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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배경

인간은 누구나 슬프고, 불행하며, 의기소침해지는 등 기분이 저하

되는 상태인 우울을 경험한다[1].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상적 기분변화로, 우울과는 구분된다[1]. 구분기준은 기분변

화의 지속기간과 그 정도가 어떠한지이며[1], 우울은 기분변화의 상

태가 최소한 2주 정도 지속되고 일상적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이

다[1,2]. 하지만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앞선 증상 이외에도 흉통, 

호흡곤란, 소화장애 등 신체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3]. 이렇게 우울

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 문제를 신체증상으로 표출하는 것을 신체화

라고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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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정서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결함인 감정표현불능증

에 의하여 초래되고, 감정표현불능증은 신체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

에서 우울과 신체화는 관련이 있다[4,5]. 실제로 우울을 경험하는 사

람 중 약 75%는 신체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신체화는 치료자가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호소에 초점

을 맞추게 하여 근본적 질환인 우울을 놓치게 하며,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체증상으로 여기며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된다[7,8]. 또한 

신체화의 경우 반복적이며[8], 한 가지 신체증상이 없어지면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9]. 즉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체

화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고 이는 의료이용 증

가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우울이 만성적 신체질환과 동반될 경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만성질환은 ‘경과가 길고 저절로 낫지 않

으며, 완치가 어려운 질환’인데[10], 이 중 신체적 통증과 활동의 제한, 

신체기능 그리고 이로 인한 적응능력 저하까지 야기하는 만성적 신체

질환은 특히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울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11]. 둘째, 만성적 신체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우울을 동반하는 사람은 여러 계통에서 신체증상을 과도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 치료에 대한 순응저하로 치료효과까지 감소

한다[12]. 즉 만성적 신체질환자가 우울을 경험하게 되면 신체증상의 

악화와 치료순응도 감소로 의료이용 증가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

한편, 만성적 신체질환과 우울의 동반은 중 · 노년기 여성에게서 발

생할 위험이 높다. 만성질환과 우울을 동반하는 여성은 8.3%로 남성

이 4.8%인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높았고[13], 특히 중 · 노년기 여성은 

만성적 신체질환과 우울에 더욱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보통 중년

기와 노년기의 기준은 30–70세로 폭넓게 규정되고 있으며[14], 중년

기부터 난소기능의 저하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변화가 발생하고

[15],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상실, 은퇴 경험 등 사회환경적 변화까지 

발생한다[16].

따라서 만성적 신체질환이 있는 중 ·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 

경험이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를 초래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중 · 노년기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선행연구들은 공

통적으로 만성적 신체질환이 있는 우울집단의 의료이용이 비우울집

단에 비하여 증가한다고 하였다[17,18]. 하지만 첫째 우울집단과 비

우울집단 간 중증도와 같은 의료필요도를 객관적 도구로 측정하지 않

았고, 그 결과 우울집단의 의료이용 증가가 우울집단의 높은 중증도

에서 기인한 것인지 우울 경험에서 기인한 것인지 해석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다. 둘째, 질병의 중증도를 포함한 소득, 교육수준 등 혼란요

인이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 간 유사하게 분포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음이항 회귀분석으로 우울이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설명한 Seo 등[17]의 연구결과는 과대 

혹은 과소추정된 결과일 수 있어 결론을 내리기에 제한이 있었다. 셋

째,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지 않았다. 정신진료가 의료이용 빈도 및 의료비 지출규모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의 결과가 우울 경험에 의한 의료이용 및 의

료비 증가에 의한 것인지 정신진료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문

제점이 있었다[17,18].

기존연구의 문제를 보완하여 본 연구는 질병 중증도를 객관적 도구

로 측정하였고,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 간 비교성을 갖추기 위해 우

울집단과 특성이 유사한 비우울집단을 선정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으

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신체질환이 원인이 되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

구는 중 · 노년기 여성 만성 신체질환자 중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을 위

한 정책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만성 신체질환이 있는 중 ·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 

경험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중증도를 포함한 의료

이용에 대한 특성이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 간 유사한지 확인한다. 

둘째, 우울집단과 특성이 유사한 비우울집단을 선정한다. 셋째, 선정

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두 집단 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평균차이를 비

교한다. 넷째,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

서 우울 경험이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네 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첫째, 우울집단과 비우울집

단 간 유사성은 우울과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 혼란요인의 교차분석

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성향점수 매칭으로 우울집단과 특성이 유사

한 비우울집단을 선정하였다. 셋째, 매칭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두 집

단 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평균 횟수 및 총진료비의 차이를 T-test 분석

으로 비교하였다. 넷째, 음이항 회귀분석 및 다중선형 회귀분석으로 

우울 경험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확인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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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016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의료

패널 조사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조사로(승인번호 920012), 조사결

과는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목적으로

만 사용하도록 보호되고 있다.

연구대상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만성질환을 앓으며, 해당 질

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한 해 동안 신체질환1)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35세 이상의 여성 907명이다. 907명의 연구대상자는 1:2 성향

점수 매칭되었다. 매칭 이후 우울을 경험하는 집단과 경험하지 않는 

집단은 각각 66명과 129명이 되었다.

3. 연구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의료서비스 이용 중 외래 방문횟수와 총진료

비이다. 외래 총진료비는 2016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외래 진료비이며 

보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부담금과 개인이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을 합한 값이다. 외래이용횟수는 2016년 한 해 동안 이용한 외래의료

횟수의 총합이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우울 경험이다. 우울 경험은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문항 중 “최근 1년간 2주 이상 연속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

을 정도로 많이 슬펐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

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매칭변수 및 통제변수

본 연구는 앤더슨 모형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크게 

선행, 가능, 욕구요인으로 분류하였다[17]. 선행요인에는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가능요인에는 의료보장형태와 소득수준, 경제활

동 유무, 욕구요인에는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점수와 장

애 유무가 포함된다[17].

이 중 연령은 35–64세를 중년기(0)로, 65세 이상은 노년기(1)로 하

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0), 중졸 이하(1), 고졸 이하(2), 대졸 이상

(3)으로 구분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혼인상태가 별거, 사별 또는 실종, 

이혼 등인 경우는 ‘무’로, 이외의 경우는 ‘유’로 하였다. 의료보장형태

는 의료급여 1종 및 2종은 의료급여자(0)로, 공무원 및 교직원 건강보

험과 직장 및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1)로 분류하였다. 경제

활동은 ‘예’와 ‘아니오’를 기준으로 ‘유’와 ‘무’를 나누었다. 민간의료보

험 가입도 ‘유’와 ‘무’로 나누었는데, 한국의료패널 2016년 데이터에

서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해 선행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중 일반 질병보

험, 암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가입자를 ‘유’로 이외는 ‘무’로 분류하

였으며[19], 본 연구에서도 앞선 연구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질병의 

중증도는 동반질환지수인 CCI 점수로 측정하였다. CCI는 17개 질환

군에 대하여 사망에 대한 상대위험도를 근거로 1–6점의 가중치를 부

여한 뒤, 이 가중치의 합으로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한국의료패

널 자료는 Charlson이 분류한 17개 질환에 대해 가중된 점수를 부여

할 수 있다(Table 1) [20]. CCI 점수는 일반적으로 0점, 1점, 2점, 3점 이

상인 경우로 범주화되며[20], 본 연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장애 여부는 장애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유’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무’로 범주화하였다.

4. 분석방법

첫째, 우울과 소득, 교육수준 등 혼란요인의 교차분석으로 우울집

단과 비우울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였으며, 5 미만의 셀이 있는 경우에

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적용하였다. 둘째, 성향점수 매칭으로 우

울집단과 특성이 유사한 비우울집단을 선정하였다. 성향점수 매칭에

서 estimation algorithm은 logistic regression이었고, matching 

algorithm은 nearest neighbor이었으며, caliper는 0.25였다. 성향점수 

매칭의 match는 1:2였다. 셋째, 매칭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우울을 경

험하는 집단과 경험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적 의료이용횟수 및 총진료

비의 차이를 T-test 분석으로 비교하였다. 넷째, 다중선형 회귀분석 및 

음이항 회귀분석으로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

서 우울 경험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확인하였다. 다중

선형 회귀분석은 우울 경험과 총진료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인데,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는 자

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우울 경험이 의료기관 방문횟

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는 음이항 회귀분석으로 확인

하였다. 이 분석은 종속변수가 이산적이고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 경

우 사용된다. 분석을 위해 IBM SPSS 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과 R ver. 3.5.3 (Th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https://www.r-project.org/) 그리고 Stata ver. 14.0 

(Stata Corp., College Station, TX, USA)을 이용하였다.

1) 한국의료패널의 국제질병분류 제10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edition)은 신체질환을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 질환, 면역기전 침범질환, 내분
비, 영양 및 대사질환, 신경계통 질환, 눈 및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순화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 피부 및 피부 밑조직의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출산 및 산후기 질환, 염색체 이상 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손상 및 외인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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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성향점수 매칭 전과 후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집단 간 유사성

우울을 경험하는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간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전(907명)과 후(195명) 우울과 혼란변수의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Figure 1). 분석결과 매칭 전에는 우울을 

경험하는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배우자 유무(p<0.001), 의료

보장형태(p<0.001), 소득(p=0.01), 장애 유무(p=0.02) 변수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Figure 1A, Table 2). 하지만 성향점수 매칭 이후 교

차분석결과 두 집단은 모든 일반적 특성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그 결과 집단 간 유사성이 확인되었다(Figure 1B, Table 2).

2. 우울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의료서비스 이용 차이

T-test 분석으로 우울을 경험하는 집단과 경험하지 않는 집단의 평

균적 의료서비스 이용횟수 및 총진료비를 비교하였다(Table 3). 먼저 

우울을 경험하는 집단의 평균적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는 약 37회, 우

울을 경험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적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는 약 31회였

다. 즉 우울을 경험하는 집단의 의료서비스 이용횟수가 더 높았으며, 

이는 유의확률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p=0.09). 

다음으로 총진료비의 경우 우울을 경험하는 집단은 약 1,320,819원이

었다. 우울을 경험하지 않는 집단의 총진료비가 약 1,087,388원인 것

과 비교하면 우울을 경험하는 집단의 총진료비가 더 높았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의 차이는 아니었다.

3. 우울 경험이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

우울 경험이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해 매칭된 자료를 대상으로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 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총진료비는 정규성을 위해 자연로그로 변환한 후 다중선형 회

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우울 경험(β=0.37, p=0.08)은 유의

확률 0.1 수준하에서 총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Table 

4). 우울 경험 이외에 건강보험 가입자(β=1.03, p=0.01), 장애가 있는 

사람(β=0.79, p<0.001) 그리고 CCI 점수가 높은 경우 총진료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는 음이항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으며, 의료

서비스 이용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우울 경험, 경제

활동 유무, 장애 유무, 민간의료보험가입 유무가 있었다. 우울 경험(β

=0.17, p=0.04)은 유의수준 0.05 수준하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β

=-0.23, p=0.02), 장애가 있는 경우(β=0.45, p<0.001)도 유의수준 0.05 

수준하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β=0.37, p=0.06)은 유의수준 0.1 수준하에서 의

료서비스 이용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Conditions* Weight† KHP diagnostic codes
Myocardial infarction 1 1904, 1905
Congestive heart failure 1 1902, 1908
Peripheral vascular disease 1 1913, 1914
Cerebrovascular disease 1 1910, 1911, 1912
Dementia 1 1501, 1603
Chronic pulmonary disease 1 2011, 2012, 2013, 2014
Rheumatic disease 1 2301, 2305
Peptic ulcer disease 1 2104
Mild liver disease 1 1125, 2113, 2114
Diabetes without chronic complication 1 1402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 2 NA
Hemiplegia or paraplegia 2 1609
Renal disease 2 2404
Any malignancy, including lymphoma and leukemia, except malignant neoplasm of skin 2 1201–1212, 1214–1224, 1226–1230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3 NA
Metastatic solid tumor 6 1225
AIDS/HIV 6 1126, 5002

Modified from Lim. Health Soc Sci 2013;(34):237-256 [20].
KHP, Korea Health Panel; NA, bot applicable; AIDS/HIV,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human immunodeficiency virus.
*17 Disease category of Charlson comorbidity index. †Weighted value according to disease severity.

Table 1. Charlson comorbidity index and K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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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선 결과에서 우울 경험의 회귀계수는 지수변환 전의 값으

로 변환된 회귀계수 값으로 산출하면 우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총진

료비가 약 45% (=exp(0.37)), 의료서비스 이용은 약 19% (=exp(0.17))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고  찰

중 · 노년기 여성 만성 신체질환자 중 우울이 있는 사람은 지속적 신

체 불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

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건

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

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인의 의료이용 증가는 국가 

재정부담으로 연결된다[21]. 결론적으로, 개인의 심리 및 개인 그리

고 국가의 비용부담 문제로 중 · 노년기 여성 만성 신체질환자의 우울

은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만성 신체질환이 

있는 중 ·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 경험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

Characteristic
Before PSM After PSM

Non-depressive group (n=833) Depressive group (n=74) p-value Non-depressive group (n=129) Depressive group (n=66) p-value
Age (yr) 0.99 0.76

<65 371 (44.5) 33 (44.6) 60 (46.5) 29 (43.9)
≥65 462 (55.5) 41 (55.4) 69 (53.5) 37 (56.1)

Education 0.15 0.58
Elementary school 351 (42.1) 41 (55.4) 58 (45.0) 33 (50)
Middle school 184 (22.1) 13 (17.6) 20 (15.5) 13 (19.7)
High school 230 (27.6) 14 (18.9) 39 (30.2) 14 (21.2)
More than university 68 (8.2) 6 (8.1) 12 (9.3) 6 (9.1)

Spouse <0.001 0.65
No 253 (30.4) 39 (52.7) 57 (44.2) 32 (48.5)
Yes 580 (69.6) 35 (47.3) 72 (55.8) 34 (51.5)

Type of health insurance <0.001 0.78
Medical aid 22 (2.6) 14 (18.9) 9 (7.0) 6 (9.1)
National health insurance 811 (97.4) 60 (81.1) 120 (93) 60 (90.9)

Economic activity status 0.39 0.88
No 459 (55.1) 45 (60.8) 74 (57.4) 39 (59.1)
Yes 374 (44.9) 29 (39.2) 55 (42.6) 27 (40.9)

Income 0.01 0.45
1st quintile 155 (18.6) 23 (31.1) 39 (30.2) 16 (24.2)
2nd quintile 222 (26.7) 25 (33.8) 36 (27.9) 24 (36.4)
3rd quintile 149 (17.9) 13 (17.6) 18 (14.0) 13 (19.7)
4th quintile 150 (18.0) 6 (8.1) 16 (12.4) 6 (9.1)
5th quintile 157 (18.8) 7 (9.5) 20 (15.5) 7 (10.6)

Private health insurance 0.53 0.74
No 32 (3.8) 4 (5.4) 6 (4.7) 4 (6.1)
Yes 801 (96.2) 70 (94.6) 123 (95.3) 62 (93.9)

Disability 0.02 0.83
No 758 (91) 61 (82.4) 111 (86) 56 (84.8)
Yes 75 (9) 13 (17.6) 18 (14) 10 (15.2)

CCI score 0.17 0.92
0 486 (58.3) 36 (48.6) 64 (49.6) 35 (53)
1 249 (29.9) 27 (36.5) 47 (36.4) 22 (33.3)
2 73 (8.8) 6 (8.1) 12 (9.3) 5 (7.6)
≥3 25 (3.0) 5 (6.8) 6 (4.7) 4 (6.1)

Values are presented as frequency (%).
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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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oxplot. (A) Before propensity score matching. (B)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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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우울이 있는 중 · 노년기 여성 만성신체질환자의 평균 의

료기관 이용횟수 및 총진료비는 비우울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우울은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및 총진료비 증가에 유의한 영향

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CCI를 바탕으로 질병의 중증도를 보정하는 등 우울 경험

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가 유의하였던 

것은 중 · 노년기 여성 만성 신체질환자의 우울이 치료순응도 저하 및 

신체화를 야기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의 이유는 첫

째, 치료자가 중 · 노년기 여성 만성신체질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의 치

료순응도 저하 및 신체화를 적절히 치료하는 방안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체화를 보이는 사람의 상당수는 일차진

료기관을 내원하는데[3], 우리나라 일차진료 의사의 80% 이상은 신

체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치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22]. 둘째, 우울의 신체화를 보이는 중 · 노년기 여성 만성 신체질

환자가 자신의 정신건강문제를 신체증상으로 여기고, 신체증상이 심

리적 원인에 의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치료에 비협조적이기 때

문이다[3].

따라서 우울을 경험하는 중 · 노년기 여성 만성 신체질환자를 대상

으로 첫째, 우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우울선별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중 · 노년기 여성은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남성 

혹은 다른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우울 위험이 높으며[23], 이 중 만성 

신체질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우

울과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삶의 만족도까지 낮춘다고 보고됨에 따라 

우울선별검사 확대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11]. 둘째, 중 · 노년기 여성 

만성 신체질환자의 우울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통해 치료자를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 · 노년기 여성 만성 신체

질환자의 우울은 노후에 대한 불안, 신체 상실감이 원인이 됨을 고려

할 때, 교육자료 및 프로토콜의 예로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수

용과 관련한 심리상담, 신체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연계 등의 치료방

안이 있다[24]. 셋째,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정신진료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혹은 인식 개선으로 환자의 의료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Outpatient visit Depressive group (n=66) Non-depressive group (n=129) p-value
Total outpatient expenditures 1,320,819 1,087,388 0.5
Outpatient visit 37 31 0.0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value.

Table 3. Comparison of variables between depressive group and non-depressive group (n=195)

Variable Category
Total outpatient expenditures Outpatient visit

β SE p-value β SE p-value
Depression Yes 0.37 0.21 0.08 0.17 0.08 0.04
Age (ref: <65 yr) ≥65 yr 0.08 0.28 0.77 0.09 1.8 0.11
Education (re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0.08 0.31 0.81 -0.13 0.13 0.29

High school -0.03 0.3 0.91 -0.26 0.12 0.3
More than university -0.67 0.42 0.11 -0.65 0.17 <.001

Spouse (ref: no) Yes 0.18 0.22 0.4 0.04 0.09 0.68
Type of health insurance (ref: medical aid) National health insurance 1.03 3.39 0.01 -0.22 0.16 0.15
Economic activity status (ref: no) Yes 0.02 0.24 0.94 -0.23 0.09 0.02
Income (ref: 1st quintile) 2nd quintile 0.3 0.28 0.28 0.17 0.11 0.13

3rd quintile -0.12 0.35 0.73 -0.02 0.14 0.9
4th quintile -0.23 0.4 0.58 -0.27 0.16 0.87
5th quintile 0.13 0.4 0.75 0.15 0.16 0.34

Private health insurance (ref: no) Yes 0.44 0.48 0.36 0.37 0.19 0.06
Disability (ref: no) Yes 0.79 0.3 <0.001 0.45 0.12 <0.001
CCI score (ref: 0) 1 0.69 0.22 <0.001 0.3 0.09 <0.001

2 0.67 0.38 0.08 0.05 0.15 0.73
≥3 1.41 0.49 <0.001 0.41 0.2 0.03

SE, standard error; Ref, reference;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health car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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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식 개선의 유형에는 ‘정신건강’이라는 용어를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표현해 대중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다[24].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외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울을 경험하는 사람의 비중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의료급여자인 경우 높았다. 이 결과는 Ko [18]의 연

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앞선 특성들이 우울과 역

상관관계인 삶의 만족도를 낮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25]. 중 · 노년

기 여성 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가사노동을 

함께 수행하고, 질병 직면 시 돌봄을 제공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25]. 또한 장애가 있고, 소득이 낮을 때 삶의 질이 낮은 이유는 신체기

능의 저하로 사회참여활동이 제한되고, 품위 유지나 사회적 교류의 

지속 및 자립적 생활이 어렵다는 점과 관련 있다[25]. 의료급여자는 

소득이 낮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여러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앞선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연구

가 시행되어야 한다.

외래 총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동반질환지수인 CCI 점

수가 높은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외래 총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선행연

구와 비교할 때 상반되는 결과이다[26]. 이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

만 최근 만성질환자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건강관리프로그램 및 지역

사회 연계강화 등으로 의료급여자의 총진료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으

로 보인다[27]. 또한 의료급여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본인부담이 

낮은 종별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가 중 · 노년기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의료급여자 수가 적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향후 최근 자

료를 이용한 계속적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다른 질환 동반지수

인 CCI 점수도 총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고혈압과 당뇨

를 모두 가진 자가 고혈압만 가진 사람보다 총진료비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7]. 장애가 있는 경우 총진료비

가 증가한 것은 질병 자체로 인해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신체

적 제약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28]. 특히 장애는 외래 의료이용횟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이용과 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래 의료이용횟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의

료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에 신체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 혹은 장애가 있는 여성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혹은 본 연구의 대상자가 여성임

을 고려할 때, 여성이 경제활동 시 가사노동과 병행하여야 하기 때문

에 의료서비스 접근에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 증가에 영향을 주는지는 Lee와 

Lee [29]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 · 노년기 여성 만성 신체질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

고, 이들을 위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신질환으

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객관화된 측정

지표로 중증도를 측정하였으며, 성향점수 매칭으로 우울집단과 비우

울집단의 의료이용에 대한 특성 분포를 유사하게 하는 등 기존연구에

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셋째, 만성 신체질환

과 우울 동반위험이 높은 중 ·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정책개입의 필

요성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2016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한 단년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에 따라 다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

화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우울 경험 유

무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남성의 

경우 우울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수가 많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었

다. 앞선 결과는 남성의 경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우울로 인한 질환

이 심각하게 발전하기 전까지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셋째, 한국의료패널은 진단코드를 4단위 세분류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성향점수 매칭으로 실험

군에 매칭된 대조군만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즉 포함되지 못한 대

조군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표본의 손실이 발

생하였다. 다섯째, 우울의 기준을 임상적 진단명이 아닌 최근 1년간 2

주 이상 연속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슬펐거나 불

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따

라 본 연구결과는 임상적으로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섯째, 의료이용은 지역 간 차

이가 있을 수 있어 보정이 필요한데, 한국의료패널 자료는 시-군-구 

지역단위에 대한 지역별 통계분석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

려하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앞선 한계점

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016년도 자료를 이용한 연구

로, 만성 신체질환이 있는 중 ·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 경험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였으며, 연구결과, 우울 

경험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중 · 노년기 여성 만성 신체질환자 중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

을 위한 정책 대응방안의 마련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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