보면, 경증 장애인이 68.9%, 중증 장애인이 52.7%의 수검률을 보였다. 또한

20-64세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65.1%, 65세 이상 장애인은 61.1%에서 건강검

진을 받고 있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연령에 따라 수검률에 차이가 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동상의 편의성, 의료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에 대한 접근성 등의 제한점의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김성희 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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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장애인 건강검진의 중요성

건강검진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의료행위임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수검률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건강검

진은 앞서 설명되었던 건강위협 요소인 고령화, 만성질환, 건강생활행태 및 의

료 미충족 욕구 등과 모두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건강증진 활동이다. 특히, 일

반적으로 건강검진의 목표가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임을 고려해 장애인의 건강

관리와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조미희 등, 2017).

이렇듯 장애인 건강에 있어서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크지만 검진이 실제적

으로 얼마나 장애인의 건강 및 사망률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검진의 실태에 대한 통계는 많으나, 실질적인 건강 효과에 대

한 연구 및 수검률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

구를 통해 건강검진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과 사망률 감소를 위

하여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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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ceding Studies on Health Status and Health Screen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y

연구자 내용

§ 우해봉(2011),

김정석 등(2017)
모든 연령층에서 장애인의 기대여명은 전체인구의 그
것에 비해 낮다.

§ 국립재활원(2015),

통계청(2015)
장애인의 10만명당 조사망률이 비장애인의 약 5배에
달한다.

§ 미국보건복지부

HHS(2012)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조기사망위험이 크고, 만
성질환 및 2차 질환 가능성이 높다.

§ 최민혁(2017) 장애인의 주관적 불건강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김성희 등(2017)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양호한 건강 인지율은
낮고 만성질환 이환율은 높다.

§ 지선하 등(2013),
보건복지부(2017),
Lee 등(2019)

건강검진을 많이 받은 군에서 사망위험도가 감소한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낮다.

§ 조미희 등(2017) 건강검진의 목표가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임을 고려해
장애인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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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과 사망률의 연계성을 확인

하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검진의 건강증진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약 1백만 명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

하여 지속적으로 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한 데이터로써, 장애여부와 사망 및 소

득수준, 거주지역, 동반질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집단은 2002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등록 장

애인과, 이에 성별, 연령별 짝짓기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Figure 3).

건강검진 횟수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검진 횟수의 총 합으로 계산했

으며, 사망률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추적 관찰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망한 모든 장애인/비장애인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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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Frame Work of the Study Research

2. 연구 대상의 설정

연구대상자는 2002년 기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중, 건강검진 횟수 관찰 기

간인 2002년부터 2007년 기간 내 사망하였거나, 총 연구기간 동안 비장애인에

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에서 비장애인으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

장애인 중 장애진단년도가 불분명한 경우, 사망년도 또는 사망원인이 불분명

한 대상자를 배재하여 총 20,42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장애인은 성별, 연

령을 기준으로 짝짓기한 20,421명으로 설계하였다. 이 중, 건강검진 여부 및

횟수가 주요 관심변수임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20세 미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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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은 제외했다.

3. 연구에 사용한 변수와 정의

3-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연구대상자 중 사망한 대상자의 비율인 사망률이다. 사망자의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의 자격상실 이유가 사망인 자로 하였으며, 질환, 자살 및

사고 등 모든 사망원인을 포함하였다.

3-2. 관심변수

이 연구에서의 관심변수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장애여부, 두 번째는 건강

검진의 횟수다. 장애여부는 공단의 표본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

진 횟수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검진을 받은 총 합으로 설정했다. 국가 건

강검진이 2년에 1회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검진횟수는 0회, 1-2회, 3회로 구

분했다.

3-3.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장애인/비장애인에서의 건강검진 수검률과 사망률을 비교 시

성, 연령 등 기본적인 독립변수를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조정했다.

장애유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의 분류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지체장애(1), 뇌병변장애(2), 시각장애(3), 청각장애(4), 지적장애(5),

정신장애(6), 신장장애(7) 로 나누고 그 외 언어, 자폐, 심장, 호흡기, 간,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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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뇌전증 등의 장애는 기타장애(8)로 구분했다.

경제적 변수에는 보험료 분위 및 의료보장유형을 적용했다. 보험료 분위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써, 세대단위로 부과하는

보험료 정보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 1-2분위와 3-4분위, 5-6분위,

7-8분위, 9-10분위의 총 5가지 단계로 나누어 계산했다. 의료보장유형은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세 가지로 분류했다.

개인의 건강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동반질환의 경우는 찰슨 동반질

환 지수를 점수화 하여 0, 1, 2이상 세 분류로 나누었다. 이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변수는 수도권(metropolitan), 광역시(city), 기타

지역(other)으로 구분했다.

4. 분석 방법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등록된 장애인과 비장애인

에서 짝짓기를 한 후 건강검진 수검률과 사망률을 확인했다. 수검률은 2002년

부터 2007년까지 총 건강검진 횟수의 합으로 산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검률을 비교 분석했다.

사망률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망한 모든 대상자로 계산했다. 두 그룹

의 생존율 비교를 위해 로그순위분석(log-rank test)을 활용하여 카플란마이어

(Kaplan-Meier) 생존 곡선을 나타내었다. 또한 콕스비례위험모델(Cox

proportional hazard model)로 생존분석을 실시해 건강검진의 수검률에 따른

사망률의 위험비(adjusted hazard ratio, aHR)를 분석하여 95% 신뢰구간과 함

께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AS 통계 소프트웨어 9.4 version(Statistical Analysis

System Institute, Cary, NC, USA)을 사용했으며, 양측검정 0.05 수준에서 통

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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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장애인/비장애인의 사망률 비교 및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장애인 연구 대상자는 2002년을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에

서 건강검진 횟수를 관찰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망하거나 다시 비장애인

으로 등록된 대상자를 제외한 20,421명으로 한정하였고, 2008년부터 2013년까

지 모든 원인에 대한 사망자를 포함하였다. 비장애인 연구 대상자는 장애인

연구대상자와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찍짓기한 20,421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먼저 사망률을 비교하면, 전체 장애인 20,421명 중 사망자 수는 1,922명으

로 9.41%의 사망률을 보인 반면 비장애인의 사망자 수는 장애인의 절반 수준

인 1,087명으로 사망률은 5.32%였다(p<0.0001, Table 3). 콕스 비례분석에 따

른 사망위험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사망위험이 1.56배로 장애가 있을 경

우 없는 경우보다 사망위험이 훨씬 높았다(p<0.0001, Table 4).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선을 통하여 사망위험을 비교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을 경

우 생존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Figure 4).

또 이 연구의 주요 흥미변수인 건강검진에 따른 사망률을 살펴보면 건강검

진 횟수가 높을수록 사망위험이 낮아졌다. 2002년부터 2007년 6년 동안 단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21,485명으로 전체 연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2.61%였고, 이들 중 8.89%(1,910명)가 사망했다(p=0.0004, Table 3).

검진횟수가 1-2회인 경우는 6.81%(12,869명)이 사망하고, 3회 이상인 경우에는

6,488명 중 3.42%(222명)이 사망해 검진 횟수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짐을

확인했다(p=0.0004, Table 3). 사망위험도 분석에서도 건강검진 횟수가 0회인

경우와 비교 시 1-2회인 경우는 사망위험이 0.62배(p<0.0001), 3회 이상인 경

우 0.39배(p<0.0001)였다(Table 4).

연구대상자 중 남성은 27,718명, 여성은 13,124명이었으며 사망률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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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6.71%였다(p<0.0001, Table 3). 연령별로는 20대 1,738명, 30대 3,530명,

40대 6,686명, 50대 10,194명, 60대 8,600명, 70대 이상이 10,094명이었으며 대

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률도 유의하게 상승하여 20대 사망률은 1.27%, 70

대 이상은 18.98%로 큰 차이를 보였다(p<0.0001, Table 3). 사망위험도도 연령

이 높을수록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0.0001, Table 4).

소득수준 및 의료보장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서는 그 수준에 따

라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 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의료보장유형

별로는 지역가입자 사망률이 7.11%, 직장가입자가 6.34%로 비슷한 수준이었으

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12.49%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p<0.0001, Table 3) 사

망위험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가장 높았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순이었다

(p<0.0001, Table 4). 또 지역별로는 기타지역에서 사망률이 8.63%로 가장 높

았고, 수도권일 경우 6.40%로 가장 낮았다(p<0.0001, Table 3).

CCI로 대상자를 분류한 경우에는 동반질환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CCI가 0인 경우 사망률이 6.30%, 1인 경우 11.03%, 2 이

상인 경우 18.58%로 큰 차이를 보였다(p<0.0001, Table 3). 사망위험도는 0인

경우와 비교해 2 이상인 경우 사망위험이 1.66배 높았다(p<0.0001,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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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Mortality

Variables
Total

Mortality (All-cause)

Survived Died
p-value

N % N % N %

Total 40,842 100.00 37,833 92.63 3,009 7.37 　
Diagnosis of
Disability 　 　 　 　 　 　 <.0001

Without Disability 20,421 50.00 19,334 94.68 1,087 5.32 　

With Disability 20,421 50.00 18,499 90.59 1,922 9.41 　
Number of Health
Screening† 　 　 　 　 　 　 <.0001

None 21,485 52.61 19,575 91.11 1,910 8.89 　

1-2 12,869 31.51 11,992 93.19 877 6.81 　

≥3 6,488 15.89 6,266 96.58 222 3.42 　

Sex 　 　 　 　 　 　 0.0004

Male 27,718 67.87 25,589 92.32 2,129 7.68 　

Female 13,124 32.13 12,244 93.29 880 6.71 　

Age 　 　 　 　 　 　 <.0001

20-29 1,738 4.26 1,716 98.73 22 1.27 　

30-39 3,530 8.64 3,492 98.92 38 1.08 　

40-49 6,686 16.37 6,543 97.86 143 2.14 　

50-59 10,194 24.96 9,859 96.71 335 3.29 　

60-69 8,600 21.06 8,045 93.55 555 6.45 　

≥70 10,094 24.71 8,178 81.02 1,916 18.98 　

Income 　 　 　 　 　 　 <.0001

Quintile 1 (Low) 11,535 28.24 10,449 90.59 1,086 9.41 　

Quintile 2 5,488 13.44 5,187 94.52 301 5.48 　

Quintile 3 6,348 15.54 5,983 94.25 365 5.75 　

Quintile 4 7,460 18.27 6,978 93.54 482 6.46 　

Quintile 5 (High) 10,011 24.51 9,236 92.26 775 7.74 　

Region 　 　 　 　 　 　 <.0001

Metropolitan 15,759 38.59 14,751 93.60 1,008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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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10,084 24.69 9,377 92.99 707 7.01 　

Other 14,999 36.72 13,705 91.37 1,294 8.63 　
Type of Insurance
Coverage 　 　 　 　 　 　 <.0001

Insurance
(Regional) 12,149 29.75 11,285 92.89 864 7.11 　

Insurance
(Corporate) 23,400 57.29 21,916 93.66 1,484 6.34 　

Medical Aid 5,293 12.96 4,632 87.51 661 12.49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0001

0 33,716 82.55 31,593 93.70 2,123 6.30 　

1 5,802 14.21 5,162 88.97 640 11.03 　

≥2 1,324 3.24 1,078 81.42 246 18.58 　

†The number of health screening was calculated from 2002 t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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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Survival Analysis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for the Association between Diagnosis of Disability and

Mortality

Variables

Mortality (All-cause)

p-value
Adjusted HR

95% CI

Lower 　 Upper

Diagnosis of Disability 　 　 　 　 　

Without Disability 1.00 　 - 　 　

With Disability 1.56 (1.45 - 1.69) <.0001
Number of Health
Screening† 　 　 　 　 　

None 1.00 　 - 　 　

1-2 0.62 (0.57 - 0.68) <.0001

≥3 0.39 (0.34 - 0.45) <.0001

Sex 　 　 　 　 　

Male 1.00 　 - 　 　

Female 0.63 (0.58 - 0.68) <.0001

Age 　 　 　 　 　

20-29 1.00 　 - 　 　

30-39 0.92 (0.54 - 1.55) 0.7526

40-49 1.83 (1.17 - 2.87) 0.0083

50-59 2.96 (1.92 - 4.56) <.0001

60-69 6.40 (4.18 - 9.82) <.0001

≥70 19.70 (12.92 - 30.05) <.0001

Income 　 　 　 　 　

Quintile 1 (Low) 1.00 　 - 　 　

Quintile 2 0.98 (0.84 - 1.14) 0.7823

Quintile 3 0.97 (0.84 - 1.11) 0.6436

Quintile 4 1.04 (0.91 　 1.18) 0.6013

Quintile 5 (High) 0.97 (0.86 - 1.10) 0.6584

Region 　 　 　 　 　

Metropolitan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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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Kaplan-Meier Survival Plot for Mortality Risks

according to Diagnosis of Disability

City 1.10 (1.00 - 1.21) 0.0610

Other 1.12 (1.03 - 1.21) 0.0104
Type of Insurance
Coverage 　 　 　 　 　

Insurance (Regional) 1.00 　 - 　 　

Insurance (Corporate) 0.86 (0.79 - 0.93) 0.0004

Medical Aid 1.22 (1.07 - 1.39) 0.0032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0 1.00 　 - 　 　

1 1.30 (1.19 - 1.43) <.0001

≥2 1.66 (1.45 - 1.90) <.0001

†The number of health screening was calculated from 2002 t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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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유형별 사망위험도

<Table 5>는 장애유형별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사망위험을 확인한 결과

이다. 성별, 연령, 보험료 분위와 의료보장유형, 거주 지역과 CCI를 모두 통제

한 후 각 장애인들의 사망률과 사망위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신

장장애, 기타장애 등 8가지 장애종류에서 모두 사망위험이 비장애인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망위험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신장장애였다. 신장장애인 427명 중

22.01%에 해당하는 94명이 사망하였고, 비장애인 대비 사망위험도가 4.38배

(95% CI: 3.53-5.43) 높았다. 2위는 뇌병변장애다. 뇌병변장애인 1,164명 중

20.79%(242명)가 사망하였으며 사망위험도는 2.51배(95% CI: 2.18-2.90)였다. 3

위와 4위는 기타장애(HR=2.30, 95% CI: 1.80-2.95), 정신장애(HR=2.06, 95%

CI: 1.50-2.84)로 모두 2배 이상의 사망위험도를 보였다. 그 뒤로는 지적장애

(HR=1.81, 95% CI: 1.43-2.29), 청각장애(HR=1.54, 95% CI: 1.32-1.81), 지체장

애(HR=1.45, 95% CI: 1.33-1.58), 시각장애(HR=1.32, 95% CI: 1.13-1.55) 순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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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bgroup Analysis of Mortality Risk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bility　

Variables
Total

Mortality (All-cause)
Survived Died Adjusted

HR
95% CI

p-value
N % N % N % Lower 　 Upper

Without Disability 20,421 50.00 19,334 94.68 1,087 5.32 1.00 　 - 　 　

With Disability 20,421 50.00 18,499 90.59 1,922 9.41 　 　 　 　 　

Physical Disability 12,176 59.62 11,143 91.52 1,033 8.48 1.45 (1.33 - 1.58) <.0001

Disability of Brain Lesion 1,164 5.70 922 79.21 242 20.79 2.51 (2.18 - 2.90) <.0001

Visual Disability 2,025 9.92 1,849 91.31 176 8.69 1.32 (1.13 - 1.55) 0.0007

Hearing Disability 1,716 8.40 1,532 89.28 184 10.72 1.54 (1.32 - 1.81) <.0001

Intellectual Disorder 1,843 9.03 1,759 95.44 84 4.56 1.81 (1.43 - 2.29) <.0001

Mental Disorder 556 2.72 515 92.63 41 7.37 2.06 (1.50 - 2.84) <.0001

Kidney Dysfunction 427 2.09 333 77.99 94 22.01 4.38 (3.53 - 5.43) <.0001

Other‡ 514 2.52 446 86.77 68 13.23 2.30 (1.80 - 2.95) <.0001

†The number of health screening was calculated from 2002 to 2007

‡Other: Speech disability, Autistic disorder, Cardiac dysfunction, Respiratory dysfunction, Hepatic dysfunction,
Facial disfigurement, Intestinal fistular/Urinary fistular,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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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검진 횟수에 따른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사망위험도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대비 사망위험도는 높지만, 건강검진 여부 및 횟수

에 따라 그 위험도의 크기는 달랐다.

건강검진 횟수에 따라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사망위험도를 확인한 결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

비 사망위험도가 1.6배(95% CI: 1.45-1.77) 높았다. 전체 장애인에서 비장애인

대비 사망위험도가 1.56배(95% CI: 1.45-1.69, Table 4)임을 감안하면 건강검

진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사망위험이 전체 장애인의 사망위험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건강검진을 1-2회 받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 대비 사망위험이

1.55배(95% CI: 1.35-1.78)배로 여전히 비장애인 대비 사망위험은 높으나, 전체

장애인 및 검진을 전혀 받지 않은 장애인과 비교 시 사망위험도 수치가 더 낮

았다.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위험이 더 낮아져 1.28배(95% CI: 0.99-1.68)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 외 성별, 연령, 소득수준 및 CCI로 살펴본 바, 모든 독립변수에서 비장

애인 대비 장애인의 사망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장애인에

서 남성 비장애인 대비 사망위험이 1.57배(95% CI: 1.43-1.72) 높았고, 여성 또

한 1.53배(95% CI: 1.33-1.76)로 비슷했다. 연령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대체로

비장애인 대비 사망위험도 수치가 점차 낮아졌다. 20대의 사망위험도는

18.66(95% CI: 2.44-143.05)인 반면 70대 이상은 1.27(95% CI: 1.15-1.39)로 20

대보다 사망위험도가 훨씬 낮았다. 소득수준 및 CCI에서는 단계별 일관된 결

과를 보이지 않아 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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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bgroup Analysis of Mortality Risk according to Diagnosis of Disability

Variables

Without Disability With Disability

Total Died Adjusted
HR

Total Died Adjusted
HR

95% CI
p-value

N % N % N % N % Lower 　 Upper

Number of Health
Screening† 　 　 　 　 　 　 　 　 　 　 　 　　 　

None 9,418 46.12 607 6.45 1.00 12,067 59.09 1,303 10.80 1.60 (1.45 - 1.77) <.0001

1-2 7,048 34.51 367 5.21 1.00 5,821 28.50 510 8.76 1.55 (1.35 - 1.78) <.0001

≥3 3,955 19.37 113 2.86 1.00 2,533 12.40 109 4.30 1.28 (0.99 - 1.68) 0.0645

Sex 　 　 　 　 　 　 　 　 　 　 　 　　 　

Male 13,859 67.87 763 5.51 1.00 13,859 67.87 1,366 9.86 1.57 (1.43 - 1.72) <.0001

Female 6,562 32.13 324 4.94 1.00 6,562 32.13 556 8.47 1.53 (1.33 - 1.76) <.0001

Age 　 　 　 　 　 　 　 　 　 　 　 　　 　

20-29 869 4.26 1 0.12 1.00 869 4.26 21 2.42 18.66 (2.44 - 143.05) 0.0049

30-39 1,765 8.64 8 0.45 1.00 1,765 8.64 30 1.70 2.39 (1.01 - 5.66) 0.0468

40-49 3,343 16.37 34 1.02 1.00 3,343 16.37 109 3.26 2.02 (1.32 - 3.10) 0.0013

50-59 5,097 24.96 94 1.84 1.00 5,097 24.96 241 4.73 1.71 (1.31 - 2.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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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4,300 21.06 133 3.09 1.00 4,300 21.06 422 9.81 2.70 (2.20 - 3.31) <.0001

≥70 5,047 24.71 817 16.19 1.00 5,047 24.71 1,099 21.78 1.27 (1.15 - 1.39) <.0001

Income 　 　 　 　 　 　 　 　 　 　 　 　　 　

Quintile 1 (Low) 3,462 16.95 272 7.86 1.00 8,073 39.53 814 10.08 1.31 (1.13 - 1.51) 0.0003

Quintile 2 3,020 14.79 128 4.24 1.00 2,468 12.09 173 7.01 1.54 (1.22 - 1.94) 0.0002

Quintile 3 3,525 17.26 154 4.37 1.00 2,823 13.82 211 7.47 1.61 (1.30 - 1.98) <.0001

Quintile 4 4,264 20.88 205 4.81 1.00 3,196 15.65 277 8.67 1.49 (1.25 - 1.79) <.0001

Quintile 5 (High) 6,150 30.12 328 5.33 1.00 3,861 18.91 447 11.58 1.69 (1.47 - 1.96) <.0001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0 17,331 84.87 820 4.73 1.00 16,385 80.24 1,303 7.95 1.56 (1.42 - 1.70) <.0001

1 2,640 12.93 206 7.80 1.00 3,162 15.48 434 13.73 1.61 (1.36 - 1.91) <.0001

≥2 450 2.20 61 13.56 1.00 874 4.28 185 21.17 1.37 (1.02 - 1.85) 0.0399

†The number of health screening was calculated from 2002 t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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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횟수에 따른 사망위험도

성별, 연령, 보험료 분위와 의료보장유형, 거주 지역과 CCI를 모두 통제한

후 살펴본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서 건강검진 비수검군 대비 각각의

수검군 사망위험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먼저 비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횟수

가 높아짐에 따라 사망위험도는 점차 낮아졌다. 검진횟수가 1-2회인 경우 0회

대비 사망위험도는 0.61(95% CI: 0.54-0.70)이었으며 3회 이상인 경우에는

0.44(95% CI: 0.36-0.54)로 유의하게 낮았다.

전체 장애인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검진횟수 0회 대비 1-2회인

경우 사망위험도가 0.63(95% CI: 0.57-0.70), 3회 이상인 경우에는 0.36(95%

CI: 0.30-0.44)이었다. 사망위험도의 하락을 건강검진의 기대효과로 예측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3회 이상인 경우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서 건강검진에서의

기대효과가 더 큼을 알 수 있다(HR=0.44 vs. HR=0.36).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

선에서도 건강검진 0회 대비 3회 이상인 경우 생존률의 차이가 장애인에서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5, 6).

장애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동일한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많이 받을수록

사망위험도가 하락하는 경향이 가장 뚜렷했다. 3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시

각장애인은 한 번도 받지 않은 시각장애인 대비 사망위험이 0.28배(95% CI:

0.13-0.58)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는 뇌병변장애인에서 사망위험도 변화가 컸다. 3회 이상 건강

검진을 받은 뇌병변장애인은 한 번도 받지 않은 뇌병변장애인과 비교해 사망

위험도가 0.31(95% CI: 0.13-0.76)이었다. 반면, 이들은 비장애인 대비 사망위

험도가 신장장애인 다음으로 가장 크므로(HR=2.51, 95% CI: 2.18-2.90, Table

5)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상대적 사망위험은 높으면서 동시에 건강검진 기대효

과는 큰 유형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건강검진 0회 대비 3회 이상

인 경우에서의 사망위험도는 0.37(95% CI: 0.29-0.48), 청각장애인은 0.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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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0.26-0.82)이었다.

청각장애인을 제외하고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의 경우 모

두 건강검진 횟수가 3회 이상일 때 0회 대비 사망위험도가 비장애인 보다 더

낮아 건강검진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 외 지적장애, 정신장

애, 신장장애, 기타장애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

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들에서 비장애인보다 높은 건강검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건강검진의 수검률은 훨씬 낮았다. 비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횟수

가 0회인 비율이 46.12%(9,418명)였고, 장애인 전체의 0회 비율은

59.09%(12,067명)로 비장애인보다 더 높았다. 또 1-2회의 비율은 비장애인이

34.51%, 장애인이 28.50%였으며 3회 이상인 경우는 비장애인 19.37%, 장애인

이 12.40%로 횟수와 상관없이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서

더 낮았다.

장애인 중에서도 수검률이 가장 낮은 유형은 정신 및 지적장애인이다. 건

강검진 횟수 0회 비율이 각각 90.65%와 89.26%로 거의 대부분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었다. 그 외 건강검진 횟수가 많을수록 사망위험도가 크게 낮아

졌던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서 절반

이상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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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bgroup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Number of Health Screening and Mortality Risk

according to Disability Characteristics

Variables

Total
Number of Health Screening†

None 　 1-2 　 ≥3 　None 　 1-2 　 ≥3

N % N %
Survived Died 　

N %
Survived Died 　

N %
Survived Died 　

Adjust
ed HR

　
Adjust
ed HR

95% CI
p-
value

　
Adjust
ed HR

95% CI
p-
value

N % N % 　 N % N % 　 N % N % 　 　 Lower 　Upper 　 Lower 　Upper

Without
Disability 20,421 (50.00) 9,418 (46.12) 8,811 (93.55) 607 (6.45) 　7,048 (34.51) 6,681 (94.79) 367 (5.21) 　3,955 (19.37) 3,842 (97.14) 113 (2.86) 　1.00 　0.61 (0.54- 0.70) <.0001 　0.44 (0.36- 0.54) <.0001

With
Disability 20,421 (50.00) 12,067 (59.09) 10,764 (89.20) 1,303 (10.80) 　5,821 (28.50) 5,311 (91.24) 510 (8.76) 　2,533 (12.40) 2,424 (95.70) 109 (4.30) 　1.00 　0.63 (0.57- 0.70) <.0001 　0.36 (0.30- 0.44) <.0001

Physical
Disability 12,176 (59.62) 6,423 (52.75) 5,762 (89.71) 661 (10.29) 　3,867 (31.76) 3,565 (92.19) 302 (7.81) 　1,886 (15.49) 1,816 (96.29) 70 (3.71) 　1.00 　0.68 (0.58- 0.78) <.0001 　0.37 (0.29- 0.48) <.0001

Disability of
Brain Lesion 1,164 (5.70) 797 (68.47) 615 (77.16) 182 (22.84) 　306 (26.29) 251 (82.03) 55 (17.97) 　61 (5.24) 56 (91.80) 5 (8.20) 　1.00 　0.60 (0.44- 0.82) 0.0014 　0.31 (0.13- 0.76) 0.0101

Visual
Disability 2,025 (9.92) 1,130 (55.80) 1,014 (89.73) 116 (10.27) 　665 (32.84) 613 (92.18) 52 (7.82) 　230 (11.36) 222 (96.52) 8 (3.48) 　1.00 　0.63 (0.44- 0.90) 0.0119 　0.28 (0.13- 0.58) 0.0006

Hearing
Disability 1,716 (8.40) 894 (52.10) 778 (87.02) 116 (12.98) 　594 (34.62) 540 (90.91) 54 (9.09) 　228 (13.29) 214 (93.86) 14 (6.14) 　1.00 　0.52 (0.37- 0.74) 0.0002 　0.46 (0.26- 0.82) 0.0088

Intellectual
Disorder 1,843 (9.03) 1,645 (89.26) 1,567 (95.26) 78 (4.74) 　148 (8.03) 143 (96.62) 5 (3.38) 　50 (2.71) 49 (98.00) 1 (2.00) 　1.00 　0.41 (0.16- 1.05) 0.0640 　0.33 (0.04- 2.53) 0.2882

Mental
Disorder 556 (2.72) 504 (90.65) 470 (93.25) 34 (6.75) 　44 (7.91) 38 (86.36) 6 (13.64) 　8 (1.44) 7 (87.50) 1 (12.50) 　1.00 　1.39 (0.52- 3.72) 0.5097 　2.78 (0.34- 22.74) 0.3407

Kidney
Dysfunction 427 (2.09) 330 (77.28) 253 (76.67) 77 (23.33) 　74 (17.33) 61 (82.43) 13 (17.57)　 23 (5.39) 19 (82.61) 4 (17.39) 　1.00 　0.50 (0.27- 0.92) 0.0270 　1.00 (0.35- 2.84) 0.9976

Other‡ 514 (2.52) 344 (66.93) 305 (88.66) 39 (11.34) 　123 (23.93) 100 (81.30) 23 (18.70)　 47 (9.14) 41 (87.23) 6 (12.77) 　1.00 　1.15 (0.67- 1.99) 0.6111 　0.80 (0.32- 2.01) 0.6377

All variables(Sex, Age, Income, Region, Type of insurance coverage, Charlson Comorbidity Index) are adjusted for the analysis.
†The number of health screening was calculated from 2002 to 2007
‡Other: Speech disability, Autistic disorder, Cardiac dysfunction, Respiratory dysfunction, Hepatic dysfunction, Facial disfigurement, Intestinal fistular/Urinary fistular,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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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Kaplan-Meier Survival Plot for Association between

Number of Health Screening and Mortality for Individuals without

Disability

Figure 6. Kaplan-Meier Survival Plot for Association between

Number of Health Screening and Mortal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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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건강검진 횟수에 따른 사망률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 통계자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함으로써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표본 추출된 국민의 검진결과를 수록하고 있는

이 자료를 토대로 2002년 기등록된 장애인과 연령, 성별로 짝짓기한 비장애인

총 40,842명을 연구 대상자로 건강검진과 사망률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건강검진 여부 및 횟수를 확인하고, 장애인에서 이

기간 동안 사망하거나, 장애여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건강

검진 횟수를 확인한 마지막 연도인 2007년 이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모든

원인에서의 사망여부를 살펴보았으며 건강검진 수검률과 사망률과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콕스비례위험모델을 활용했다.

독립변수는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 소득수준과 의료보장

유형,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주거지역,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반질환 지수 CCI를 포함했다.

장애여부에 따른 사망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이번 연구는 여기에 더해 장애여부에 따라 건강검진으로 인한 사망률

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통계분석에 활용한 자료와 방법에 따라 몇 가지 한계점 또한 내포하

고 있다. 첫째, 사망률 비교 시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를 정확히 보정하기가 어

려워 연구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 이외 변수들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흡연 및 음주에 대한 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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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 수검

군에서 낮은 사망률이 나타난 결과, 즉 건강검진의 효과가 비수검군 대비 더

좋은 건강수준으로 인하여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건강검진 수검률와 사망률의 연관성 분석에서, 의료 접근성은 통제할

수 없었다.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평소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더 자주 방문할 수 있고, 만성질환 등 치료와 관리가 유용하며 건

강검진 수검률 또한 더 높다. 때문에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군에서 사망률

이 낮게 나타난 것은 검진뿐 아니라 평소 의료 접근성으로 인한 건강관리 효

과가 동시에 적용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셋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들의 경우, 분석 시 충분한 N수

를 확보하지 못하여 건강검진 수검률에 대한 사망률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장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 상대적 사망률이 타 장

애인대비 높은 것을 확인한 만큼, 검진을 통한 사망률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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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이번 연구 결과, 장애인인 경우 비장애인 대비 사망률은 더 높은데도 불구

하고 수검률은 낮게 나타나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에 있어 취약함이 확인되었

다.

장애인의 전체 사망률은 9.41%, 비장애인의 사망률은 5.32%로 장애인의 사

망률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높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사망위험은 1.56

배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망위험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신장장애였

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정신장애 순으로 비장애인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사망위험도를 확인했다.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선을 통해서도 장애인의 경우

생존율이 더 낮은 경향을 알 수 있다.

장애인에서의 높은 사망위험도는 선행연구에서도 여러 번 입증됐다. 우해

봉(2011), 김정석 등(2017)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기대여명이 전체인구보다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국립재활원(2015)과 통계청(2015)에서도 장애인의 10만

명당 조사망률이 비장애인의 약 5배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수치는 해외

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보건복지부 HHS(2012)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장애인

의 조기사망위험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사망위험이 높은 만큼, 더 적극적인 관리

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관리 중 하나인 건강검진과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장애인에서의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

기 위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사망위험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7)와 지선하 등(2013)의 건강검진과 건강수준

및 사망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건강검진 횟수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아

지는 경향이 있어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Lee 등(2019)의 연구에서

도 건강검진과 사망률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등 대체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

다. 또 건강검진의 효과분석을 시행한 박상민 등(2011) 연구에 따르면,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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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발병률이 미수검군에 비해 수검군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갈수록 만

성질환이 증가하고 사망원인 또한 암이나 심뇌혈관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만큼, 건강검진을 통한 질환의 조기발견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건강검진과 사망률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강검

진 여부에 따른 사망위험을 살펴본 결과, 전체 대상자 중에서 한 번도 건강검

진을 받지 않은 경우와 사망위험도를 비교 시 1-2회 검진을 받은 경우의 사망

위험이 0.62, 3회 이상인 경우가 0.39로 검진을 많이 받을수록 사망위험도가

낮아졌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망위험도 비교에서도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

인대비 사망위험도는 높지만, 건강검진 횟수가 높을수록 대체로 그 차이는 작

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 장애 여부별로 건강검진에 따른 사망위험도를 살펴본 결과, 비장애인에

서 건강검진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0회 대비 사망위험도는 0.44, 장애인은

0.36으로 장애인의 사망위험도가 더 낮아짐을 보았을 때 건강검진의 기대효과

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서 더 클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인 순으로 건강

검진에 따른 사망위험도의 하락폭이 컸다. 특히, 뇌병변장애의 경우 비장애인

대비 사망위험도가 신장장애인 다음으로 가장 크므로, 사망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동시에 건강검진 기대효과는 클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건강수준이 더 나쁜 군에서 건강검진의 기대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인권

및 건강권 보호 차원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의 수검률을 높임으로써 건강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또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검진 수검률은 아직까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서 더 낮다. 한

국장애인개발원이 매년 출판하고 있는 장애인통계연보(2018)에서도 장애인의

낮은 수검률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Lawthers 등(2003)과 Iezzoni 등(2000)

의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낮은 수검률의 이유로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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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의사소통 문제, 건강검진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의료진과 장애인

간 협력 부족 등이 낮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가 비장애인은 46.12%인데 반해 장애

인에서는 절반 이상이나 차지(59.09%)했다. 건강검진 횟수가 1-2회인 경우와

3회 이상인 경우에도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모두 높아 전반적으로 수검률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신 및 지적장애인이 가장 수검률이 낮았고, 사망률이 높은 신장장

애인과 뇌병변장애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곧 건강검진에 가장 취약한 그

룹이라 할 수 있는데, 뇌병변장애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N수가 적고 특히 3

회 이상 수검한 경우가 극히 드물어 건강검진 횟수에 따른 사망위험도를 확인

할 수 없었다. 향후 이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 사회가 장애인의 낮은 수검률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한국장

애인개발원(2018)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최근 5년간 장애인의 수검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 건강검진과 사망률의 연관성과, 장애인에서 건

강검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이 의미있게 확인된 만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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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건강수준이 낮고 사망위험은 큰 만큼 더 적

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또 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체 인

구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

인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조기 발병할 수 있으므로 만성질환 관리와

조기 검진 차원에서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에서의 건강검진을 통한 사망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비장애인보다 그 효

과가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면서, 장애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자원 투입에 대한 효율성까지 기

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에 큰 차이가 없고, 이 연구

에서도 비장애인 수검률과 비교하여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그것이 크게

미치지 못함이 확인된 바, 보다 전략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의료시설과 장비에 대한 낮은 접근성,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의 부족함,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의 부재 등 다양

한 인프라적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들에게 건강검진이 반드

시 필요함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인식 개선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향후에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낮은 수검률의 다양한 현실적 원인에 대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한 구체적인 국가적 지원 정책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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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ppendix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Disease-related and Accident-related

Mortality

Variables
Total

Mortality

Disease-related

p-value

Accident-related

p-valueNo Yes No Yes

N % N % N % N % N %

Total 40,842 100.00 38,163 93.44 2,679 6.56 　 40,538 99.26 304 0.74 　

Diagnosis of disability 　 　 　 　 　 　 <.0001 　 　 　 　 <.0001

Without Disability 20,421 50.00 19,455 95.27 966 4.73 　 20,309 99.45 112 0.55 　

With Disability 20,421 50.00 18,708 91.61 1,713 8.39 　 20,229 99.06 192 0.94 　
Number of Health
Screening† 　 　 　 　 　 　 <.0001 　 　 　 　 0.0006

None 21,485 52.61 19,778 92.05 1,707 7.95 　 21,307 99.17 178 0.83 　

1-2 12,869 31.51 12,094 93.98 775 6.02 　 12,767 99.21 102 0.79 　

≥3 6,488 15.89 6,291 96.96 197 3.04 　 6,464 99.63 24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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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0.1248 　 　 　 　 <.0001

Male 27,718 67.87 25,864 93.31 1,854 6.69 　 27,457 99.06 261 0.94 　

Female 13,124 32.13 12,299 93.71 825 6.29 　 13,081 99.67 43 0.33 　

Age 　 　 　 　 　 　 <.0001 　 　 　 　 <.0001

20-29 1,738 4.26 1,719 98.91 19 1.09 　 1,735 99.83 3 0.17 　

30-39 3,530 8.64 3,505 99.29 25 0.71 　 3,517 99.63 13 0.37 　

40-49 6,686 16.37 6,590 98.56 96 1.44 　 6,640 99.31 46 0.69 　

50-59 10,194 24.96 9,917 97.28 277 2.72 　 10,140 99.47 54 0.53 　

60-69 8,600 21.06 8,120 94.42 480 5.58 　 8,527 99.15 73 0.85 　

≥70 10,094 24.71 8,312 82.35 1,782 17.65 　 9,979 98.86 115 1.14 　

Income 　 　 　 　 　 　 <.0001 　 　 　 　 0.1465

Quintile 1 (Low) 11,535 28.24 10,565 91.59 970 8.41 　 11,438 99.16 97 0.84 　

Quintile 2 5,488 13.44 5,240 95.48 248 4.52 　 5,437 99.07 51 0.93 　

Quintile 3 6,348 15.54 6,026 94.93 322 5.07 　 6,306 99.34 42 0.66 　

Quintile 4 7,460 18.27 7,024 94.16 436 5.84 　 7,414 99.38 46 0.62 　

Quintile 5 (High) 10,011 24.51 9,308 92.98 703 7.02 　 9,943 99.32 68 0.68 　

Region 　 　 　 　 　 　 <.0001 　 　 　 　 0.0066
Metropolitan 15,759 38.59 14,854 94.26 905 5.74 　 15,665 99.40 94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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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10,084 24.69 9,457 93.78 627 6.22 　 10,010 99.27 74 0.73 　

Other 14,999 36.72 13,852 92.35 1,147 7.65 　 14,863 99.09 136 0.91 　
Type of Insurance
Coverage 　 　 　 　 　 　 <.0001 　 　 　 　 0.0040

Insurance (Regional) 12,149 29.75 11,394 93.79 755 6.21 　 12,045 99.14 104 0.86 　

Insurance (Corporate) 23,400 57.29 22,067 94.30 1,333 5.70 　 23,253 99.37 147 0.63 　

Medical Aid 5,293 12.96 4,702 88.83 591 11.17 　 5,240 99.00 53 1.00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0001 　 　 　 　 0.1126

0 33,716 82.55 31,849 94.46 1,867 5.54 　 33,474 99.28 242 0.72 　

1 5,802 14.21 5,216 89.90 586 10.10 　 5,756 99.21 46 0.79 　

≥2 1,324 3.24 1,098 82.93 226 17.07 　 1,308 98.79 16 1.21 　

†The number of health screening was calculated from 2002 t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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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for Association between Number of Health Screening and

Disease-related and Accident-related Mortality

Variables

Mortality

Disease-related

p-valu
e

Accident-related

p-valu
eAdjusted HR

95% CI
Adjusted HR

95% CI

Lower 　 Upper Lower 　 Upper

Diagnosis of disability 　 　 　 　 　 　 　 　 　 　

Without Disability 1.00 　 - 　 　 1.00 　 - 　 　

With Disability 1.57 (1.45 - 1.70) <.0001 1.58 (1.24 - 2.01) 0.0002

Number of Health Screening† 　 　 　 　 　 　 　 　 　 　

None 1.00 　 - 　 　 1.00 　 - 　 　

1-2 0.61 (0.56 - 0.67) <.0001 0.84 (0.65 - 1.09) 0.1836

≥3 0.39 (0.34 - 0.46) <.0001 0.41 (0.26 - 0.63) <.0001

Sex 　 　 　 　 　 　 　 　 　 　

Male 1.00 　 - 　 　 1.00 　 - 　 　

Female 0.67 (0.61 - 0.72) <.0001 0.30 (0.21 - 0.4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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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20-29 1.00 　 - 　 　 1.00 　 - 　 　

30-39 0.70 (0.39 - 1.28) 0.2474 2.16 (0.61 - 7.58) 0.2311

40-49 1.43 (0.88 - 2.35) 0.1527 4.01 (1.24 - 12.92) 0.0202

50-59 2.86 (1.79 - 4.55) <.0001 3.21 (1.00 - 10.33) 0.0499

60-69 6.43 (4.06 - 10.19) <.0001 5.73 (1.79 - 18.28) 0.0032

≥70 21.11 (13.41 - 33.24) <.0001 8.74 (2.76 - 27.72) 0.0002

Income 　 　 　 　 　 　 　 　 　 　

Quintile 1 (Low) 1.00 　 - 　 　 1.00 　 - 　 　

Quintile 2 0.92 (0.78 - 1.08) 0.2786 1.47 (0.98 - 2.20) 0.0627

Quintile 3 0.96 (0.83 - 1.12) 0.6201 1.01 (0.66 - 1.55) 0.9534

Quintile 4 1.05 (0.91 　 1.21) 0.5049 0.96 (0.63 　 1.46) 0.8457

Quintile 5 (High) 0.97 (0.85 - 1.10) 0.6222 1.01 (0.69 - 1.49) 0.9485

Region 　 　 　 　 　 　 　 　 　 　

Metropolitan 1.00 　 - 　 　 1.00 　 - 　 　

City 1.08 (0.98 - 1.20) 0.1219 1.24 (0.91 - 1.68) 0.1709

Other 1.09 (1.00 - 1.19) 0.0508 1.38 (1.05 - 1.80) 0.0188
Type of Insurance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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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Regional) 1.00 　 - 　 　 1.00 　 - 　 　

Insurance (Corporate) 0.87 (0.79 - 0.95) 0.0024 0.79 (0.61 - 1.03) 0.0799

Medical Aid 1.21 (1.05 - 1.39) 0.0071 1.06 (0.69 - 1.63) 0.7776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0 1.00 　 - 　 　 1.00 　 - 　 　

1 1.34 (1.22 - 1.47) <.0001 0.95 (0.69 - 1.31) 0.7671

≥2 1.70 (1.47 - 1.95) <.0001 1.23 (0.73 - 2.05) 0.4367

†The number of health screening was calculated from 2002 t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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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Subgroup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Number of Health Screening and Mortality Risk

according to Disability Characteristics

Variables

Number of Health Screening†

None 　 1-2 　 ≥3

Total
Mortality

Adjusted
HR

95% CI
p-value

　
Total

Mortality
Adjusted
HR

95% CI
p-value

　
Total

Mortality
Adjusted
HR

95% CI
p-value

No Yes Lower 　Upper 　 No Yes Lower 　Upper 　 No Yes Lower 　Upper

All-
cause

Without Disability 9,418 8,811 607 1.00 　-　 　 　 7,048 6,681 367 1.00 　- 　 　 　 3,955 3,842 113 1.00 　- 　 　

With Disability 12,067 10,764 1,303 　 　　　 　 　 5,821 5,311 510 　 　　 　 　 　 2,533 2,424 109 　 　　 　 　

Physical Disability 6,423 5,762 661 1.44 (1.29-1.62) <.0001 　 3,867 3,565 302 1.43 (1.23-1.67) <.0001 　 1,886 1,816 70 1.13 (0.84-1.53) 0.4124

Cognitive Disability 797 615 182 2.25 (1.90-2.67) <.0001 　 306 251 55 2.31 (1.74-3.08) <.0001 　 61 56 5 2.08 (0.84-5.14) 0.1115

Visual Impairment 1,130 1,014 116 1.28 (1.05-1.56) 0.0171 　 665 613 52 1.40 (1.05-1.88) 0.0228 　 230 222 8 0.89 (0.43-1.82) 0.7486

Hearing Impairment 894 778 116 1.53 (1.25-1.87) <.0001 　 594 540 54 1.37 (1.03-1.82) 0.0327 　 228 214 14 1.73 (0.99-3.02) 0.0548

Intellectual Disorder 1,645 1,567 78 1.67 (1.30-2.15) <.0001 　 148 143 5 1.54 (0.63-3.76) 0.3389 　 50 49 1 1.92 (0.26-14.13) 0.5216

Mental Disorder 504 470 34 1.68 (1.18-2.40) 0.0042 　 44 38 6 3.85 (1.71-8.69) 0.0012 　 8 7 1 9.03 (1.14-71.28) 0.0368

Kidney Dysfunction 330 253 77 3.71 (2.91-4.74) <.0001 　 74 61 13 3.23 (1.85-5.63) <.0001 　 23 19 4 6.83 (2.47-18.89) 0.0002

Other‡ 344 305 39 1.81 (1.31-2.50) 0.0004 　 123 100 23 3.02 (1.98-4.61) <.0001 　 47 41 6 2.78 (1.21-6.37) 0.0160

Disease-
related

　 　 　 　 　 　　　 　 　　 　 　 　 　　 　　 　 　 　 　 　 　　 　　

Without Disability 9,418 8,870 548 1.00 　-　 　 　 7,048 6,726 322 1.00 　- 　 　 　 3,955 3,859 96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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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sability 12,067 10,908 1,159 　 　　　 　 　 5,821 5,368 453 　 　　 　 　 　 2,533 2,432 101 　 　　 　 　

Physical Disability 6,423 5,854 569 1.38 (1.23-1.56) <.0001 　 3,867 3,604 263 1.42 (1.21-1.68) <.0001 　 1,886 1,822 64 1.21 (0.88-1.67) 0.2362

Cognitive Disability 797 625 172 2.31 (1.94-2.75) <.0001 　 306 255 51 2.37 (1.76-3.19) <.0001 　 61 56 5 2.41 (0.97-5.96) 0.0580

Visual Impairment 1,130 1,023 107 1.29 (1.05-1.60) 0.0163 　 665 616 49 1.50 (1.11-2.03) 0.0083 　 230 223 7 0.90 (0.42-1.94) 0.7838

Hearing Impairment 894 790 104 1.49 (1.21-1.84) 0.0002 　 594 547 47 1.33 (0.98-1.81) 0.0674 　 228 214 14 2.02 (1.15-3.55) 0.0147

Intellectual Disorder 1,645 1,573 72 1.89 (1.45-2.45) <.0001 　 148 144 4 1.48 (0.55-4.01) 0.4378 　 50 49 1 2.53 (0.34-18.71) 0.3624

Mental Disorder 504 478 26 1.54 (1.03-2.31) 0.0357 　 44 38 6 4.61 (2.04-10.44) 0.0002 　 8 7 1 12.17 (1.53-96.69) 0.0181

Kidney Dysfunction 330 257 73 3.90 (3.04-5.02) <.0001 　 74 63 11 3.11 (1.70-5.70) 0.0002 　 23 19 4 8.22 (2.95-22.89) <.0001

Other‡ 344 308 36 1.86 (1.33-2.62) 0.0003 　 123 101 22 3.28 (2.12-5.06) <.0001 　 47 42 5 2.68 (1.08-6.65) 0.0336

Accident
-

related

　 　 　 　 　 　　　 　 　　 　 　 　 　　 　　 　 　 　 　 　 　　 　　

Without Disability 9,418 9,367 51 1.00 　-　 　 　 7,048 7,003 45 1.00 　- 　 　 　 3,955 3,939 16 1.00 　- 　 　

With Disability 12,067 11,940 127 　 　　　 　 　 5,821 5,764 57 　 　　 　 　 　 2,533 2,525 8 　 　　 　 　

Physical Disability 6,423 6,340 83 2.16 (1.50-3.10) <.0001 　 3,867 3,828 39 1.47 (0.96-2.27) 0.0801 　 1,886 1,880 6 0.69 (0.27-1.77) 0.4396

Cognitive Disability 797 788 9 1.82 (0.88-3.74) 0.1050 　 306 302 4 1.79 (0.64-5.01) 0.2701 　 61 61 0 0.00 (0.00-0.00) 0.9976

Visual Impairment 1,130 1,125 5 0.77 (0.31-1.93) 0.5741 　 665 662 3 0.67 (0.21-2.16) 0.5021 　 230 229 1 0.90 (0.12-6.79) 0.9158

Hearing Impairment 894 883 11 2.26 (1.17-4.37) 0.0157 　 594 587 7 1.70 (0.76-3.79) 0.1930 　 228 228 0 0.00 (0.00-0.00) 0.9955

Intellectual Disorder 1,645 1,639 6 0.95 (0.39-2.32) 0.9136 　 148 147 1 1.95 (0.26-14.44) 0.5148 　 50 50 0 0.00 (0.00-0.00) 0.9975

Mental Disorder 504 496 8 3.27 (1.47-7.26) 0.0036 　 44 44 0 0.00 (0.00-0.00) 0.9945 　 8 8 0 0.00 (0.00-0.00) 0.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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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ney Dysfunction 330 327 3 1.82 (0.56-5.96) 0.3211 　 74 72 2 4.36 (1.05-18.18) 0.0431 　 23 23 0 0.00 (0.00-0.00) 0.9986

Other‡ 344 342 2 1.11 (0.27-4.58) 0.8865 　 123 122 1 1.11 (0.15-8.04) 0.9215 　 47 46 1 3.34 (0.43-25.94) 0.2488

†The number of health screening was calculated from 2002 to 2007

‡Other: Speech disability, Autistic disorder, Cardiac dysfunction, Respiratory dysfunction, Hepatic dysfunction, Facial disfigurement, Intestinal fistular/Urinary fistular, Epilepsy



- 52 -

Appendix 4. Subgroup Analysis of Mortality Risk according to Diagnosis of Disability (Survived individuals

number were included)

Variables

Without Disability With Disability

Total Survived Died Adjusted
HR

Total Survived Died Adjusted
HR

95% CI
p-value

N % N % N % N % N % N % Lower 　 Upper

Number of Health
Screening† 　 　 　 　 　 　 　 　 　 　 　 　 　 　 　　 　 　

None 9,418 46.12 8,811 93.55 607 6.45 1.00 12,067 59.09 10,764 89.20 1,303 10.80 1.60 (1.45 - 1.77) <.0001

1-2 7,048 34.51 6,681 94.79 367 5.21 1.00 5,821 28.50 5,311 91.24 510 8.76 1.55 (1.35 - 1.78) <.0001

≥3 3,955 19.37 3,842 97.14 113 2.86 1.00 2,533 12.40 2,424 95.70 109 4.30 1.28 (0.99 - 1.68) 0.0645

Sex 　 　 　 　 　 　 　 　 　 　 　 　 　 　 　 　　 　

Male 13,859 67.87 13,096 94.49 763 5.51 1.00 13,859 67.87 12,493 90.14 1,366 9.86 1.57 (1.43 - 1.72) <.0001

Female 6,562 32.13 6,238 95.06 324 4.94 1.00 6,562 32.13 6,006 91.53 556 8.47 1.53 (1.33 - 1.76) <.0001

Age 　 　 　 　 　 　 　 　 　 　 　 　 　 　 　 　　 　

20-29 869 4.26 868 99.88 1 0.12 1.00 869 4.26 848 97.58 21 2.42 18.66 (2.44 - 143.05) 0.0049

30-39 1,765 8.64 1,757 99.55 8 0.45 1.00 1,765 8.64 1,735 98.30 30 1.70 2.39 (1.01 - 5.66) 0.0468

40-49 3,343 16.37 3,309 98.98 34 1.02 1.00 3,343 16.37 3,234 96.74 109 3.26 2.02 (1.32 - 3.10) 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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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5,097 24.96 5,003 98.16 94 1.84 1.00 5,097 24.96 4,856 95.27 241 4.73 1.71 (1.31 - 2.22) <.0001

60-69 4,300 21.06 4,167 96.91 133 3.09 1.00 4,300 21.06 3,878 90.19 422 9.81 2.70 (2.20 - 3.31) <.0001

≥70 5,047 24.71 4,230 83.81 817 16.19 1.00 5,047 24.71 3,948 78.22 1,099 21.78 1.27 (1.15 - 1.39) <.0001

Income 　 　 　 　 　 　 　 　 　 　 　 　 　 　 　 　　 　

Quintile 1 (Low) 3,462 16.95 3,190 92.14 272 7.86 1.00 8,073 39.53 7,259 89.92 814 10.08 1.31 (1.13 - 1.51) 0.0003

Quintile 2 3,020 14.79 2,892 95.76 128 4.24 1.00 2,468 12.09 2,295 92.99 173 7.01 1.54 (1.22 - 1.94) 0.0002

Quintile 3 3,525 17.26 3,371 95.63 154 4.37 1.00 2,823 13.82 2,612 92.53 211 7.47 1.61 (1.30 - 1.98) <.0001

Quintile 4 4,264 20.88 4,059 95.19 205 4.81 1.00 3,196 15.65 2,919 91.33 277 8.67 1.49 (1.25 - 1.79) <.0001

Quintile 5 (High) 6,150 30.12 5,822 94.67 328 5.33 1.00 3,861 18.91 3,414 88.42 447 11.58 1.69 (1.47 - 1.96) <.0001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0 17,331 84.87 16,511 95.27 820 4.73 1.00 16,385 80.24 15,082 92.05 1,303 7.95 1.56 (1.42 - 1.70) <.0001

1 2,640 12.93 2,434 92.20 206 7.80 1.00 3,162 15.48 2,728 86.27 434 13.73 1.61 (1.36 - 1.91) <.0001

≥2 450 2.20 389 86.44 61 13.56 1.00 874 4.28 689 78.83 185 21.17 1.37 (1.02 - 1.85) 0.0399

†The number of health screening was calculated from 2002 t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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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y according to the

Type of Mortality

Variables
Total

Mortality

All-cause

p-value

　 Disease-related

p-value

　 Accident-related

p-valueNo Yes 　 No Yes 　 No Yes

N % N % N % 　 N % N % 　 N % N %

Total 20,421 100.00 18,499 90.59 1,922 9.41 　 　 18,708 91.61 1,713 8.39 　 　 20,229 99.06 192 0.94 　

Number of Health
Screening† 　 　 　 　 　 　 <.0001 　　 　 　 　 <.0001 　　 　 　 0.0021

None 12,067 59.09 10,764 89.20 1,303 10.80 　 　 10,908 90.40 1,159 9.60 　 　 11,940 98.95 127 1.05 　

1-2 5,821 28.50 5,311 91.24 510 8.76 　 　 5,368 92.22 453 7.78 　 　 5,764 99.02 57 0.98 　

≥3 2,533 12.40 2,424 95.70 109 4.30 　 　 2,432 96.01 101 3.99 　 　 2,525 99.68 8 0.32 　

Sex 　 　 　 　 　 　 0.0016 　　 　 　 　 0.1689 　　 　 　 　 <.0001

Male 13,859 67.87 12,493 90.14 1,366 9.86 　 　 12,671 91.43 1,188 8.57 　 　 13,689 98.77 170 1.23 　

Female 6,562 32.13 6,006 91.53 556 8.47 　 　 6,037 92.00 525 8.00 　 　 6,540 99.66 22 0.34 　

Age 　 　 　 　 　 　 <.0001 　 　 　 　 　 <.0001 　 　 　 　 　 0.0002

20-29 869 4.26 848 97.58 21 2.42 　 　 850 97.81 19 2.19 　 　 867 99.77 2 0.23 　

30-39 1,765 8.64 1,735 98.30 30 1.70 　 　 1,743 98.75 22 1.25 　 　 1,757 99.55 8 0.45 　

40-49 3,343 16.37 3,234 96.74 109 3.26 　 　 3,269 97.79 74 2.21 　 　 3,308 98.95 35 1.05 　

50-59 5,097 24.96 4,856 95.27 241 4.73 　 　 4,891 95.96 206 4.04 　 　 5,065 99.37 32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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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4,300 21.06 3,878 90.19 422 9.81 　 　 3,936 91.53 364 8.47 　 　 4,243 98.67 57 1.33 　

≥70 5,047 24.71 3,948 78.22 1,099 21.78 　 　 4,019 79.63 1,028 20.37 　 　 4,989 98.85 58 1.15 　

Income 　 　 　 　 　 　 <.0001 　 　 　 　 　 <.0001 　 　 　 　 　 0.2220

Quintile 1 (Low) 8,073 39.53 7,259 89.92 814 10.08 　 　 7,340 90.92 733 9.08 　 　 8,006 99.17 67 0.83 　

Quintile 2 2,468 12.09 2,295 92.99 173 7.01 　 　 2,328 94.33 140 5.67 　 　 2,436 98.70 32 1.30 　

Quintile 3 2,823 13.82 2,612 92.53 211 7.47 　 　 2,641 93.55 182 6.45 　 　 2,794 98.97 29 1.03 　

Quintile 4 3,196 15.65 2,919 91.33 277 8.67 　 　 2,944 92.12 252 7.88 　 　 3,171 99.22 25 0.78 　

Quintile 5 (High) 3,861 18.91 3,414 88.42 447 11.58 　 　 3,455 89.48 406 10.52 　 　 3,822 98.99 39 1.01 　

Region 　 　 　 　 　 　 0.0418 　 　 　 　 　 0.1414 　 　 　 　 　 0.1817

Metropolitan 7,232 35.41 6,596 91.21 636 8.79 　 　 6,659 92.08 573 7.92 　 　 7,175 99.21 57 0.79 　

City 4,910 24.04 4,450 90.63 460 9.37 　 　 4,499 91.63 411 8.37 　 　 4,864 99.06 46 0.94 　

Other 8,279 40.54 7,453 90.02 826 9.98 　 　 7,550 91.19 729 8.81 　 　 8,190 98.92 89 1.08 　

Disability Severity 　 　 　 　 　 　 <.0001 　 　 　 　 　 <.0001 　 　 　 　 　 0.4703

Mild (Grades 3-6) 7,048 34.51 6,151 87.27 897 12.73 　 　 6,231 88.41 817 11.59 　 　 6,977 98.99 71 1.01 　

Severe (Grades 1-2) 13,373 65.49 12,348 92.34 1,025 7.66 　 　 12,477 93.30 896 6.70 　 　 13,252 99.10 121 0.90 　

Disability Type 　 　 　 　 　 　 <.0001 　 　 　 　 　 <.0001 　 　 　 　 　 0.0535

Physical disability 12,176 59.62 11,143 91.52 1,033 8.48 　 　 11,280 92.64 896 7.36 　 　 12,048 98.95 128 1.05 　

Cognitive disability 1,164 5.70 922 79.21 242 20.79 　 　 936 80.41 228 19.59 　 　 1,151 98.88 13 1.12 　

Visual impairment 2,025 9.92 1,849 91.31 176 8.69 　 　 1,862 91.95 163 8.05 　 　 2,016 99.56 9 0.44 　

Hearing impairment 1,716 8.40 1,532 89.28 184 10.72 　 　 1,551 90.38 165 9.62 　 　 1,698 98.95 18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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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3,340 16.36 3,053 91.41 287 8.59 　 　 3,079 92.19 261 7.81 　 　 3,316 99.28 24 0.72 　

Disability Duration 　 　 　 　 　 　 <.0001 　 　 　 　 　 <.0001 　 　 　 　 　 0.3556

<5 years 14,086 68.98 12,661 89.88 1,425 10.12 　 　 12,809 90.93 1,277 9.07 　 　 13,951 99.04 135 0.96 　

5-9 years 3,585 17.56 3,312 92.38 273 7.62 　 　 3,339 93.14 246 6.86 　 　 3,558 99.25 27 0.75 　

≥10 years 2,750 13.47 2,526 91.85 224 8.15 　 　 2,560 93.09 190 6.91 　 　 2,720 98.91 30 1.09 　

Type of Insurance
Coverage 　 　 　 　 　 　 <.0001 　 　 　 　 　 <.0001 　 　 　 　 　 0.6185

Insurance (Regional) 5,637 27.60 5,115 90.74 522 9.26 　 　 5,177 91.84 460 8.16 　 　 5,578 98.95 59 1.05 　

Insurance
(Corporate) 10,186 49.88 9,325 91.55 861 8.45 　 　 9,417 92.45 769 7.55 　 　 10,095 99.11 91 0.89 　

Medical Aid 4,598 22.52 4,059 88.28 539 11.72 　 　 4,114 89.47 484 10.53 　 　 4,556 99.09 42 0.91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0001 　 　 　 　 　 <.0001 　 　 　 　 　 0.7764

0 16,385 80.24 15,082 92.05 1,303 7.95 　 　 15,240 93.01 1,145 6.99 　 　 16,234 99.08 151 0.92 　

1 3,162 15.48 2,728 86.27 434 13.73 　 　 2,765 87.44 397 12.56 　 　 3,131 99.02 31 0.98 　

≥2 874 4.28 689 78.83 185 21.17 　 　 703 80.43 171 19.57 　 　 864 98.86 10 1.14 　

†The number of health screening was calculated from 2002 to 2007

‡Other: Speech disability, Autistic disorder, Cardiac dysfunction, Respiratory dysfunction, Hepatic dysfunction, Facial disfigurement, Intestinal fistular/Urinary
fistular, Epilepsy



- 57 -

Appendix 6.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for Association between Number of Health Screening and Type of

Mortal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y

Variables

Mortality

All-cause

p-value

　 Disease-related

p-value

　 Accident-related

p-valueAdjusted
HR

95% CI 　Adjusted
HR

95% CI 　Adjusted
HR

95% CI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Number of Health
Screening† 　 　 　 　 　 　 　 　 　 　 　 　 　 　 　 　 　

None 1.00 　 -　 　 　 1.00 　 -　 　 　 1.00 　 -　 　

1-2 0.69 (0.62 -0.77) <.0001 　 0.69 (0.62 -0.78) <.0001 　 0.72 (0.52 -1.01) 0.0563

≥3 0.42 (0.34 -0.51) <.0001 　 0.45 (0.37 -0.56) <.0001 　 0.21 (0.10 -0.45) <.0001

Sex 　 　　　 　 　 　 　 　　 　 　 　 　　　 　

Male 1.00 　 -　 　 　 1.00 　 -　 　 　 1.00 　 -　 　

Female 0.61 (0.55 -0.68) <.0001 　 0.65 (0.59 -0.72) <.0001 　 0.24 (0.15 -0.37) <.0001

Age 　 　　　 　 　 　 　 　　 　 　 　 　　　 　

20-29 1.00 　 -　 　 　 1.00 　 -　 　 　 1.00 　 -　 　

30-39 0.87 (0.50 -1.52) 0.6174 　 0.72 (0.39 -1.33) 0.2975 　 2.01 (0.42 -9.57) 0.3793

40-49 1.80 (1.13 -2.89) 0.0144 　 1.41 (0.85 -2.34) 0.1897 　 4.70 (1.11 -19.94) 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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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2.89 (1.84 -4.55) <.0001 　 2.86 (1.77 -4.60) <.0001 　 2.98 (0.70 -12.76) 0.1406

60-69 6.73 (4.30 -10.52) <.0001 　 6.70 (4.19 -10.72) <.0001 　 7.11 (1.69 -29.95) 0.0076

≥70 15.62 (10.03 -24.33) <.0001 　 16.79 (10.54 -26.75) <.0001 　 6.91 (1.63 -29.27) 0.0087

Income 　 　　　 　 　 　 　 　　 　 　 　 　　　 　

Quintile 1 (Low) 1.00 　 -　 　 　 1.00 　 -　 　 　 1.00 　 -　 　

Quintile 2 1.00 (0.82 -1.21) 0.9651 　 0.90 (0.73 -1.11) 0.3149 　 1.89 (1.12 -3.20) 0.0174

Quintile 3 0.97 (0.81 -1.16) 0.6988 　 0.92 (0.76 -1.12) 0.3980 　 1.46 (0.85 -2.50) 0.1680

Quintile 4 1.06 (0.89　1.26) 0.5027 　 1.06 (0.89 　1.27) 0.5116 　 1.11 (0.63 　1.94) 0.7192

Quintile 5 (High) 1.06 (0.91 -1.24) 0.4434 　 1.04 (0.88 -1.22) 0.6656 　 1.41 (0.84 -2.36) 0.1940

Region 　 　　　 　 　 　 　 　　 　 　 　 　　　 　

Metropolitan 1.00 　 -　 　 　 1.00 　 -　 　 　 1.00 　 -　 　

City 1.09 (0.97 -1.23) 0.1646 　 1.08 (0.95 -1.23) 0.2167 　 1.22 (0.83 -1.80) 0.3156

Other 1.02 (0.92 -1.13) 0.7682 　 0.99 (0.89 -1.11) 0.8508 　 1.33 (0.95 -1.86) 0.0968

Disability Severity 　 　　　 　 　 　 　 　　 　 　 　 　　　 　

Mild (Grades 3-6) 1.00 　 -　 　 　 1.00 　 -　 　 　 1.00 　 -　 　

Severe (Grades 1-2) 0.58 (0.53 -0.65) <.0001 　 0.57 (0.51 -0.64) <.0001 　 0.72 (0.51 -1.01) 0.0541

Disability Type 　 　　　 　 　 　 　 　　 　 　 　 　　　 　

Physical disability 1.00 　 -　 　 　 1.00 　 -　 　 　 1.00 　 -　 　

Cognitive disability 1.27 (1.09 -1.47) 0.0023 　 1.33 (1.13 -1.55) 0.0004 　 0.83 (0.45 -1.51) 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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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impairment 0.84 (0.71 -0.99) 0.0318 　 0.88 (0.74 -1.04) 0.1378 　 0.40 (0.20 -0.79) 0.0086

Hearing impairment 0.97 (0.82 -1.13) 0.6641 　 0.98 (0.82 -1.16) 0.7801 　 0.97 (0.58 -1.61) 0.9019

Other‡ 1.21 (1.05 -1.40) 0.0092 　 1.31 (1.12 -1.52) 0.0006 　 0.76 (0.46 -1.23) 0.2585

Disability Duration 　 　　　 　 　 　 　 　　 　 　 　 　　　 　

<5 years 1.00 　 -　 　 　 1.00 　 -　 　 　 1.00 　 -　 　

5-9 years 0.82 (0.71 -0.93) 0.0028 　 0.84 (0.73 -0.96) 0.0133 　 0.73 (0.48 -1.11) 0.1413

≥10 years 0.76 (0.66 -0.88) 0.0002 　 0.73 (0.63 -0.86) 0.0001 　 0.97 (0.64 -1.47) 0.8862

Type of Insurance
Coverage 　 　 　 　 　 　 　 　 　 　 　 　 　 　 　 　 　

Insurance (Regional) 1.00 　 - 　 　 　 1.00 　 - 　 　 　 1.00 　 - 　 　

Insurance (Corporate) 0.81 (0.72 -0.91) 0.0003 　 0.80 (0.71 -0.91) 0.0004 　 0.93 (0.66 -1.30) 0.6750

Medical Aid 1.08 (0.92 -1.26) 0.3355 　 1.06 (0.90 -1.25) 0.4804 　 1.12 (0.65 -1.90) 0.6895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0 1.00 　 - 　 　 　 1.00 　 - 　 　 　 1.00 　 - 　 　

1 1.27 (1.14 -1.42) <.0001 　 1.30 (1.16 -1.46) <.0001 　 0.95 (0.64 -1.40) 0.7815

≥2 1.53 (1.30 -1.79) <.0001 　 1.55 (1.31 -1.83) <.0001 　 1.02 (0.53 -1.95) 0.9635

†The number of health screening was calculated from 2002 to 2007

‡Other: Speech disability, Autistic disorder, Cardiac dysfunction, Respiratory dysfunction, Hepatic dysfunction, Facial disfigurement, Intestinal
fistular/Urinary fistular, Epilepsy



- 60 -

Table 7. Subgroup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Number of Health Screening and Mortality Risk according to

Individuals with Disability

Variables

Number of Health Screening†

None 1-2 ≥3

Adjusted
HR

Adjusted
HR

95% CI
p-val
ue

Adjusted
HR

95% CI
p-valueLow

er 　 Upp
er Lower 　 Upper

All-
cause

Sex 　 　 　 　 　 　 　 　 　 　 　

Men 1.00 0.76 (0.67 - 0.87) <.0001 0.49 (0.40 - 0.61) <.0001

Women 1.00 0.54 (0.43 - 0.67) <.0001 0.11 (0.04 - 0.26) <.0001

Disability Severity 　 　 　 　 　 　 　 　 　 　 　

Mild (Grades 3-6) 1.00 0.72 (0.61 - 0.86) 0.0002 0.38 (0.25 - 0.57) <.0001

Severe (Grades 1-2) 1.00 0.70 (0.61 - 0.81) <.0001 0.45 (0.36 - 0.57) <.0001

Disability Type 　 　 　 　 　 　 　 　 　 　 　

Physical disability 1.00 0.71 (0.61 - 0.82) <.0001 0.40 (0.31 - 0.51) <.0001

Cognitive disability 1.00 0.70 (0.51 - 0.95) 0.0238 0.38 (0.15 - 0.93) 0.0331

Visual impairment 1.00 0.65 (0.46 - 0.94) 0.0199 0.28 (0.14 - 0.59) 0.0008

Hearing impairment 1.00 0.52 (0.37 - 0.74) 0.0002 0.47 (0.27 - 0.84) 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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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1.00 0.85 (0.61 - 1.19) 0.3520 0.84 (0.46 - 1.53) 0.5608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0 1.00 0.72 (0.63 - 0.82) <.0001 0.43 (0.34 - 0.55) <.0001

1 1.00 0.64 (0.50 - 0.81) 0.0002 0.40 (0.26 - 0.63) <.0001

≥2 1.00 0.55 (0.36 - 0.86) 0.0078 0.28 (0.11 - 0.71) 0.0070

　 　 　 　 　 　 　 　 　 　 　 　 　

Disease-
cause

Sex 　 　 　 　 　 　 　 　 　 　 　

Men 1.00 0.77 (0.67 - 0.88) 0.0002 0.55 (0.44 - 0.68) <.0001

Women 1.00 0.55 (0.44 - 0.69) <.0001 0.12 (0.05 - 0.28) <.0001

Disability Severity 　 　 　 　 　 　 　 　 　 　 　

Mild (Grades 3-6) 1.00 0.72 (0.60 - 0.86) 0.0003 0.40 (0.26 - 0.62) <.0001

Severe (Grades 1-2) 1.00 0.71 (0.61 - 0.83) <.0001 0.49 (0.38 - 0.63) <.0001

Disability Type 　 　 　 　 　 　 　 　 　 　 　

Physical disability 1.00 0.72 (0.62 - 0.85) <.0001 0.44 (0.34 - 0.57) <.0001

Cognitive disability 1.00 0.68 (0.49 - 0.94) 0.0191 0.40 (0.16 - 0.99) 0.0462

Visual impairment 1.00 0.67 (0.46 - 0.97) 0.0339 0.28 (0.13 - 0.60) 0.0013

Hearing impairment 1.00 0.50 (0.35 - 0.71) 0.0002 0.52 (0.29 - 0.93) 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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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1.00 0.86 (0.60 - 1.22) 0.3918 0.86 (0.46 - 1.62) 0.6368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0 1.00 0.72 (0.63 - 0.83) <.0001 0.48 (0.37 - 0.61) <.0001

1 1.00 0.64 (0.50 - 0.82) 0.0004 0.42 (0.27 - 0.66) 0.0002

≥2 1.00 0.59 (0.38 - 0.93) 0.0213 0.32 (0.13 - 0.81) 0.0159

　 　 　 　 　 　 　 　 　 　 　 　 　

Accident
-related

Sex 　 　 　 　 　 　 　 　 　 　 　

Men 1.00 0.76 (0.54 - 1.09) 0.1366 0.23 (0.11 - 0.49) 0.0001

Women 1.00 0.51 (0.18 - 1.48) 0.2129 0.00 (0.00 - 0.00) 0.9947

Disability Severity 　 　 　 　 　 　 　 　 　 　 　

Mild (Grades 3-6) 1.00 0.85 (0.48 - 1.53) 0.5971 0.14 (0.02 - 1.04) 0.0545

Severe (Grades 1-2) 1.00 0.70 (0.47 - 1.06) 0.0951 0.25 (0.11 - 0.54) 0.0005

Disability Type 　 　 　 　 　 　 　 　 　 　 　

Physical disability 1.00 0.67 (0.45 - 1.00) 0.0518 0.20 (0.08 - 0.45) 0.0001

Cognitive disability 1.00 1.32 (0.37 - 4.66) 0.6657 0.00 (0.00 - 0.00) 0.9964

Visual impairment 1.00 0.66 (0.12 - 3.55) 0.6310 0.46 (0.04 - 4.77) 0.5140

Hearing impairment 1.00 0.91 (0.31 - 2.64) 0.8644 0.00 (0.00 - 0.00) 0.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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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1.00 0.86 (0.27 - 2.76) 0.7966 0.68 (0.08 - 5.45) 0.7139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0 1.00 0.76 (0.52 - 1.09) 0.1379 0.22 (0.10 - 0.48) 0.0002

1 1.00 0.71 (0.28 - 1.77) 0.4585 0.25 (0.03 - 1.96) 0.1872

≥2 1.00 0.24 (0.03 - 2.14) 0.1994 0.00 (0.00 - 0.00) 0.9966

†The number of health screening was calculated from 2002 to 2007
‡Other: Speech disability, Autistic disorder, Cardiac dysfunction, Respiratory dysfunction, Hepatic dysfunction, Facial
disfigurement, Intestinal fistular/Urinary fistular,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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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 Resul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Diagnosis of Disability and Number of Health Screening

Interaction

Mortality (All-Cause)

HRa
95% CI Adjusted

HRb
95% CI

Lower 　Upper Lower 　Upper

Diagnosis of Disability: With Disability 　 　 　　 　 　 　　

Number of Health Screening 　 　 　　 　 　 　　
None 3.95 (3.26 - 4.79) 3.70 (3.04 - 4.51)

1-2 3.16 (2.58 - 3.88) 2.31 (1.88 - 2.84)
≥3 1.52 (1.17 - 1.97) 1.35 (1.04 - 1.76)

Diagnosis of Disability: Without Disability 　 　 　　 　 　 　　
Number of Health Screening 　 　 　　 　 　 　　

None 2.30 (1.88 - 2.82) 2.34 (1.91 - 2.86)
1-2 1.85 (1.49 - 2.28) 1.46 (1.18 - 1.80)

≥3 1.00 　 　　 1.00 　 　　
a Crude model 　 　 　　 　 　 　　
b Covariates (sex, age, income, region, type of insurance coverage, Charlson Comorbidity Index) are adjusted in the
model　



- 65 -

ABSTRACT

Mortality i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depending on health

screening status

Eun Kyo Par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Cheol Park, MD, PhD)

Background: The overall health status of the disabled has not

dramatically improved over time, while increasingly many people are living

with disabilities because of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increased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Societ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managing the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protect their

right to health and to reduce the social and financial burdens of health

care. This study probed disparities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in terms of getting regular health screenings and explored the correlation

of screening status with mortality, with the goal of demonstrating the

significance of regular health screenings as a basic health management tool.

Materials and Method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sample cohort database between 2002 and 2013 was us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0,421 registered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2002 data and 20,421 non-disabled persons matched in

terms of sex and age. The total number of health screenings that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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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received between 2002 and 2007 was counted, and mortality was

defined as death caused by all conditions between 2008 and 2013. Surviv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Kaplan-Meier survival curves, the log-rank

test and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creening and mortality.

Result: As a result of studying the mortality risks of the disabled

compared to that of the non-disabled depending on the number of health

examination from 2002 to 2007, the risk of mortality tended to be lowered

as the number of medical examination higher. It was identified that the

chance of dying of the disabled was 1.6 times(95% CI: 1.45-1.77) higher

than that of non-disabled when both groups got no health screening, and

the disabled had 1.55 times(95% CI: 1.35-1.78) higher risk of dying than

the non-disabled when both groups had been screened once or twice. It

was also found that the hazard ratio was as low as 0.36(95% CI:

0.30-0.44) when the disabled got a health screening more than three times

compared to those who never been screened. This figure was lower than

the hazard ratio of 0.44(95% CI: 0.36-0.54) which was identified in the

non-disabled underpinned by the same condition of comparison with the

disabled, and it shows that expected effect of health scree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ay be greater tha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compared mortality rate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based on their health

screening history, reaffirm the importance of offering regular scree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se results provide evidence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more detailed plans to promote health among the disabled

population, in light of the numerous factors that are suggested to affect

health screening status and mortality.

Keywords: disabled, health screening, mortality, hazard ra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