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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에 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 다. 분석자료는 

2011년 한국의료패 이며 Anderson모형에 기 하여 각 요인에 속하는 변수들을 선정하 고 빈도분석을 통해 일반

 특성을, 교차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연 성을 검정하 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미충족 의료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빈곤층 노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소인성 요인에서는 무학 

 등학교 졸업 노인이 고졸이상 학력의 노인보다 약 1.5배 이상 높았다. 가능성 요인에서는 수입목 으로 일하지 

않은 노인과 고용주·자 업자 노인이 무 가족종사자보다 1.5배 이상 높으며, 필요요인에서는 일상 활동에 제한을 

받는 노인이 그 지 않은 노인보다 2.9배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빈곤층 노인의 의료 이용시 경제  부담 

증가가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 주제어 : 앤더슨모형, 융합, 노인, 의료, 건강증진, 빈곤, 미충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the unmet health 

needs of the indigent elderly. The data the study is the Korean medical panel of 2011 and the parameters 

belonging to each factors were selected based on the Anderson model. We analyz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using cross analysis. 

Final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unmet health needs. 

The indigent elderly with no education and elementary school graduates were 1.5 times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health needs than the poverty elderly with high school graduates. The indigent elderly 

who does not work for income, who were employers and self-employeds were 1.5 times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health care need than unpaid family workers. The indigent elderly with disabilities in 

activites of daily living were 2.9 tim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health care needs than the indigent 

elderly with no disability in activites of daily liv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increase 

in the economic burden of medical care for the indigent elderly can lead to the unmet health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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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말에 이미 노인 인구가 체 인구의 12.0%로 고

령화 사회에 진입하 으며[1], 이에 따라 취약한 사회보

장으로 인해 빈곤노인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가처분 소득이 소득의 1/2 이하인 노인들을 상

 빈곤층으로 정의할 때, 상  빈곤 노인들이 49.6%

로 OECD국가 평균인 12.6%보다 월등히 높다[2]. 이에 

따라 노인 빈곤율은 2045년까지 지속 으로 악화될 것으

로 망하고 있다[3].

이러한 빈곤 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요구가 충족

되지 못하는 상이 래되고 있는데 이를 미충족 의료

라고 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의료 미충족율은 2012년에 

16.7%(남자 12.3%, 여자 20.8%)로 최근 5년 동안 지속

으로 감소해왔지만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성인 의료 미

충족율(남자 5.9%, 여자 6.7%)에 비하면 2∼3배 정도 높

다[4,5].

의료의 필요는 환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인지된 필요

(perceived needs)와 문가가 평가하는 평가된 필요

(evaluated needs)로 구분한다[6]. 이 연구에서는 미충족 

의료를 비 문가의 인지된 필요를 기본으로 하여 정의하

다. 주  인식에 기반한 미충족 의료의 측정은 객

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 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평

가된 필요와 일치하며, 한 본인이 느끼는 필요가 충족

되지 못한 경험이 의료인이 단한 평가된 필요에 비해 

반드시 열등한 지표라고 할 수는 없다[7].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미충족 의료에 한 연구들은 

부분 19세 이상의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4,8,9], 

소득층을 상으로 한 연구[10], 만성질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11,12] 등이었으며, 빈곤층 노인 상의 연구는 

매우 드물다. 노인들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

에 비해 경제 인 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율이 크게는 

8.51배 높다고 연구된 바 있으나[7], 빈곤층 노인들의 미

충족 의료 요인에 해서는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다. 

다수의 연구들이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미충족 의료 요인을 분석하 다. 2005년의 국민건강 양

조사의 19세 이상 성인 25,215명을 상 분석 결과, 

17.1%가 의료 미충족을 경험하 고 노인들의 미충족 의

료의 주된 요인은 소득수 이었다[7]. 다른 연구에서는 

소득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는 일반인들보다 크

며, 의료 미충족의 요한 요인은 경제 인 요인이라고 

보고하 다[10]. 2008년의 국민건강 양조사의 19세 이

상 성인 7,17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충족 의료 경험

자는 24.2% 고, 외래 서비스보다는 입원 서비스 이용에

서 미충족율이 높았다. 그 요인들은 고연령, 여성, 낮은 

소득수 , 민간보험 가입, 낮은 주  건강상태 등이었

다[9]. 

2008년 고령화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

령 경제  취약자 집단과 고령자 집단에서 미충족 의료

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 다[13].

2008-2009년 한국의료패 조사 자료와 부가자료를 이

용하여 65세 이상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 미충족의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연령, 경제활동유무, 주  계층 인지도

라고 하 다. 만성질환 수가 의료 미충족에 향을 미쳤

다. 만성질환이 하나 이상인 노인들은 의료이용과 의료

비 부담에 민감하고, 자신의 주  건강인식도 의료 미

충족과도 련이 있었다[11]. 

고 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를 상으로 의사가 평가

한 필요에 한 미충족 의료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 압 

환자들은 연령, 성, 결혼상태, 의료보장 형태, 주  건

강상태, 이환기간, 의료보장 형태, 주  건강형태와 이

환기간이 요한 요인임을 밝혔다[14]. 

빈곤층 노인들이 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게 되

면 질병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15], 노인들의 사망률 증가[16]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의 규모와 융합  요인을 

악하여 빈곤 노인의 의료 문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책 수립에 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의료이용이 취약한 빈곤층 노인들의 미충

족 의료에 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을 규명하고 빈곤

노인의 의료 미충족율을 감소시키는데 활용될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의 규모를 악한다.

둘째,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에 향을 미치는 융

합  분석 요인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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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성하고

자 Anderson의 사회행태 모형을 이용하 다. 이 모형에

서는 의료서비스 이용과 련된 요인을 크게 소인성 요

인(predisposing determinants), 가능 요인(enabling 

determinants), 필요 요인(need determinants)으로 구분

한다[9].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 요인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총 13개 변수를 

선정하 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동 

수행 조사하는 한국의료패  데이터를 이용하 으며, 이 

데이터는 한국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수 , 건강수   건강행태 등에 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내용은 가구원 일반사항, 경제활동  소득, 만성

질환, 응 ·입원·외래서비스 이용, 임신·출산, 의료비 지

출, 의료비 재원, 민간의료보험 련 사항, 의약품비 지

출, 건강 제품에 한 지출, 건강가계부 등이다. 

분석을 해 2011년 연간 데이터와 2011년 성인 가구

원용 부가설문조사를 결합하 고, 소득에 한 정보는 

2012년 자료(2011년 소득)를 결합하 다. 2011년 통합데

이터의 상 가구 수는 5,741개, 가구원 수는 17,885명이

었다. 가구원 17,885명  2011년과 2012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구원 수는 15,870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분  1∼2분 에 해당하는 소

득의 20% 미만 만 65세 이상인 자(2010년 조사기  1945

년 이  출생자)를 빈곤층 노인으로 정의하 다. 연구 

상 노인의 연령  소득수 별 표본 수는 <Table 1>과 

같다.

Age
Income quintile

(among 10 quartile) Total
1st quartile 2nd quartile

65-74 360 353 713

<75 222 158 380

Total 582 511 1,093

<Table 1> Number of samples by age and income level

2.3 변수 선정 및 측정방법

2.3.1 종속변수
자료에서 1년간의 ‘미충족 의료 경험 유무’를 종속변

수로 선정하 다<Table 2>.

Dependent 
variable Measures

Experience 
unmet health

0 = No unmet health needs
    experience (Last year) 

1 = Unmet healht needs experience 

<Table 2> Dependent variable and measures

2.3.2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는 소인성 요인들 에서 성,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 , 총 가구소득(10분 )을 변수로 선정하

다. 연령은 65-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혼인 상태에 따라 혼인 과 별거, 사별 는 실종, 이

혼, 없음을 배우자 있음과 없음으로 범주화하 다. 배우

자는 의료에 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 이용 시에 도

움을  수 있어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 에서 의료 미충

족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17]. 교육수

은 무학, 졸, 졸, 고졸 이상으로 졸업 여부로 범주

화하 다. 노인 집단은 체로 교육수 이 낮으며[18], 교

육수 이 낮을수록 의료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 다. 총 가구소득 10분   1, 2분  해당

자를 빈곤 노인으로 분류하 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한 지불능력인 소득이 을수록 미충족 의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17]. 

가능성 요인으로는 거주 지역, 주택 소유 여부, 경제활

동 유무, 계층 인지도, 일자리 유형, 건강보장 형태, 민간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선정하 다. 거주 지역은 수도권

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 다. 의료시설은 수도권 지역에 

집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근성

과 련된 변수로 포함하 다[10]. 의료보장 형태는 건강

보험 가입자와 의료 여 수 자로 구분하 다. 

일자리 유형은 임 근로자, 고용주·자 업자, 무  가

족종사자, 수입목 으로 일하지 않음으로 범주화하 다. 

민간보험 가입 여부는 가구단 의 조사에서 민간의료보

험의 구체  형태와 월 보험료 등에 해 응답한 응답자

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로 분류하 다. 경제활동 유무는 

수입을 목 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일시 휴직 인 응답

자들을 경제활동 인 경우로 분류하 다. 

필요 요인 에서 일상 활동 제한 유무, 주  건강상

태, 만성질환 유무를 선정하 다. 일상 활동 제한 여부는 

“일상 활동에 다소 지장이 있다”와 “일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집단과 “일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

다”고 응답한 집단으로 구분하 다. 주  건강상태는 

좋음, 보통, 나쁨으로 분류하 다. 만성질환 여부는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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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때문에 1년간 병의원을 방문한 여부로 하 다<Table 

3>.

Independent variables Measures

Predisposi
ng factors

Sex
0=Male
1=Female

Age
0=65-74
1=<75

Spousal
status

0=No spouse
1=Have spouse

Level of
education

0=No education
1=Elementary school
2=Middle school
3=High schoolte or above

Total
household
income 

(10 quartile)

0=1st quartile
1=2nd quartile

Enabling 
factors

Residence
0=Non-Metropolitan area
1=Metropolitan area

Health 
insurance

0=Medical benefit recipient
1=Health insurance recipient

Job type

0=No work for income
1=Employer
2=Self-employed
3=Unpaid family worker

Private 
medical 
insurance

0=Don’t have private insurance
1=Have private insurance

Need 
factors

Daily activity 
0=Limited
1=Unlimited

Subjective 
health status

0=Poor
1=Medium
2=Good

Chronic 
disease

0=Yes
1=No

<Table 3> Independent variables and measures

2.4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

와 소인성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에 따른 일반 인 

특성과 황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한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향의 규모를 악하기 하여 이분형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에서 범주형 변수

들은 가변수를 생성하 고, 생성 기 은 그  단계에서 

실시한 교차분석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과의 상 성이 가

장 낮게 나타난 각 변수의 척도 교차비(odds ratio)를 1로 

설정, 투입하고 분석을 실시하여 다른 척도들의 교차비

를 산출하 다. 분석은 통계 패키지 SPSS Statistics 

21(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 다. 

3. 분석결과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들의 일반  특성은 <Table 4>와 같다. 미충족 

의료 경험자 수는 체 응답자 1,093명  14.8%(162명)

에 해당된다.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34.1%)보다 여자(65.9%)가 많

았고, 연령 분포는 65∼74세가 65.5%로 75세 이상 34.5%

보다 많았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62.7%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37.3%)보다 많았다. 응답자

의 교육수 은 졸(66.1%)이 부분이었고, 무학과 

졸을 합한 분포가 79.3%로 교육수 이 낮은 응답자가 많

았다. 응답자의 총소득 분 는 1분 (53.5%)로, 2분

(46.5%)보다 약간 많았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는 비수도권(73.8%)이 수

도권(26.2%)보다 많았다. 건강보장형태별로는 의료 여

수 자(28.0%)보다 건강보험가입자(72.0%)가 약 2.6배 

많았다. ‘일자리 유형’은 수입목 으로 일하지 않는 응답

자(72.5%)와 고용주자 업자(15.2%)가 체의 약 88%

를 유하 다.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77.0%)가 미가입

자(23.0%)보다 약 3.3배 많았다. 

일상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응답자(76.8%)가 

제한을 받고 있는 응답자(23.2%)보다 훨씬 많았다. 주

 건강상태는 좋음(29.4%), 보통(35.1%), 나쁨(31.5%)이 

비슷하 다. 만성질환이 있는 응답자가 96.1%, 없는 응답

자가 3.9%로 부분의 응답자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

다.

의료 이용 미충족 경험자 분포는 여자(16.1%), 75세 

이상(15.1%), 배우자가 있는 경우(18.1%), 졸자(16.8%), 

소득 1분 (17.5%)에서 높았다. 의료 이용 미충족 경험자 

분포는 거주지역이 비수도권인 응답자가 14.9%, 수도권 

응답자가 14.6%이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 여 가

입자들은 각각 15.0%와 14.7%로 비슷한 수 이었고, 일

자리 유형별로는 고용주, 자 업자 집단에서 15.6%로 가

장 많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의료 미충

족 경험자 분포는 약 15%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다. 만성

질환 있는 사람(15.0%)이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9.5%)에 

비해 미충족 의료 경험자가 많았다. 계층인지도가 하층

(17.8%)인 응답자가 층보다 미충족 의료 경험이 월등

이 높았고, 상층은 0%이었다. 일상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응답자(19.7%)에서 제한받고 있지 않는 응답자

(11.0%)보다 미충족 의료 경험이 많았다. 



빈곤노인의 미충족 의료와 관련된 융합적 요인 분석 225

Independent variables
Total

(n=1,093)
Unmet health 

needs
(n=162)

Met health 
experience
(n=931)

n % n % n %

Predisposing
determinants

Sex
Male 373 34.1 46 12.3 327 87.7

Femal 720 65.9 116 16.1 604 83.9

Age
65-74 716 65.5 105 14.7 611 85.3

<75 377 34.5 57 15.1 320 84.9

Spousal
status

No spouse 685 62.7 88 12.8 597 87.2

Have spouse 408 37.3 74 18.1 334 81.9

Level of
education

No education 144 13.2 18 12.5 126 87.5

Elementary school 723 66.1 113 15.6 610 84.4

Middle school 119 10.9 20 16.8 99 83.2

High school
graduate or above

107 9.8 11 10.3 96 89.7

Total
household 
income 

(10 quartile)

1st quartile 584 53.5 103 17.5 481 82.4

2nd quartile 509 46.5 59 11.6 450 88.4

Enabling 
determinants

residence
Non-Metropolitan area 806 73.8 120 14.9 686 85.1

Metropolitan area 287 26.2 42 14.6 245 85.4

health 
insurance

Medical Aid 306 28.0 46 15.0 260 85.0

Health insurance 787 72.0 116 14.7 671 85.3

Job Type

No work for income 792 72.5 120 15.2 672 84.8

Employer 64 5.8 9 14.1 55 85.9

Self-employed 167 15.2 26 15.6 141 84.4

Unpaid family worker 70 6.4 7 10.0 63 90.0

Private 
medical 
insurance

Don’t have 252 23.0 38 15.1 214 84.9

Have 841 77.0 124 14.7 717 85.3

Need 
determinants

Daily 
activity limit

Limited 253 23.2 70 27.7 183 72.3

Unlimited 840 76.8 92 11.0 748 89.0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345 32.9 68 19.7 277 80.3

Medium 384 36.6 64 16.7 320 83.3

Good 321 30.6 26 8.1 295 91.9

Chronic 
disease 
presence

Yes 1,051 96.1 158 15.0 893 85.0

No 42 3.9 4 9.5 38 90.5

<Table 4> Distribu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unmet health needs experience

3.2 빈곤 노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미충족 의료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악하기 하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 다. 

미충족 의료 경험을 종속변수로 선정하 고, 미충족 의

료 경험이 있음을 1, 미충족 의료 경험이 없음을 0로 분

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와 련이 있는 요인으로 

소인성 요인에서는 성,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 , 총 

가구소득(10분 ), 가능성 요인에서는  거주 지역, 건강

보장 형태, 일자리 유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필요 

요인에서는 일상활동 제한 여부, 주  건강상태, 만성

질환 유무 등의 모든 변수에서 교차비(odds ratio)가 측

정 척도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먼 , 소인성 요인에서는 여성이 1.021배(p=0.000)로 

남성에 비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연령’에

서는 75세 이상이 0.819배(p=0.000)로 65세~74세에 비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우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미충족 의료를 경

험할 확률이 1.255배(p=0.000)높고, 교육수 은 고졸이상

을 1로 할 경우 졸이 1.692배(p=0.000), 무학집단이 

1.511배(p=0.000), 졸이 1.257배(p=0.000)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총 가구

소득(10분 )은 2분 에 비해 1분 가 1.326배(p=0.000)

로 소득이 낮은 집단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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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Logistic regression model

Exp(β)
(Odds Ratio) p-value 95% confidence interval

Lowest Highest

Predisposing
determinants

Sex
Male 1

Femal 1.021 .000 1.010 1.032

Age
65-74 1

<75 .854 .000 .846 .862

Spousal
status

No spouse 1

Have spouse 1.246 .000 1.234 1.258

Level of
education

No education 1

Elementary school 1.257 .000 1.245 1.269

Middle school 1.692 .000 1.675 1.709

High school
graduate or above

1.511 .000 1.496 1.526

Total
household 
income 

(10 quartile)

1st quartile 1

2nd quartile 1.326 .000 1.313 1.339

Enabling 
determinants

residence
Non-Metropolitan area 1

Metropolitan area 1.110 .000 1.099 1.121

health 
insurance

Medical Aid 1

Health insurance .778 .000 .771 .785

Job Type

No work for income 1

Employer 1.634 .000 1.617 1.651

Self-employed 1.531 .000 1.516 1.546

Unpaid family worker 1.441 .000 1.428 1.455

Private 
medical 
insurance

Don’t have 1

Have 1.129 .000 1.118 1.140

Need 
determinants

Daily 
activity limit

Limited 1

Unlimited 2.882 .000 2.852 2.912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1

Medium .890 .000 .881 .899

Good 1.923 .000 1.903 1.944

Chronic 
disease 
presence

Yes 1

No 1.319 .000 1.287 1.351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unmet health needs of the indigent elderly

았다. 

다음으로, 가능성 요인에서는 건강보장 형태는 의료

여 수 자가 0.778배(p=0.000)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미

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낮았고 일자리 유형별로는 

수입을 목 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무 가족 종사자에 

비해 1.634배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민

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가입을 한 사람

에 비해 1.129배(p=0.000)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

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필요 요인 에서 활동에 제한이 없는 사

람이 제한이 있는 사람에 비해 2.882배(p=0.000)정도 높

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고, 자신이 건강하

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1.923배(p=0.000)정도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1.319

배(p=0.000)정도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각 변수별로 볼 때 미충족 의료 유경험과의 상 성이 

낮아 교차비를 1로 설정한 척도에 비해 상 으로 교차

비 값이 1.5 이상으로 높게 추정된 변수는 체 으로 4

개 변수와 6개 척도이다. 이들은 첫째, 소인성 요인에서 

교육수  변수의 경우 무학, 졸에 당하는 노인이다. 

둘째, 가능성 요인에서 일자리 유형 변수의 경우 수입목

으로 일하지 않는 노인과 고용주자 업자 노인이다. 

마지막으로, 필요 요인에서 일상활동 제한 여부 변수의 

경우 제한을 받는 노인과 주  건강상태 변수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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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한 로지스틱 회

귀 분석 결과, 기존의 국내 연구 결과에서 성[7], 연령[7], 

배우자 유무[17], 교육수 [19, 20], 총 가구소득[7], 거주

지역[7, 21], 건강보장형태[9, 10, 17, 22, 23], 일자리 유형

[10],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10], 일상활동 제한 유무[13, 

24], 주  건강상태[9], 만성질환 유무[13]를 의료 미충

족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추정한 것과 일치했다. 

많은 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의료 미충족을 경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연구의 결과도 허성주

[17], 허순임과 김수정[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낮은 

연령에서 의료 미충족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 허순임과 

김수정[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한편, 배우자가 있

는 사람 에 의료 미충족 가능성이 더 높아 허순임과 김

수정[7]의 연구와 결과가 달랐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고

령 노인의 경우 경제 인 지원 외에도 노인들의 신체활

동의 제한을 도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거동

이 불편한 노인들의 의료 이용을 지원하기 한 이동수

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력이 낮을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이 높았는데, 하랑경[19], 신혜리 등[20]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 다. 

가능성 요인들도 빈곤 노인의 의료 미충족 경험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가구소득 최하  

집단인 1분 에서 의료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

는데 빈곤층에게는 보건의료 이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

다[17]. 수도권 지역에는 의료시설도 많고 근성도 높아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의료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데 조성식 등[21]의 연구와도 일치하 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 여 수 자보다 의료 미충족을 경험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송경신[9], 김진

구[10], 허성주[17], 배상수[22]의 연구와 다른 결과 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건강보험가입자에 속해있는 차상

 계층의 높은 의료 미충족이 향을 미친 결과로 추정

된다[10].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에서 차상  계층을 구분하여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수입을 목 으로 일하지 않는 경우가 

의료 미충족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는 수입에 향을 

미쳐 의료 미충족 가능성을 높인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

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단이 민간의료보험

에 가입한 집단보다 의료 미충족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이주은과 김태 [25]의 연구에서 민간의료 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사람이 가입한 사람에 비해 의료 미충족을 경

험할 가능성이 1.11배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필요 요인의 모든 변수가 의료 미충족 가능성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상 활동 제한이 있는 사

람이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료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빈곤층 노인 에서도 신체 으로 취

약하고 의료 필요가 더 높을 경우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

지 못하는 요인들과 결합되어 의료 미충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주  건강상태도 질병 변수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건강이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송경신[9]

의 연구결과와 같이 의료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았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따라 노인의 특성을 유형화하

고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요해지고 

있다[26], 이러한 배경에서 빈곤층 노인들에게 건강에 

한 바람직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합리 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보건교육과 의료이용에 

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보건  의료이용에 한 교

육과 아울러 빈곤 노인에 한 이동수단의 제공 등도 포

함하는 복합 인 건강증진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이 있는데 환자가 주 으

로 단한 미충족 의료는 객  필요보다 높은 것으로 

반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 다[25]. 한 2011

년 데이터만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과

계를 설명하기 어렵고[12], 소득만을 기 으로 경제  

수 을 분류한 것으로 자산 등 다른 경제  요인이 고려

되지 않아 경제  능력의 측정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

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반 하여 연구를 개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한 정책 자료

를 제공하기 하여 실시하 다. 분석 결과와 이에 한 

고찰 결과를 기 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 융합  요인에는 빈

곤으로 인한 경제 인 요인이 향력이 높은 것으로 보

인다. 

둘째,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 융합  요인에는 고

령으로 인한 신체  요인 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빈곤층 노인의 의료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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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제  부담의 증가가 체 인 의료이용에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한 노인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신

체 기능 하로 인해 의료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소득 계층에서 여 히 경제 인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가 여의 보장성을 높이기 해 노력해왔

으나 여 히 장벽이 있는 것으로 확인 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의료 수요가 높은 반면 소득 한 낮아 이

 부담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이에 한 정책방안으로 건강보험의 환자본인부담을 

이는 노력과 반 인 보장성 확 를 해 소득층 

노인에 한 우선 인 본인부담 경감정책을 고려해야 한

다[7]. 한 의료의 근성 향상을 한 빈곤층의 의료

여 확  특히 차상  계층의 지원, 비 여 항목 축소에 

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노인 구성의 세 구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문제로 인해 의료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하여 

물리  이동성에 도움이 될만한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  수발  이동서비스 제공, 의료기  

내의 편의시설 구비 등의 지원이 근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24]. 결국 이 연구에서는 빈곤층 노인

의 미충족 의료로 인한 건강 불평등과 사각지  황을 

악하여 향후 효과 인 의료이용 정책 수립의 기 자료

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고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

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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