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  OECD Health Data(OECD, 2014)에 따르면 2011년도 우리나라의 전체 연령표준화 사망률(모든 
사인에 의한)1)은 인구 십만 명 당 753.9로 OECD평균인 813.2보다 낮음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12번째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낮은 국가임. 우리보다 연령표준화 사망
률이 낮은 국가로는 일본(632.8), 호주(673.3), 스위스(678.9), 프랑스(679.3) 등 11개 국가 정도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이 OECD국가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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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을 기준으로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은 ‘암 또는 신생물’

의 경우 군 지역이 인구 십만 명 당 23.0으로 도시 지역(시: 18.8, 대도시: 

16.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감염병, 순환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등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의료비 지출 수준은 이와 반대로 도시 지역에서 높고, 군 지역에서 낮았음

즉,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OECD국가에 비해서 양호하나 

국내적으로는 지역 간에 격차가 존재하며, 한편으로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이 높은 군 지역에서 의료비 지출이 낮아 의료이용의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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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OECD 기준에 따라 인구표준화를 해준 것으로, 국내 통계와 일치하지 않음에 주의를 요함. OECD Health Data 2014는 

기본적으로 2012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발표되었으나, 사망률 데이터의 경우에는 다수의 국가가 2011년까지만 제출한 상태임. 국제 비교를 위해서 본

고에서는 2011년을 기준으로 사망률을 정리함. 



■  이는 의료보장인구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
켜온 정부 노력의 결실이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 간에 의료이용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건강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짐

■  본고에서는 치료서비스의 중재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피할 수 있는 사망(Amenable 
mortality)’의 개념에 기초하여 지역 간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 현황을 점검해보고자 함

2.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의 정의

■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Amenable mortality)’이란 치료가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
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75
세 이하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Nolte and McKee, 2008; OECD, 2011)

○�사망은�질병의�예방과�치료를�통해�줄일�수�있는데,�질병의�예방과�치료를�모두�포함하여�회피할�수�있는�사망

률은‘회피�가능한�사망률(Avoidable�mortality)’이라�하고,�그�중에서�치료를�통해�회피할�수�있는�경우를‘치료

를�통해�회피할�수�있는�사망률(Amenable�mortality)’이라고�함

○�질병의�발생과�건강수준의�결정은�다양한�요인(유전,�생활행태,�사회적�요인,�의료서비스)의�영향을�받는데,�

의학적�지식의�개입이나�의료서비스�자체의�효과가�비교적�명확한�경우만을�‘치료를�통해�피할�수�있는�사

망률(Amenable�mortality)’이라고�보고�있음

-��예를�들어,�폐암은�의료서비스의�영향을�받기는�하나,�이보다는�흡연과�같은�건강행태나�석면�등�유해�환

경에의�노출에�의해�발생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적용�대상에서�제외함

-��치료를�통해�회피할�수�있는�사망�원인에�대한�분류�기준은�연구자마다�다양하게�제시하였으나,�다수의�연

구에서�임상적�효과에�근거하여�사망을�줄임에�있어서�건강행태�개선�등의�예방활동보다는�치료가�결정적

인�역할을�하는�질병들로�규정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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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같은 연령 제한이 모든 질병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 인구의 연령에 차이를 두는데, Nolte and McKee(2004)의 

연구에서는 자궁암(Uterine cancer)은 0-44세, 당뇨병(Diabetes)은 0-49세를 대상으로 하였음. 반면, Gisport(2006)의 질병목록표를 참고한 우리나라

의 연구(Kim, 2011)에서는 임신, 출산, 산욕과 관련된 사망(maternal deaths)이나 출산 전 사망(prenatal deaths)의 경우에 75세 이하가 아닌‘전체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음.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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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able

Amenable

Unavoidable

Mature

[그림 1] ‘피할 수 있는 사망’의 개념도 

출처: OECD, 2011



■  가장 최근의 논의는 Nolte and McKee(2008)와 Tobias and Yeh(2011)가 제시한 항목에 따라 OECD가 
수행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음

■  OECD(2011)는 두 연구자의 제안에 기초하여 OECD 31개 회원국의 2007년도‘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Amenable mortality)’을 산출한 바, 우리나라는 인구 십만 명 당 82 (Nolte and McKee(2008)
의 연구 기준), 86(Tobias and Yeh(2011)의 연구 기준)으로 확인되었음 (OECD평균은 각각 9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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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사망의 원인* ICD-10 코드

감염병

결핵 A15-A19, B90

폐렴, 급성호흡기감염성질환, 인플루엔자 A48, J00-J06, J10-J11, J12-J18, J20-J22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비루스 간염 등 

예방 가능 질병

A35-A37, A49.2, B05, B06, B26, A80, B15, 

B16, B17.0, B18.0-B18.1

암 또는 신생물

대장암 C18-C21

유방암 (여성) C50

자궁경부암 (여성) C53

자궁암 (여성) C54, C5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C43, C44

고환암 (남성) C62

호지킨병 C81

백혈병 C91-C95

대사증후군 등
갑상선 장애 E00-E07

당뇨병 E10-E14

순환기계 질환

만성류마티스성 심질환 I05-I09

고혈압성 질환 I10-I15

허혈성심질환 I20-I25

뇌혈관 질환 I60-I69

소화기계 질환
위 및 십이지장궤양 K25-K28

충수염, 탈장, 담석증 및 담낭염 K35-K38, K40-K46, K80-K82

출생전 사망 관련 질환

임신, 출산 및 산욕 O00-O99

주산기 사망 P00-P96

선천성기형 Q20-Q28

<표 1>  사망을 회피함에 있어 치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망원인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원인)

주: Nolte and McKee(2008)와 Tobias and Yeh(2011)의 연구를 재구성함.

     사망 발생 연령을 75세 미만으로 한정하되, 백혈병은 45세, 당뇨병은 49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  기존의 연구에서는 신경계 질환, 비뇨생식기계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망 빈도가 낮아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의료사고(External cause)도 발생기전이 질병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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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1인당 의료비의 산출

■  지역별‘의료비’는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의 자료(Korean national health accounts and total health 
expenditure) 중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지출된‘개인의료비’(individual health care services and medical 
goods)만을 대상으로 함

■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자료는 비급여 영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규모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지만, 지역별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Health�Insurance�Services;�NHIS)의‘시군구별�진료비�현황’자료를�

보조적으로�활용하여�지역별로�배분해�주었음

○�공공재원은‘보험자부담금’을,�민간재원은‘법정본인부담금’을�그대로�적용함.�현재까지�지역별·상병별����

�‘비급여본인부담금’을�대표할�수�있는�값이�없기�때문임

■  이렇게 구축된 의료비에 연앙인구수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1인당 의료비를 산출함 

4. 광역자치단체별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

■  2011년을 기준으로‘감염병’의 경우에는 경북, 부산, 전남, 충북에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았고, 경기, 
대전, 서울, 울산에서 낮았음

■   ‘암’은 광역자치단체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대사증후군 등’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08년의 경우 절대적으로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간에 격차도 컸음. 하지만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낮아지고 광역자
치단체 간에 격차도 줄어들었음

국민의료비

공공재원

민간재원

개인
의료비

집합
의료비

자본
형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자료

[그림 2]   지역별 의료비 구축



■   ‘순환기계 질환’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강원, 경북, 부산, 전남이 높았고,  광주, 대전, 서울, 제주는 낮았음

■   ‘소화기계 질환’과‘출생전 사망 관련 질환’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매우 불규칙한 분포를 보였음. 2010
년과 2011년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소화기계 질환’의 경우에는 전남의 연령표
준화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출생전 사망 관련 질환’은 울산이 크게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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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광역자치단체 간 차이와 연도별 변화 (2008-2011)

<감염병>

<대사증후군 등>

<소화기계 질환>

<암>

<순환기계 질환>

<출생 전 사망 관련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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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규모별‘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과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

■  전국 227개 시군구3)를 지역의 규모(대도시지역, 시지역, 군지역)에 따라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살펴본 
바, 질병 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분석기간 동안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지역 간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격차는 해소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악화되었음.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대체적으로 군 지역에서 높았으며, 도시지역에서 낮았음  

■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반대의 경향을 보였는데, 1인당 의료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며,  군 지역에서 낮고 도시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표준화 사망률
P-value

1인당 의료비
P-value

대도시
(n=69)

시
(n=73)

군
(n=85)

대도시
(n=69)

시
(n=73)

군
(n=85)

감염병

2008 7.83 10.57 14.85 0.0000 105,288 109,893 94,071 0.0000

2009 8.18 9.24 15.51 0.0000 122,806 129,268 110,531 0.0000

2010 8.78 9.37 15.54 0.0000 125,782 132,802 115,111 0.0000

2011 8.48 9.59 16.44 0.0000 125,613 134,253 117,468 0.0000

암 또는 

신생물

2008 17.97 20.15 22.67 0.1518 33,173 30,661 28,375 0.0000

2009 17.06 19.56 22.17 0.1190 37,613 34,585 33,658 0.0001

2010 17.24 19.46 22.08 0.0931 42,800 39,007 37,744 0.0000

2011 16.88 18.81 23.00 0.0077 47,027 42,384 41,514 0.0000

대사

증후군 등

2008 1.13 1.54 2.21 0.0011 44,669 42,284 42,508 0.0004

2009 1.08 1.04 1.96 0.0003 48,339 46,020 47,593 0.0025

2010 0.96 1.38 1.63 0.0171 51,273 49,694 51,406 0.0967

2011 0.85 0.99 1.28 0.1478 53,616 52,380 55,632 0.0006

순환기계 

질환

2008 48.48 56.14 81.19 0.0000 129,862 123,017 128,131 0.0066

2009 42.18 49.15 76.78 0.0000 139,442 133,787 141,554 0.0015

2010 38.92 48.17 72.54 0.0000 149,438 143,322 152,616 0.0003

2011 35.56 43.32 64.96 0.0000 153,498 147,606 162,408 0.0000

소화기계 

질환

2008 0.78 0.96 2.29 0.0000 22,183 23,607 24,393 0.0006

2009 0.73 0.89 1.61 0.0005 24,172 25,554 26,065 0.0051

2010 0.85 1.12 1.42 0.0209 25,160 26,516 27,585 0.0003

2011 0.72 1.16 2.13 0.0000 25,298 26,278 27,348 0.0024

출생 전 

사망 관련 

질환

2008 2.00 2.58 1.92 0.1593 21,815 22,987 18,477 0.0000

2009 1.90 2.57 2.26 0.1810 22,052 23,778 19,677 0.0000

2010 2.25 2.73 2.12 0.2386 25,356 26,763 22,029 0.0000

2011 2.07 2.90 1.64 0.0089 26,812 28,506 23,111 0.0000

<표 2>  지역규모별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1인당 의료비 (2008-2011) (단위: 십만 명 당, 원)

3)  2012년 1월 1일 기준 전국의 행정구역은 228개(74 시, 85 군, 69 구)로 구성됨. 단, 실증분석에서는 2010년 7월 1일 행정구역의 개편이 있었던 마산시와 

진해시, 창원시는 제외함. 세 지역은 모두 창원시로 통합되었음. 한편, 당진은 2012년 1월 1일부로‘군’에서‘시’로 승격되었음. 하지만 실증분석은 2011년

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진은 최종적으로 군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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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군구별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1인당 의료비의 분포 (2011년 기준)

<감염병>

<대사증후군 등>

<소화기계 질환>

<암>

<순환기계 질환>

<출생 전 사망 관련 질환>

-SMR-

-SMR-

-SMR- -SMR-

-SMR-

-SMR- -1인당 의료비-

-1인당 의료비-

-1인당 의료비- -1인당 의료비-

-1인당 의료비-

-1인당 의료비-



6. 정책방향

■  우리나라 국민은 질병과 사망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의료서비스의 이용량이 
더 적다라는‘의료 제공의 반비례’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켰으나,‘건강 
불평등’과‘의료이용의 불평등’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음

■  군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고, 건강수준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한 의료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피할 수 있는 사망 지표는 한 국가 내에서 지역 간 건강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거나 연도별 흐름을 확인
하는데 사용이 가능하고, 국가보건정책의 질을 평가하는데도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 유럽 국가들은 의료제도 성과 측정을 위한 감시체계로써‘피할 수 있는 사망’항목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바(AMIEHS 프로젝트;‘Avoidable Mortality in the European Union: towards 
better indicators for the Effectiveness of Health Systems’Project), 국내적으로도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  한편, 이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념과 분류체계에 있어서 다양한 합의의 과정과 시의 
적절한 업데이트 등의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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