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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손상환자의 미충족의료 관련요인을 총괄적으로 조사파악하여 미충족의료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제
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연구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응답한 손상 환자 중 미충족의료 경험이 있는 2169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방법은 빈도 백분율, Chi-square test,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이는 SPSS/WIN 23.0
Progra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스트레스가 있을수록, 우울감을 느낄수록, 자살생각을 할수록 미충족의료
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미충족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이용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결정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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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actors related to Unmet Medical Needs of Injury 
Patient and to suggest factors,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conducted on 2,169 patients with 
Unmet medical needs experience among those who responded to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Data were frequency percentage, Chi-squar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3.0 Program. The more stressed, the more depressed, the more thingking of 
suicide, the more factors related to unmet medical needs.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medical utilization system and making policy decisions to prevent Unmet medical need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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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손상(injury)은 질병이외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다치
는 것으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
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의 해로운 결과로 정의하
며 외상(trauma)과 중독(poisoning) 등을 포함하는 질
병 분류이다[1]. 국제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

년도에 약 500만 명이 손상으로 사망하여 인구 100만 
명당 83.7의 사망률을 기록하였고, 전 세계 사망의 9%, 
전체 질병 부담의 약 12%를 손상이 차지하였다. 질병관
리본부에서 2006-2015년 응급실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시행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3만 명이며, 특히 45세 미만 연령에서는 
손상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2]. 사망 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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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비율인 “손상사망비율”은 우리나라가 12.4%로 나
타나 가장 높게 나타난 쿠웨이트(1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3]. 손상은 취약한 집단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저소득계층일수록 완
전한 회복도 느리며[4],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
건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5]. 손
상환자는 적절한 시기에 의료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 합
병증 및 질병 중증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6], 
운동장애로 인한 신체적 자존감을 상실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됨에 따라 우울증 발생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
다[7]. 따라서 손상환자의 적절한 예방대책과 진료체계 
확립은 비의도적 손상의 발생이나 사망을 90%범위 내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8], 손상 발생 후에 적절한 의료이용
을 하는 것, 즉 미충족의료를 해결하는 것은 개인 차원에
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적 손실
과 노동력 상실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다[9]. 

미충족의료란 의료전문가의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판
단하거나 대상자가 원하지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예방이
나 경감 또는 제거될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10]. 미충족의료 발생 관련요인에 대해 조사한 선
행연구[11-14]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할수
록, 여성일수록, 45-54세의 중장년층일수록,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질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지역건강보험
이거나 의료급여일수록, 주관적 건강이 나쁠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조사된 손상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는 다
수 있었으며[2,4,7,9,15], 선행 연구의 대상자는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의료 손상환자가 아닌 이미 
의료가 충족된, 즉 응급실이용·외래이용·입원·퇴원을 경
험한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2014-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
하여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한 전체인구집단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미충족의료에 대하여 조사한 선
행연구에서 제안된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고, 건강관련특
성의 하위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연구와 차
별화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다음과 같다.
첫째, 손상환자의 미충족의료 관련요인을 총괄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로 파악된 변수를 제시한다. 
둘째, 향후 손상 환자의 건강형평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하

는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현황, 영양섭취실태 
및 식품에 관한 법정조사인 제 6기 2차년도(2014) 및 3
차년도(2015)의 “2014-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제 
7기 1차년도(2016)및 2차년도 (2017)의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원시자료
의 조사구는 192개로 표본 조사구 내에서 양로원, 교도
소, 군대 등의 시설 및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하고, 적절
가구 중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23개 표본가구를 선정하
였으며 표본가구 내에서는 적정가구원 조건을 만족하는 
만 1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자인 손상환자를 선정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설문조사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을 이용하였고, 조사 
시점 이전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
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응답한 자를 ‘손상환자’로 정의했다. 
제 6-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대상자는 총 31207명으
로 손상경험 여부에 응답한 참여자 27738명 중 ‘예’라고 
응답한 손상환자 2169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했다. 

2.2 조사변수
2.2.1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사분위수(개인), 결혼여부, 

직업분류, 기초생활수급 여부, 주택소유 여부, 가구총소
득, 건강보험가입종류, 민간보험가입유무를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자, 여자, 연령은 자기기입식에서 19세미만, 19
세-64세 이하, 65세이상으로 재분류했고, 교육수준은 초
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소득사분위수(개인)은 하, 
중하, 중상, 상에서 하, 상으로 분류하였다. 결혼여부는 
기혼자, 비혼자로, 직업분류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
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무직(주부, 학
생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여부는 있음(과거 또는 현재), 
없음으로, 주택소유 여부는 없음, 1채 있음, 2채 이상 있
음은 있음으로 없음으로 재분류했다. 가구총소득(연)은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18,000만원 미만 (연속형 
소득금액), 18,000만원 이상으로, 건강보험가입종류는 
국민건강보험(지역), 국민건강보험(직장), 의료급여, 미가
입에서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로 재분류했다. 민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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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무는 있음, 없음으로 분류했다. 모든 문항의 비해
당과 모름·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지정했다. 

2.2.2 건강관련 특성
활동제한 여부는 있음, 없음으로, 고강도신체활동 여

부(일)와 고강도신체활동여부(여가)는 있음, 없음으로 분
류하고, 1주일간 걷기는 전혀 하지 않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매일)에서 전혀 하지 않음을 비실천
으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을 실천으로 재
분류했으며, 1주일간 근력운동은 전혀 하지 않음, 1일, 2
일, 3일, 4일, 5일 이상에서 전혀 하지 않음을 비실천으
로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을 실천으로 재분
류하였으며,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
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
서(고강도 1분은 중간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하지 않음을 비실천으로,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
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
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
도1분은 중강도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함
을 실천으로 분류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 좋
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에서 좋음, 나쁨으로 재분류하
였고, 평생음주경험(만12세이상)은 술을 마셔 본 적 없
음, 술을 마셔 본 적 있음, 모름·무음답에서 있음, 없음으
로 재분류하였다. 평생흡연 여부(성인)은 5갑(100개비) 
미만과 5갑(100개비), 피운 적 없음, 모름·무음답에서 있
음, 없음으로 재분류하였고, 평소 스트레스 인지정도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
이다는 있음으로,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없음으로 재분류
하였고, 우울감 여부는 있음, 없음으로, 1년 간 자살생각 
여부는 있음, 없음으로, 1년간 정신상담 여부는 있음, 없
음으로 분류했다. 모든 문항의 비해당과 모름·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지정했다.

2.2.3 미충족의료
제 6기-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설문조사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을 이용하여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
(치과 제외)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자를 
미충족의료 경험자로 정의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Program
을 사용하여 분석했고, 모집단의 수는 관측치로 반영했
다. 모집단의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범주별 빈도, 표준오
차는 원시자료 이용 지침서에 의해 관측치가 아닌 가중
치를 적용하였다. 손상환자의 일반적 특성, 정신건강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고, 일반적 특성, 건강특
성 여부에 따른 미충족의료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했다. 
최종적으로 손상환자의 미충족의료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했으며 모든 통계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05로 했다.

3. 분석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 

1055명(53.8%), 여자1114명(46.2%)으로 나타났고, 연
령에서 19세 미만인 경우 540명(21.2%), 19세 이상 64
세 이하인 경우 1191명(66.3%), 65세 이상인 경우 438
명(12.5%)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초졸이하 883명
(53.8%), 고졸 264명(12,4%), 대졸이상 473명(26.3%)이
었다. 소득사분위수는 하 1071명(49.1%), 상 1089명
(50.9%), 결혼여부는 기혼자 1332명(57.7%), 비혼자 
837명(42.3%)이었고, 직업분류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
련종사자 190명(13.3%), 사무종사자 121명(8.2%), 서비
스 및 판매 종사자 212명(13.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2명(3.6%),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09
명(13.9%), 단순노무종사자 165명(9.4%), 무직(주부, 학
생 등) 737명(38.3%)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여부는 
있음 184명(7.9%), 없음 1981명(92.1%)이었고, 주택소
유는 있는 경우 1419명(63.1%), 없는 경우 748명
(36.9%)이었으며, 가구총소득(연)은 200만원 이하 253
명(9.8%), 200만원 초과 ~ 18000만원 미만 1876명
(88.2%), 18000만원 이상 40명(2.0%)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종류는 국민건강보험 2041명(96.7%), 의료급여 86
명(3.3%)으로 나타났고, 민간보험가입유무는 있음 1725
명(83.9%), 없음 426명(16.1%)이었다(Table 1 참고).

3.2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활동제한이 있

음 213명(8.7%), 없음 1955명(91.3)이었고, 고강도 신체
활동(일)은 있음 90명(5.7%), 없음 1687명(94.3%), 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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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ategories N(%) SE

Gender
Male 1055(53.8) 0.9

Female 1114(46.2) 0.9

Age (Year)

>19 540(21.2) 0.7

19-64 1191(66.3) 0.8

65≦ 438(12.5) 0.5

Education Level

Below Elementary school 883(30.7) 0.8

Middle school 264(12.4) 0.6

High school 538(30.6) 0.9

More than College 473(26.3) 0.9

Income 
Classification

Low 1071(49.1) 1.0

High 1089(50.9) 1.0

Marital Status
Married 1332(57.7) 0.9

Unmarried 837(42.3) 0.9

Occupation

Professional, Manager,  
Administrator 190(13.3) 0.7

Clerk 121(8.2) 0.6

Sales, Service Worker 212(13.4) 0.7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 82(3.6) 0.4

Plant and Machine 
Operator 209(13.9) 0.7

Manual Worker 165(9.4) 0.6

Unemployed 737(38.3) 0.9

Basic Living 
Allowance

Yes 184(7.9) 0.6

No 1981(92.1) 0.6

House Ownership
No 1419(63.1) 1.1

Yes 748(36.9) 1.1

Annual Income
(10,000 Won)

>200 253(9.8) 0.6

200-17999 1876(88.2) 0.6

18000≦ 40(2.0) 0.3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2041(96.7) 0.4

Medical Benefits 86(3.3) 0.4

Private Insurance
Yes 1725(83.9) 0.7

No 426(16.1) 0.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도 신체활동(여가)은 있음 278명(18.9%), 없음 1498명
(81.1%)으로 나타났다. 1주일간 걷기에서 실천하는 경우 
1422명(82.2%), 비실천하는 경우 351명(17.2%)이었고, 
1주일간 근력운동은 실천 461명(28.5%), 비실천 1346
명(71.5%)이었으며,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실천 
913명(56.0%), 비실천 859명(44.0%)로 나타났다. 주관
적 건강상태는 좋음 1754명(81.8%), 나쁨 415명
(18.2%)이었고, 평생 음주 경험은 있음 1477명(85.4%), 
없음 316명(14.6%)이었으며, 평생 흡연여부는 있음 669
명(46.5%), 없음 938명(53.5%)로 나타났다. 평소 스트레
스 인지정도는 있음 1520명(87.1%), 없음 271명

(12.9%)이었고, 우울감은 있음 150명(13.2%), 없음 871명
(86.8%)이었다. 1년 간 자살생각은 있음 71명(6.0%), 없음 
950명(94.0%)이었고, 1년 간 정신상담은 있음 73명(4.4%), 
없음 1306명(95.6%)으로 나타났다 (Table 2 참고).

Division Categories N(%) SE

Activity Limitations
Yes 213(8.7) 0.5
No 1955(91.3) 0.5

High Intensity (Work)⍏
Yes 90(5.7) 0.6
No 1687(94.3) 0.6

High Intensity (Leisure)⍏
Yes 278(18.9) 0.9
No 1498(81.1) 0.9

Walking (Week)⍏
Yes 1422(82.8) 0.8
No 351(17.2) 0.8

Muscular Exercise (Week)⍏
Yes 461(28.5) 1.0
No 1346(71.5) 1.0

Aerobic Exercise⍏
Yes 913(56.0) 1.0
No 859(44.0) 1.0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754(81.8) 0.7
Bad 415(18.2) 0.7

Drinking⍏
Yes 1477(85.4) 0.7
No 316(14.6) 0.7

Smoking⍏
Yes 669(46.5) 1.1
No 938(53.5) 1.1

Stress⍏
Yes 1520(87.1) 0.6
No 271(12.9) 0.6

Depression 
(2 Weeks in a row)⍏

Yes 150(13.2) 1.0
No 871(86.8) 1.0

Thinking of Suicide 
(In the Past Year)⍏

Yes 71(6.0) 0.7
No 950(94.0) 0.7

Psychiatric Counseling 
(In the Past Year)⍏

Yes 73(4.4) 0.4
No 1306(95.6) 0.4

⍏:Adult

Table 2.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충족의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충족의료를 분석한 결

과 연령은 19세 미만 315명(94.3%), 19세 이상 64세 이
하 1007명(84.9%), 65세 이상 366명(85.3%)으로 연령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1), 소득사분위수
는 하 900명(84.9%), 상 977명(88.7%)으로 소득사분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4), 결혼여부는 
기혼자인 경우 1113명(84.0%), 비혼자인 경우 773명
(91.0%)로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기초생활수급여부는 있음 137명(76.2%), 없음 
1745명(87.8%)으로 기초생활수급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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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ategories
Unmet Medical Needs, N(%)

χ2(p)
N Y

Gender
Male 933(87.6) 108(12.4)

1.030(.269)
Female 953(86.1) 156(13.9)

Age (year)

>19 315(94.3) 25(5.7)

28.159(.001)19-64 1007(84.9) 172(15.1)

65≦ 366(85.3) 67(14.7)

Education Level

Below Elementary school 778(89.0 101(11.0)

4.597(.168)
Middle school 228(88.1) 33(11.9)

High school 458(85.1) 75(14.9)

More than College 415(96.5) 51(13.5)

Income Classification
Low 900(84.9) 158(15.1)

6.720(.014)
High 977(88.7) 106(11.3)

Marital Status
Married 1113(84..0) 206(16.0)

22.810(.001)
Unmarried 773(91.0) 58(9.0)

Occupation

Professional, Manager, Administrator 168(89.2) 21(10.8)

8.960(.159)

Clerk 102(83.8) 16(16.2)

Sales, Service Worker 180(87.7) 30(12.3)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 69(87.4) 13(12.6)

Plant and Machine Operator 181(84.4) 24(15.6)

Manual Worker 135(79.4) 29(20.6)

Unemployed 620(85.5) 109(14.5)

Basic Living Allowance
Yes 137(76.2) 45(23.8)

18.451(.001)
No 1745(87.8) 219(12.2)

House Ownership
Yes 1252(87.3) 155(12.7)

.493(.500)
No 632(86.2) 109(13.8)

Annual Income
(10,000 Won)

>200 206(81.9) 43(18.1)

5.967(.147)200-17999 1642(87.4) 219(12.6)

18000≦ 38(92.1) 2(7.9)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1784(87.2) 239(12.8)
6.265(.001)

Medical Benefits 64(77.0) 21(23.00)

Private 
Insurance

Yes 1522(87.5) 189(12.5)
3.968(.023)

No 347(83.5) 74(20.1)

Table 3. Unmet Medical Nee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이가 나타났고(p=.001), 건강보험가입종류는 국민건강보
험인 경우 1784명(87.2%), 의료급여인 경우 64명
(77.0%)로 건강보험가입종류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p=.001), 민간보험가입유무가 있음 1522명(87.5%), 
없음 347명(83.5%)으로 민간보험가입유무에 따라 유의
하게 나타났다(p=.023). 그러나 성별, 교육수준, 직업분
류, 주택소유, 가구총소득에 따른 미충족의료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참고).

3.4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미충족의료
대상자의 활동관련 특성에 따른 미충족의료를 분석한 

결과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157명(73.7%), 없음 1729명

(88.2%)으로 활동제한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고
(p=.001), 고강도 신체활동(일)은 있음 74명(76.6%), 없
음 1433명(85.9%)으로 고강도 신체활동(일)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24), 1주일간 근력운동은 
실천하는 경우 408명(88.5%), 실천하지 않는 경우 1129
명(84.4%)으로 1주일간 근력운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31).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 1576명
(89.5%)이고 나쁨 310명(75.5%)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p=.001), 평생 음주 경험이 있음 1248명(84.8%), 없
음 278명(90.3%)으로 평생 음주 경험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다(p=.009). 평소 스트레스 인지정도는 있음 
1279명(84.6%), 없음 246명(92.9%)으로 평소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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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ategories
Unmet Medical Needs, N(%)

χ2(p)
Y N

Activity Limitations
Yes 157(73.7) 56(26.3)

31.980(.001)
No 1729(88.2) 207(11.8)

High Intensity (Work)⍏ Yes 74(76.6) 15(23.4)
6.629(.024)

No 1433(85.9) 236(14.1)

High Intensity (Leisure)⍏ Yes 250(87.5) 26(12.5)
1.415(.280)

No 1257(84.9) 224(15.1)

Walking (Week)⍏ Yes 1215(85.9) 195(14.1)
1.558(.263)

No 289(83.1) 55(16.9)

Muscular Exercise (Week)⍏ Yes 408(88.5) 48(11.5)
5.056(.031)

No 1129(84.4) 203(15.6)

Aerobic Exercise⍏ Yes 780(84.8) 126(15.2)
.738(.357)

No 724(86.3) 123(13.7)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576(89.5) 162(10.5)

55.161(.001)
Bad 310(75.5) 102(24.5)

Drinking⍏ Yes 1248(84.8) 211(15.2)
5.607(.009)

No 278(90.3) 37(9.7)

Smoking⍏ Yes 557(83.9) 101(16.1)
1.439(.233)

No 801(86.1) 131(13.9)

Stress⍏ Yes 1279(84.6) 224(15.4)
11.178(.001)

No 246(92.9) 23(7.1)

Depression 
(2 Weeks in a row)⍏

Yes 107(68.4) 43(31.6)
29.441(.001)

No 759(86.6) 104(13.4)

Thinking of Suicide 
(In the Past Year)⍏

Yes 43(57.6) 28(42.4)
34.914(.001)

No 823(1.2) 119(1.2)

Psychiatric Counseling 
(In the Past Year)⍏

Yes 58(78.4) 14(21.6)
2.592(.045)

No 1117(85.9) 171(14.1)

⍏:Adult

Table 4. Unmet Medical Needs according to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인지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고(p=.001), 우울감은 
있음 107명(68.4%),없음 759명(86.6%)로 우울감에 따
라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1년 간 자살생각은 있
음 43명(57.6%), 없음 823명(1.2%)으로 1년간 자살생각
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1년간 정신상담은 
있음 58명(78.4%), 없음 1117명(85.9%)로 1년간 정신
상담 여부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으나(p=.045) 고강도 
신체활동(여가), 1주일간 걷기,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 평
생 흡연 여부에 따른 미충족의료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참고).

3.5 미충족의료 관련요인
손상환자의 미충족의료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하여 단순분석에서 유의확률 .05미만인 변수를 대
상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결혼여부 중 

기혼자를 기준으로 비혼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교차비 
1.526(.989-2.354)배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평소 
스트레스 인지정도를 묻는 문항에 없음을 기준으로 있음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교차비 2.709(1.811-4.501)배 높
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감에서 있음을 기준으로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교차비 1.968(1.811-4.051)
배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년 간 자살생각에서는 
없음을 기준으로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교차비 
2.538(1.219-5.281)배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그러나 연령, 소득사분위수, 기초생활수급여부, 건강
보험가입종류, 민간보험유무, 활동제한여부, 고강도신체
활동(일), 1주일간 근력운동, 주관적 건강상태, 평생음주
경험, 정신상담여부에 따른 미충족의료는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Table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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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ategories adj OR(95% CI)

Age

>19 1.000

19-64 1.488(.499-4.443)

65≦ .810(.274-2.399)

Income Classification
Low 1.000

High 1.071(.724-1.585)

Marital Status
Married 1.000

Unmarried 1.526(.989-2.354)

Basic Living Allowance
No 1.000

Yes 1.951(.969-3.931)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1.000

Medical Benefits 1.705(.698-4.169)

Private 
Insurance

Yes 1.000

No 1.398(.916-2.134)

Activity Limitations
No 1.000

Yes 1.165(.628-2.161)

High Intensity (Work)⍏ No 1.000

Yes 2.070(.940-4.558)

Muscular Exercise (Week)
Yes 1.000

No 1.287(.845-1.960)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000

Bad 1.456(.905-2.341)

Drinking⍏ No 1.000

Yes 1.537(.828-2.855)

Stress⍏ No 1.000

Yes 2.709(1.811-4.501)

Depression 
(2 Weeks in a row)⍏

Yes 1.000

No 1.968(1.811-4.051)

Thinking of Suicide 
(In the Past Year)⍏

No 1.000

Yes 2.538(1.219-5.281)

Psychiatric Counseling 
(In the Past Year)⍏

No 1.000

Yes 1.463(.658-3.254)

⍏:Adult

Table 5. Factors Related to Unmet Medical Needs

4. 논의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손
상환자의 미충족의료 관련요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제6기-7기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를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시행하였다. 

스트레스가 없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있을수록 미충족
의료와 관련이 있었던 결과는 선행연구[16]와 동일했다. 
스트레스는 많이 노출될수록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정신
적·신체적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로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17] 무력감을 유발하고 결국 의료이
용을 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상실해 이와 같은 결과가 도
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66.3%는 19세 이상-64세 미만으로 활동이 활발한 인구
가 절반 이상임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와 역할을 수행할 
때 스트레스 및 갈등을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결
국 좌절감으로 나타나[18] 의료이용을 하고자하는 적극
적인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도입 및 체계
적 의료시설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살생각이 없는 것보다 자살생각이 있을수록 미충족
의료와 관련이 있었던 결과는 손상환자가 느끼는 일상 
활동 제한과 신체적 장애 및 질병, 몸의 불편감등의 육체
적·기능적 제한이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해 정신적 어려
움을 겪게 만들고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
로 지각하는 인지적 장애까지 동반하여[19]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살생각은 자살행동의 시
작점에 해당하기에[20] 의료이용을 통한 세밀한 진단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미충족의료
가 나타난 것은 신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함이 분명하
다. 최근 1년 간 한 번 이상 자살생각을 하는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경험했던 성인은 전체 인구의 16.0%였고 이
에 따라 의료서비스는 환자가 필요할 시에 적절히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한다[21]. 또한 정신건강을 위협
하는 자살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극단적 선택 예방
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사
회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2].

우울하지 않는 경우보다 우울할수록 미충족의료와 관
련이 있었던 결과는 선행연구[23]와 동일했다. 우울은 고
립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 문제를 초래하고 미치료 또는 
낮은 치료 참여도를 보이는데[24], 의료를 이용해야하는 
우울 환자가 삶을 부정적으로 여겨 삶의 질과 자존감이 
하락 및 일상생활 활동 감소로까지 이어져[25] 스스로 고
립된 채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나라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율은 유병률에 비해 
낮으며 우울증 환자의 절반이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26],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상은 정신건강
영역의 대표적 문제로 만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울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필요시마다 적극적 행위로 연결
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27].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in America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정신
건강의 문제가 늘어나는 것은 중대한 위기상황이고, 지역
사회에서는 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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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중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로 인해 우울 등 
많은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
다[28]. 따라서 점점 증가되는 우울 환자들의 미충족의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우울 증상을 느끼는 환자들
에게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조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로 시행되기 때문에 손상
으로 인한 사망자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행연구에
서 손상환자의 미충족의료 관련된 요인으로 언급된 변수
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된 변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을 추가로 
포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손상환자의 
미충족의료에 대하여 세분화해 총괄적으로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제시하고자 한 점에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6-7기 (2014년~2017)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손상환자들이 최근 1년 동안 본인
이 병의원(치과 제외)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
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는 미충족의료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 미충족의료를 해소할 수 있는 의료이용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 및 자료 수집은 미충족의료 여부에 응답한 
참여자 27115명 중 ‘예’라고 응답한 미충족의료 경험자 
4092명을 중 손상경험이 있는 손상환자 2169명을 대상
으로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고, 손상환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
율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미충족과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의료미충족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손상환자의 미충족의료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스트레스가 있을수록, 우울감이 있을수록, 
자살생각을 할수록 미충족의료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건강이 미약한 환자는 필요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적극적인 관리와 관찰이 필
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미충족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나 복
지 정책을 개발해야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향후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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