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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건강문제를 시장에 맡겨두게 되면 사람들마다 질병발생에 처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수 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한 의료시장은 

그 속성상 질병의 발생이 불확실하고, 공 자인 의사와 소비자인 환자간에 질

병에 한 정보의 비 칭성 때문에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게 된

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정부가 의료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정부의 시장개입

을 통하여 비효율성을 이고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 한다. 본 보고서

는 보건의료의 형평성에 을 맞추고 있다. 

  보건의료의 형평은 그 개념에서부터 정한 형평에 한 단기 , 그리고 

형평성의 측정방법에 이르기 까지 일치된 이론이나 실증분석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문가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형평 문제를 근하고 있다. 를 들면, 계

층간 의료재원부담의 차이나 의료비용 부담의 차이, 의료이용( 근성)의 차이, 

질병이환의 차이, 건강수 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근래에 들어 국내 학계에

서도 보건의료의 형평성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형평성 실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건

강형평성 연구의 동향과 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심을 가

지고 있는 주제는 네가지 이다. 첫째는 보건의료 재원부담의 형평성으로써 조

세, 보험료, 환자본인부담 등 부담의 측면에서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분석하고 

있다. 둘째는 건강상태(혹은 건강수 )의 형평성으로써 질병이환과 주  건강

평가의 측면에서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분석하고 있다. 셋째는 건강상태에 비추

어 충족되지 못한 의료이용(unmet need)의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수 의 형평성 연구의 국내 동향을 정리하고 형평성 연

구의 발 을 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최병호 연구 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으며, 국방 학원에



서 수학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노연홍 국장, 본원의 빙연구 원인 윤병식 

박사, 신 웅 주임연구원, 그리고 Harvard 보건 학원에서 연구휴직 에 있는 

서울 학교 보건 학원의 김창엽 교수와 을지의과 학의 김명희 교수가 연구에 

참여하 다. 본 연구가 제한된 연구기간으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형평문

제를 모두 포 하지는 못하 지만, 향후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들

에게는 종합 인 연구의 흐름을 악하는 데에 도움을  것으로 기 한다. 그

리고 보건의료 정책담당자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형평에 한 실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리라 기 한다. 

  본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학계의 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하려고 노력하 으

며, 원내 워크 을 통하여 원내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려 노력하 다. 연구

진은 본고를 세심히 읽고 완성하는 데에 귀 한 조언을 해 주신 덕성여자 학

교의 故 권순원 교수, 경북 학교 의과 학의 박재용 교수, 서울 학교 보건

학원의 권순만 교수, 그리고 본원의 유근춘 박사와 선우덕 박사에게 사의를 표

하고 있다. 보고서의 편집에 애쓴 박효숙 주임연구조원에게도 사의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보고서의 내용은 자들의 의견이며 내용상의 하자 역시 자들의 

책임이며 본원의 공식 인 견해는 아님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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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ing Inequity in Health Care and Policy Proposals in Korea 

    This report evaluates the current situation of inequity in health care financing 
and utilization between income groups, and proposes policies to improve equitable 
health car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ing. By Kakwani index(Kt) measuring 
inequity in health care financing, the overall index was estimated -0.1693 in 2000 
that presents relatively 'inequitable' compared to those of OECD countries. Kt of 
direct tax was shown 0.1499, progressive as expected and similar to that of OECD. 
Kt of indirect tax was -0.0441, regressive and more regressive compared to that of 
OECD. Kt of social insurance was shown -0.0847, regressive while those of OECD 
countries ware progressive. That implies policy efforts should be enforced to 
enhance the equitable burden of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Kt of out-of-pocket 
payment was estimated -0.2353, regressive and not much regressive compared to 
some OECD countries. The reason of this, we must note, is from the inclination of 
higher income earners' more use of cost in services which are not covered by 
social health insurance. 
    By Le Grand index(HILG) measuring the unmet need for utilization, HILG 
was -0.05092 in acute care, and -0.03903 in cronic care that seems like 'equitable' 
toward low income households, however, it close to 0 and so the utilization cannot 
be said 'equitable'. HILG was +0.07727 in self-assessment of health which was 
inequitably favorable toward higher income households. Compared to those of 
OECD countries, the level of inequity in utilization is estimated not to be 
inequitable. This inference seems not to be acceptable to experts, and so we need 
to be more cautious to design survey method and sample selection. 



요 약 

1. 연구목  

□ 본 연구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형평성 실태를 분석하고, 형평성을 개선하기 

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 형평성 분석은 다음 세가지 역으로 근함. 

   － 첫째, 보건의료 재원부담의 형평성 

   － 둘째, 건강수  혹은 건강상태의 형평성

   － 셋째, 의료이용의 형평성; 의료필요와 비교한 의료이용(unmet need)의 형평성 

2. 연구방법 

□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 방법: 가쿠와니 지수(Kakwani index), 수직  형평과 수평  형평을 측정

      ∙ 가쿠와니 지수 (+)는 진 , (-)는 역진  

   － 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과 2000년 

□ 건강상태(수 )의 형평성 

   － 방법: 집 도(Concentration index) 분석 

      ∙ 변수: 성질환(질환의 유무), 만성질환(질환 유무), 자기건강평가(건

강상태가 나쁘다, 좋다; 혹은 5(very good), 4(good), 3(fair), 

2(bad), 1(very bad) ) 

      ∙ 집 도 (+)는 진 , (-)는 역진  

   － 자료: 국민건강 양조사,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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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 건강수 의 형평에 한 문헌 조사 

□ 의료이용의 형평성 

   － 방법: 루그랑지수(Le Grand) 지수 

   즉 HILG =  의료비부담의 집 도 - 의료필요의 집 도 

   (+) 는 역진 , 즉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불공평 

   (-) 는 진 , 즉 소득자에게 유리한 공평 

   － 자료: 국민건강 양조사, 1998년 

3. 분석결과 

  가.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 직 세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1996년에 0.1170 이며, 2000년에 0.1499 로써 

진성이 다소 강화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0.2를 과하는 경향이 있어 진성의 강화가 요청됨. 

□ 간 세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1996년에 -0.0422 로써 역진 이기는 하나 

거의 비례세에 가까운 정도이며, 2000년에 -0.0441 로써 거의 변화가 없음.

   － 외국과 비교하여 덜 역진 으로 나타나, 한국에서 간 세는 상당히 역진

일 것이라는 통상 인 인식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

□ 체 인 조세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1996년 0.0022 에 비해 2000년에 

0.0327 로써 진 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그러나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서는 진성의 정도가 아직 취약함.

□ 보험료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1996년에 -0.1610 로써 역진 임. 2000년에는 

-0.0847 로 역진성이 완화됨. 이는 1998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통합이 향

을 미친 것으로 단됨.



요 약 13

   － 보험료의 역진 인 재분배효과를 100 으로 볼 때에, 2000년의 경우 수직

 재분배 과정에서 69 만큼 역진성에 기여했고, 수평  재분배 과정에

서 35 만큼 부유층 편향의 재분배에 기여하 음.

   － 외국의 경우 부분 진 임. 조합방식인 네덜란드와 독일에 비해서는 

다소 역진성이 낮으나 일본보다는 더 역진 임. 

□ 본인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1996년 -0.1377 로써 역진 임. 2000년의 경우 

-0.2353 으로써 역진성이 심화됨. 

   － 본인부담의 역진 인 재분배효과를 100 으로 볼 때에 2000년 기 으로 

수직  재분배 과정에서 94.5 만큼 역진성에 기여하 고, 수평  재분배

과정에서 10.8 만큼 부유층 편향의 재분배에 기여한 결과임.

   － 본인부담의 형평성은 외국의 부분이 역진 으로 나타나나 그 정도는 

국가 마다 다름. 

   － 한국의 경우 역진성이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 했지만 생각보다 그다

지 역진 이지 않은 이유는 고소득층이 비 여 본인부담비용을 많이 사

용하는 경향이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단됨. 

□ 체 인 재원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1996년 -0.1296, 2000년 -0.1693 으로

써 다소 역진 이며 역진성이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의 경우 弱 진 혹은 弱역진 임. 

   － 한국의 경우 부분 연구에서 약한 역진성을 보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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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1996) 

소득
분포

공 부담
직 부담

(본인부담)
보험료

+본인부담
 체세

보험료 공 부담 
체직 세 간 세 체세

지니계수 0.31988

가쿠와니 0.11702 -0.04224 0.00220 -0.16102 -0.11097 -0.13769 -0.14311 -0.12957 

RE 0.00252 -0.00243 0.00018 -0.00100 -0.00100 -0.00287 -0.00392 -0.00392 

V 0.00287 -0.00208 0.00054 -0.00065 -0.00065 -0.00255 -0.00359 -0.00359 

H 0.00054 0.00050 0.00070 0.00037 0.00036 0.00068 0.00069 0.00070 

R -0.00019 -0.00015 -0.00034 -0.00002 -0.00001 -0.00036 -0.00036 -0.00037 

〈표 2〉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2000) 

소득
분포

공 부담
직 부담

(본인부담)
보험료

+본인부담
 체세

보험료
공 부담 

체직 세 간 세 체세

지니계수 0.33854

가쿠와니 0.14999 -0.04410 0.03274 -0.08474 -0.06247 -0.23534 -0.18506 -0.16929

RE 0.00551 -0.00253 0.00322 -0.00130 -0.00119 -0.00730 -0.00876 -0.00867

V 0.00592 -0.00212 0.00364 -0.00090 -0.00079 -0.00690 -0.00835 -0.00826

H 0.00067 0.00054 0.00085 0.00045 0.00045 0.00079 0.00083 0.00084

R -0.00026 -0.00013 -0.00043 -0.00005 -0.00005 -0.00039 -0.00042 -0.00043

〈표 3〉 보건의료재원부담의 재분배효과의 구성(decomposition), 1996

Index

공 부담
직 부담

(본인부담)
보험료

+본인부담  체세
보험료

공 부담 
체직 세 간 세

RE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V 113.89 85.60 65.00 65.00 88.85 91.58 91.58 

H 21.43 -20.58 -37.00 -36.00 -23.69 -17.60 -17.86 

R -7.54 6.17 2.00 1.00 12.54 9.18 9.44 

〈표 4〉 보건의료재원부담의 재분배효과의 구성(decomposition), 2000

Index

공 부담
직 부담

(본인부담)
보험료

+본인부담
 체세

보험료 공 부담 
체직 세 간 세

RE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V 107.44 83.78 69.19 66.34 94.52 95.32 95.27 

H 12.16 -21.36 -34.66 -37.87 -10.82 -9.48 -9.69 

R -4.72 5.14 3.85 4.21 5.34 4.80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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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국가간 비교: Kakwani 지수 

Direct 

tax

Indirect 

tax

General 

taxes

Social 

Ins

Total 

public

Private 

Ins
OOP

Total 

private

Total 

Payments

Netherland(1992) 0.2003 -0.0885 0.0714 -0.1286 -0.1003 0.0833 -0.0377 0.0434 -0.0703 

UK(1993) 0.2843 -0.1522 0.0456 0.1867 0.0792 0.0766 -0.2229 -0.0919 0.0510 

Switzerland(1992) 0.2055 -0.0722 0.1590 0.0551 0.1389 -0.2548 -0.0369 -0.2945 -0.1402 

Finland(1990) 0.1272 -0.0969 0.0555 0.0937 0.0937 0.0000 -0.2419 -0.2419 0.0181 

US(1987) 0.2104 -0.0674 0.1487 0.0181 0.1060 -0.2374 -0.3874 -0.3168 -0.1303 

Germany(1989) 0.2488 -0.0922 0.1100 -0.0977 -0.0533 0.1219 -0.0963 -0.0067 -0.0452 

Korea 

양 민외
1996 0.1719 0.0447 0.1120 -0.2166 -0.0994 n.a. -0.0166 -0.0166 -0.0518 

2000 0.2683 0.0379 0.1559 -0.1634 -0.0600 n.a 0.0124 0.0124 -0.0239

문성 2000 0.22573 - - -0.0852 - - -0.1224 - -0.06620

신호성외 2000 0.2220 -0.0433 0.0511 -0.0397 -0.0138 - -0.1024 - -0.0638

본 연구
1996 0.1170 -0.0422 0.0022 -0.1610 -0.1110 - -0.1377 - -0.1296

2000 0.1499 -0.0441 0.0327 -0.0847 -0.0625 - -0.2353 - -0.1693

자료: Wagstaff and van Doorslaer, et al(1999); 양 민 외(2003), 문성 (2003), 신호성 외(2004).

  나. 건강수 의 형평성 

□ 성질환의 발생은 소득계층간 차이가 없으며, 만성질환은 소득층에 다소 

많아 다소 역진 인 경향(집 도 -0.03937)을 보임. 자기건강평가는 역진

인 상태(집 도 -0.18677). 

□ 소득분 별로 성, 연령을 보정한 표 화한 건강수 의 형평성은 다소 역진

성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만성질환의 집 도는 -0.01533, 자기건강평가

의 집 도는 -0.13163).

   － 그 이유는 소득분 에 건강상태가 나쁜 고령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

므로 연령을 보정하면 소득분 의 건강상태의 불공평을 다소 완화시

키기 때문 

□ Wagstaff et al(1997)의 제안에 따라 계산한 자기건강평가의 형평성 지표로서

의 집 도(CI)는 -0.0837 역진성이 상당히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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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 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미국과 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비해 

불공평한 상태에 있음. 

   － 특이한 은 스 스는 재원부담의 불공평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자

기건강평가의 불공평성은 그다지 크지 않음.

□ 외국의 경험 인 수치를 통하여 볼 때에 보건의료재원부담의 불공평이 반

드시 건강수 의 불공평으로 직 으로 연결되지 않음. 

□ Doorsler et al.(1993)에 의한 건강수 의 형평성 평가에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공평한 편에 속함. 

〈표 6〉 소득분 별 건강수 의 형평성 

소득분 비표 화 건강수 (성, 연령 보정 이 ) 표 화한 건강수 (성, 연령 보정)

성질환¹ 만성질환¹ 자기건강 
평가¹ 성질환 만성질환 자기건강

평가

CI (집 도) 0.000161 -0.03937 -0.18677 -0.00344 -0.01533 -0.13163

주: 1) 성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상자의 비율이며, 자기건강평가에서 건강이 나

쁜 쪽으로 응답한 비율임. 

〈표 7〉 건강수 의 형평성 국가비교: van Doorsler 방식의 집 도지수

국 가 연도 만성질환 한정  만성질환 자기건강평가

덴마크 1981 -0.086 - -0.237

네덜란드 1987 -0.040 - -0.155

국 1985 -0.104 -0.243 -0.316

아일랜드 1987 -0.148 - -

랑스 1984 -0.009 - -

스페인 1980 -0.058 -0.104 -0.220

포르투갈 1981 - -0.111 -

스 스 1981 -0.013 -0.202 -0.156

미국 1980 - -0.244 -0.317

일본 1992 - -0.008 -0.018

한국 

문성 1999 - -0.109 -0.330

본 연구 1998 -0.01533 -0.13163

  주: 본 연구의 수치는 성‧연령을 보정한 뒤의 집 도임. 

자료: van Doorsler et al.(1993), 문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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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 의료필요 비 의료이용의 형평지표인 Le Grand 지수는 성질환-0.05092, 

만성질환 -0.03903 으로써 소득층에 다소 유리하지만 거의 0 에 가까워 

반드시 의료이용이 형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음. 

□ 자기건강평가의 Le Grand 지수는 +0.07727 로써 고소득자에 유리한 불공평 

□ 의료비부담을 성, 연령, 만성질환 등으로 보정하면 만성질환의 역진성이 

다소 완화됨. 즉 소득층에 유리한 공평의 성향이 다소 후퇴함. 자기건강

평가에서도 고소득자에 유리한 불공평이 다소 심화

□ 외국과 비교하여 의료이용의 불평등도가 크지는 않음. 

   － 미국은 의료비부담의 불공평성이 크기도 하지만 건강상태의 불공평성은 

더욱 커서 의료이용의 불공평성이 크게 나타남. 

   － 국의 경우 의료비부담의 불공평은 미국 보다는 완화된 상태이나 건강

상태의 불공평이 매우 커서 의료이용의 불공평은 미국 보다 더 악화됨. 

   － 반면 스 스는 의료비부담의 불공평은 크지만 건강상태의 불공평은 상

으로 작아 의료이용의 불공평이 크지 않음. 

〈표 8〉 소득분 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소득

분

비표 화

의료비

표 화한

의료비분포

표 화한 의료필요

성질환 만성질환 자기 건강평가

CI -0.05547 -0.05436 -0.00344 -0.01533 -0.13163

HILG

CIm - CIn - - -0.05203 -0.04014 0.07616

HIWVP  - CIn - - -0.05092 -0.03903 0.07727

주: HILG 는 의료비 집 도에서 의료필요의 집 도를 차감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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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의료필요 비 의료이용의 형평성 국가비교: Le Grand 지수¹

 국 가 연도
만성

질환

한정

만성질환

자기

건강

평가

Le Grand 지수의 계산근거인 집 도

만성

질환

한정  

만성질환

자기건강

평가
의료비

덴마크 1982 -0.094 - 0.051 -0.086 - -0.237 -0.180

네덜란드 1981 -0.010 - 0.066 -0.040 - -0.155 -0.050

국 1985 0.052 0.155 0.228 -0.104 -0.243 -0.316 -0.088

아일랜드 1987 0.015 - -0.100 -0.148 - - -0.133

랑스 1980 -0.093 - - -0.009 - - -0.102

스페인 1987 0.042 0.087 0.204 -0.058 -0.104 -0.220 -0.016

포르투갈 1981 - 0.031 - - -0.111 - -0.080

스 스 1981 -0.110 0.079 0.033 -0.013 -0.202 -0.156 -0.123

미국 1980 - 0.129 0.202 - -0.244 -0.317 -0.115

일본 1992 - -0.013 -0.004 - -0.008 -0.018 -0.022

한국

문성 1999 - 0.285 0.506 - -0.109 -0.330 0.176

본 연구 1998 -0.04014 - 0.07616 -0.01533 - -0.13163
-0.05547

(-0.05436)²

  주: 1) Le Grand 지수는 의료비의 집 도(Cm)에서 의료필요의 집 도(Cn)를 차감하여 계산함. 

2) (  )내는 의료비의 집 도를 성, 연령  만성질환으로 보정하여 표 화한 집 도인 

HIwvp 지수임. 

자료: van Doorsler et al.(1993), Kunizaki(2000), 문성 (2003) 

〈표 10〉 의료이용의 형평성 국가간 비교: Le Grand 지수의 표 화 

 국 가 연도

표 화한 Le Grand 지수 Le Grand 지수

자기

건강평가

만성질환과 

자기건강평가
만성질환

한정

만성질환
자기건강평가

덴마크 1982 -0.099 -0.055 -0.094 - 0.051

네덜란드 1981 0.011 0.025 -0.010 - 0.066

국 1985 0.002 0.009 0.052 0.155 0.228

아일랜드 1987 - - 0.015 - -0.100

랑스 1980 - - -0.093 - -

스페인 1987 0.017 - 0.042 0.087 0.204

포르투갈 1981 - - - 0.031 -

스 스 1981 -0.061 -0.043 -0.110 0.079 0.033

미국 1980 -0.017 - - 0.129 0.202

일본 1992 - - - -0.013 -0.004

한국
문성 1999 - - - 0.285 0.506

본 연구 1998 0.07727 -0.03903 -0.04014 - 0.07616

 

  주: 1) 표 화한 Le Grand 지수는 의료비의 집 도를 성, 연령  만성질환으로 보정하여 표

화한 집 도인 HIwvp 지수에서 Cn을 차감하여 계산한 결과임. 

자료: van Doorsler et al.(1993), Kunizaki(2000), 문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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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과제 

  가.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제고 

□ 보험료부담의 역진성을 개선 

   － 외국에 비해 역진 임. 향후 보험료부담의 공평성은 지속 인 과제로 남음. 

   － 보건의료재원  보험료 비 은 재는 약 30%에 불과하나, 향후 건강보

험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보험료의 비 이 커지게 되면 보험료부담의 

역진성은 큰 문제로 등장할 것임. 

□ 환자 본인부담이 외국에 비해 역진성이 낮은 것은 고소득층의 불필요한 비

여 이용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필수 인 진료를 상으로 할 때

에는 분석상 나타나는 수치 보다 훨씬 역진성이 심할 것임. 

   － 특히 한국의 본인부담 비 이 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

아 본인부담의 역진성은 심각한 형평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보험료부담의 형평과 본인부담의 

형평을 동시에 제고하여야 함. 

   － 본인부담의 형평 제고를 해서는 보험 여를 늘려야 하고, 보험 여의 

확 는 보험료의 인상을 수반함. 

   － 따라서 보험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부담체계의 불공평이 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불공평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음. 

   － 그런데 보험료부담의 형평은 근본 으로 소득 악이 제되어야 함. 

□ 보험료부과의 공평을 제고하는 몇 가지 정책 안을 검토해야 함. 

   － 지역가입자에 한 국고지원을 차등화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혹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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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이외에 자산소득( 융소득, 부동산소득 등), 그리고 기타 소득

( , 연 소득 등)에게 보험료를 부과 

□ 소득 악이 상당히 장기간 실 하기 곤란하다면 건강보험 재원조달을 조세

로 하는 방안을 검토 

   － 형평성 문제가 정책의 우선순 에 있다면,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보험료에 의한 재원조달 보다 형평하기 때문 

□ 그러나 재의 과세 상에 건강보험세를 부과할 경우의 문제  

   － 소득에 부과할 경우 재 소득세제는 과세미달자와 무기장자의 비 이 

여 히 높아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 부가가치에 부과할 경우에도 간이과세자가 2002년 기 으로 약 46.5%에 

이르며 이 에서 납부면제자의 비율이 부가가치세 납부 상자의 39.2%

로서 과세의 형평성문제에 부닥침. 

   － 부가가치세로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하기 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행

의 10%에서 약 15%까지 인상해야 하는 데, 이는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

용하고, 강력한 조세 항을 유발할 것임.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과하여 건강보험의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그 

규모가 역부족임. 

□ 안으로써 재 보험료의 부과 상과 거의 유사한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

치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부담  등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상 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  합의

가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임. 

   － 그러나 목 세로써의 건강보험세가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

다는 비 이 제기될 것이며, 건강보험재정이 정부회계에서 리됨으로써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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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의 역진성을 정상화하고 개선하기 해서는 비 여진료에 한 투

명성을 제고하면서 여범 를 확 해나가야 함. 

   － 필수 인 의료서비스에 한 필수진료 패키지(GHCP: Guaranteed Health 

Care Package)를 정비하여야 함. 

   － GHCP 내에서 부분의 질병에 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

를 해서 진료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야 함. 

   － 한 GHCP 내의 서비스들에 한 가격  진료량에 한 통제가 이루

어짐으로써 보험재정에 한 통제기능이 확보되어야 함. 

   － 이러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증  만성질환에 한 환자의 비용부담

이 최소화되도록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함. 

  나. 건강수  비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 

□ 소득계층별 건강수 과 의료이용(unmet need)의 형평성을 분석하 으나, 건

강수 은 소득수 에 의해 직간 으로 향을 받는 내생 인 계에 있

어 분석상 한계가 있음. 

□ 건강수 은 소득 이외에 교육수 , 거주지역(환경), 양, 생활습  등에 의

해 다양한 향을 받음. 

   － 따라서 건강수 의 제고는 소득수 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이외에 다양

한 사회  여건의 구조  변화를 이루어내어야 함. 

□ 그러나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이 국민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 최우선

순 에 있지 않는 한, 건강수 의 형평 제고를 해 경제사회의 구조를 개

하는 것은 많은 장애에 부닥칠 것임. 

   － 따라서 소득계층별 건강수 의 형평을 제고하는 정책 인 수단은 한정

될 수밖에 없음. 



22

□ 건강수 의 조작 인 정의와 지표의 선정에 따라 다양한 측정결과들이 도

출되며, 어떤 지표를 기 으로 하느냐에 따라 정책 인 수단들이 달라짐.

   － 지표 : 사망률, 건강수명(QALY), 질환유병률, 주  평가 등 

□ 건강수 의 제고는 보건의료제도(의료보장제도 포함)와 보건의료공  시스

템, 국민들의 생활양상(습 ), 생과 환경, 식생활, 경제수 , 사회심리  

스트 스 등 복합  요인에 의해 향을 받음. 

   － 따라서 정책이 포 인 근이어야 함. 그러나 실 으로 정책수단별

로 부분 인 근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정책수단들을 

종합 으로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 

□ 건강수 의 측정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의료이용상의 격차를 시정하

기 한 정책 인 수단은 비교  쉽게 동원할 수 있음. 

   － 다만, 우선순 , 재원, 실 가능성 등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함. 



Ⅰ. 서 론 

  보건의료시장은 그 속성상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

기 때문에 부분의 국가들은 의료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시장 개입의 수단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의료공 시장에 정부가 직  개입하는 방안

으로 공 보건, 생, 공공의료시설, 의료인력 면허 리 등이 해당할 것이다. 둘

째는 의료시장에 한 각종 규제들로써 각종 보건의료정책이 이에 해당할 것이

다. 셋째는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시장실패는 의사-환자간 정보비 칭이나 질병발생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

하게 된다. 시장실패와 더불어 보건의료비용  이용에 있어서 심각한 형평성

의 문제도 발생한다. 즉 소득계층간에 의료비부담능력에 큰 격차가 있고, 이에 

따라 의료이용( 근성)에 있어서 격차도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질병이환율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고 궁극 으로 건강수 의 격차를 야기한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시장에 개입하여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려 할 뿐 아니라, 의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 노력하게 된다. 

  본 연구는 그 에서 형평성 문제를 조명하고자 한다. 정부의 개입으로 나타

난 의료의 형평성 실태를 분석하고, 불공평을 개선하기 한 정책과제를 제시

하고자 한다. 형평성을 측정하기 한 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재원부담의 형평성이다. 재원부담은 

직 세와 간 세, 건강보험료와 환자본인부담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반 인 보건의료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측정하

는 한편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료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건강수  혹은 건강상태의 형평성이다. 건강수 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질병이환율( 성질환, 만성질환 등), 주 인 건강평가, 장애상태, 사망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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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명, 그리고 건강의 질을 보정한 여러 가지 형태의 건강수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질병이환  주  

건강평가에 을 맞추고자 한다.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이용한 건강수 의 

형평 문제는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의료이용의 형평성이다.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의료욕구나 의료필요

(need)와 비교하여 의료이용의 근성이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궁극 인 목표가 된다. 국민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의료필요와 의료이

용간의 차이를 통하여 이용의 형평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 외에 건강보험 자

료를 이용하여 의료이용량이나 본인부담  보험 여 혜택의 형평성을 측정하

고자 한다. 

  형평성을 측정하더라도 해석상의 잘못을 지를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를 들면, 빈곤층의 의료이용이 낮게 나타날 때에 그 원인을 의료이용의 필요성

이 낮은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비용부담 때문에 의료이용의 근성이 

낮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의료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빈곤층이 의료서비스

의 질이 낮고 비용이 싼 의료기 을 이용하게 되면 의료비용은 낮아지지만, 낮

은 의료비용은 건강수 을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한편 의료에 있어서 형평 문제는 궁극 으로 건강수 의 형평 문제와 연결되

는데, 본 연구에서는 건강수 의 형평을 측정하지는 않고 건강수 의 형평 문

제와 련하여 그동안 행해진 연구의 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향후 

건강형평성 연구의 본질과 직결되므로 개론  성격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련한 부분의 논의는 사회계층 혹은 사회  지 의 차이에 따른 건강

수 의 형평 문제에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즉 사회경제  지 에 따라 건강 

수 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역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일 되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  하나이다(Lynch J, Kaplan G. 2000). 그러나 이는 새로운 상이라

기보다 19세기 들어 사망 통계가 발 함에 따라 “발견된” 상이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19세기 이래 재에 이르기까지 반 인 사망률은  세계 으

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회계층간의 건강 격차는 놀랄 만큼 일정한 크기를 보여 

왔으며, 심지어 서구 선진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 간 건강 격차가 분명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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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Mackenback JP, 2002). 재도 건강 불평등은 가장 요한 보건 문제 

의 하나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보건기구는 국민 건강 수 의 ‘평균

(average)’ 향상은 물론 ‘분포(distribution)’의 문제를 국가보건정책에 포함시키도

록 권고하고 있다(Feachem RGA, 2000). 

  국제건강형평성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Equity in Health)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에서의 형평성(equity in health)”이란 사회 , 경제 , 인구학 , 혹은 지역

으로 구분된 인구집단 사이에 구조 이고 교정가능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Macinko JA, 2002). 즉, 건강에서의 불형평성(inequity)이란 건강 수 이 “같

지 않다(inequality, 不等)”는 사실을 넘어서 그러한 차이가 피할 수 있고 공정하

지 못하다는 것(unavoidable, unfair inequality)을 의미하는 가치(value) 지향  개념

이라 할 수 있다(Whitehead M, 1991). 건강의 사회경제  불평등 혹은 건강 형평

성에 한 연구들 한 여타의 의학/보건학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병인론(etiology)

에 을 두며 그에 기반한 질병의 방과 리방안을 다룬다. 하지만, 보다 원

부(distal)에 치한 근본 인 원인(fundamental causes)(Link BG, 1995)에 을 

두며, 개인 심의 고 험군 략(high-risk strategy)보다는 인구집단 략

(population-based strategy)(Rose G, 1992)을 취하고, 앞서 정의한 로 가치 심

이고 실천 인 결론을 지향한다는 이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80년 국에서 블랙 보고서(Black Report)가 출간된 이래, 서구 개발 국가들

을 심으로 건강 불평등에 한 연구들은 양 ‧질 인 측면에서 커다란 발

을 거듭해왔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 역사가 비교  짧고 아

직 연구 성과의 축 이 미미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실 인 측면에서, 국내

에서 이러한 연구가 크게 발 하지 못한 가장 요한 이유는 쓸 수 있는 자료

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연구들은 개 독립 인 연구조사보

다는 기존의 사망등록자료나 다양한 국가 단 의 통계조사들로부터 얻어진 2차 

자료를 분석하여 불평등의 황을 기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

에서 이러한 자료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비교  최근의 일이

며, 따라서 이들을 활용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것도 최근에 들어서야 가능해

졌다. 물론 이러한 기술 인 문제 이외에도 건강 형평성 연구의 발 을 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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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가능한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반공 이데올로기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사회  불평등에 한 연구는 자칫 정권과 자본주의 체제에 한 반 로 비춰

질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념  제약이 의식 , 무의식 으로 연구 범 를 제한

했을 수 있다(Khang YH, 2004). 한, 우리 사회의 의학교육 과정이나 건강에 

한 사회  담론들이 상당 부분 생의학  에 기반하고 있으며(Son M, 

2004), 따라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건강의 사회  결정요인에 한 지식이나 

인식이 극도로 취약했다는 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망등

록자료나 인구센서스, 국민건강 양조사 등 국가 통계 자료들의 질이 향상되고 

연구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물론, 이념 인 제약이 상 으로 완화되고 형평

성 이슈에 한 학문 ․사회  심들이 높아지면서 최근 이와 련한 연구

결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90년  이

후 우리 사회에서 발표된 건강 형평성 련 연구들의 황을 살펴보고 향후 

망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형평성 분석 이론과 연구방법 

1. 재원부담의 형평성 

  가. 가쿠와니(Kakwani) 지수 

  보건의료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가쿠와니 지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불능력에 비해 보건의료에 한 지출(즉 환자가 직  부담하는 비용)

을 얼마나 진 으로 혹은 역진 으로 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일반 으로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지출의 분포곡선은 고소득일수록 보건

의료를 해 지불한 비용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즉 [도 Ⅱ-1]과 같이 의료비

지출이 있기 의 소득의 분포곡선은 Lpre(p) 이며, 의료비지출 이후의 소

득의 분포곡선은 Lpre(p) 곡선 보다 아래에 치하게 되는 Lpay(p)와 같이 

나타난다. 하지만 의료비부담이 소득이 상승할수록 많아지는 상만으로 보건

의료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측정하기는 곤란하다. 소득 자체가 일반 으로 고소

득층에 유리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분포의 불형평성을 고려하여 보건

의료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분석하여야 비로소 의미있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소득분포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표 인 지표인 지니계수와 보건의료

비 부담의 분포곡선을 비교하여 보건의료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구할 수 있

다. 를 들어, [도 Ⅱ-1]에서 소득의 분포곡선 Lpre(p)에 비해 보건의료비 

지출이 고소득층에 상 으로 더 집 되어 있으므로 보건의료재원부담이 소득

에 진 이라고 즉 수직 으로 형평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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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Ⅱ-1〕 보건의료비 지출 후의 소득집 도 

Lpre(p)

Lpay(p)

100%
cum
prop

0%    Cum % population p, ranked by income   100%

주: Lpre(p) 는 의료비지출이 있기 의 소득의 분포곡선이며, Lpay(p) 은 의료비지출 이후의 

소득의 분포곡선 임. 

  구체 으로 보건의료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가쿠와니 지수는 소득수

별로 보건의료에 지출된 액의 집 도지수(concentration index of payment)와 

보건의료비 부담 이 의 소득분포로 측정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간

의 차이로 계산한다. 

가쿠와니 지수 = 보건의료비부담의 집 도지수(Concentration index for payment) 

- 보건의료비부담 이  소득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of 

prepayment income) 

즉,      =   -  

t : 가구의 보건의료비부담(즉 의료비지출) 

x : 가구의 소득수  

  : 보건의료비 부담의 집 계수

 : 보건의료비 부담 이 의 소득에 한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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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집 도지수는 (-1, 1)로 분포하고, 지니계수는 (0, 1)의 범주를 가지므

로 가쿠와니 지수(K)는 (-2, 1)의 값을 가진다. 양의 값의 가쿠와니 지수는 보건

의료비 부담의 진 인 양상을, 0은 소득분포에 비례하는 보건의료비부담을, 

음의 값은 소득역진 인 보건의료비 부담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가구의 지불

능력에 비해 의료비부담이 형평한지, 바꾸어 말하면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이 수

직 으로 형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가쿠와니 지수를 구하는 수리 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2σ2
R [hi/η- yi/μ]=α+βRi +ui

  hi 와 η는 i번째 가구의 의료비 지출 변수와 평균이며, yi와 μ는 i번째 가구의 

지불능력변수와 이들의 평균을 나타낸다. Ri 은 지불능력의 분포에 있어서의 

fractional rank를 의미하며 σ2R는 fractional rank의 표본분산(sample variance)을 

나타낸다. 여기서 β의 추정치가 가쿠와니 지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 가쿠와니 지수의 계산은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과 2000년 자

료를 이용하 다. 소득분 를 나눔에 있어서 실태조사상의 소득 보다는 소비가 

실질 인 소득을 더 잘 반 할 것이라고 간주하여 가구의 총소비를 기 으로 

소득분 를 나 는 근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경상소득을 기

으로 하 다. 가구의 조세 부담에 한 실태 조사 역시 가구원들이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다는 에서 조세 문가들은 소득, 소비, 재산 등을 토 로 조세

부담을 재계산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상의 

조세 자료를 이용하되, 간 세 부담은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이용하기로 한

다. 가구소비실태조사상에 간 세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분의 연구자들

은 간 세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고민을 하고 있으며, 추정방식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진다. 한편 건강보험의 보험료 역시 실태조사상의 자료는 완 하지 않

다. 가입자들이 직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를 응답하게 되므로 직장인 가구의 

경우 고용주 부담분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가입 가구의 경우 보험료를 

직  납입하지 않는 가구원이 응답할 경우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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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무튼 건강보험 보험료는 가구가 직  부담하는 보험료에 한정됨을 유

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 세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조세연구원에서 추정한 소득 

10분 별 가구소득 비 총소비세 부담 비율인 실효소비세율을 이용하 다. 실

효소비세율은 1996년의 경우 성명재(1996)를 이용하 고, 2000년은 성명재(2002)

를 이용하 다(표Ⅱ-1참조). 이에 따라 가구별 간 세는 가구소비실태조사상의 

소득을 10분 로 구분하고, 각 소득분 별 소득을 계산한 후 에서 제시된 실

효소비세율을 곱하여 소득 분 별 간 세를 구하 다. 그리고 난 후 소득 10분

별 소비지출을 구하고 상기 소득분 별 간 세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간 세율로 간주하고, 개별 세 의 소비지출에 간 세 비율을 곱하여 개

별 세 별 간 세를 추정하 다. 

〈표 Ⅱ-1〉 소득분 별 실효소비세율(%) 

소득분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996 5.51 5.58 5.64 5.57 5.76 5.92 6.10 6.21 6.61 7.55 6.35

2000 5.62 5.91 5.74 6.15 6.01 5.61 5.77 5.37 5.35 5.07 5.54

주: 1) 실효소비세율은 가구소득 비 총소비세 부담의 비율임. 

2) 1996년 실효소비세율은 성명제,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계층별 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한 연구’,『재정 융연구』(제3권제1호), 1996 에 근거함. 2000년 실효소비세율은 성명

제,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에 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에 근거함.

  한편 간 세의 부담을 포함한 보건의료재원을 구성하는 부문별 비 은 다음

과 같이 추정되었다. 

〈표 Ⅱ-2〉 보건의료재원의 구성(%) 

연도

공 부담
직 부담

(본인부담)
 체세  

보험료
공 부담 

체직 세 간 세 합계

1996 2.60 6.72 9.32 21.08 30.40 69.60 100.00 

2000 2.87 4.38 7.24 30.97 38.21 61.7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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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쿠와니(Kakwani) 지수와 수츠(Suit) 지수 

  Wagsaff et al.(1989)에서 조세의 진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가쿠

와니 지수와 수츠 지수가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진성을 평가하는데 

채택되었다. 문성 (2004)의 논문에서 소개된 것을 인용한다. 가쿠와니 지수는 

표 화된 로 츠 곡선과 집 도 곡선에 기 하고 있지만, 수츠 지수는 상

인 집 도 곡선에 기 하고 있다. 

〔도 Ⅱ-2〕 가쿠와니 지수와 수츠 지수 

     가쿠와니 지수    수츠 지수 

 (p)

  (p)  (y)

(p)

100

80

60

40

20

0

100

80

60

40

20

0

(a) (b)

    인구의 비율                        소득의 비율   

 

  [도 Ⅱ-2]의 (b)에서  (y)는 조세된 소득에 한 상  집 도 곡선을 나

타낸다. 이것은 가쿠와니지수에서의 인구의 비율이 아니라 조세  소득의 

비율에 한 것이다. 따라서 (y)는 45도선과 일치하게 나타나고 진성

을 측정하는 기 이 된다.  (y)는 조세부담의 비율에 한 조세  소득

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만약 조세가 소득비율로 부과된다면  (y)과 

(y)는 일치하게 된다. 조세시스템이 진 이라고 한다면 (y)는 45도선 

에 치하게 된다. 역진 인 경우에는 그 반 가 된다. 진성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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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와  (y)사이의 면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조세부담에 한 상

인 집 도 계수라면 수츠 지수(S)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S =   

  조세시스템이 진 이라면 수츠 지수는 정의 값으로 나타나고, 역진 이라

면 부의 값으로 나타난다. 

  다. 분배지수 : 수직  형평과 수평  형평의 분해('decomposition') 

  진계수와 함께 재원조달 연구에서 흔히 이용되는 지표는 이놀드-스몰

스키(Reynorld-Smolensky)의 분배지수(RE, redistributive index)이다. 분배지수에 

한 설명은 신호성(2004)에 비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재원 조달의 과정에서 가구소득이 어떤 향

을 받는지, 소득재분배에 어떤 향을 미치는 측정하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Kakwani, 1977). 

     =  -     

     는 보건의료비 지출 후의 지니계수이다. 음의 분배계수 값은 보건의료

비 지출의 소득 역진 인 향, 즉 부유층 편향의 소득재분배를 의미한다. 양의 

값은 그 반 로 의료비 지출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동일 소득 수 의 가구집단이 모두 같은 양의 의료비 지출을 한다고 할 때, 즉 

수평  형평성이 달성된 상태 하에서 가쿠와니 지수와 분배 지수의 계는 다

음과 같다(Lambert, 2001). 

     = (

  

) ×   

g = 재원부담/총소득(혹은 총지출) 

  상기 수식에서 의료비 지출에 따른 소득의 분배효과는 보건의료비 지출의 경

향성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비의 소득에 한 비율에도 향을 받는다. 따라서 

보건의료지출의 진성이 작더라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분배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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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하여 커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비 지출의 소득재분배 향을 분석

할 때 보건의료비 지출의 진성 만의 연구는 한계를 지닌다. 수식은 동일 소

득, 동일 의료비 지출의 가정에 근거하고 있지만 실에서 그런 가능성은 단

히 을 것이다. 직장보험과 지역의보의 부과 과세표 이 달라 직장보험 가입

자의 경우 총수입이 크더라도 월수입이 으면 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역 

보험료의 경우 가구의 총 소득을 정확히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 직

장/지역 보험료에는 소득이나 월표 보수액과 상 없는 보험료 경감/면세조치

가 있다. 따라서 질병발생의 불확실성, 개인의 건강수 , 건강보험의 종류, 의료

이용행태 등에 따라 동일소득의 가구라 할지라도 의료비 지출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Aronson et al.(1994)은 이를 팬 이펙트(fan effect)라 불 다. 팬(fan)의 존재

는 소득수 의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한다. 가구의 차별  의료비 지출

이 동일 범주의 소득범  내에 안주하지 않고 소득범 를 넘어서 인 하는 혹

은 그 이상의 수 에서 서로 겹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팬(fan)의 유

무는 수평  불평등(horizontal inequality)의 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팬(fan)의 

겹침으로 인한 소득 순 의 변화로 인한 소득순 변동(reranking) 효과와 차별되

어 분석된다. 

  Aronson et al.(1994)은 동일 소득수  집단내의 의료비 지출의 차별 인 지출

(differential treatment)을 고려할 때, 분배효과는 다음의 3요소로 분해 될 수 있

다고 했다. 

  = (

  

)  -     - [   -    ]                

   =   -   - 

    여기서   =   × 

  첫 번째 부분인 V는 수직  형평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료비의 차별  지

출이 없는 경우 산출되는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다. 즉 H=R=0 인 경우이다. 

  두 번째 부분, H는 통 인 수평  형평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는 해당 소득 집단인구의 체 인구에 한 비율()과 이 집단의 의료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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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소득액이 체 소득액(‘의료비지출후 체 소득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의 곱이다.   는 이 집단내부의 지니계수를 나타낸다. 

  마지막 부분, R은 의료비 지출의 차별 인 지출로 인한 총소득의 순 변동을 

측정한다. H와 R은 본질 으로 음수 값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 두 값은 K

가 양의 값일 때 분배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반 로 K가 음의 값, 

소득 역진  일 때, 분배효과를 증가시킨다. 수식 에서 양쪽을 RE값으로 나 면, 




 = 



 - 
  





 = 1 + 
  


  



와 
  


 값의 백분율은 소득재분배에서 V와 (H+R)이 미치는 

향을 보다 효과 으로 나타내 다(Wagstaff et al., 1999a; Wagstaff and van 

Doorslaer, 1933). 를 들면 



와 
  


의 백분율 값이 각각 80, 20 일 

때(이 경우 가쿠와니 지수의 값은 음수가 된다), 역진 인 소득재분배는 80%의 

V값과 20%의 (H+R)의 값으로 구성되는데, 가구의 차별 인 의료비 지출이 부

유층 편향의 소득재분배에 20% 만큼 기여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가구당 의료

지 지출의 차이가 없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 보다 20% 떨어질 것이다.

  인구집단 수 에서는 총 소득이 동일한 가구가 많이 존재할 수 있지만 표본 

조사 자료에서 같은 소득수 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평

 불평등(H)과 소득 순 변동 효과(R)를 조사하기 해서 가구의 총수입을 인

으로 범주화하여 동일소득 그룹을 만들 필요가 생긴다. 이 때 만들어지는 

하  그룹의 수에 따라 H와 R값은 향을 받지만 (H+R) 값의 총합에는 향이 

거의 없다. 따라서 H와 R을 분리해서 살펴보기 보다는 이들의 총합을 계산하

여 분석하는 것이 방법론 으로 보다 안 하다. Wagstaff 는 H와 R을 의식 으

로 분리하는 것에 해 부정 인 시각을 시사한 바 있다(Wagstaff, 2001). 본 연

구에서는 의료재원의 수평  형평성 분석을 해 가구의 총소비 지출액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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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범주로 나 었다. 일반 으로 범주의 폭을 늘리면 H의 값은 감소하고 R

값은 증가한다(Wagstaff, 2001). 

2. 건강상태의 형평성 

  건강에 한 사회경제  불평등도는 그 자체의 연구를 해서도 필요하지만, 

의료이용에 한 불평등도를 측정할 때 의료필요을 감안한 보건의료이용의 형

평성을 측정하기 해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필요를 감안한 의료이용에 한 형평성을 분석하기 해 

건강에 한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에 한 불평등도를 측정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Wagstaff, Paci and van Doorslaer, 1991),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선험연구와의 비교  국제  비교를 해서 Wagstaff 

and van Doorslaer(1994)(이하, WD)가 사용하 던 방법을 이용하기로 한다.

  WD는 건강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해서 만성질환과 성질환의 유무, 그

리고 주 인 평가인 ‘자기건강평가 (self assessed health)'를 사용하 다. 여기

서 만성․ 성질환의 유무를 이용한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집 도 곡

선을 이용한 지수를 사용하 다. 이의 계산방법은 보건재정에 한 형평성을 

분석하기 한 가쿠와니 지수의 계산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자기건강평가’와 같은 주 인 지표들은 연속변수가 아니라 복수의 범

주(Multiple-category)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집 도계수(health 

concentration index)를 계산하기 해서는 건강에 한 정보가 연속변수이거나 

이분되어 있어야 한다(Wagstaff and van Doorslaer, 1994). 지 까지 연구는 주로 

여러 범주 의 특정한 치를 기 으로 양분하여 건강의 불평등도를 측정하

다. 를 들면 보사연의 1996년 건강조사 항목을 보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5가지 

범주 즉 아주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건강’과 ‘불건강’을 구분하기 해서는 특정한 치에서 양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법은 두 가지 단 이 있다. 첫째는 양분함으로써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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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이에 한 정보가 손실된다. 둘째, 양분하는 지 을 선택하는 것이 자의

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 인데, 즉 어떠한 범주를 불건강에 포

함시키느냐에 따라 건강의 집 도지수가 달라지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Wagstaff and van Doorslaer (1994)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 새로운 

근방법을 제시하 다. 이들은 다범주 SAH 변수가 보이지는 않지만 각 개인의 

SAH를 반 하는 ‘잠재해있는 연속변수(continuous latent variable)'라고 가정하여 

분석한다. 다범주 SAH 변수 y 가 J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1은 제일 나

쁜 건강을 J는 제일 건강한 범주를 가르킨다고 하고 ‘잠재건강변수(latent health 

variable)'를 y*라고 하면 y와  y*의 계는 다음과 같다. 

  y = 1   if  - ∞ < y* ≤ α1 

  y = 2   if    α1 < y* ≤ α2 

  y = 3   if    α2 < y* ≤ α3 

   .
   .
  y = J   if    αJ-1 < y* ≤ ∞

  여기서 αJ는 경계 (thresholds)이다. 

  가. 표 분포잠재건강변수(A standard normal latent health variable) 

  잠재건강변수를 구하는 단순한 방법은 y*가 표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J-1 경계선은 표 정규 확률역함수(inverse standard normal cumulative 

density function)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Wagstaff and van Doorslaer 1994). 

우리의 심사는 상 인 불평등도이므로 각 조사에서 도출되는 평균치의 차

이만 알면 된다. 그러므로 일단 경계선이 구해지면 표 확률함수(standard 

normal density function)를 이용하여 각 구룹의 잠재건강변수 y*의 평균치를 구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개인을 서열변수인 y 신 y*값의 하나에 배정하여 계

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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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표 지수분포잠재건강변수(A standard lognormal latent health variable)

  에서 언 한 근법은 잠재건강변수의 비 칭도 (skewness)를 반 하지 못

한다는 단 이 있다 ( ; 심각한 질환은 소수민족에 집 된다든지, 어떠한 조사

에서도 가장 많은 표본이 ‘건강’에 집 된다든지 하는 ). 이러한 문제 을 극

복하기 한 근법 의 하나가 표 정규분포 신 표 지수분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비 칭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반 되기 해서는 평균치인 z 

= ln[-y*] 이 표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한다. 즉 

  y* = - ez is  N(0,1) 이다. 

3. 의료이용의 형평성 

  가. 의료이용 형평성 측정의 근법의 흐름 

1) 루그랑(Le Grand) 근법 

  의료이용에 한 근법  Le Grand(1978, 1982)은 실제 귀속된 의료비지출

을 의료처치에 한 리변수로 사용하 다. 그는 매 사회경제  계층별로 ‘필

요(need)'의 리변수인 질환(illness)과 귀속된 의료비지출을 비교하여 의료이용

의 불평등도를 측정하 다. ‘질환'은 성병이나 만성병을 보고한 사람으로 규

정하 다. 

  그는 두 가지 계산을 하 는데, 첫째는 소득계층별로 질병을 보고한 사람에

게 귀속된 의료비용이다. 이것은 그 소득계층에 귀속된 총지출을 그 계층에서 

질환을 보고한 사람의 숫자로 나 어 계산하 다. 둘째는 그 소득계층이 받은 

지출이 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계층의 질환이 체 질환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비교하 다. 

  이러한 근 방법은 질환을 보고한 사람은 같은 ‘필요’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과 오직 질환을 보고한 사람만이 보건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하 다. 



38

Wagstaff et al.(1991b)은 첫 번째 가정이 근거 없다고 비 하 다. 왜냐하면 만

성병과 성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같은 양의 보건의료재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경우 수평  형평성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하

다. Hurst(1985)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해서 만성병 환자만 질환자로 간

주하는 가정을 하 다. 그러나 이러한 근법은 두 번째의 가정에서 문제가 생

긴다 (Wagstaff et al., 1989). 왜냐하면 아 다고 보고한 사람이 어질수록 지출

의 분포가 실제 아  사람이 받은 지출의 분포를 반 할 가능성이 어지기 때

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표본을 보다 세분화하여 비슷한 필

요를 반 하여 이들에 한 지출과 비교하여 의료이용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 졌다(Collins and Klein, 1980; O'Donnell 1987 and 

O'Donnell and Propper, 1991). 

2) Collins and Klein의 근법 

  Collins and Klein(1980)은 에서 언 한 이른바 Le Grand 근법의 

‘ecological fallacy'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그들은 

표본을 여러 가지 ‘필요’ 범주로 분류하여, 각각의 ‘필요’ 범주내에서 사회경제

 계층이 받은 재원을 비교한다. 그들이 1974년 일반가구조사(General 

Household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의 NHS 가 상 으로 

부유한 사회경제  계층에게 유리한 불평등을 입증하지 못하 다. Wagstaff et. 

al.(1991b)와 O'Donnell and Proper(1991)은 이러한 결과들의 차이는 부분 으로

나마 Collins and Klein(1980)의 연구가 GP 서비스에 한 것만 분석을 한 반면

에 Le Grand은 병원과 GP 서비스 모두를 분석한 데에서 나오는 충돌일 수 있

다고 기술하 다. 

  Wagstaff et al. (1991)은 Collins and Klein의 기법이 완 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아 지 않은 사람도 의료 서비스를 받고, 만성병과 성병 환자가 다

른 지출을 받는다면  Le Grand의 방법보다는 신뢰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지



형평성 분석 이론과 연구방법 39

하 다. 그러나 그들은 Collins와 Klein의 방법도 비록 다른 소득 계층에 만성병

과 성병에 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다르게 공 된다 하더라도 평균 지출은 같

을 수 있다고 지 한다. 더욱이 그들의 기법은 소득과 연 된 불평등도를 수량

화 할 수 없다는 이 문제 이라고 지 하 다. 

3) 표 화 집 지수 근법 

  Wagstaff et al. (1991b)는 연령과 유병률을 표 화하거나 회귀분석 방법을 사

용하여 형평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발 시켰다. 그들은 회귀분석 방법으로 

‘two-part model' (Manning et al., 1981)을 제시하 는데, 이 모델은 의료지출에서

와 같이 조사 상자  많은 사람들이 의료이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 모

델이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표 화 과정으로서 logit과 OLS를 사용하 다. 이 

모델은 O'Donnell et al.(1993)이 지 하 듯이 암묵 으로 첫 번째 방정식(logit)

이 두 번째 OLS에 독립 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만약 이 가정이 옳지 않

다면 결과도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하

나는 Heckman (1979)과 Maddala (1983)의 ‘sample selection model'이다. 여기서는 

‘자기 선택 편견’을 이기 해서 probit 분석에서 추정된 수정항목 ‘람다’를 

OLS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그런 다음 표 화된 지출로 집 곡선을 그려 불평

등도를 측정한다.

  나. 본 연구에서 루그랑(Le Grand) 지수의 측정법 

  보건의료의 이용의 형평성을 측정하기 해서는 의료필요 는 건강수 을 

측정하고, 건강수 (혹은 상태)에 비추어 의료이용이 얼마나 형평한지를 계측하

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의료의 필요를 계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계량화

한다고 하더라도 자의 으로 되기 쉽다.  건강수 에 해서는 평균여명, 건

강년이 표 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건강에 한 물리 인 측

면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 한 질  평가를 잘 설명하지 못하

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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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의료필요를 측정하는 경우, 가 그 의료필요를 단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를 들면 의사는 의학  질병에 따라 단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의 의료필요에 한 평가는 주 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Van Doorsler et al.(1993)은 의료필요의 리변수로써, 만성질환, 한정  만성

질환(생활장애를 주는 것)  개인의 자기건강평가를 이용하여 의료이용의 수

평  공평성을 측정했다. 이 수평  공평성의 측정은 Le Grand 지수로 불리는 

것으로 의료비지출의 집 도에서 의료필요(질병)의 집 도를 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의료필요(질병)의 집 도 곡선은 질병의 인 인구비율에 한 소득의 

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의료필요(질병)가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 되어 

있다면 의료필요(질병)의 집 도 곡선( )은 45도선 왼쪽에 치할 것이다.

  의료비지출의 집 도 곡선은 의료비지출의 인구 비율에 한 소득의 

인구 비율을 나타낸다(Le Grand 지수에 의한 측정방법은 불공평을 계량화하

기 해서 질병과 의료지출의 집 도곡선을 이용했다. 개인은 소득으로 계층을 

나 었다.).  의료지출의 분배는 의료지출의 집 도에 의해 나타나고 있지만, 일

반 으로 소득자계층은 고소득자 계층보다 보건의료를 집 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으로 의료지출의 집 도곡선은 45도선의 왼쪽에 그려진다. 

                             =   - 

  여기서 는 수평 인 공평성의 Le Grand 지수이다. 는 질병의 집

도지수이고, 는 의료지출의 집 도지수이다. 만약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불

공평성이 존재한다면 는 정의 값이 된다. 그리고 소득자에게 유리한 불

공평성이 존재한다면 부의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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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Ⅱ-3〕 Le Grand 지수 



 

  

100

  0

               인구 비                     100

     은 질병의 집 도                      은 의료비부담의 집 도곡선

  다. HIwv 지수 

  근래에 사용되기 시작한 지수로써 HIwv 지수가 있다. 권순만(2004)이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동일한 요구(equal need)에 한 동일한 치료수 (equal 

treatment)의 원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수평  형평성(horizontal 

equity)이 얼마만큼 달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HIwv 지수이다. 이는 

Concentration index를 이용한 것으로서, 실제의료이용의 집 도 지수(CM)와 의

료이용의 필요성(need)으로 표 화하여 얻은 의료이용 기 치의 집 도 지수

(CN)간의 차이를 수치화 한 지수이다. 

  일반 으로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분포는 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더 많은 

경향에 의해 [도 Ⅱ-3]과 같이 LM(R)과 같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이 곧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빈곤층의 건강상태가 일반 으로 

열악하므로 의료이용에 한 니드도 높아서 실제 의료이용이 높은 것이 당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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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이용에 한 니드를 고려하여 의료이용의 형평

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실제 의료이용량 LM(R)이 의료이용에 

한 니드를 고려했을 때 기 되는 의료이용량 LN(R) 보다 크므로 빈곤층에게 유

리한 방향(Pro-poor)으로 의료이용의 불형평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도 Ⅱ-4〕 Concentration Curves for Actual and Expected Utilization 

LM(R)

LN(R)

0.0    cum % of population ranked by income   1

1.0

   주: LM(R) 은 실제 의료이용량의 집 도 곡선 

       LN(R) 은 의료이용의 필요를 고려하여 기 되는 의료이용량의 집 도 곡선

자료: van Doorslaer and Wagstaff, et al. (2000)

  

  구체 으로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Iwv =  2∫ [LN(R) - LM(R)]dR = CM - CN

  이 때 상의료이용, 즉 표 화하여 얻은 의료이용의 기 치는 나이와 성별, 

만성질환의 수, 주  건강인식척도를 반 한 표 화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다. 니드를 고려했을 때 기 되는 의료이용량과 실제의료이용량 간의 차이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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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면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에 부합되게 의료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수평  형평성). 그러나 이 지표가 양의 값을 나타내면 의료

이용의 필요성에 비해 부유층에서 실제 의료가 많이 이용되는 양상 즉 부유층

에게 더 유리한 불형평성(pro-rich)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이 지표가 음의 값을 

보이면 의료에 한 니드에 비해 실제 의료가 빈곤층에서 상 으로 더 많이 

이용되는 양상 즉 빈곤층에게 더 유리한 불형평성(pro-poor)을 보인다는 뜻이다. 

이 지표는 사람들의 유병상태  건강수 을 감안한 의료이용의 필요성에 기반

하여 의료이용량을 추정하고 이를 실제 의료량과 비교한다는 에서 소득수

에 따른 의료이용량만을 보는 기존의 지표에 비해 더 정확한 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HIwv index를 구하는 구체 인 식은 다음과 같다.

2σ2
R [hi/η- yi/μ]=α+βRi +ui

  hi 와 η는 i번째 가구의 실제의료이용과 이들의 평균이며 yi와 μ는 i번째 가

구의 상의료이용과 이들의 평균을 나타낸다. Ri 는 지불능력의 분포에 있어

서의 fractional rank를 의미하며 σ2R 는 fractional rank의 표본변이(sample 

variance)를 나타낸다. 여기서 β의 추정치가 HIwv index가 된다. 



Ⅲ. 선행연구 

  보건의료의 형평성 연구는 보건의료체계의 재원조달,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보건의료제도의 산출 결과물로써 사회구성원의 건강수 의 형평성 연구로 별

할 수 있다. 

  먼  재원조달의 형평성 연구를 살펴본다. 보건의료 재원조달의 형평성은 소

득수 별 보건의료지출액(‘가계가 직  부담하는 의료비용’)의 집 도 

(Concentration index)와 소득의 집 도(Gini coefficient)간의 차이로 정의되는 가

쿠와니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되고 있다(Wagstaff, et al., 1999).

  양 민 외(2003)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도별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Wagstaff and van Doorsler, et al.(1999)이 제안한 방법으로 

근하 으며, 직․간 세, 사회보험  본인부담액 등 보건의료 재원조달 항목

별 가쿠와니 지수를 산출하고, 당해연도의 국민의료비 재원 구성비에 의한 가

평균으로 총 가쿠와니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재원부담의 구성항목

별 형평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부담능력(소득)의 리변수로 총소비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2000년을 기 으로 한 가쿠와니 지수는 직 세가 0.2683 으로써 

진 이었고, 간 세는 0.0379로써 상과 달리 다소 진 으로 나타났다. 직

세와 간 세를 포함한 조세의 가쿠와니 지수는 0.1559 로써 진 이었다. 보

험료의 가쿠와니 지수는 -0.1634 로써 역진 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와 보험료를 

포함한 공 재원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0.0600 으로써 다소 역진성을 띠고 

있었다. 가계의 직 의료비부담 즉 본인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0.0124 로써 다

소 진성을 띠어 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 다. 체 으로 의료재원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0.0239 로써 다소 역진 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이용한 도시가계자료는 농어 지역이나 1인 이하 근로자가구를 조사표본에서 

제외하고 있어 표성에 한계를 안고 있다. 그리고 직 세는 소득세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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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제한 을 보 다. 그러나 간 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고려함으로써 국내의 다른 연구에 비해 보다 엄 하게 근하 다. 

  문성 (2004)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2000년을 이용하여 부담과 수혜의 형

평성을 연구하 다. 재원부담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도시근로자가계를 상으로 

분석하 으며, 근로자가계 가운데에서 사무직을 별도로 분석함으로써 생산직과

의 비교를 시도하 다. 그리고 가쿠와니 지수 외에 슈츠 지수를 추가로 계산하

다. 조세  소득의 지니계수는 체근로자가구는 0.298이나, 사무직가구는 

0.282로 계산하여 생산직가구의 소득형평성이 다소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재원조달에 있어서 조세의 집 도는 0.523956, 가쿠와니 지수는 0.22573 으로 

진 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만의 집 도는 0.454829, 가쿠와니 지수는 

0.166643 으로써 사무직의 진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하 다. 그러나 조세의 

진도 측정에 있어서 직 세만을 상으로 분석한 한계를 보 다. 보험료부담

의 집 도는 0.2130, 가쿠와니 지수는 -0.08521 로써 역진 이었으며, 사무직만

을 상으로 하면 집 도는 0.176135, 가쿠와니 지수는 -0.11205 로써 사무직의 

역진성이 보다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의료비지출 즉 환자본인부담의 집 도는 

0.17582, 가쿠와니 지수는 -0.12241 로써 역진 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만의 집

도는 0.106978, 가쿠와니 지수는 -0.18121 로써 사무직이 생산직에 비해 더 

역진 인 부담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체 인 재원부담의 집 도는 

0.364437, 가쿠와니 지수는 0.066204 로써 다소 진 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

의 집 도는 0.3231, 가쿠와니 지수는 0.034914 로써 생산직의 부담의 진성이 

더 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신호성 외(2004)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을 이용하 으며, 소득

의 리변수로 총소비지출을 사용하 다. 보건의료재원조달을 한 항목별 형

평성의 측정결과를 가쿠와니 지수로 보면 직 세가 0.220 로 진 이며, 간

세가 -0.0433 으로써 다소 역진 으로 나타났다. 직 세와 간 세를 포함한 

체조세는 0.0511 로 약한 진성을 보 다. 보험료의 가쿠와니 지수는 -0.0138 

로써 약한 역진성을 보 다. 조세와 보험료를 포함한 공 재원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0.0138 로써 약한 역진성을 보 다. 그리고 의료비지출 즉 가계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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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0.1024 로써 역진 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 

간 세의 계산은 가구 총소비지출에 해 부가가치세율을 용하여 구함으로써 

엄 하게 산정하지 못한 한계를 보 다. 

  한편, 이상용․김진수(2003)는 건강보험제도내에서 보험료부담과 보험 여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 리  여자료를 이용하

여 보험료와 여의 비율을 가입자 구분(직장  지역가입자), 성별, 지역, 연령 

등 특성변수와의 통계  유의성 분석을 시도하 다. 그러나 건강보험가입자  

연간소득 500만원을 과하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서 추출된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분석 상으로 제한으로써 부분의 지역가입자를 분석 상에서 제

외시킨 한계를 보 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연구를 살펴 보자.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은 사회경제  계층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의미하며 van Doorslaer, et al. 

(2000)는 소득수 별 의료이용량의 집 도와 소득수 별 의료서비스에 한 요

구(need)의 집 도를 비교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측정한 바 있다. 

  권순만 외(2003)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자료 원자

료를 van Doorslaer, et al. (2000)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분

석하 다. 개인별 지불능력은 가구단  월평균소득총액을 가구원수와 연령으로 

보정하여 사용하 다. 의료이용의 변수로써 외래, 입원, 의료비 세가지를 이용

하 다. 외래는 의료기 방문횟수를, 입원은 재원일수를 사용하 고, 의료이용

비용은 2주간 외래이용을 1년간으로 연장하여 비용으로 추정하고 입원은 재원

일당비용을 연간으로 추정하여 합산하여 구하 다. 의료필요(need) 변수는 만성

질환의 수와 주  건강인식을 지표로 사용하 다. 형평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서는 HIwv를 사용하 는데 이는 의료이용변수들의 집 도에서 의료필요의 집

도를 차감한 것이다. 분석결과, 의료서비스 이용량  외래서비스 이용량에 

한 지표로 사용된 ‘의료기  방문횟수'의 경우, 실제이용량의 Concentration 

Index(CM)는 -0.088로 외국에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Pro-poor양상을 보인다. 이

에 해 연령  성별 그리고 만성질환의 수로 니드에 한 표 화를 하고 난 

후의 지표인 CN은 -0.0999로 나타나서 빈곤층일수록 의료에 한 니드 혹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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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의료이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니드 상태인 경우에서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HIwv 지수는 +0.012로서 부유층의 (니드 비) 의료이용이 

더 많은 약간의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성질환의 수가 아닌 

자가건강인식척도로 표 화했을 경우 CN값은 -0.096이고 이때의 HIwv 지수는 

-0.011로 빈곤층의 (니드 비) 의료이용이 더 많은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외래의료이용 횟수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유층에게 유리한 의

료이용(Pro-rich inequity)의 정도가 약하거나 나아가 (자가건강인식척도로 표

화 한 경우) 오히려 빈곤층에게 유리한 의료이용(Pro-poor inequity)의 양상을 보

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로 보고하 다. 입원의료서비스 이용량을 나타내는 

변수인 입원재원일수의 경우 표 화 이 의 실제 이용량의 Concentration 

Index(CM)은 -0.213으로 빈곤층에서의 이용이 훨씬 더 많은 양상이었다. 상 

입원의료이용량의 집 정도 CN은 나이, 연령  만성질환의 수로 표 화하

을 때에는 -0.022이고 나이, 연령  자가건강인식척도로 표 화하 을 때에는 

-0.019로 나타났다. 따라서 형평성 지수인 HIwv 지표는 만성질환, 자가건강인식

척도  2가지 모두로 표 화시 각각 -0.191, -0.168, -0.162로 니드 비 실제 

의료이용이 빈곤층에서 더 높은(Pro-poor inequity)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의료이

용의 경우 형평성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앞에서 분석한 의료이용은 양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이용된 의료의 질

이나 강도를 알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의료의 질과 강도를 고려하기 

하여, 지불된 의료비를 분석하 으며 이때 Concentration Index(CM)는 +0.040

으로 나타나서 부유층에서의 의료이용의 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연령  성별과 니드를 변하는 변수로 표 화한 후의 결과인 CN은 만성

질환의 수, 자가건강인식척도  2가지 모두로 표 화한 후 각각 -0.044, -0.042, 

-0.048로 각각 나타났으며, 최종 으로 형평성의 지수인 HIwv는 +0.083, +0.058, 

+0.064로서 부유층에서 (니드 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Pro-Rich inequity)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에서 (니드 비) 의료비지출이 더 높은 핀란드와 국의 

경우와 비되는 결과이며, 미국의 경우보다도 부유층에 유리한 (Pro-rich) 정도

가 더 큰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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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동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 양조사 자료의 특성이 의료기 방문횟수는 

2주간의 회상기간, 입원자료는 1년의 회상기간에 의한 자료이므로 2주간의 외

래이용비용을 바탕으로 1년간의 추정치로 환산하 다는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는 본 조사자료가 조사 상자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조사 상기간이 매우 한

정된 문제 을 안고 있다. 

  문성 (2004)은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2000년을 이용하여 부담과 수혜의 형

평성을 연구하 다. 수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측정하 다. 의료이용지표로써 

2주간의 유병기간이 있었던 경우를 ‘한정  만성질환’의 지표로 이용하고, 건강

의 자기평가에서 ‘아주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를 ‘자기건강평가’의 지표로 이용

하 다. 분석결과, 자기평가의 집 도계수가 -0.33048로써 소득층의 건강상태

가 나쁜 불형평을 보 고, 한정  만성질환의 집 도계수가 -0.10915로써 불형

평하지만 자기평가에 비해서는 불형평도가 낮았다. 건강상태와 의료비지출간의 

격차로 형평성을 측정하기 하여 루그랑계수를 계산하 다. 의료비부담의 집

도에서 건강상태의 집 도를 뺀 루그랑계수는 건강의 자기평가에서 0.5063, 

한정  만성질환에서 0.28497 로 계산하고, 고소득층이 소득층에 비해 상

으로 유리한 불공평이 있는 것으로 결론 맺었다. 

  한편 이태진 외(2003)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계의 생활수 과 빈곤에 미치

는 향을 심으로 형평성 측정을 시도하 다. Wagstaff and van Doorslaer 

(2003)의 방법을 이용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생활수 에서 차지하는 

비 이 소득계층별로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며, 보건의료비 지출이 빈곤발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2000년도 통계청 도시가계지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악한 바 있다. 

  세 번째로 건강수 의 형평성 연구를 살펴보자. 건강수 을 나타내는 지표로

는 사망률, 아사망률, 유병률, 자기평가 건강수 , 기 여명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건강수  지표와 사회구성원의 사회경제  변수, 가령 소득, 교육수 , 

직업 등과의 상 계를 분석하고 있다. 

  건강수  지표 에서 사망은 모든 불건강 상의 최종 으로 상  요성

이 크고 유병지표와는 달리 발생여부 단에 논란의 소지가 없어 일 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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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이하여 상 으로 사망률 불평등 연구에 집 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근래에 역학 분야에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들 연구논문들의 특징과 방법, 연구결과 등에 한 조사결과를 본 연구에서 소

개하고자 한다. 



Ⅳ. 연구결과 

1.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과 2000년을 상으로 가구의 보건의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 세를 통한 의료비부담의 형

평성을 측정한 가쿠와니 지수는 1996년에 0.11702 이며, 2000년에 0.14999 로써 

진 으로 나타나며, 직 세의 진성이 강화되었다. 1996년의 경우에는 직

세부담의 진 인 재분배효과를 100으로 둘 때에, 수직  재분배가 113.9 만큼 

기여하 으나 수평  재분배에 있어서 21.4 만큼 소득층을 불리하게 하는 역

진성이 작용하 다. 외국과 비교하여 1996년의 경우 덜 진 으로 나타나나 

2000년의 경우 진성이 강화되어 외국의 진성 수 에 다가가고 있다. 도시

가계조사를 이용한 양 민(2003)의 진성(0.2683)이 문성 (2003)의 진성

(0.22573)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한 본 

연구는 2000년에 0.1499 로써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 신호성(2004)의 계산결과인 

0.222 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 세를 통한 의료비부담의 형평성을 측정한 가쿠와니 지수는 1996년에 

-0.0422 로써 역진 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0.0441 로써 거의 변화가 없

다. 외국에 비해서 간 세의 역진성 정도는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양 민(2003)은 1996년 0.0447, 2000년 0.0379 로써 다소 진 으로 보고

하고 있어 통상 으로 간 세가 역진 인 경향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신호성(2004)은 2000년 -0.0433 으로써 우리들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차이에서 비롯

되기도 하겠지만, 간 세 부담을 추정하는 방법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연구원에서 수행한 소비세에 한 심층 인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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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 기 때문에 보다 정 한 계산결과로 볼 수 있다. 

  보험료부담의 가쿠와니 지수는 1996년에 -0.1610 로써 역진 으로 나타났으

나, 2000년에는 -0.0847 로써 역진성이 개선되었다. 보험료의 역진  재분배효

과를 100 으로 볼 때에, 1996년의 경우 수직  재분배에서 65.0 만큼 기여하고 

수평  재분배에 있어서 37.0 만큼 부유층 편향의 재분배에 기여했다. 외국의 

경우 부분 진 이어서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재원조달방법을 진 인 구조

로 개편해야 할 것임을 암시한다. 다만, 조합방식으로 운 하는 네덜란드와 독

일이 -0.1286 과 -0.0977 로써 역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방

식으로 환한 한국은 역진성을 개선하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연구

의 경우, 양 민(2003)은 1996년 -0.2166, 2000년 -0.1634 로써 역진 이지만 역

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문성 (2004)은 -0.0852 로 추정하 고, 

신호성(2004)은 -0.0397 로 가장 낮은 역진성을 보고하고 있다. 

  직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측정한 가쿠와니 지수는 1996년 -0.1377 로써 역진

이다. 2000년의 경우 -0.2353 으로써 역진성이 심화되었다. 본인부담의 재분

배효과를 100 으로 볼 때에 1996년 기 으로 수직  재분배에서 88.9 만큼 기

여하고 수평  재분배에 있어서 23.7 만큼 부유층 편향의 재분배에 기여했다. 

본인부담의 형평은 외국의 경우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본인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역진 이지 않은 이유는 고소득층이 비 여 본인부담비

용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단된다. 그런데 한

국의 본인부담의 비 이 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은 매

우 과 한 불공평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연구의 경우, 양 민(2003)은 

1996년 -0.0166, 2000년 +0.0124로써 그다지 역진 이지 않거나 약한 진성마

 보고하고 있다. 이는 문성 (2003)의 -0.1224(2000년), 신호성(2004)의 

-0.1024(2000년)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과 으로 체 인 보건의료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가쿠와니 지수

는 2000년에 -0.1693 으로써 다소 역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에는 

약한 진성 혹은 약한 역진성을 보이나 체로 정율비례 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은 외국에 비해 다소 역진 인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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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외국의 몇 나라들은 역진성이 개선되거나 진성이 강화되는 변화

를 보인다. 그러나 스 스의 경우 가장 역진 이고 더구나 그 역진성이 악화되

는 경향마  보이고 있다. 

  그 외 외국의 보건의료 재원부담의 형평에 한 일반 인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부담의 진성이 강화되고, 보험료부담은 진성이 강화되는 경향

을 보인다. 

  둘째, 본인부담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셋째,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격한 네덜란드의 경우 1987년에 비교한 1992

년은 조세부담의 진성은 강화되는 반면 보험료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었다. 

민간보험에 한 규제가 강화된 탓인지 민간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이 진성으

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의 역진성은 다소 개선되고, 반 으로 재

원부담의 역진성이 개선되었다. 

  넷째, 일본의 경우, 조합방식을 취하지만 보험료의 역진성은 1992년 -0.045 

로써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본인부담의 역진성이 -0.187로써 큰 편이다. 

반 인 재원부담은 -0.020으로써 약한 역진성을 보이지만 거의 정율비례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부분 연구에서 약한 역진성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양

민(2003)은 1996년 -0.0518에서 2000년 -0.0239 로써 가장 낮은 역진성을 보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통합의 효과 때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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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1996) 

소득

분

소득

분포

공 부담
직 부담

(본인부담)

보험료

+본인부담
 체세

보험료
공 부담 

체직 세 간 세 체세

1 3.21 2.15 3.68 3.25 5.67 4.93 5.08 5.21 5.03

2 4.74 3.67 5.14 4.73 7.46 6.62 6.17 6.47 6.31

3 5.81 3.62 6.44 5.65 8.11 7.35 7.88 7.94 7.72

4 6.81 5.49 7.69 7.08 8.76 8.25 9.73 9.51 9.28

5 7.84 6.04 8.32 7.68 9.00 8.60 8.88 8.91 8.79

6 8.94 7.01 9.36 8.70 9.69 9.39 9.50 9.54 9.47

7 10.29 9.25 10.57 10.20 10.24 10.23 10.74 10.63 10.59

8 12.10 12.70 11.80 12.05 11.76 11.85 11.17 11.31 11.38

9 15.06 16.35 14.26 14.84 13.56 13.95 13.89 13.81 13.91

10 25.20 33.72 22.75 25.81 15.74 18.83 16.95 16.67 17.5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Gini 0.31988

GX-T 0.31979 0.31996 0.31987 0.32088 0.32088 0.32275 0.32380 0.32380 

G0 0.31944 0.31962 0.31953 0.32053 0.32053 0.32243 0.32347 0.32347 

CX-T 0.31979 0.31996 0.31988 0.32090 0.32089 0.32311 0.32416 0.32417 

Ct 0.43690 0.27764 0.32208 0.15886 0.20891 0.18219 0.17677 0.19031 

g 0.00076 0.00197 0.00274 0.00619 0.00893 0.02044 0.02663 0.02937 

KT 0.11702 -0.04224 0.00220 -0.16102 -0.11097 -0.13769 -0.14311 -0.12957 

RE 0.00009 -0.00008 0.00001 -0.00100 -0.00100 -0.00287 -0.00392 -0.00392 

V 0.00044 0.00026 0.00035 -0.00065 -0.00065 -0.00255 -0.00359 -0.00359 

H 0.00035 0.00034 0.00035 0.00037 0.00036 0.00068 0.00069 0.00070 

R 0.00000 0.00000 -0.00001 -0.00002 -0.00001 -0.00036 -0.00036 -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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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2000) 

소득

분

소득

분포

공 부담
직 부담

(본인부담)

보험료

+본인부담
 체세

보험료
공 부담 

체직 세 간 세 체세

1 2.27 1.21 2.59 2.04 3.27 3.04 7.45 6.05 5.76

2 4.18 2.20 4.67 3.69 5.56 5.21 8.71 7.66 7.37

3 5.60 3.17 6.23 5.02 6.76 6.43 8.88 8.17 7.94

4 6.83 4.52 7.68 6.43 8.08 7.77 9.00 8.69 8.53

5 8.01 5.56 8.63 7.42 8.75 8.49 9.08 8.97 8.85

6 9.29 7.61 9.67 8.86 9.87 9.67 9.27 9.47 9.43

7 10.74 10.09 11.02 10.65 11.13 11.04 10.46 10.68 10.68

8 12.58 13.34 12.33 12.73 12.31 12.39 10.42 11.05 11.17

9 15.43 17.52 14.92 15.95 14.26 14.58 12.10 12.82 13.05

10 25.06 34.78 22.26 27.22 20.02 21.38 14.62 16.43 17.2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Gini 0.33854

GX-T 0.33303 0.34107 0.33532 0.33984 0.33973 0.34584 0.34730 0.34721

G0 0.33262 0.34066 0.33490 0.33944 0.33933 0.34544 0.34689 0.34680

CX-T 0.33329 0.34120 0.33575 0.33989 0.33978 0.34623 0.34772 0.34764

Ct 0.48853 0.29444 0.37128 0.25380 0.27607 0.10320 0.15348 0.16925

g 0.00140 0.00213 0.00353 0.01508 0.01861 0.03009 0.04517 0.04870

KT 0.14999 -0.04410 0.03274 -0.08474 -0.06247 -0.23534 -0.18506 -0.16929

RE 0.00551 -0.00253 0.00322 -0.00130 -0.00119 -0.00730 -0.00876 -0.00867

V 0.00592 -0.00212 0.00364 -0.00090 -0.00079 -0.00690 -0.00835 -0.00826

H 0.00067 0.00054 0.00085 0.00045 0.00045 0.00079 0.00083 0.00084

R -0.00026 -0.00013 -0.00043 -0.00005 -0.00005 -0.00039 -0.00042 -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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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변수의 정의와 산식 

변수 정의  계산식 

Go fan의 평균세후소득 Gini

Gx 총수입의 Gini

Gx-t 세후소득의 Gini

Ct 세 의 Gini

Cx-t 소득에 의한 ordering 후 fan의 세후소득의 reordering한 후의 세후소득의 Gini

g 재원부담/총소득 

Kt Ct-Gx 

RE Gx-Gx-t  혹은 V-H-R 

V Gx-Go

H ∑ a x× G F( x)

R Gx-t － Cx-t

주: g = (
RE

RE+ K T
) 로 산정 가능 

〈표 Ⅳ-4〉 보건의료재원부담의 재분배효과의 구성(decomposition), 1996

Index

공 부담
직 부담

(본인부담)

보험료

+본인부담
 체세

보험료
공 부담 

체직 세 간 세

RE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V 113.89 85.60 65.00 65.00 88.85 91.58 91.58 

H 21.43 -20.58 -37.00 -36.00 -23.69 -17.60 -17.86 

R -7.54 6.17 2.00 1.00 12.54 9.18 9.44 

〈표 Ⅳ-5〉 보건의료재원부담의 재분배효과의 구성(decomposition), 2000

Index

공 부담
직 부담

(본인부담)

보험료

+본인부담
 체세

보험료
공 부담 

체직 세 간 세

RE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V 107.44 83.78 69.19 66.34 94.52 95.32 95.27 

H 12.16 -21.36 -34.66 -37.87 -10.82 -9.48 -9.69 

R -4.72 5.14 3.85 4.21 5.34 4.80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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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국가간 비교 : Kakwani 지수 

국 가 직 본인부담의 비 (%) Kakwani index

Denmark 1981 13.9 -0.159

France 1985 14.7 -0.286

Ireland 1987 24.9 -0.070

Italy 1987 20.0 -0.004

Netherlands 1987 27.7 -0.059

Portugal 1980 29.4 -0.158

Spain 1980 24.3 0.016

Switzerland 1981 59.5 -0.339

UK 1985 13.5 -0.190

US 1981 55.9 -0.387

Korea (South) 1996 49.1 -0.137

Korea (South) 2000 -0.235

  주: Calculated (pro-rata) in the basis of p. 102, Jeong et al. (2000), KIHASA.(Equity in the finance 

and delivery of health care, p33 

자료: van Doorslaer et. et al. (1993). p.47.

〈표 Ⅳ-7〉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국가간 비교: Kakwani 지수 

Direct 
tax

Indirect 
tax

General 
taxes

Social 
Ins

Total 
public

Private 
Ins

OOP
Total 

private
Total 

Payments

Netherland(1992) 0.2003 -0.0885 0.0714 -0.1286 -0.1003 0.0833 -0.0377 0.0434 -0.0703 

UK(1993) 0.2843 -0.1522 0.0456 0.1867 0.0792 0.0766 -0.2229 -0.0919 0.0510 

Switzerland(1992) 0.2055 -0.0722 0.1590 0.0551 0.1389 -0.2548 -0.0369 -0.2945 -0.1402 

Finland(1990) 0.1272 -0.0969 0.0555 0.0937 0.0937 0.0000 -0.2419 -0.2419 0.0181 

US(1987) 0.2104 -0.0674 0.1487 0.0181 0.1060 -0.2374 -0.3874 -0.3168 -0.1303 

Germany(1989) 0.2488 -0.0922 0.1100 -0.0977 -0.0533 0.1219 -0.0963 -0.0067 -0.0452 

Korea 

양 민외
1996 0.1719 0.0447 0.1120 -0.2166 -0.0994 n.a. -0.0166 -0.0166 -0.0518 

2000 0.2683 0.0379 0.1559 -0.1634 -0.0600 n.a 0.0124 0.0124 -0.0239

문성 2000 0.22573 - - -0.0852 - - -0.1224 - -0.06620

신호성외 2000 0.2220 -0.0433 0.0511 -0.0397 -0.0138 - -0.1024 - -0.0638

본 연구
1996 0.1170 -0.0422 0.0022 -0.1610 -0.1110 - -0.1377 - -0.1296

2000 0.1499 -0.0441 0.0327 -0.0847 -0.0625 - -0.2353 - -0.1693

자료: Wagstaff and van Doorslaer, et al.(1999); 양 민 외(2003), 문성 (2003), 신호성 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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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변화의 국가간 비교: Kakwani 지수 

General taxes Social Ins Private Ins OOP Total Payments

Netherland
1987 0.053 -0.002 -0.158 -0.059 -0.096

1992 0.0714 -0.1286 0.0833 -0.0377 -0.0703 

UK
1985 0.046 0.043 0.200 -0.190 0.032

1993 0.0456 0.1867 0.0766 -0.2229 0.0510 

Switzerland
1981 0.101 0.000 -0.229 -0.339 -0.117

1992 0.1590 0.0551 -0.2548 -0.0369 -0.1402 

US 
1980 0.087 -0.035 -0.195 -0.387 -0.145

1987 0.1487 0.0181 -0.2374 -0.3874 -0.1303 

Germany 1989 0.1100 -0.0977 0.1219 -0.0963 -0.0452 

France 1984 - -0.017 -0.224 -0.286 -0.072

Denmark 1981 0.007 - 0.091 -0.159 -0.015

Italy 1987 -0.125 0.028 - -0.004 -0.043

Portugal 1981 0.141 0.277 0.270 -0.158 0.063

Spain 1980 0.102 -0.063 -0.079 0.016 -0.023

Ireland 1987 0.036 0.110 0.120 -0.070 0.034

Japan 1992 0.146 -0.045 - -0.187 -0.020

Korea 

양 민외
1996 0.1120 -0.2166 n.a. -0.0166 -0.0518 

2000 0.1559 -0.1634 n.a 0.0124 -0.0239

본 연구
1996 0.0022 -0.1609 - -0.1372 -0.1296

2000 0.0327 -0.0848 -0.2353 -0.1693

자료: van Doorsler et al.(1993)과 Wagstaff and van Doorslaer, et al.(1999); 양 민 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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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수 의 형평성 

  국민건강 양조사 1998년 조사를 상으로 건강상태의 형평성을 측정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리변수로써 세 가지를 선택하 다. 

즉 성질환, 만성질환, 자기건강평가이다. 

  성질환은 성질환의 유무로 측정하 고, 만성질환은 만성질환의 유무로 

측정하 다. 자기건강평가는 건강상태가 나쁘다, 좋다 두 가지로 측정하는 방법

과 5(very good), 4(good), 3(fair), 2(bad), 1(very bad) 등 5  척도로 측정하는 방

법을 이용하 다. 

  성질환의 발생은 소득계층간 차이가 없으며, 만성질환은 소득층에 다소 

많아 다소 역진 인 경향(집 도 -0.03937)을 보인다. 그런데 자기건강평가는 소

득수 이 낮을수록 나빠지는 역진 인 상태에 있다(집 도 -0.18677). 

  그런데 소득분 별로 성, 연령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연령이 질환상태

에 미치는 향을 보정한 표 화한 건강수 의 형평성은 표 화하지 않았을 때

에 비해 다소 역진성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성질환의 집 도는 

-0.01533 이며, 자기건강평가의 집 도는 -0.13163 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소득분 에 건강상태가 나쁜 고령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연령을 보정하

면 소득분 의 건강상태의 불공평을 다소 완화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Wagstaff et al.(1997)의 제안에 따라 계산한 자기건강평가의 형평성 지표

로서의 집 도(CI)는 -0.0837 으로써 역진성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외국과 비교하면 미국과 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비해 불공평한 상태에 

있다. 특이한 은 스 스는 재원부담의 불공평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자

기건강평가의 불공평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이다. 외국의 경험 인 수치를 

통하여 볼 때에 보건의료재원부담의 불공평이 반드시 건강수 의 불공평으로 

직 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Doorsler et al.(1993)에 의한 건강수 의 형평성 평가에서 외국과 비교하면 한

국은 공평한 편에 속한다. 

  문성 (2003)의 연구결과는 자기건강평가의 집 도가 -0.330 (1999년)로써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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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불공평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0.13163 (성, 연령 보정)으로써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문성 (2003)이 이용한 사회통계조사자료

와 본 연구의 국민건강조사자료의 차이가 큰 원인이 될 것이다. 

〈표 Ⅳ-9〉 소득분 별 건강수 의 형평성 

소득분
소득분 별 

상자분포

비표 화 건강수

(성, 연령 보정 이 )

표 화한 건강수

(성, 연령 보정)

% 성질환¹ 만성질환¹
자기건강

평가¹
성질환 만성질환

자기건강

평가

1 19.6 21.9 82.0 37.6 20.76 74.47 30.10

2 20.3 21.9 73.8 28.4 21.92 71.87 26.27

3 19.9 22.0 69.9 19.6 22.10 71.85 21.13

4 19.9 21.6 68.6 16.2 21.78 71.38 18.62

5 20.3 22.0 66.5 16.1 21.68 69.45 18.41

CI 

(집 도)
0.000161 -0.03937 -0.18677 -0.00344 -0.01533 -0.13163

주: 1) 성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상자의 비율이며, 자기건강평가에서 건강이 나

쁜 쪽으로 응답한 비율임. 

〈표 Ⅳ-10〉 5  척도로 측정한 자기건강평가의 분포, 1998 

자기건강평가의 

분류 
표본수 표본분포(%)

표본의 

분포(%)

Log-normal latent

Health Variable hj

5(very good) 469 5.32 5.32 0.130419

4(good) 3248 36.81 42.13 0.463753

3(fair) 3032 34.36 76.49 1.276163

2(bad) 1738 19.70 96.19 3.126645

1(very bad) 336 3.81 100.00 8.79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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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소득분 별 자기건강평가 수 의 형평성, 1998 

소득분 자기건강평가 척도 total
unstandardised

latent health

Standard

latent health

1 2 3 4 5

1 N 149 501 470 541 68 1729 2.1610 1.8740

% 8.62 28.98 27.18 31.29 3.93 19.60

2 N 83 425 585 617 78 1788 1.7347 1.6596

% 4.64 23.77 32.72 34.51 4.36 20.27

3 N 43 301 658 648 108 1758 1.4070 1.4563

% 2.45 17.12 37.43 36.86 6.14 19.93

4 N 30 254 680 694 101 1759 1.2853 1.3621

% 1.71 14.44 38.66 39.45 5.74 19.94

5 N 31 257 639 748 114 1789 1.2596 1.3605

% 1.73 14.37 35.72 41.81 6.37 20.28

Total N 336 1738 3032 3248 469 8823

Total % 3.81 19.70 34.36 36.81 5.32 100

CI -0.0837

〈표 Ⅳ-12〉 자기건강평가의 형평성 국가비교: Wagstaff 방식의 집 도지수

국 가 기 연도 집 도 자기건강평가 척도수 

Sweden 1990 -0.0347 3

East Germany 1992 -0.0436 5

Finland 1987 -0.0566 5

West Germany 1992 -0.0571 5

Netherlands 1986-88 -0.0660 5

Switzerland 1982 -0.0696 4

Spain 1987 -0.0732 4

South Korea 1998 -0.0837 5

United Kingdom 1985 -0.1148 3

United States 1987 -0.1360 4

Source: Wagstaff et al. (1997). 

       1) Lognormal latent health concentration indices 

       2) 한국은 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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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건강수 의 형평성 국가비교: van Doorsler 방식의 집 도지수 

국 가 연도 만성질환 한정  만성질환 자기건강평가

덴 마 크 1981 -0.086 - -0.237

네덜란드 1987 -0.040 - -0.155

    국 1985 -0.104 -0.243 -0.316

아일랜드 1987 -0.148 - -

 랑 스 1984 -0.009 - -

스 페 인 1980 -0.058 -0.104 -0.220

포르투갈 1981 - -0.111 -

스  스 1981 -0.013 -0.202 -0.156

미    국 1980 - -0.244 -0.317

일    본 1992 - -0.008 -0.018

한    국 

문성 1999 - -0.109 -0.330

본 연구 1998 -0.01533 -0.13163

  주: 본 연구의 수치는 성․연령을 보정한 뒤의 집 도임. 

자료: van Doorsler et al.(1993), 문성 (2003) 

3.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국민건강 양조사 1998년을 이용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Le Grand 지수

(HILG)로 측정하 다. 여기에서 HILG 는 의료비부담의 집 도에서 의료필요의 

집 도를 뺀 것으로 계산한다. (+) 는 역진 , 즉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불공평

이 있음을 의미하고, (-) 는 진 , 즉 소득자에게 유리한 공평이 있음을 의

미한다. 

  의료비부담은 소득수 별로 성, 연령 혹은 만성질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보정한 의료비부담을 구하고 집 도를 계산한다. 즉 의료

비부담의 표 화한 집 도로써 HIWVP 를 사용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필요에 비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지표인 Le Grand 지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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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경우 -0.05092, 만성질환의 경우 -0.03903 으로써 소득층에 다소 유리한 

공평성의 경향을 띠지만 거의 0 에 가까워 반드시 의료이용이 형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기건강평가의 Le Grand 지수는 +0.07727 로써 고소득자에 유리한 

불공평을 다소 지니고 있다. 질환에 비해 건강상태에 있어서 소득자에 불리

한 의료이용의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Le Grand 지수의 산정에 있어서 의료비부담을 성, 연령, 만성질환 등으로 보

정하여 표 화하면 만성질환의 역진 인 경향이 다소 완화되었다. 즉 소득

층에 유리한 공평의 성향이 다소 후퇴한다. 자기건강평가에서도 고소득자에 유

리한 불공평이 다소 심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둘째,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이 의료이용의 불평등도가 크지는 않다. 만성질환

이나 자기건강평가의 Le Grand 지수가 외국에 비해 그다지 불공평성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의료비부담의 불공평성이 크기도 하지만 건강상태의 

불공평성은 더욱 커서 의료이용의 불공평성이 크게 나타난다. 국의 경우 의

료비부담의 불공평은 미국 보다는 완화된 상태이나 건강상태의 불공평이 매우 

커서 의료이용의 불공평은 미국 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반면 스 스는 의료비

부담의 불공평은 크지만 건강상태의 불공평은 상 으로 작아 의료이용의 불

공평이 크지 않은 국가로 나타난다. 

  셋째, 국내 연구에 있어서 문성 (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의료이용의 

Le Grand 지수는 자기건강평가의 경우 0.506, 한정  만성질환의 경우 0.285 로 

추정함으로써 극히 불공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당

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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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소득분 별 의료이용의 형평성(의료비부담을 성, 연령, 만성질환

으로 보정한 경우) 

소득

분

표본분포

(%)

비표 화

의료비

표 화한

의료비분포

(성, 연령, 

만성질환 보정)

표 화한 의료필요

(성, 연령 보정)

성질환 만성질환
자기

건강평가

1 1729(19.6) 21.87 21.79 20.76 74.47 30.10

2 1788(20.3) 22.78 22.78 21.92 71.87 26.27

3 1758(19.9) 18.12 18.09 22.10 71.85 21.13

4 1759(19.9) 21.61 21.75 21.78 71.38 18.62

5 1789(20.3) 15.61 15.60 21.68 69.45 18.41

CI -0.05547 -0.00344 -0.01533 -0.13163

HIWVP -0.05436

HILG

CIm - CIn -0.05203 -0.04014 0.07616

HIWVP  - CIn -0.05092 -0.03903 0.07727

주: 1) HIWVP 는 의료비를 성, 연령  만성질환여부로 보정한 표 화한 집 도임.

   2) HILG (Le Grand 지수)는 의료비 집 도에서 의료필요의 집 도를 차감하여 계산 

〈표 Ⅳ-15〉 소득분 별 의료이용의 형평성(의료비부담을 성, 연령으로 보정

한 경우) 

소득

분

표본분포

(%)

비표 화

의료비

표 화한 의료비 

분포

(성, 연령 보정)

표 화한 의료이용 분포

(성, 연령 보정)

성질환 만성질환
자기

건강평가

1 1729(19.6) 21.87 21.82 20.76 74.47 30.10

2 1788(20.3) 22.78 22.72 21.92 71.87 26.27

3 1758(19.9) 18.12 18.12 22.10 71.85 21.13

4 1759(19.9) 21.61 21.66 21.78 71.38 18.62

5 1789(20.3) 15.61 15.69 21.68 69.45 18.41

CI -0.05547 -0.00344 -0.01533 -0.13163

HIWVP -0.05401

HILG

CIm - CIn -0.05203 -0.04014 0.07616

HIWVP  - CIn -0.05057 -0.03868 0.07762

주: 1) HIWVP 는 의료비를 성, 연령으로 보정한 표 화한 집 도임. 

   2) HILG (Le Grand 지수)는 의료비 집 도에서 의료필요의 집 도를 차감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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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의료필요 비 의료이용의 형평성 국가간 비교: Le Grand 지수¹ 

 국 가 연도
만성

질환

한정

만성질환

자기

건강

평가

Le Grand 지수의 계산근거인 집 도

만성

질환

한정  

만성질환

자기건강

평가
의료비

덴마크 1982 -0.094 - 0.051 -0.086 - -0.237 -0.180

네덜란드 1981 -0.010 - 0.066 -0.040 - -0.155 -0.050

국 1985 0.052 0.155 0.228 -0.104 -0.243 -0.316 -0.088

아일랜드 1987 0.015 - -0.100 -0.148 - - -0.133

랑스 1980 -0.093 - - -0.009 - - -0.102

스페인 1987 0.042 0.087 0.204 -0.058 -0.104 -0.220 -0.016

포르투갈 1981 - 0.031 - - -0.111 - -0.080

스 스 1981 -0.110 0.079 0.033 -0.013 -0.202 -0.156 -0.123

미국 1980 - 0.129 0.202 - -0.244 -0.317 -0.115

일본 1992 - -0.013 -0.004 - -0.008 -0.018 -0.022

한국 

문성 1999 - 0.285 0.506 - -0.109 -0.330 0.176

본 연구 1998 -0.04014 - 0.07616 -0.01533 - -0.13163
-0.05547

(-0.05436)²

  주: 1) Le Grand 지수는 의료비의 집 도(Cm)에서 의료필요의 집 도(Cn)를 차감하여 계산함. 

     2) (  )내는 의료비의 집 도를 성, 연령  만성질환으로 보정하여 표 화한 집 도인 

HIwvp 지수임. 

자료: van Doorsler et al.(1993), Kunizaki(2000), 문성 (2003). 



연구결과 65

〈표 Ⅳ-17〉 의료필요 비 의료이용의 형평성 국가간 비교: Le Grand 지수

의 표 화 

 국 가 연도

표 화한 Le Grand 지수 Le Grand 지수

자기

건강평가

만성질환과 

자기건강평가
만성질환

한정

만성질환

자기건강

평가

덴마크 1982 -0.099 -0.055 -0.094 - 0.051

네덜란드 1981 0.011 0.025 -0.010 - 0.066

국 1985 0.002 0.009 0.052 0.155 0.228

아일랜드 1987 - - 0.015 - -0.100

랑스 1980 - - -0.093 - -

스페인 1987 0.017 - 0.042 0.087 0.204

포르투갈 1981 - - - 0.031 -

스 스 1981 -0.061 -0.043 -0.110 0.079 0.033

미국 1980 -0.017 - - 0.129 0.202

일본 1992 - - - -0.013 -0.004

한국 

문성 1999 - - - 0.285 0.506

본 연구 1998 0.07727 -0.03903 -0.04014 - 0.07616

  주: 1) 표 화한 Le Grand 지수는 의료비의 집 도를 성, 연령  만성질환으로 보정하여 표

화한 집 도인 HIwvp 지수에서 Cn을 차감하여 계산한 결과임. 

자료: van Doorsler et al.(1993), Kunizaki(2000), 문성 (2003) 



Ⅴ.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형평성 분석 

1.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가. 개 요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공평한지, 본

인부담이나 보험 여가 얼마나 공평한지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의료기  이용의 근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용한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용되지 않는 비

보험 의료서비스에 의한 본인부담이 제외되는 제한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소득계층별로 건강보험의 부담이나 혜택의 상 인 흐름을 악하는 데에

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1% 표본인 17만 1천세 (지역가입

자 세  8만6천, 직장가입자 8만5천)이다. 보험료는 2004년 1월 기 이며, 보험

여  의료이용은 2003년 자료를 이용하 다. 소득계층은 소득 20분 별로 

구분하 다.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의 기 이 되는 근로소득이

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소득의 리변수로 이용하 다. 

  나. 소득계층별 보험료부담의 형평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정률로 보험료를 부과하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

세소득 이외에 부동산과표, 자동차, 세 원 구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보험료

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세자 자, 농어민, 비정규근로자와 일부 고소득자

자 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 비해 소득계층간 보험료부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소득분배의 지니계수를 측정하면 지역은 0.4226 로써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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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27 에 비해 훨씬 분배상태가 열악한 상태에 있다. 

  직장과 지역간 비교를 하면 직장의 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하면 지역에 비해 모

든 소득계층에 걸쳐 많이 부담하고 있으나, 본인부담분만을 놓고 비교하면 지

역가입자의 3/4 이 직장에 비해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직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자에 비해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직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실

인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단된다. 

〔도 Ⅴ-1〕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소득 20분 별 월 보험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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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의 형평 

  직장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을 보면 고소득 일수록 본인부담의 액

은 많으나 소득 비 본인부담 비율은 어진다. 최하소득의 본인부담률은 

3.43%이나, 최고소득의 본인부담률은 0.65% 에 불과하다. 최하소득분 의 월소

득은 54만원이며, 본인부담은 연간 평균 22만 2천원이다. 이는 월소득의 41%에 

해당한다. 최고소득분 의 월소득은 678만원이며, 본인부담은 연간 평균 52만 8

천원에 이르며 이는 월소득의 7.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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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2〕 직장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본인 부담액과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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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을 분석하기 해서는 지역의 소득을 알아

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소득을 모르기 때문에 지역보험료가 소득수 을 반

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하 다. 분석결과는 지역의 소득격

차가 직장에 비해 크기 때문에 본인부담의 소득계층간 불공평은 더 크게 나타

난다. 그런데 지역의 하  25% 소득계층내(소득5분  이하)에서는 소득가계

일수록 본인부담을 더 많이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소득층에 노인이나 장

애인이 많이 분포되어 의료이용이 많기 때문이다. 

〔도 Ⅴ-3〕 지역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본인 부담액과 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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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직장의 보험료율 0.0421(본인부담률은 0.02105)을 이용

하여 지역의 소득을 추정하 음. 즉 Proxy소득1 = 지역보험료/0.02105, Proxy소득2 = 보험료

/0.0421 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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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득계층별 보험료 비 보험 여의 형평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소득계층이 더 많은 보험 여 혜택을 받지만 소득에 비

교한 보험 여의 혜택은 상 으로 다주1). 보험료에 비한 보험 여의 형

평은 최하소득분 에서는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두 배의 보험 여를 받고 있으

며 최고소득분 에서는 보험료 부담액의 37%만을 보험 여로 받는다. 즉 고소

득 계층이 부담한 보험료가 소득층의 여에 충당되고 있어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Ⅴ-4〕 직장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월 보험료와 보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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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유사하나, 직장에 비해 소득계층의 격차가 

더 크기 때문에 소득가계일수록 보험 여혜택이 크다. 그러나 하 소득 20%

의 계층에서는 소득 일수록 보험 여비를 많이 쓰는데, 이는 소득층에 노

인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료에 비한 보험 여의 형평은 최하소득분 에서는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6배의 보험 여를 받고 있으며, 직장의 동일 소득분 와 

비교해보면 지역이 체 으로 보험료에 비하여 높은 보험 여율을 보인다. 

주1) 최하소득분 의 보험 여혜택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4%이나, 최고소득분 의 

경우 1.55%에 불과하다. 최하 소득계층의 보험 여는 연간 54만 4천원이며, 이는 월소득 

54만원과 비슷하다. 최고소득계층의 연간 보험 여는 126만 5천원이며, 월소득 678만원의 

19%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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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이상은 보험 여/보험료 비율이 1.0 에 못미치고 있다. 이는 지역가입자

의 30%는 보험 여의 혜택 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약 70%는 보험료부담에 비해 많은 보험 여를 받고 있는

데, 보험 여와 보험료의 차액은 국고지원이나 고소득층으로부터 보험료의 횡

보조로 메꾸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 Ⅴ-5〕 지역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보험료와 보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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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득계층별 의료기  근의 형평 

  환자의 의료기  근의 형평은 건강보험제도 외에 다양한 의료제도 , 환경

 요인들이 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보험의 역할로는 의료기 종별 본인부담

의 차이 정도가 소득계층별로 이용의 형평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주2). 

  직장가입자의 경우 병원  의료이용의 특징은 3차 기 이 종합병원이나 병원

에 비해 차별화된 독특한 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3차기 의 

높은 본인부담으로 소득 환자의 근이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

한다주3). 이는 소득층의 한 질환으로 3차기 의 치료가 효과 일 경우에

주2) 본 에서 사용하는 의료이용률은 해당 소득계층에 속하는 용인구  몇 %가 일년에 한

번이라도 이용하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임 

주3) 입원 법정본인부담률은 모든 의료기 이 동일하게 20%이지만, 3차기 의 본인부담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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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3차기 이 도시에 있어 지방

의 소득층 환자들의 외래 방문이 시간비용과 교통비용 때문에 근에 제한 

받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직장의 고소득층 가구일수록 노인비

율이 높아 의료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을 감안해야 한다. 

〔도 Ⅴ-6〕 직장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병원  이상 입원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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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7〕 직장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병원  이상 외래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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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는 첫째, 높은 수가가산율(30%), 둘째, 비교  높은 비보험 본인부담, 셋째, 양질의 

서비스 제공(진료강도나 서비스 제공량이 많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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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8〕 직장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노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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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의 일차의료기  이용의 특징을 보면, 의원의 외래이용률은 소득

계층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소득분 에 걸쳐 65～80%로써 매우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 치과의 외래 이용률은 소득계층간 비교  뚜렷한 격차를 보

이는데, 건강보험으로 청구되지 않는 고가 비 여진료를 고려하면 격차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방기 의 외래 이용률은 고소득일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소득별 편차가 은 편이다. 그러나 한방 역시 건강보험으로 청구되지 

않는 첩약 등이 락된 을 감안하면 격차는 더 클 것이다. 보건기 의 이용

률은 고소득일수록 완만한 증가 경향을 보이는 데, 고소득층의 노인부양비율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 을 것이다. 

〔도 Ⅴ-9〕 직장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일차의료기 의 외래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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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왼쪽 Scale 기 , 나머지는 오른쪽 Scale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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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의 특징은 지역가입자  고소득 자 자집단(20분 )이 노인비율이 

높지 않음에도 3차 입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고소득 자 자의 독특한 의료이

용행태를 나타낸다. 3차 외래 이용률은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노인비율

이 매우 높은 최하소득층의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 3차 외래의 근성이 억제됨

을 알 수 있다. 병원의 입원이용률은 최하소득층이 2.5%로써 높아, 노인비율이 

높은 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이 3차 기  보다는 병원에 입원하는 경향이 있다. 

〔도 Ⅴ-10〕 지역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병원  이상 입원 이용률 

0

0 .5

1

1 .5

2

2 .5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6 1 7 18 1 9 2 0
0

0 .5

1

1 .5

2

2 .5

3

3차 기 관 종 합 병 원 병 원

(% ) (% )

〔도 Ⅴ-11〕 지역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병원  이상 외래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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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Ⅴ-12〕 지역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노인비율 

0

5

10

15

20

25

30

35

4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노 인 비 율

(% )

 

  지역가입자의 일차의료기  이용의 특징은 의원의 입원이용률은 소득계층간 

큰 격차를 보이지 않으나, 최하소득층에서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의원

의 외래이용률은 60～75%로써 상 소득일수록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데, 하 소득층의 노인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하 소득층의 의원 이용률이 

낮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치과의 외래 이용률은 소득수 이 높을수록 상승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노인비율이 높은 최하소득층이 치과 질환이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용률을 나타낸다. 한방기 의 외래 이용률은 소득

분 에서 높고 간소득층에서 낮아지다가 다시 고소득층에서 다소 높아지는 

U자형을 보인다. 보건기 의 이용률은 직장과 완 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최

하소득층의 이용률이 12.6%로써 가장 높고, 최고소득층은 2.7%에 불과한데, 노

인비율이 보건기  이용에 상당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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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13〕 지역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일차의료기 의 외래이용률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0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0

5

1 0

1 5

2 0

2 5

3 0

3 5

의 원 치 과 의 원 한 방 보 건 기 관

(% ) (% )

주: 의원은 왼쪽 Scale 기 , 나머지는 오른쪽 Scale 기  

  바. 정책과제 

  보험료의 공평부과를 해서는 근본 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잘 악하여 

소득단일기 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직장과 지역의 

구분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차선책으로서는 지역가입자  상당수를 차지하

는 임시일용직이나 사업장과 특수계약 계에 직종들( , 학습지교사, 보험모집

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이들 불안정한 직업군의 보험료부담을 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의 재산소득(부동산  융)이나 사업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 상의 범 를 넓히는 것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소득 악이 제 로 되고 근로자와 자 자간의 구

분이 잘 정리되어야 국고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건강보험의 재정운용이 가

능할 것이다. 

  보험 여의 확 는 본인부담의 수 을 이고 소득 비 본인부담 비율

을 평균 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소득계층간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소득층의 본인부담률을 완화하기 해서는 본인부담의 상

한제( 재 6개월간 300만원)를 소득수 별로 차등화하거나 상한을 소득의 일정

율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의료이용에 있어서 소득 환자의 3차기  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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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제한받는 상황에 해서, 반면에 고소득 환자의 높은 3차기  이용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해서 의료이용체계에 한 반  검토가 필요할 것이

다. 소득 환자의 근제한 요인들 즉 높은 본인부담, 한 진료기 의 선택

정보, 지리  장애 등에 한 개선책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의 

확충 책으로써 역별 거 의료기 을 확보하고 국공립병원간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의료기  이용의 형평을 제고하는 데에 한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치과나 한방 이용의 소득계층간 공평 제고를 해서 필요

한 여범 를 확 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기 은 비교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경향으로 보아 향후 보건기 의 노인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의원

의 지나친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도 하나의 시사 이 될 것이다. 

2.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상환자집단별 근 

  가. 개 요 

  여기에서는 건강보험의 특정 상집단별(노인, 장애인, 유아) 그리고 주요 

만성질환 환자군별로 소득수 에 따른 의료이용량이나 진료비, 혹은 본인부담 

형평 문제를 측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형평의 기 은 비교  단순하게 근하

고자 한다. 즉 의료이용은 소득수 과 무 하게 공평하여야 한다는 기본 제 

하에 소득계층별로 의료이용일수나 진료비 사용액, 혹은 환자본인부담에 있어

서 얼마나 차등이 나타나는지를 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앞

으로 건강보험이 어떤 상집단에 해 의료보장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는지

에 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용한 자료는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1% 표본인 17만 1천세 (지역가입자 세  8만6천, 직장가입

자 8만5천)이다. 소득계층 구분에 이용한 소득  보험료 자료는 2004년 자료

이며, 의료이용은 2003년 자료를 이용하 다. 소득계층은 소득 20분 별로 구분

하 다.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의 기 이 되는 근로소득이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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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소득의 리변수로 이용하 다. 즉 보험료를 직장가

입자의 본인보험료율로 나 어 소득을 추정하 다. 

  분석에 앞서 장애인과 노인의 소득계층별 구성을 보면주4), 장애인의 경우 

소득분 일수록 많은 양상을 보이며 특히 지역의 경우 최하 소득층에 극단

으로 집 되어 있다. 노인의 경우 지역의 최하 층에 집  분포되어 있는데 이

는 지역에 빈곤한 노인가구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직장의 경우는 반 로 고소

득가구일수록 노인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양상이다. 이는 고소득 직장인에 의

존하는 피부양노인이 많음을 의미한다. 

〔도 Ⅴ-14〕 소득계층별 장애인과 노인의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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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아, 장애인, 노인의 의료이용 형평 

1) 유아 의료이용 

  유아의 의료이용의 근도는 평균 인 진료비로 보나 의료이용일수로 보나 

소득계층간에 큰 격차를 나타내지 않아 비교  형평한 모습을 보여 다. 그런 

주4) 소득분 별로 용인구 에서 장애인과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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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에서도 지역은 고소득 가구의 유아는 직장 고소득층에 비해서도 의료

이용량이 많고 진료비도 많은 반면 지역 소득가구의 유아는 직장 소득층

에 비해서도 의료이용량이나 진료비가 게 나타난다. 

  그런데 지역의 하  25%에 해당하는 가구의 유아의 진료비나 의료이용량

이 상 으로 게 나타나는데, 이들 계층의 의료 근 향상을 한 정책  

심이 필요하다. 한편 직장의 하  3분  소득가구의 경우 의료이용이 특히 높

이 나타나는데 이들 소득 은 가구의 유아의 건강상태가 열악할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도 Ⅴ-15〕 유아의 소득계층별 진료비와 입내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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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의 의료이용 

  지역의 고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체로 지역의 장애인 의료이용이 직장에 비

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경우 최하  소득층의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이 

낮게 나타나는 불공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직장이나 지역 모두 고소득가구

의 장애인일수록 진료비 사용액이나 의료이용일수가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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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16〕 소득계층별 장애인의 진료비와 의료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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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진료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

해 3.4배(지역), 3.6배(직장)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이용량의 

격차는 진료비 격차에 비해 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의료이용단 당 진

료강도(intensity)가 장애인의 경우가 더 큼을 의미하며 그만큼 장애인의 신체 , 

정신  건강상태가 취약한 데에 기인한다. 지역의 경우 소득계층간 진료비의 

격차가 매우 크며,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이 상 으로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반면에 최하  소득 가구의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오히려 

게 나타나고 진료비는 조  많은 데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 계층내에서 소득

격차에 따른 의료의 불공평이 비장애인의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불공평보다 심

각함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의 경우 장애인은 최하  소득분 에 집 되어 있

어 빈곤 장애인의 의료이용상 불공평은 심각하다. 직장의 경우 소득계층간에 

불규칙 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소득 이외의 다른 특성( , 장애유형)이 작용

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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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17〕 소득계층별 비장애인 비 장애인의 진료비와 의료이용일수의 

상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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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장애인에 한 정책과제로서는 먼  소득층 장애인에 한 의료이

용의 형평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에 한 본인부담을 감면함으로써 장

애인의 의료기 을 방문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측면에서의 장애를 낮추어 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요한 은 장애인의 의료기 에 한 

물리 , 심리  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는 장애인 진료에 

한 수가를 가산함으로써 장애인에 한 차별을 다소 완화하거나, 장애인 이동

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조치( , 보장구, 병원차량 서비스에 한 수가보  등)

도 필요하다. 궁극 으로는 장애유형별로 의료이용의 근을 제한하는 요인들

에 한 심층 인 분석이 필요하다. 

  3) 노인의 의료이용 

  노인의 의료이용은 소득계층간에 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의 자 자가구의 노인들의 의료이용 액이 평균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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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써 특히 높고, 직장은 고소득 가구의 노인일수록 의료이용 액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지역에 비해 더욱 뚜렷한 소득계층간 불공평을 시 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하 소득분 의 노인의 의료이용량이나 진료비 사용액이 게 나

타나고 있어 소득 직장근로자가구에 딸린 피부양노인들에 한 의료비 본인

부담의 경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자료는 비 여 진료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해석에 보다 신 을 요한다. 

〔도 Ⅴ-18〕 소득계층별 노인의 진료비와 의료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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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질환별 환자군의 의료이용 

1) 고 압 

  지역은 소득일수록 이용률이 높고 간소득층에서 낮아지다가 고소득층에

서 다시 높아지는 U자형을 보이고 있다주5). 지역의 경우 소득층에 노인이 많

주5) 여기서 이용률은 각 소득분 별 용인구 에서 일년에 한번이라도 고 압으로 

의료기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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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포되어 있고 다시 고소득으로 갈수록 노인비율이 차 늘어나기 때문으로 

노인인구에 향을 받고 있다. 환자본인부담은 직장과 지역 공히 소득 비 비

율에 있어서 불공평을 시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최하소득층의 경우 평균

으로 월 가구소득의 11%에 해당하는 액을 연간 본인이 직  부담해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경우 고소득일수록 노인비 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고소득층에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 소득

층에서 고 압 이용률이 높아 직장 소득근로자들의 피부양노인들이 고 압 

련 질환이 꽤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 Ⅴ-19〕 고 압의 소득계층별 의료이용률과 본인부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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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 

  지역의 경우 소득가구에서 염 의료이용비율이 높으나 노인비율에 비추

어서는 낮은 편이다. 특히 최하소득층의 본인부담이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8.4%로써 매우 높다. 직장은 U자형의 이용률을 보이며 노인 피부양자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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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소득층 가구의 이용률이 높다. 직장의 소득 근로자가구의 염 이용

의 근성은 고소득가구와 비교하여 비교  공평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염의 치료방법에 있어서 소득계층간 격차에 해 심층 인 분석이 필요

할 것이다. 

〔도 Ⅴ-20〕 염의 소득계층별 의료이용률과 본인부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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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뇨병 

  지역의 경우 노인이 많은 소득 가구에서 이용률이 높으나, 고소득 가구에

서 당뇨병이 많은 편이다. 이는 당뇨병이 부유층 질환임을 암시한다. 소득층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 비 월소득 비율은 10%를 상회한다. 직장의 경우 고소

득 가구와 소득 가구의 이용률이 높고, 간소득 가구의 이용률이 낮은 편으

로 노인인구 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당뇨병 의료이용은 불공평한 

상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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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21〕 당뇨병의 소득계층별 의료이용률과 본인부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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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 

  지역의 경우 노인층의 발병률이 높아 최하소득층에서 암질환 이용률이 높다. 

그러나 노인비율에 비해서는 이용률이 낮아 소득가구의 암 질환치료의 근

성이 제약을 받는 불공평을 엿볼 수 있다. 최하소득층의 환자본인부담은 월소

득의 5배 정도에 달한다. 직장은 노인이 많은 고소득 근로자가구의 이용률이 

높으며, 환자 본인부담은 최하소득가구의 경우 월소득의 3배에 달한다. 소득 

가구의 노인비율에 비추어 암질환에 한 치료의 근성이 떨어지는 불공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암이 발생한 경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월소득

보다 훨씬 많은 본인부담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암에 한 보장성 강화가 

실함을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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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22〕 암 질환의 소득계층별 의료이용률과 본인부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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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책과제 

  분석결과, 소득 장애인의 의료이용 형평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

아나 노인의 경우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은 불공평한 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

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용을 받지 않는 비보험 부문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

기 때문에 해석상 신 해야 한다. 질환별 환자군으로 근하 을 때에 고 압, 

염, 당뇨, 암 등 만성질환은 노인비 이 높은 소득분 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오는 반면 환자의 본인부담은 소득에 비하여 불공평성이 심각하다. 더구나 

비보험 본인부담을 고려하면 환자부담의 형평성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그런데 본 분석은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소득계층간 의료이용량의 불공평이

나 질환별 의료이용량의 불공평을 보았을 뿐이다. 의료이용의 욕구는 있지만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즉 의료욕구와 실제의료이용간 격차인 미충족수

요(unmet need)를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의료의 형평에서 정작 요한 것은 

미충족수요의 소득계층간 형평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미충족수요의 형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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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민건강 양조사를 이용하여 학계에서 부분 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조사는 소득계층별 실제 의료이용량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도에 

있어서 제한 을 안고 있다. 그 외에 사망률을 건강불평등의 표 인 지표로 

간주하여 통계청의 사망원인조사  노동연구원의 노동패 을 통하여 불평등을 

연구하는 활동이 비교  활발하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들은 소득, 

낮은 교육수 , 부모의 낮은 교육  소득수  등이 높은 사망률과 연 을 맺

게 되어, 사회구조 인 불평등을 개 하기 한 정책들 즉 소득분배  교육정

책의 개 을 요구하는 데에 까지 이르고 있다. 



Ⅵ. 건강형평성 연구의 동향분석 

1. 연구문헌의 조사방법 

  가. 검토 상 문헌의 선정 

  련 논문을 확인하기 해 국내외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 검색

을 한 후, 해당 논문을 검토하고 몇 가지 기 에 의해 리뷰 상의 포함 여부를 

확정하 다. 그리고 국내의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의 완 성이 아직 높지 않다

는 을 고려하여, 지난 2003년 한국건강형평성 학회 창립 세미나에서 발표된 

두 편의 연제주6)에 인용된 문헌들을 추가로 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연제는 당

시까지 발표된 국내의 주요 연구와 형평성의 황들을 고찰하고 있었다.

  검색 키워드는 형평(equity), 불형평(inequity), 불평등(inequality), 사회경제  요

인(socioeconomic factor), Korea이었다.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엔진은 다음과 같다. 

  국내 : 보건연구정보센터 (http://www.richis.org)

의학연구정보센터 (http://www.medric.or.kr)

KoreaMed (http://www.koreamed.org)

KSI 한국학술정보 (http://search.koreanstudies.net)

  해외 : PubMed (http://www.ncbi.nlm.nih.gov/entrez)

  문헌의 선별 기 은 체계  문헌리뷰(systematic review)를 하기 해서는 엄

격한 선별 기 을 사 에 개발하고, 이에 따라 과학  엄 성이 확보된 논문들

주6)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2003년 10월 7일 서울 학교 보건 학원 강당에서 열린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의 건강형평성- 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진행했으며, 여기에서 

“한국 사회의 건강형평성 실태”(김명희), “우리나라 건강 형평성 연구의 동향과 과제”(강

호)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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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상으로 삼는 것이 필수 이다. 하지만, 재 국내의 형평 련 연구들이 

본격 으로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는 을 고려하여 가  많은 논문들을 포함

하고자 하 으며, 다음과 같은 외  경우에 한해 검토 상에서 제외하 다. 

  a) 공인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 논문만을 상으로 삼았으며, 학  논문, 학술

회 연제집( 록), 연구 보고서 등은 제외하 다.

  b) 실제 원문을 검토한 결과 형평이나 사회경제  요인과  련성이 없

는 것으로 단되는 논문들을 제외하 다. 사회경제  요인이 여러 가지 공변

수(covariate) 의 하나로 단순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회경제  요인에 따른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만을 제시하고 이에 한 어떠한 해석도 제시하

지 않은 논문들이 이에 해당한다. 

  c) 연구방법이 역학 으로 매우 부 하여 결론을 신뢰하기 어려운 논문들을 

제외하 다. “부 성”의 여부를 객 화시키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한다. ① 연구 방법에 한 설명이 부족하여 연구 설계와 분석과정을 이해

하기 어려운 논문, ② 상이 매우 한정된 집단이라 결론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논문( , 일부 무료 진료소나 특정 의료기 을 방문한 소수의 환자들을 상으

로 단면 조사를 실시한 후 이 결과를 일반화시켜 해석한 경우), ③ 요한 혼란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채 단변량 분석 결과만으로 결론을 도출하거나 혼란 편

견이 심각한 논문 ( , 유병률 분포에서 연령의 향이 가장 요한데 연령을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계층별 유병률을 비교하고 결론을 내린 경우) 

  d) 실증  자료 분석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문헌 고찰이나 이론  배경에 

한 종설 형태의 논문 

  검색 과정을 통해 총 129편의 연구 결과를 확인했으며 이상의 원칙에 따라 

그  45편의 논문을 최종 검토 상에 포함시켰다. 

  나. 분석의 틀 

(1) 선별된 문헌에 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요약하 다. 

   ① 연구 시 (자료 수집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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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상 집단

   ③ 연구 설계

   ④ 연구에 사용된 형평 련 지표 

   ⑤ 사회경제  지  척도

   ⑥ 결과 지표:  건강 결과(사망, 이환), 건강 험요인(행동 험요인, 사회

심리  요인, 보건의료 서비스 등) 

   ⑦ 주요 결과  결론 

(2) 이상의 결과들을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주목할 만한 방법론이나 연구 결과

들, 장 과 한계, 향후 발 을 한 방향들을 기술하 다. 

(3) 해외에서 이루어진 주요 리뷰 논문들에 근거하여 향후 국내에서 필요한 연

구 과제와 정책  함의를 기술하고자 하 다. 

2. 연구문헌의 분석결과 

  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한 연구 결과는 총 129편이었는데(학술 회 연제 포

함) 80년  후반 이후 조 씩 늘어나다가 90년  후반 들어 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이  분석 상으로 선정된 논문의 숫자는 90년  반까지 

비교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2000년을 기 으로 속

히 늘어났다. 건강 형평성 연구의 통은 20여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

나, 이 분야가 본격 인 심사로 등장한 것은 비교  최근의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도 Ⅵ-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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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Ⅵ-1〕 연도별 형평 련 연구 발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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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가. 자료 수집 방법과 상자 집단 

  분석 상으로 삼은 45편의 논문  국 규모의 확률표본설계를 이용했거나 

사망등록자료처럼 수를 상으로 한 논문이 18편을 차지했다(부록번호 5, 12, 

15, 16, 20, 21, 22, 25, 31, 32, 33, 36, 37, 38, 40, 41, 44, 45, 이하 번호는 부록

의 번호를 뜻함). 활용된 자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국민건강( 양)조

사, 국출산력 조사, 의료이용조사, 통계청 할의 센서스, 사회통계조사, 도시

가계조사, 출생  사망등록자료 등이었다. 그리고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지

는 않지만,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수 혹은 일부를 상으로 삼은 연구들이 

총 14편이었다(7, 8, 9, 10, 11, 13, 14, 17, 18, 24, 26, 29, 42, 43). 이들은 부분 

건강보험의 진료비 청구 산자료를 활용한 것이며,  특정 지역이나 직종의 피

보험자 체 혹은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 단 는 아니지만 일부 지

역에서 확률표본을 통해 표성을 확보한 연구들도 2편이 있었다(3, 19). 나머

지 연구들은 연구진의 서베이에 참가한 자발  상자들의 자료를 기 로 한 

것들이었다. 체 인 구성비를 고려한다면, 표성과 일반화의 가능성이란 측

면에서 국내 연구들의 외  타당도는 상당 수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활용  연구 상자의 특성과 련하여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각종 국가 조사  등록 자료의 활용도가 높다는 이다. 사회  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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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는 연구를 해 개별 연구자가 독립 으로 규모 조사를 벌이기란 

실 으로 불가능하다는 에서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자료의 가용성과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장 을 가지고 있지만, 

한 문제 도 있다. 과학 인 연구 가설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

어진다기보다 기존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가능한 과제가 도출되거나(data-driven), 

핵심 인 공변수에 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등이다. 그

러나 이들 통계자료들이 건강 형평성의 모니터링과 련하여 비교  비용/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실 인 장 을 고려한다면 자료 생산의 주기와 조

사변수, 질 리에 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을 도모하고 극 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에서도 사회/경제  요인을 주로 

다루는 조사들( , 사회통계조사, 도시가계조사, 노동 패  등)에 건강 련 변

수를 포함시키는 문제, 사회경제  지 를 분류 체계에 한 문제들이 특히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 보험의 진료비 산 청구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비교  활발하

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건강보험의 용 확  과정에서 이를 이용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검토하는 연구들이 집 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특징이다. 이러한 

자료는 외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며, 의료 이용과 련하여 보다 

상세하고 객 인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앞서의 다른 

국가통계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자료의 질 향상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한 

더욱 요한 문제는 개인의 상병 내용과 진료 기록이 그 로 담겨 있다는 에

서 개인의 정보보호에 한 특별한 책이 필요하다는 이다. 최근에 개인의 

비  보호에 한 시민사회의 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개인 정보의 악용 사례

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자료들의 연구용 공개마 도 축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자료들이 연구 자료로써 공익을 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을 충

분히 고려하여 일방 인 제한을 가하기보다는 개인정보에 한 보안 강화의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료 이용의 세 번째 특징은, 국민 개개인의 고유 식별자인 주민번호를 이용

하여 기존의 자료원들을 연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이다. 이를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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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자료를 통해 상병 양상을, 사망등록자료를 통해 해당 질환으로 인

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한 외국의 연구들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방식인데, 규모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 으로 단

축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 이 있다. 하지만 앞서 지 한 바와 마찬가지로 효

율 인 자료 활용과 더불어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효과 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한 책이 시 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연구 설계 

  연구의 부분(31편)은 단일 시 에서 폭로 요인과 결과 요인을 동시에 측정

하고 이들 사이의 련성을 평가하는 단면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리 

알려져 있듯, 이러한 연구의 장 은 다른 연구 설계에 비해 비교  짧은 시간 

내에 조사가 가능하고 비용이 렴할 뿐 아니라, 표본의 표성만 확보된다면 

유병률과 문제의 크기를 악하는데 합한 방법이라는 이다. 하지만 폭로 

요인과 결과 요인 사이의 시간  선후 계를 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과성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사회경제  지 의 차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는지(social causation), 건강 문제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발생한 것인지(health selection)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Link BG, 1995). 

검색 논문들 에서도 핵심 인 역 선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일방 인 결과 

해석으로 타당성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검토 상에서 배제된 경우가 있었다. 한

편, 검토한 논문들 에는 반복 인 단면연구(13, 33, 45)를 통해 시계열 경향이

나 특정 사건( , 90년  후반의 경제 기)의 후 비교를 한 연구들도 포함되

어 있다. 

  최근에 발표된 일부 논문들(8, 14 15, 17, 32, 41, 42)은 코호트 설계를 이용하

여 인과성의 방향에 해 보다 분명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 다. 특히 이  

세 편(17, 42, 43)은 공무원․교직원보험의 남성 피보험자의 정기검진 자료를 

이용해 코호트를 구축하고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개인별 사망 여부를 추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나머지 연구들은 직 으로 개인에 한 추 을 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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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해당 연도 센서스 자료의 인구집단을 분모로 삼고 사망 등록 자료를 분자로 

활용했다는 에서 진정한 의미의 코호트 연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경

우 분자와 분모의 분류가 동일하지 않아 분자/분모 비뚤림(nominator/denominator 

bias)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 이 존재하지만, 실 인 자료의 가용성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연구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상된다. 한편, 

1974년의 국 출산력 조사 자료를 이용한 논문 세 편(31, 37, 38)의  경우, 상

자들에 한 직  추 조사가 아닌 설문에 의해 가족 구성원의 사망여부와 사망

당시 연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 로 가상의 출생 코호트를 구축하여 생명표 방식

의 험비교 방식을 사용했다는 이 특기할 만하다. 분석의 기법은 최근 논문들

과 비교해 단순하지만, 직 인 추  조사는 물론 신뢰할 만한 사망자료를 확보

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에서 소 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생태학  분석을 시행한 논문이 세 편(12, 18, 21) 있었다. 이들의 

특징은 분석의 단 가 개인이 아니고 지역이라는 이다. 두 편은 지역의 사회

경제  특성( , 재정자립도, 1인당 소득, 사회계 의 분포)  의료자원의 분포

( , 1인당 의사 수, 의료기 의 수)와 의료 이용(18), 사망률(21)의 련성을 

악하고자 하 으며,  다른 한 편은 연도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에 따른 자살

률의 변화를 다루었다(11). 이러한 연구 설계는 생태학  오류(ecological fallac

y)주7)의 가능성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개 기존의 요약 자료를 이

용하여 비교  은 비용과 시간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개인 단 의 연구로는 알기 어려운 집단의 속성( , 소득 불평등, 재정자

립도)이 어떻게 건강에 향을 미치는지 악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근래 

사회역학 분야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기도 하다(Maeintyre S, 2003). 그러나 

이러한 집단 수 의 효과가 구성효과(compositional effect)에 의한 것인지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에 의한 것인지 구분되어야 하며, 이런 이유로 다수  연

구(multi-level study)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Duncan C, 1998). 

주7) 집단 수 의 결과를 개인 수 으로 추론하는데서 나타나는 오류, 반 로, 개인 수 의 결과

를 집단 수 으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원자론  오류라 한다(Diez-Roux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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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연구는 개인  결과(individual outcome)에 한 집단 수 (group level)

과 개인 수 (individual level) 변수의 효과를 동시에 검토하기 한 통계  분

석 기법이다. 이는 건강에 한 생태 , 거시 , 집단 수  결정 요인들의 잠재

 역할에 한 심이 늘어나면서 개념 으로 발 하기 시작했으며 통계  기

법의 발달에 의해 실제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Goldstein H., 1995). 검토 논문

들 에 다수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는 1례(15)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  지 (교육, 직업)를 고려한 상태에서 지역(시군구)의 물질  

결핍 정도가 사망률에 향을 주는지 평가하 다. 연구 결과, 개인의 사회경제

 지 와는 독립 으로 지역의 사회경제  지 가 사망률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즉, 지역의 물질  결핍 수 이 심할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속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망률에 향을 주는지에 

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었다. 다수  분석의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해

외에서는 이를 용한 연구가 최근 증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

지의 상이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다수  분석의 진정한 의의는 정

교한 통계  분석 기법이 아니라 지역 속성의 의미와 건강에 향을 미치는 경

로를 해명하는 데에 있다(Diez-Roux, 2003).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지

역 단 , 특정 건강결과와 련된 구체 인 지역 속성, 그리고 연구 결과의 정

책  함의에 한 고찰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폭로 요인 : 사회경제  지 (socioeconomic position) 

  사회경제  지 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특정한 구조  치를 나

타내며, 이는 건강에 유해한 폭로(exposure)나 유익한 특정 자원(resource)의 소

유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한 결정 요인이다(Lynch J, 2000). 건강 형평성을 주

제로 하지 않는 연구라 해도, 부분의 역학  연구들은  기본 인 특성으로서 

교육이나 직업 같은 사회경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히 건강 

형평성, 혹은 건강의 사회경제  불평등을 주제로 삼는 연구라면 사회경제  

지 는 보정해야 될 혼란요인이 아니라 주요 폭로요인, 가장 요한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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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상 논문들을 살펴보면, 보건학/의학 분야에서 통 으로 사용해왔던 지표

인 교육(21편), 직업(14편), 소득(25편)이 흔히 이용되고 있었다. 소득의 측정이 

상 으로 어렵다는 을 고려하면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진료비 청구 산 자료의 자격 일에 포함된 보험료를 소득의 체변

수로 사용한 연구들이 상 으로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상이다. 한편, 두 가

지 이상의 사회경제  변수를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다시 새로운 

지표를 구성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테면 교육과 직업에 각기 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단일 지표(Hollingshed index)를 구성하거나(39), 직업과 

고용상태에 따라 사회계 을 정의한 사례(10, 22)도 있었다. 그 밖에 주거환경

(2, 34), 자가 평가 경제수 (3), 도/농의 지역 구분(4, 10, 20, 30, 34), 의료보장 

형태(23, 27, 44), 소비재를 비롯한 재산(37) 등을 사회경제  지표로 사용한 경

우도 있었다. 아동이 연구 상인 경우 부모의 교육 수 (1, 2, 4, 25, 31, 38)을 

지표로 삼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인의 아동기  사회경제  지 를 추정하기 

해 재의 팔다리 길이(35)나 신장(43)을 이용한 연구도 있었다. 

  그동안의 연구들이 주로 직업, 교육, 소득, 혹은 도/농의 지역 구분 등을 주요 

변수로 채택한 것은 이들 지표의 구성개념(construct)과 련하여 특별한 가설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자료의 가용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물론 이

러한 사회경제  지표를 담고 있는 자료원들의 정보 일치도를 확인함으로써 자

료의 신뢰도를 평가하거나(손미아, 2001), 척도의 구성개념, 조작  정의의 근거

에 한 상세한 고찰을 담고 있는 논문들(10, 22)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  지 와 련하여 핵심 인 두 가지 문제를 지 할 수 있다. 

  첫째, 구성개념 즉 이론(theory)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경제  지

에 따른 건강 수 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사용한 척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건강을 향을 미치는지 설명 모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교육 수 이 높은 집단일수록 연령보정 사망

률이 낮게 나타난다면, 이는 교육 자체가 사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 수 이 높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정한 자원, 피할 수 있는 특정한 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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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득, 교육, 직업, 사회 계  들 

에서 어떤 척도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는 자료의 가용성이나 연구자의 선호 문

제를 넘어 사회 계층을 바라보는 핵심 인 사회학 이론(마르크스 혹은 베버의 

이론)과 직  맞닿아 있다. 특히 사회계 은 생산 계를 둘러싼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삶의 다양한 측면들이 구조화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척도로 사용하는 연구가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둘째, 많은 연구들이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 소득 수 , 직업 등의 

척도 한 그 측정이 간단하지 않다는 문제 이 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경우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교육 수 에 따른 건강 격차가 특히 큰 것으

로 나타나는데(Son M, 2004), 이것이 한국사회의 특수한 속성을 반 하기 때문

인지 아니면 직업이나 소득 같은 다른 변수들에 한 정보가 상 으로 불분

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한 같은 교육 수

이라고 해도 시 나 사회경제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며, 그로 인해서 

획득할 수 있는 편익의 정도도 인구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주8)(Lynch J, 

2000). 소득은 재의 물질  조건을 가장 직 으로 나타내는 지표지만, 일생

에 걸쳐 유동 으로 변하는 소득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가구 규모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답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어떠한 설문 방식을 사용할 것

인가 등 측정과 련하여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직업을 사회경제  

지  척도로 사용하는 경우, 가장 실 인 문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집단을 어떻게 분류하는 방법에 한 것이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남녀 

공히 직업이 있는 사람들만 분석 상에 포함시키거나( : 15, 16, 21), “주부”

처럼 독립 인 범주를 부여하기도 하 다. 그러나 자의 경우 경제 활동에 종

사하지 않는 여성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며, 후자

주8) 이를테면 동일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라고 해도 재 70  노인집단과 20  청년집단에

서 나타내는 사회  의미는 크게 다르며, 경제 침체와 호황,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비교

 짧은 시간 내에서도 교육의 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 동일한 학력 수 에서

도 일반 으로 여성의 임 은 남성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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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은 그것이 한 사회  지 의 척도가 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를 들면 실업자 남편을 둔 주부와 기업주 남편을 둔 주부가 같은 범주로 분

류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직업이 없는 여성에게 

남편의 직업, 혹은 가구에서 가장 지 가 높은 직업을 부여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며, 실제로 여성 자신의 직업보다 가구 단 의 직업에 의한 사회계  구분이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데 더 유효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 다(Krieger N, 

1999).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 격

차를 설명하는데 가장 바람직한지에 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으며 건강 형평성

과 련하여 가장 시 하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사회경제  지 와 련하여 두하고 있는  다른 이슈는 지역의 속성과 

생애과정 근법(lifecourse approach)이라 할 수 있다. 개인들이 모여 있는 빈 공

간으로서의 “지역”이 아니라 고유한 속성을 가진 실체로서 지역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수  분석 기법을 통해 개인은 물론 지역의 사회경제  지

가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향을 악할 수 있게 되었다. 검토 논문 에는 

다수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1편(15), 지역을 분석 단 로 한 생태학  

연구가 두 편(18, 21) 있었다. 자의 논문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시‧

군‧구별 실업률, 육체노동자 비율, 주택 보유율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 물질

 결핍 지수(material deprivation index)를 산출하 으며, 후자의 연구들은 시‧군

‧구별로 사회계 의 분포(남성 육체노동자의 비율), 재정자립도, 의료자원의 분

포(의사 수 등)를 지수화 하 다. 지역은 구체 인 정책의 실행 단 가 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한데, 사회마다 고유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외국 연구

에서 쓰여진 지표를 그 로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테면, 국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  지 를 나타내기 해 타운젠트 지수(Townsend index)와 카

스테어 지수(Carstairs index)주9)를 흔히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 농  사회에 이

를 용하는 경우, 주택 소유 비율이 높기 때문에 타운젠트 지수는 양호한 반

면, 육체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 카스테어 지수는 열악하게 나타나는 상

주9) 주택소유 비율, 주거과 , 실업률, 육체노동자의 비율, 승용차 보유 비율 등으로 결정된다. 

(참조: Carstairs V.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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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고유한 속성을 잘 반 하는 속성과, 건

강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한 지역 단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Diez-Roux, 2003).  

  생애과정 근법주10)은 사회경제  지 가 건강에 향을 미치는 것은  생

애에 걸쳐 일어난다는 개념으로, 성인기 특정 시 의 사회경제  지 를 측정

하는 것만으로는 건강 불평등의 근원을 하게 악해낼 수 없음을 지 하고 

있다. 이를테면 심 질환은 개 년 이후 발병하지만 동맥경화성 변화는 

이미 아동기부터 시작되며 따라서 아동기의 사회  환경에 한 탐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 재 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토한 논문들 

에도 실제 병인이 작동하는 시기에 한 가정에 근거하여 아동기의 사회경제

 환경을 측정하고 그 향을 평가한 것들이 있었다(2, 35, 39, 43). H.pylori 감

염의 유병률을 살펴본 연구(2, 39)의 경우, 자는 성인기와 아동기의 지 를 

함께 측정하 으며 후자는 연구 상집단에 직  아동을 포함시켜 사회경제  

지 에 따른 유병률 차이를 악하고자 하 다. 한편 다른 두편의 연구는 아동

기의 사회경제  지 를 직  측정하기보다 성인기의 신장(43)과 팔다리 길이

(35)를 측정하여 이를 아동기 양 상태의 지표로, 즉 간 인 아동기 사회경

제  지 로 사용하 다. 우리나라처럼 사회경제  환경이 변하고 출생 코호

트간의 경험 차이가 큰 사회에서 생애과정 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되며, 병인론의 시기, 재의 시 과 련하여 보다 폭넓은 이론 , 실증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10) 생애과정 근법에서는 병인론과 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가설이 제안되고 있다. 1) 어린 

시 의 폭로가 발달과정, 특정한 ‘결정  시기(critical stages)'에 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성인기 다양한 질병에 한 개인의 취약성과 항력이 결정된다. 2) 삶의 기에 경험한 

불이익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동안 축 되어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질병

을 야기한다. 3) 어린 시 의 경험이 성인기의 경험과 계있지만 건강결과와 직 인 

계가 있는 것은 성인기의 경험뿐이다(사회역학 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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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불평등의 측정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표 Ⅵ-1 참조). 이 

에서 불평등의 정도를  차이(absolute difference)로 평가할 것인가, 혹은 

상  차이(relative difference)로 평가할 것인가는 해석과 련하여 특히 논란

이 되어왔다. 이를테면 국에서 사회계 에 따른 상동맥 질환 사망률의 격

차를 상  차이(비율)로 평가한 경우 1976～81년에 1.48배에서 1986～92년에 

1.66배로 증가한데 비해,  차이(차)로 비교한 경우 10만 명당 117명에서 

106명으로 그 격차가 오히려 어들었다. 이를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해석할 

것인가, 혹은 완화되었다고 해석할 것인가에 해서는 계속 인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경시 ‧통시  비교를 하는 경우에 특히 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Anand S, 2001). 

〈표 Ⅵ-1〉 건강 불평등의 측정에 흔히 활용되는 지표 

수 척도의 종류

집단간

비교

단순 

범

․비(比): rate ratio (low to high ratio)

․차(差): rate difference (shortfall)

체 

분포

․불평등 기울기 지수(slope index of inequality)

․집  지수(concentration index) 

․상이성 지수(index of dissimilarity)

개인간

비교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

․상  평균 편차(relative mean deviation): , Robin Hood Index

․Atkinson index

  그동안 국내에서는 불평등의 정도를 지역이나 시간에 따라 비교한 연구가 거

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요한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었다. 개의 연

구들은 결과변수를 이분형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주11)을 사용했으

며, 일부 연구들은 평균을 비교하 다. 이에 비해 최근에 발표된 Khang 등의 

주11) 교차비(odds ratio), 상 험도(relative risk), 험비(hazar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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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33)는 상 불평등 지표(relative inequality index, RII)주12)를 통해 최근 10여

년 동안 사망과 상병의 불평등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향후 불평등의 모니터링이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 사회에 한 모니터

링의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 밖에 집단 간의 비교가 아닌 체 분포를 상으로 집  지수(concentration 

index)주13), 루그랑 지수(LeGrand index)주14), 로 츠 곡선(Lorentz curve) 등이 활

용되었으며(7, 9, 11, 26, 29), 지역간 변이와 그 설명 요인을 찾기 해 EQ, C

V주15) 등이 사용되기도 했다(18). 이들은 공통 으로 의료이용에서의 형평성 문

제를 다루었다. 

  마. 결과 지표 

  국의 블랙리포트를 계기로 발된 서구의 건강 형평성 연구들은 개 기존

의 사망 등록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망을 결과 지표로 사

용하는 것의 장 은 상병에 비해 분명한 상황인데다 총체 인 건강 상태를 나

타내는 종합지표이며, 무엇보다도 별도의 조사 없이 기존 자료를 이용할 수 있

다는 이다. 

  이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는 연구의 기 단계인 1990년 부터 의료 이용에서

의 격차에 한 연구들(9, 10, 11, 13, 18, 26, 29, 40, 44, 49)이 좀더 우세하게 

주12) 계층별 인구 크기를 고려한 건강과 사회경제  지  사이의 회귀 계수를 slope index of 

inequality라고 하는데, RII는 이를 변형한 것으로 인구 크기를 고려한 상태에서 가장 높은 

계층과 가장 낮은 계층의 격차를 상 험도로 표시한 것이다 (Machenbach et al.1997 참조).

주13) 사회경제  지 의  유율을 횡축, 불건강의  유율을 종축으로 하는 정사각형

에 계층별 건강 분포를 표시한 집 곡선과 완 한 균등분포를 의미하는 각선 사이의 면

으로부터 산출한다. 지니계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 (Machenbach et al.1997 참조).

주14) 지출의료비 집 지수와 상병집  지수의 차로 계산되며, 건강 수 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졌는가주는 지표이다. 음의 값은 건강 수 에 비한 의료비 지출이 

고소득층보다는 소득층에서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문옥륜 등 1995).  

주15) EQ(Extremal Quotient) = Max
Min

, CV(Coefficient of Variation) = s.d
mean

(참조: 남정모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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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이 주로  “의료이용, 근성에서의 

불평등(healthcare inequality)”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던 데서 비롯된 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80년  말부터 90년  말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편과 확 가 보건의료 분야의 가장 요한 실  이슈 기 때문이기도 하

다. 의료이용의 근성을 다룬 연구들은 개 진료비 청구 산 자료를 이용하

여 소득 수 ,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기  방문 횟수, 진료비를 비교하 고 서

베이를 보완하여 본인부담 이나 건강상태에 따른 미충족 필요(unmet need)에 

해 분석하기도 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7, 20, 23, 24), 연구 결과들은 경제  장벽은 물론 지리  장

벽으로 인해 근성 문제가 여 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망을 지표로 사용한 연구들은 2000년 이후부터 본격화되는데, 그 에도 

1974년 국 출산력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아 사망(infant mortality), 어린이 

사망(child mortality), 성인의 사망률을 추정하고 성별과 사회경제  지 에 따

른 불평등의 황을 밝힌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31, 37, 38). 사망을 다룬 연

구들은 사회경제  지 에 따른 총 사망, 주요 사인별 사망률(8, 12, 15, 17, 21, 

32, 33, 41, 43)을 비교하 으며, 부분의 연구들이 일 되게 낮은 사회계층에

서의 높은 사망률을 보고하 다. 개인을 분석 단 로 한 연구들(17, 42)은 흡연 

등의 건강 험요인을 보정함으로써 불평등의 경로를 규명하고자 시도하 고, 

보정 후에 격차가 어들기는 하지만 여 히 유의하다는 것을 보고하 다. 

한 주요 사인별 사망률을 비교한 경우(17, 32, 43), 뇌 질환, 사고 손상 등 

사망외인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는데 비해 허 성 심질환 등에서는 차이

가 찰되지 않거나 출생 코호트에 따라 불평등의 방향이 역 되는 등 서구 사

회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상병 수 에서의 격차를 다룬 연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결과지표는 자가평

가 건강수 이었다(9, 10, 11, 16, 28, 29, 33). 이는 간단한 주  평가의 형태

를 띄고 있지만 사망률의 요한 측변수로 알려져 있으며(Idler E.L., 1997),   

이런 이유로  OECD Health Data에서 국가 간 건강수 을 비교 지표로 이용

될 만큼 리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의 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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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가단  통계조사(국민건강조사, 사회통계조사 등)들도 이 항목을 공통 으

로 포함하고 있다. 검토 연구들은 개 사회경제  지 가 낮은 집단일수록 자

가 평가 건강수 이 낮다는 것을 일 되게 보여 주 다. 시계열  경향을 분석

한 한 연구(33)에서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격차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심화

되고 있다고 보고하 다. 이 외에도 만성질환 이환 여부를 함께 측정하거나(10, 

11, 16, 29, 33), 재해율(14), 정신측정학  도구(psychometric inventory)를 사용하

여 사회심리  건강(psycho-social wellbeing) 상태를 평가한 연구들(3, 6, 19, 34)

이 있었다. 한 청학  검사를 통해 H.pylori 유병률과 사회경제  지 의 

련성을 평가한 논문들(2, 39)이 있었는데, 이들은 공통 으로 성인기보다 아

동기의 사회경제  환경이 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건강 험요인을 결과변수로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만(1), 양소 섭취(4, 

5), 건강행동(16, 22, 27, 36), 사회  지지(27, 28), 건강검진 수검률(30) 등을 분

석 상으로 삼고 있었다. 이들 연구들도 부분 낮은 사회계층에서 바람직하

지 못한 건강 험요인들이 더 만연해있음을 보여주었으나 몇 가지 특징 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청소년 비만의 유병률을 살펴본 기모란 등의 

연구(1)는 남자 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아지

고 여학생은 그 반 의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 다. 한 양 섭취량을 살펴

본 김 욱의 연구(5)는 교육수 이 낮을수록 오히려 균형 잡힌 식품섭취를 하

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 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사인별 사망률을 비교한 연

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역학  이행단계에 있는 우리 사회의 속성이 반 되

어 나타난 상으로 보이며, 향후 경향에 한 지속 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한다.

  한편, Khang(33)의 연구는 검토한 연구들  유일하게 사망과 상병을 함께 

다루었으며 반복단면조사결과를 통해 불평등의 경향을 분석하 다. 사망의 경

우 격차의 크기가 상 으로 일정한데 비해 상병은 최근으로 올수록 격차가 

늘어났으며, 하지만 불평등의 크기는 상병보다 사망에서,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

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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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불평등의 경로, 매개요인에 한 탐구 

  일부 연구들은 사회경제  지 에 따른 건강 수 , 혹은 의료이용에서의 불

평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로나 매개 요인을 찾고자 

하 다. 김창훈 등(6)의 연구는 건강불평등의 주요 경로로 알려진 사회심리  

요인이 실제로 생물학  차이를 낳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나 뚜렷한 련성을 확

인하지 못했다. 손미아(16)의 연구는 건강행 가 사회계 간 불건강의 유병률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21)

의 연구는 지역의 육체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상을 의료자원

(의사 수)의 분포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 으나 이를 보정한 후에도 사회

계  분포와 사망률의 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  등(27)과 임민경 

등(28)은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행동과 자가평가 건강수 의 차이를 사회  지

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 다. 송윤미의 연구(17)는 소득 수 에 따

른 사망률 격차를 건강행동요인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해 보

정 후를 비교하 으나 이들 험요인의 설명력이 매우 낮았다. 한편 Song 등

의 연구(42)에서는 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사인을 구분하고, 회피가능한 사인

에서 사망률 격차가 더욱 크다는 을 지 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차이

가 사망 불평등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이상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첫째, 건강 불평등을 확인한 연구들 

에서도 구체 인 경로를 탐구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다. 둘째, 경로 혹은 매개요인의 탐색은 주로 이들 요인의 보정 /후 험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했는데 부분의 연구에서 보정 후에도 여 히 상

당한 크기의 잔차(residual)가 남았다. 이는 매개요인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검토되지 않은  다른 요한 경로

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경로와 련하여 개념 인 

설명 모형을 제시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재의 진입 지 , 가용성과 

련하여 불평등의 경로에 한 연구가 보다 극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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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연구 내용을 통해 살펴본 국내 건강 형평성의 수  

  지 까지의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토 로 재 국내의 건강 형평성 연구의 

수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존에 서구 선진국을 심으로 이루어졌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망과 상병, 건강 험요인 등에서 사회경제  불평등이 찰되었다. 이는 특

정 질환이나, 특정 행동 요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건강의  역에 걸쳐 

범 하게 존재하고 있다. 

  둘째, 일부 연구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

여주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의료이용의 근성 문제는 

여 히 유효한 과제로 남아 있다.  

  셋째, 건강 불평등은  “빈곤층”에 한정된(threshold) 문제가 아니라 교육 수 , 

직업, 소득, 사회계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했을 때 사회  계의 모든 단계

에 걸쳐서 나타나는 “분포”(gradient, distribution)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그러나 국내에서 이러한 건강 격차가 발생하는 경로나 매개요인에 

해서는 아직 뚜렷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Ⅶ. 정책과제 

1. 보건의료재원부담의 형평성 제고 

  보건의료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먼  보험료부담의 역진성

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외국은 부분 진 이거나 역진 이더라도 

한국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지 않게 나타났다. 향후 보험료부담의 공평성은 매

우 요하고도 지속 인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재원조달에 있어서 보험료의 비 은 재 약 30%에 불과하기 때문

에 보험료부담의 역진성이 재원부담의 역진성에 아직 결정 인 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보험료의 비 이 커지

게 되면 보험료부담의 역진성은 큰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통합으로 보험료의 재분배효과는 강화되었다는 것이 일반 인 측이고 연구

결과들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의 효과는 부분 임에 유의하여

야 한다. 건강보험의 통합은 지역보험의 경우 1998년 10월에 이루어졌고 직장

보험의 통합은 2000년 7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합의 실질 이고도 완 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01년 이후이다. 따라서 2001년 이후의 가구소비실태자

료가 나와야 할 것이다. 

  환자 본인부담은 역진 이지만, 외국에 비해 역진성이 낮은 것은 고소득층의 

불필요한 비 여 이용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부담의 역진성

은 실제 보다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필수 인 진료에 한정한다면 

분석상 나타나는 수치 보다 훨씬 역진성이 심할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본인부

담 비 이 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부담의 역진

성은 심각한 형평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보험료부담의 형평과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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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의 형평을 동시에 제고하여야 한다. 이들 두 가지 형평은 사실상 동 의 양

면 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인부담의 형평 제고를 해서는 보험 여를 늘

려야 하고, 보험 여의 확 는 보험료의 인상을 수반하여야 한다. 보험료 인상

에 따라 보험료부담체계의 불공평이 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불공평 구조를 지

닐 수밖에 없다. 

  보험료부담의 형평은 근본 으로 소득 악이 제되어야 한다. 소득 악이 

되지 않는 한, 재의 보험료부과체계가 부담능력을 제 로 반 할 수 있도록 

꾸 히 어려운 개정작업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다. 

  보험료부과의 공평을 제고하는 몇가지 아이디어는 제시할 수 있지만, 실

인 실 가능성에 부닥친다. 먼  지역가입자에 한 국고지원을 차등화하여 부

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실무 으

로 어떻게 차등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닥친다. 차등화하는 방안을 개발한

다 하더라고 가입자들이 차등화를 수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이외에 자산소득( 융소득, 부동산소득 등), 그리고 기타 

소득( , 연 소득 등)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자산

소득에 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기 어렵다. 그 외

에 소득이 아닌 부담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면,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소득 악이 상당히 장기간 실 하기 곤란하다면 건강보험 재원조달을 조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형평성 문제가 정책의 우선순 에 있다면, 조세로 재원

을 조달하는 것이 보험료에 의한 재원조달 보다 형평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가 보험 여율을 50%에서 2008년 70% 수 까지 제고하려면 단기간에 보험료

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재의 보험료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보험

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담의 불공평을 계속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이는 상당한 

항에 부닥쳐 체납률이 높아가고, 따라서 의료이용의 사각지 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재의 과세 상에 건강보험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

들에 부닥칠 것이다. 

  소득에 부과할 경우 재 소득세제는 과세미달자와 무기장자의 비 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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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높아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 부가가치에 부과할 경우에도 간

이과세자가 2002년 기 으로 약 46.5%에 이르며 이 에서 납부면제자의 비율

이 부가가치세 납부 상자의 39.2%로서 과세의 형평성문제에 부닥친다. 부가가

치세로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하기 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행의 10%에서 약 

15%까지 인상해야 하는 데, 이는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강력한 조세

항을 유발할 것이다. 그런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과하여 건강보험의 재원

을 조달하기에는 그 규모가 역부족이다. 따라서 조세로 건강보험재원을 조달하

기 해서 어느 한 가지 세목으로는 과세의 형평성을 해하게 되고 심각한 경

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안으로써 재 보험료의 부과 상과 거의 유사한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

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부담  등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직

장가입자의 부담이 상 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  합의가 이루어

지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목 세로써의 건강보험세가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비 이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일반조세재원에서 조달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란 주장이 두된다. 이 게 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정부

회계에서 리됨으로써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본인부담의 역진성을 정상화하고 개선하기 해서는 비 여진료에 한 투명

성을 제고하면서 여범 를 확 해나가야 한다. 필수 인 의료서비스에 한 

필수진료 패키지(GHCP: Guaranteed Health Care Package)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는 오랫동안 논의되면서도 여 히 연구나 정책 인 면에서 실행이 옮겨지지 못

하고 있다. 

  GHCP 내에서 부분의 질병에 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해서 진료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야 한다. 한 GHCP 내의 서비스들에 한 가

격  진료량에 한 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보험재정에 한 통제기능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증  만성질환에 한 환자의 비

용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의 

공평성은 제고될 것이다. GHCP 범 를 벗어나는 비보험서비스에 해서는 의

료공 자가 환자의 선택을 존 하도록 해야 한다. 



108

  GHCP 하에서 보험 여범 가 확 되면 보험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 단계에서는 우선순 가 떨어지는 경

증‧소액진료비에 해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즉, 소액진료

비 본인부담제(deductible system)의 도입을 검토한다. 이 방안은 연간 진료

비의 일정액까지는 본인이 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소액이지만 빈

곤층의 노인이나 유아의 잦은 외래이용으로 부담이 가 될 때에는 본인부담

을 경감하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2. 건강수  비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 

  소득계층별 건강수 과 의료이용(unmet need)의 형평성을 분석하 으나, 건강

수 은 소득수 에 의해 직간 으로 향을 받는 내생 인 계에 있기 때문

에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건강수 은 소득 이외에 교육수 , 거주지역(환경), 양, 생활습  등에 

의해 다양한 향을 받는다. 따라서 건강수 의 제고는 소득수 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이외에 다양한 사회  여건의 구조  변화를 이루어내어야 한다. 그

러나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이 국민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 최우선순 에 

있지 않는 한, 건강수 의 형평 제고를 해 경제사회의 구조를 개 하는 것은 

많은 장애에 부닥칠 것이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건강수 의 형평을 제고하는 

정책 인 수단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건강수 은 추상 인 개념으로서 그 조작 인 정의와 지표의 선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측정 결과들이 도출된다. 를 들어, 건강수 은 사망률, 건

강수명(다양한 QALY), 질환유병률, 주  평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들  어떤 지표를 기 으로 하느냐에 따라 정책 인 수단들도 달라진다. 

  그리고 건강수 은 보건의료제도(의료보장제도 포함)와 보건의료공  시스템, 

국민들의 생활양상(습 ), 생과 환경, 식생활, 경제수 , 사회심리  스트 스 

등 복합  요인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도 포 인 근이어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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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그러나 정책의 포 인 근이 바람직하지만 실 으로는 종종 

벽에 부닥치기 일쑤이다. 이 때문에 부분 이고 단편 인 근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  근이 부분 으로나마 건강수 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수단간 상호 충돌을 일으켜 많은 

부작용을 낳음으로써 편익을 능가하는 비용을 래할 수 있다. 

  만약 건강수 의 측정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의료이용상의 격차를 시

정하기 한 정책 인 수단은 비교  쉽게 동원할 수 있다. 다만, 우선순 , 재

원, 실 가능성 등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건강 형평성 연구의 발 을 한 정책과제 

  건강 형평성은 단순한 차이를 넘어서 “가치”의 개념을 포 하고 있으며, 따

라서 학문  발 은 물론 실에의 용과 실천의 측면에서 요하게 다루어져

야 한다. 이 장에서는 건강 형평성 연구 분야의 발 을 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연구 자체와 련한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에 한 것이다. 

  가. 연구 분야 

1) 한 지표의 개발과 모니터링 

  다양한 연구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정책 근거자료의 생산과 련하여 

가장 시 한 것은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한 형평의 평가 지표를 개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정책의 시작은 개 가용

한 자료로부터 발되었다(Braveman P., 1998). 이러한 에서 상병과 사망, 

험 요인, 의료 이용 등 여러 역에 걸쳐 우리 사회의 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고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기에 합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도 Ⅶ-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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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Ⅶ-1〕 건강 불평등에 한 응 활동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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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hitehead M.,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Equity and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1991.

2) 모형과 이론의 개발 

  지난 20여 년간 서구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기의 연

구들이 부분 불평등을 기술하는데 집 했던 데에 비해 최근의 연구들은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는 기 과 경로에 한 설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들은 체계

인 략 개발의 토 로 기능하고 있다(Mackenbach JP, 2002). 그동안 제시된 

주요 설명 모형들은 다음과 같다(도 Ⅶ-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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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Ⅶ-2〕 건강불평등 발생기  : Whitehead의 모형 

자료 : Dahlgren G, Whitehead M.,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equity in health’ 

Stockholm: Institute for future studies, 1991.

〔도 Ⅶ-3〕 건강불평등의 기  : Marmot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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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rmot M, Wilkinson RG (eds).,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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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Ⅶ-4〕 건강불평등의 기  : Diderichen 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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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vans T, Whitehead M, Diderichsen F, Bhuiya A, Wirth M (eds)., ‘Challenging inequities in 

health : From ethics to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도 Ⅶ-5〕 건강불평등의 기  : House 의 모형

자료 : House JS., 'Understanding social factors and inequalities in health: 20the century progress and 

21st prospects', J Health Soc Behav 2002,43(2),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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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Ⅶ-6〕 건강불평등의 기  : Kaplan과 Lynch의 모형

자료: Kaplan GA, Lynch JW., 'Socioeconomic considerations in the primordial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Prev Med, 1999,29,PP.S30-S35

  이상의 그림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단일한 모형으로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설

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 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 Whitehead의 모형이 

건강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보여주는데 을 두었다면(도 Ⅶ-2), 

Marmot의 모형은 불평등이 발생하는 생물학  기 을(도 Ⅶ-3),  Diderichsen의 

모형은 가능한 정책 진입 지 을 강조했다(도 Ⅶ-4). 그에 비해 House의 모형은 

불평등의 가능한 설명 변수들을 심에 두었고(도 Ⅶ-5), Kaplan과 Lynch의 모

형은 근원  방을 고려하여 좀더 폭넓은 사회  맥락을 강조하 다(도 Ⅶ-6). 

이처럼 연구 주제(subject) 뒤에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성개념(construct)과 이

론(theory)이 자리하고 있어야 하며 요한 경로에 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요한 것은 불평등이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

는 이다(Marmot M., 2000). 이를테면 사회계 에 따른 건강 격차를 확인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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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여기에서 사회계 이 표상하는 것은 무엇이며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재의 시 과 진입경로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실증 인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건강의 사회  결정요인에 한 이

해를 심화시키지도 못할뿐더러 이에 근거한 실천  결과를 이끌어내지도 못할 

것이다. 국내의 상황에서 불평등의 황을 기술하는 것이 여 히 유효한 과제

임은 분명하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고유한 특성들을 개념화하고 이에 

한 설명이론을 갖는 것 한 실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3) 연구 역의 확장 

  앞서 살펴보았듯 국내의 건강형평성 연구는 주로 보건의료 근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망과 상병, 건강 험요인에 한 연구로 그 

역이 꾸 히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건강 불평등과 련된 논문들

을 검토한 리뷰 연구(Macinko JA, 2002; Muntaner JA, 2004)들이 요한 역으

로 다루거나 제안한 역  우리 사회에서 특히 부족한 부분들에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첫째, 불평등의 문제를  지구  자본주의 체제라는 좀더 거시 인 정치경

제  맥락에서 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를 들면, 빈곤층이 불균형 인 

양 섭취를 하게 되는 원인에는 식품 시장의 구조, 국내의 양 정책, 다국  거

 식품 산업의 등장 등 보다 폭넓은 정치경제  배경이 존재한다(도 Ⅶ-6 참

조). 건강 불평등에 한 연구가 근본 인 원인(fundamental causes)으로서의 사

회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Link BG, 1995)을 다루는 분야임을 고려한다

면 보다 넓은 정치경제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정책 분석 연구들이 필요하다. 건강 수 은 보건의료 정책에 의해서만 

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세, 교육, 노동, 고용, 주택 등 다양한 경제/사회 정

책에 의해 향을 받는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들이 건강에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실증 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

다. 이는 기존의 양  분석방법론과는 다른 근방식을 따라야 하며, “건강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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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주16)”의 형태를 띄게 될 것이다. 

  셋째, 노동안 보건의 이슈가 형평의 에서 좀더 범 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직업은 성인기 삶의 부분을 좌우하는 요한 요인이며, 일이 건강에 

향을 주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화학물질, 방사선, 생물학  해, 육체  

스트 스, 소음, 열, 험한 환경, 한냉, 분진과 기타 오염 물질 같은 물리화학

 유해환경은 물론, 직무 스트 스를 포함하는 사회심리  환경 한 매우 

요하다. 그러나 어떤 작업환경에서, 가 험 요인에 폭로되고, 어떻게 처할 

수 있는가는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생산과정을 특징짓는 경제

․정치 ․역사 ․사회문화  맥락 안에서 결정된다(Lynch J, 2000).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의 검색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노동안 보건의 이슈

를 다룬 연구들이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다. 부분 으로는, 연구들이 

한 키워드를 채택하지 않았거나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불완 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요한 이유는, 많은 연구들이 사회  맥락을 배제

한 채 특정 유해물질, 특정 험 요인의 건강효과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

이다. 노동자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은 90년  후반 

경제 기 이후의 불완  고용, 안 보건 규제완화, 노동강도 강화가 노동안 보

건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주17). 사회와는 동떨어져서 직업/작업장 

유해 요인만을 배타 으로 다루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에서 이론 으로나 실천 으로나 치 못하다. 

  넷째, 소수자의 건강 문제에 좀더 심을 기울여야 한다. 건강 불평등의 문제

는 특정 기  이하에서 살아가야 하는 집단( , 빈곤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

회 계와 련된 분포의 문제임을 앞서 지 했다. 하지만, 보편주의  근

주16) 세계보건기구는 HIA를  “정책이나 사업을 인구집단의 건강에 한 잠재  효과 혹은 인

구 집단 내 그러한 효과의 분포에 해 평가하는 차, 방법과 도구의 복합체”로 정의하

고 있다(European Center for Health Policy,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Gothenburg 

Consensus Paper. Health Impact Assessment: main concepts and suggested approach Brussels: 

WHO 1999)

주17) 표 인 단체로 노동건강연 (http://www.laborhealth.or.kr), 한국노동안 보건연구소

(http://www.kilsh.or.kr/)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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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ist)에 덧불여, 취약계층에 한 선택주의  근(selectivist) 한 필요

한 것이 사실이다. 빈곤층,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에 한 

문제들이 좀더 구체 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차별”이 낳는 건강 문제

(Krieger N., 2000)에 해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다학문 연구 

  건강 형평성과 련한 연구들은 보건의료 역을 넘어서 사회, 정치, 경제 등 

다양한 결정요인들을 다룬다. 따라서 단일( : 의학/보건학) 분야의 연구자들만

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 깊게, 혹은 포 으로 다루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형평과 련한 국내 연구들의 상당수는 보건

의료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서구 선진국

에서도 이는 여 히 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Kaplan(Kaplan GA., 2004)은 연구

자의 상식 인 지식에 근거하여 사회경제  요인을 다루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

지고 있다고 비 하기도 하 다. 학문 분야들의 오래된 통을 고려할 때 다학

제 연구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건강 형평성과 련된 이론의 문제를 다

루고, 연구 역을 확장하기 해서는 다양한 사회  결정요인을 다루는 다학제 

연구가 필수 이며 이를 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매우 실하다고 할 수 있다. 

5) 연구 방법론의 다변화 

  다양한 사회  결정요인의 건강 향을 악하기 해서는 그에 합한 연구

방법이 용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지역의 소득 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향

(Lochnner K., 2001)을 악하기 해서는 개인의 사회경제  지 를 고려한 상

태에서 지역 효과를 단해야 하고 이를 해서는 다수  분석이 필수 이다. 

한편 정책 분석이나 사회  소수자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경우, 통계  방법론

에 근거한 기존의 역학 연구로는 문제를 악하기 힘들 수 있다. 한 비교

상을 찾거나,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거나, 잠재 인 혼란요인들을 보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양  분석보다 질  연구방법론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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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문제를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보건, 사회정책

이 1995년 시카고의 혹서 기간 동안 흑인 노인의 사망률 증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밝힌 사례 연구(Klinenberg E., 2002) 등은 훌륭한 라 할 수 있다. 앞 

에서 제기한 다학제 근과 함께, 이론과 설명모형에 합한 다양한 연구방

법을 활용하는 것이 건강의 사회  결정요인에 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연구 지원 체계 

  건강 형평성에 한 연구들은 그 결과가 실을 해석하고 안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에서 사회 으로 매우 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형

평성 연구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  조건과 실질 인 연구의 활용 한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건강형평성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해 

국가 주도의 이니셔티 가 매우 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체 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건강 형평성 문제에 한 정책  우선순  부여 

  건강 형평성 문제는 “가치(value)”와 련되어 있을뿐더러, 건강의 사회경제  

불평등의 개선은 인구집단의 건강수 을 평균 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한다

(Mackenbach JP, 2002). 이러한 에서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강화”라는 소극  

근보다는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  요인들

을 고려하는 포 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책 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

체  연구 과제들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국가 통계 자료의 개선 

  건강형평성에 한 연구들은 개 상 인구집단의 규모가 방 하고 다루는 

역 한 매우 포 이기 때문에 개별 인 연구자들 스스로 조사를 시행하거

나 경시 /통시 으로 경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을 제시하는 



118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서구의 경험을 살펴보면 형평 련 연구가 본격 으로 

활성화된 것은 개  기에 국가 주도 하에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백서  

주요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나서 부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국가통계

조사(센서스, 사망등록자료, 사회통계조사, 국민건강 양조사 등)의 질을 높이고 

연계 분석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항목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요하다. 

3) 연구비 지원 

  연구 분야의 학문  요성과 사회  기여도에 따라 연구기 의 규모가 결정

되기도 하지만, 연구비가 어느 분야에 집 되느냐에 따라 유망한 학문 분야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상당 부분의 연

구비가 생명공학을 시한 보건의료 기술개발에 투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 그러나 건강의 사회  결정요인에 한 탐구가 갖는 사회  요성을 고

려한다면 이 분야에 한 연구 지원이 폭 확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다학제 연구진용에 한 우선 지원이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Ⅷ. 결 론 

  본 연구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형평성 실태를 분석하고, 형평성을 개선하기 

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 다. 형평의 실태는 재원부담 측면, 건강상태 

측면, 그리고 의료필요와 비교한 의료이용(unmet need) 측면으로 근하 다. 

  재원부담의 측면에서 형평은 가쿠와니 지수로 측정하 으며, 재원을 구성하

는 직 세, 간 세, 보험료와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각각 구하 다. 직 세는 비

교  진 이기는 하지만 선진외국에 비해 진성이 다소 떨어졌다. 간 세는 

다소 역진 이기는 하지만 거의 소득에 비례하고 있어, 상당히 역진 일 것이

라는 통상 인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더구나 외국과 비교하여서도 덜 역진

이다. 체 인 조세부담은 다소 진 이며 진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서는 진성의 정도가 아직 취약하다. 보험료부담은 역진

성이 완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 히 다소 역진 이며, 외국의 경우 부분 진

임에 비추어 보험료부과체계의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환자 본인부담은 

역진 이지만 생각보다 그다지 역진 이지 않다. 그 이유는 고소득층이 비 여

부문에서 본인부담을 많이 하는 경향에서 비롯되는 한국의 특수성이 강하게 반

된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을 획기 으로 경감하는 보장성 강

화 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체 인 보건의료 재원부담은 다소 역진

이며, 심지어 역진성이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재원부담의 형평을 제

고하기 한 책이 체계 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건강상태의 형평 측면을 들여다보면 성질환의 발생은 소득계층간 차

이가 없으며, 만성질환은 소득층에 다소 많아 역진 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기건강평가도 역시 역진 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성과 연령을 보정한 건강

수 의 형평은 다소 역진성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소득분

에 건강상태가 나쁜 고령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연령을 보정하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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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분 의 건강상태의 불공평을 다소 완화시키기 때문이다. 자기건강평가의 형

평성은 미국과 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비해 불공평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

에 건강수 의 형평성은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공평한 편에 속하 다. 

  의료필요에 비한 의료이용의 형평을 찰하면, 만성 질환에 한 의료이

용은 소득층에 다소 유리하게 찰되었지만 자기건강평가 측면에서는 고소득

자에게 유리한 불공평이 찰되었다. 외국과 비교하여 의료이용의 불평등도가 

크지는 않게 나타났다. 특히 스 스는 의료비부담의 불공평은 크지만 건강상태

의 불공평은 상 으로 작아 의료이용의 불공평이 크지 않게 나타난 국가로 

기록된다. 

  이러한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으로 보험료부담의 역진성을 개선해야 한다. 보건의

료재원  보험료 비 은 재는 약 30%에 불과하나,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이 강화될수록 보험료의 비 이 커지게 되면 보험료부담의 역진성은 큰 문제로 

등장할 것이므로 미리 비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 본인부담의 역진성은 실질

으로 심각한 형평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

기 해서는 보험료부담과 본인부담의 형평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 그 방안

으로서는 보험 여를 확 하면서 고액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하여 본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소득 악을 통하여 보험료부과의 형평을 

제고해야 하지만, 근본 으로 소득 악 인 라인 조세시스템의 개 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조세시스템의 개 이 그 게 간단하지 않고 장기

간이 소요되므로 목 세 형태의 건강보험세를 통하여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때에 과세 상을 어디로 하느냐가 건이 될 것

이고, 건강보험재정이 정부의 특별회계 형태로 리됨으로써 나타날 재정운용

의 경직성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건강수 에 비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한 정책  방안을 모색

하는 데에는 근원 인 한계 들이 있다. 건강수 은 소득 이외에 교육수 , 거

주지역(환경), 양, 생활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향을 받게 되므로 경

제사회 구조 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 으로 의료이용량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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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더라도 다른 구조 인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건강수 의 격차

는 여 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이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한 목 으로 짜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건강수 의 

계층간 격차를 인정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동원하여 보건의료 시스템이 보다 

형평한 의료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정책의 궁극  목표는 형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에도 있으므로 

효율과 형평을 조화시키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강 호, 「한국에서의 빈곤, 불평등, 건강」, in 김창엽,『빈곤과 건강』, 2003. 

권순만,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한국보건경제학회 추계학술 회』, 2003. 

10. 31. 

기모란, 최보율, 김미경, 방 녀, 허춘 , 안동 , 강윤주. 「청소년 비만과 부모

의 사회 경제  수 의 연 성 [서울, 양평, 국 연변지역 학생을 

상으로]」,『 방의학회지』, 1999;32(1):9～16.

김나 , 김재규, 김진호, 김학양, 김상우, 김재 , 노임환. 「무증상 한국인에서 

Helicobacter Pylori 감염의 험인자」,『 한내과학회지』, 2000;59(4):376～

387.

김명희, 「한국사회의 건강형평성 실태」,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창립세미나자

료』, 2003. 10. 7 

김문두, 황승욱, 홍성철. 「제주 농  지역 주민들의 우울증 유병률  우울증

상과 련요인」, 『가정의학회지』, 2003;24(9): 833～844 

김미경, 기모란, 방 녀, 김기랑, 최보율 등. 「부모의 사회경제  수 이 도시

와 농  고등학생의 양소 섭취에 미치는 향」, 『지역사회 양학

회지』, 1998;3(4): 542～5

김 옥, 「사회경제수 에 따른 한국인의 식품  양소 섭취 양상」, 『 한

지역사회 양학회지』, 2001;6(4): 645～656

김창엽, 『 소득층 의료보장 장기발 계획』, 2003. 11. 

김창훈, 김명희, 조성일, 남정 , 최보율. 「한 농 지역 주민들의 사회 심리  

안녕과 이상지질 증간 련성」, 『 방의학회지』, 2003;36(1):24～32



참고문헌 123

김철웅, 이상이, 홍성철, 「제주도 주민의 소득계층에 따른 암 입원 의료이용의 

차이」, 『보건행정학회지』, 2003;13(3):104～128.

김 경, 김용철, 백도명, 「우리 나라 공무원의 표 화 사망비에 한 연구」, 

『 방의학회지』, 1997;30(2):293～307.

남정모, 이선희, 조우 , 「지역간 의료이용 변이지표의 통계학  분포와 검정

에 한」, 『연구 방의학회지』, 1999;32(1):80～87.

명지 , 문옥륜.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한 실증  연구[공교 의료보험 피부

양자를 상으로]」, 『보건행정학회지』, 1995;5(2):155～172.

문성 , 「한국의 보건의료의 부담과 수혜의 공평성」, 『사회보장연구』, 20

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4. 

문옥륜, 이규식 , 이해종 , 신 , 김창엽, 이기효, 조홍  , 장동민 , 박실비아,  

김운묵, 「의료서비스이용의 형평성에 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995;11:105～150.

문옥륜, 이규식, 이기효, 장동민, 이해종, 김창엽, 신 , 「의료서비스의 배분

 정의」, 『서울 학교 출 부』, 1996

박실비아, 신 , 문옥륜, 「의료보험의 재원조달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한 

연구」, 『보건경제연구』, 1996;2:20～41. 

박종순, 이 , 김순덕. 「우리 나라에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자살률에 미

치는 향」, 『 방의학회지』, 2003;36(1):85～91.

배상수. 「지역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른 의료이용변화 분석 [소득계층별 의료필

요충족도를 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1992;2(1):167～203 

손미아, 「사회계 과 건강불평등 련연구의 이론 인 근과 방법론 마련을 

한 소고,」, 『제54차 한 방의학회지 추계학술 회 연제집』, 2002 

손미아, 「직업, 교육수  그리고 물질  결핍이 사망률에 미치는 향」, 

『 방의학회지』, 2002; 35(1): 76～82. 

손미아. 「사회계 과 건강행 가 유병률에 미치는 향」, 『 방의학회지』, 

2002;35(1): 57～64

손미아. 「한 자동차공장에서 작업부서, 소득, 직 가 재해율에 미치는 향」,  



124

『한국역학회지』, 2001; 23(2):52～63

손미아. 「한국의 사망보고서 자료와 산재사망자료 사이의 직업, 교육, 사망원

인의 일치율」, 『한국역학회지』, 2001;23(2):44～51

송윤미. 「사회경제  수 과 사망의 연 성-한국 남성 759,665명에서의 코호트

연구-」, 『한국역학회지』, 1998;20(2):219～225

신 , 이원 , 문옥륜. 「의료이용의 지역간 격차 [3차성 내과계 진단군을 

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1999;9(1):72～109

신호성, 김명기, 김진숙, 「가구소득과 보건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진성과 소

득재분배 효과」, 『보건행정학회지』, 제14권 제2호, 한국보건행정학

회, 2004. 

양 민, 「보건의료재원조달의 형평성,」, 『한국보건경제학회 추계학술 회』, 

2003. 10. 31 

오경재, 이정미, 길상선, 권근상. 「일부 지역 주민들의 스트 스 련 요인에 

한 연구」, 『 방의학회지』, 2003;36(2):125～30

오 호. 「의약분업 이후 도시와 농 간 외래의료이용 차이의 계량 인 분

석」, 『보건사회연구』, 2003;23(1):148～178 

윤태호, 문옥륜, 이상이, 정백근, 이신재 등. 「우리 나라의 사회 계층별 건강 

행태의 차이」, 『 방의학회지』, 2000;33(4):469～476

윤태호. 「사회계  분포와 사망률과의 연 성」, 『보건행정학회지』,  

2003;13(4):99～114

이 희, 박은철, 남정모, 이상규, 이동한, 유승흠. 「건강보험과 의료 여 환자

간의 정신요법 진료량 차이 비교 -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상으로 -」, 

『 방의학회지』, 2003;36(1): 33～38 

이 이, 「소득불평등과 건강수 에 한 다단계 분석연구」, 서울 학교 보건

학원 석사학  논문

이상용, 김진수,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보험 여의 형평성에 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003; 19(2):161～185. 

이상이, 홍성철. 「우리 나라 사회계층별 체 아 출생률의 차이」, 『보건과 



참고문헌 125

사회과학』, 2003;13:61～79

이상이, 홍성철. 「직장건강보험 가입 제주도 주민의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보건과 사회과학』, 2003;14:147～168 

이상일, 최 림, 안형식, 김용익, 신 수. 「1개 군지역 의료보험제도에서의 보

험료 부담수 별 병·의원 의료이용에 한 연구」, 『 방의학회지』, 

1989;22(4):578～590

이태진,「보건의료비용지출의 형평성」, 『한국보건경제학회 추계학술 회』, 

2003. 10. 31 

이희 , 황승식, 백지은, 김양숙, 가문희, 신지연, 김은옥. 「일부 농 지역에서

의 사회  지지와 건강 증진 행동간 계」, 『한국농 의학회지』,  

2002;27(2):55～65  

임민경, 김명희, 신 , 유원섭, 양 민. 「일부 도시 소득층 주민의 사회  

지지와 자가평가 건강수 」, 『 방의학회지』, 2003;36(1):54～62

장동민, 「의료서비스 분배의 형평성」, 『보건과 사회과학』, 1997;2(1):23～56

천경수, 태희, 정태흠, 황혜헌, 선우성, 김 식. 「농 과 도시 여성의 자궁경

부암 검진 수검률  인식도 차이」, 『 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2002;2(1):34～45

<국외 문헌> 

Anand S, Diderichsen F, Evans T, et al., Measuring disparities in health: 

Methods and indicators. In: Evans T et al.(eds) Challenging inequities in 

health: from ethics to action, Oxfors University Press, 2001.

Aronson. J.R., Johnson, P., Redistributive effect and unequal tax treatment, 

Economic Journal, 1994, 104, pp.262~270. 

Birch S., John Eyles, and K. Bruce Newbold, Equitable access to health care: 

methodological extensions to the analysis of physician utililization in Canada



126

, Health Economics, 1993, 2, pp.87~101.

Braveman P., Monitoring equity in health : a policy-oriented approach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8(available 

at  http://gega.org.za/download/braveman.pdf).

Carstairs V.,Deprivation indices: their interpretation and use in relation to health

,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1995, 49(suppl 2), pp.S3~S8.

Choe MK.,Sex differentials in infant and child mortality in Korea, Soc Biol, 

1987, 34, pp.12~25.

Culyer, a.j.,Health, health expenditures and equity. In: van Doorslaer, E., 

Gottschalk, P., Wolfe, B., Haveman. R., 1989. Health care financing in the 

US. UK and the Netherlands: distributional consequences. In: Chiancone. A., 

Messere, K. (Eds.), Changes in Revenue Structures,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Detroit, 1993.

Dahlgren G, Whitehead M.,Policies and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equity in 

health, Stockholm: Institute for future studies, 1991. 

Diez-Roux.,The examination of neighborhood effects on health: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he presence of multiple levels of 

organization. In: Kawachi I, Berkman L(eds) Neighborhoods and heal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Duncan C, Jones K, Moon G.Context, composition and hetrogeneity : using 

multilevel models in health research, Soc Sci Med, 1998, 46(1), 

pp.97~117.

European Center for Health Policy,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Gothenburg 

Consensus Paper.Health Impact Assessment: main concepts and suggested 

approach Brussels, WHO, 1999.

Evans T, Whitehead M, Diderichsen F, Bhuiya A, Wirth M (eds).Challenging 

inequities in health : From ethics to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참고문헌 127

Feachem RGA.,Poverty & inequity: a proper focus for the new century, 

Bulleti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78(1), pp.1~2.

Goldstein H.,Multilevel modelling of  health statistics, (internet edition). 

(available from http://www.ioe.ac.uk/hgpersonal/multbook1995.zip)

Gwatkin DR.Critical reflection : Health inequalities and the health of the poor : 

What do we know? What can we do?, Bulleti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78(1), pp.3~18.

House JS.,Understanding social factors and inequalities in health: 20the century 

progress and 21st prospects, J Health Soc Behav, 2002, 43(2), 

pp.125~142.

Idler E.L., Benyamini Y.,Self-rated health and morta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97, 38, pp.21~37.

Kakwani, N.C.,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 Journal, 1997, 87(345), pp.70~80. 

Kaplan GA, Lynch JW.,Socioeconomic considerations in the primordial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Prev Med, 1999, 29, pp.S30~S35.

Kaplan GA.What's worng with social epidemiology, and how can we make it 

better?, Epidemiol Rev, 2004, 26, pp.124~135.

Kawachi, I., and B. Kennedy,Income inequality and Health: Pathways and 

Mechanisms, Health Services Research, 1999, 34:1, pp.215~227. 

Khang YH, Lynch JW, Kaplan GA.Health inequalities in Korea: age- and 

sex-specific educational differences in the 10 leading causes of death, Int 

J Epidemiol, 2004, 33(2), pp.299~308.

Khang YH, Lynch JW, Yun S, Lee SI.Trends in socioeconomic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use of mortality and morbidity measure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4, 58(4), pp.308~14.

Kim JM, Shin IS, Yoon JS,Stewart R.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late-life 

depression compared between urban and rural populations in Korea, Int J 



128

Geriatr Psychiatry, 2002, 17(5), pp.409~15.

Kim JM, Stewart R, Shin IS, Yoon JS.Limb length and dementia in an older 

Korean population,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03,74, pp.427~32.

Kim KH, Shin HR, Nakama H.Health consciousness in relation to education in 

Korea--focusing on seven preventable health risk factors, Asia Pac J 

Public Health, 1994, 7(1), pp.3~9.

Kim OK.,Estimation of adult mortality in Korea: levels, trends, and 

socioeconomic differentials, J Biosoc Sci, 1986, 18(3), pp.347~56.

Kim TH.Changing determinants of infant and child mortality: on the basis of the 

Korean experience, 1955-73, J Biosoc Sci. 1988, 20(3), pp.345~55.

Klinenberg E.Heat wave: a social autopsy of disaster 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2002.

Krieger N, Chen JT, Selby JV.Comparing individual-based & household-based 

measures of social class to assess class inequalities in women's health : a 

methodological study of 684 US women,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1999, 53, pp.612~623.

Krieger N.Discrimination and health. In: Berkman L, Kawachi I(eds), Social 

Epidemiology, 2000. 신 , 김명희, 희진, 김석 (역). 『사회역학』, 

한울출 사, 2003.

Link BG, Phelan J.Social conditions as fundamental causes of disease, J 

Health Soc Behavior, 1995, (extra issue), pp.80~94.

Lochner K, Pamuk E, Makuc D, Kennedy BP, Kawachi I.State-level income 

inequality and individual mortality risk: a prospective, multilevel study, 

Am J Public Health, 2001,91:(3), pp.385~91.

Lynch J, Kaplan G.Socioeconomic position. In: Berkman L, Kawachi I(eds), 

Social Epidemiology, 2000. 신 , 김명희, 희진, 김석 (역). 『사회역

학』, 한울출 사, 2003.

Macinko JA, Starfield B.Annotated bibliography on equity in health, 1980-2001



참고문헌 129

, International Journal of Equity in Health, 2002, 1, pp.1~20(available at: 

http://www.equityhealthj.com/content/1/1/1). 

Macintyre S, Ellaway A.,Ecological approaches: rediscovering the role of th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In: Berkman L, Kawachi I(eds), Social 

Epidemiology, 2000. 신 , 김명희, 희진, 김석 (역). 『사회역학』, 

한울출 사, 2003.

Mackenbach JP, Bakker MJ, Kunst AE, Diderichsen F.,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in Europe: An overview. In: Mackenbach JP, Bakker M (eds). 

Reducing inequalities in health: A European perspective, Routledge, 

London, 2002.

Mackenbach JP, Bakker MJ, Sihto M, Diderichsen F.Strategies to reduce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In: Mackenbach JP, Bakker M (eds). 

Reducing inequalities in health : A European perspective, Routledge, 

London, 2002.

Mackenbach JP, Kunst AE.Measuring the magnitude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 an overview of available measures illustrated with two examples 

from Europe, Soc Sci Med, 1997, 44(6), pp.757~771.

Malaty HM, Kim JG, Kim SD, Graham DY.Prevalence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Korean children: inverse relation to socioeconomic status despite 

a uniformly high prevalence in adults, Am J Epidemiol, 1996, 143(3), 

pp.257~62.

Marmot M, Wilkinson RG (eds).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Marmot M.Multileve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social determinants. In: 

Berkman L & Kawachi I(eds), Social Epidemiology, 2000. 신 , 김명

희, 희진, 김석  (역), 『사회역학』, 도서출  한울, 2003. 

Muntaner C & Navarro V.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eterminants of 

population health: a research agenda. In: Navarro V & Muntaner C(eds). 



130

Politicla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population health and well-being, 

Baywood Publishing Company, Inc. 2004.

Oh YH.An Analysis of Income-Related Equity in Health Services Utilization in 

Korea, 『보건사회연구』, 1998, 18(2), pp.136~159.

Rose G.The strategy of preventive medicine,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Son M, Armstrong B, Choi JM, Yoon TY.Relation of occupational class and 

education with mortality in Korea,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2,

56(10), pp.798~9.

Son M.Commentary: why the educational effect is so strong in differentials of 

mortality in Korea?, Int J Epidemiol, 2004, 33(2), pp.308~10. 

Song YM, Byeon JJ.Excess mortality from avoidable and non-avoidable causes in 

men of low socioeconomic status: a prospective study in Korea,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0, 54(3), pp.166~72.

Song YM, Smith GD, Sung J.Adult height and cause-specific mortality: a large 

prospective study of South Korean men, Am J Epidemiol, 2003, 158(5), 

pp.479~85.

Van Doorslaer, E., Wagstaff, A., Rutten, F. Eds.,Equity in the Finance and 

Delivery of Health Car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Van Doorslaer, E., Wagstaff, A.,Equity in the Delivery of Health Care in Europe 

and US, J. of Health Economics, 2000, 19, pp.553~583. 

Wagstaff, A., E van Doorslaer,Equity in the Finance of Health Care: Some 

Further Interna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999, 

18, pp.263~290. 

Wagstaff, A. and Eddy van Doorsler,Progressivity, horizontal equity and reranking 

in health care finance: a decomposition analysis for the Netherland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997, 16, pp.499~516. 

Wagstaff, A. and E. van Doorslaer,Catastrophe and impoverishment in paying for 

health care: with applications to Vietnam 1993-98, Health Economics, 



참고문헌 131

2003. 

Whitehead M.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Equity and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1991.

Yang BM, Prescott N, Bae EY.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on health-care 

consumption in Korea, Health Policy Plan, 2001, 16(4), pp.372~85. 

Yang BM.Medical technology and inequity in health care: the case of Korea, 

Health Policy Plan, 1993, 8(4), pp.385~93. 



〈부 록〉

부록: 건강형평성 련 국내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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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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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

연구

상

연구

설계

분석

방법
SEP

결과

지표
주요 결과

21 윤태호 

사회계  분포와 

사망률과의 

연 성

2003 1995
국민

(사망등록자료)
생태

회귀

분석

시군구 

①사회계 분포  

②재정자립도 

③의사수

연령표 화

사망률

1) 낮은 사회계 ↑⇒  

사망률↑(r=0.82)

2) 낮은 사회계  비율의  

설명력(adj R2) : 총사망0.6543, 

사고 독 0.6541. 

3) 재정자립도, 의사 수 보정해도 

사회계  분포는 사망률에 

유의한 향

22
윤태호 

등

우리 나라의 사회 

계층별 건강 

행태의 차이

2000 1995

국성인 3,368명

(국민건강조사, 

경제활동인구) 

단면

연구

평균

비교

사회계층(직업

기반 5개층, 

홍두승)

건강행

실천지표

남녀 모두 하 계층에서 

건강행 실천지표↓(연령,교육, 

소득, 결혼, 지역 등 보정해도 

유의)

23
이 희  

등

건강보험과 

의료 여 환자간의 

정신요법 진료량 

차이 비교-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상으로 - 

2003 2002
정신병원 입원

환자 388명

단면

연구

평균

비교

의료보장

(보험/ 여)

정신요법 

진료량

보험환자에 비해 의료 여 

환자의 정신요법 진료량이 

유의하게 ↓(지불방식과 수가의 

차이)

24
이상이 

등

직장건강보험 

가입 제주도 

주민의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2003 2000

제주도 건강보

험직장 가입자

(19,2407명)

단면

연구

집

지수
소득(보험료)

의료이용

(외래/입원-

진료비, 

방문일 수)

1) 외래: 의사방문일 수 0.011, 

진료비 0.023 (특히 제주도 외 

의료기  0.159, 0.158)

2) 입원: 입원일 수 -0.039, 

-0.030(제주도 외 의료기  

0.107, 0.081)⇒ 소득 수 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

25
이상이 

등

우리 나라 

사회계층별 

체 아 출생률의 

차이

2003 2001
국 출생아(출

생신고자료)

단면

연구

비율

비교

(OR)

사회계층

(아버지 직업), 

부모 학력

체 아 

출생

낮은 사회계층일수록 체 아 

출산↑(산모연령, 출생순 , 

다태아 여부 보정)

26
이상일 

등

1개 군지역 

의료보험제도에서

의 보험료 

부담수 별 병·의원 

의료이용에 한 

연구

1989 1989
한 군의 지역의보 

피보험자 23360명

단면

연구

비율

비교,

Lorent

z곡선

소득(보험료)

의료이용

(외래이용률, 

입원률, 

치과이용률), 

여액

1) 보험료↑⇒ 의료이용↑

2) 보험료 등  증가할수록 

보험료의 백분율이 여의 

백분율보다 큼

27
이희  

등

일부 

농 지역에서의 

사회  지지와 

건강 증진 행동간 

계 

2002 2002
농  성인

209명(건강)

단면

연구

비율, 

평균

비교

교육, 사회계층, 

의료보장

사회 지지, 

건강행동

1) 교육↓, 사회계층↓,  

의료 여⇒ 사회 지지↓

2) 사회 지지↑⇒ 규칙  운동, 

건강검진, 보건교육, 호르몬 

체요법

28
임민경 

등

일부 도시 

소득층 주민의 

사회  지지와 

자가평가 

건강수

2003 2001

서울 일부

소득층 

주민 862명

단면

연구

평균

비교

교육, 소득, 

직업

사회 지지, 

자가평가건

강수

1) 사회계층↓, 여성, 소득 ⇒ 

사회 지지↓

2) 사회  지지↑ ⇒ 

자가평가건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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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장동민
의료서비스 

분배의 형평성 
1997 1994

3개 직장조합, 

5개 지역조합 

피보험자

단면

연구

집 지수,

LeGrand
소득

1) ,만성 

이환율, 

활동제한일

수, 자가평가 

건강

2) 외래이용 

경험률, 

의나방문횟

수, 입원율, 

지원일 수

1) 건강상태 지표는 체로 

소득층에 불리

2) 의료이용지표는 소득층에게 

유리

3) LeGrand 지수는 성 

상병에서는 소득층에 유리, 

만성상병에서는 

소득층에게 불리

30
천경수 

등

농 과 도시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  

인식도 차이 

2002 1998

일부 여성 

(도시 548,

농 509명

단면

연구
비율비교 도시/농

자궁경부암검진 

수검률, 인식도

1) 경험률: 농  54.1%, 도시 

63.1%

2) 정기  수검률: 농  14.5%, 

도시 37.4%

31 Choe MK

Sex differentials 

in infant and 

child mortality in 

Korea

1987 1974

20,932가구

( 국 출산력 

조사)

코호트

(?)

①생명표, 

②비율

  비교

  (HR)

성별, 

어머니교육

아, 

아동사망률

1) 기존에 쓰이던 생명표에 비해 

남/녀 아, 아동 사망률비 

작은 것으로 나타남(여아 

사망률 높다는 것 의미), 

2) 도시, 모성교육↑⇒ 여아 

사망률↓

32
Khang 

YH et al.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age- and 

sex-specific 

educational 

differences in the 

10 leading causes 

of death

2004

1995

～

2000

 국민

(센서스, 

사망등록자료)

코호트
비율비교

(RR, RII)
교육

사망

(10  사인)

1) 은 연령, 남성일수록 RII↑

2) 코호트에 따라 불평등 방향 

차이 역 ( , 허 성심질환, 

유방암) - 역학  이행 반

33
Khang 

YH et al.

Trends in 

socioeconomic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use of 

mortality and 

morbidity measures

2004

1989

～

2000

국 성인

(센서스,사망등

록자료, 

사회통계조사)

반복 

단면

(시계

열)

비율비교

(RR, RII)
교육

① 총 사망,

② 자가평가 

   건강수 , 

   이환유무

1) 사망: 시간 지나도 불평등의 

크기 일정(남녀)

2) 상병: 시간에 따라 불평등 

크기 증가(남녀), 특히 

95-99년 사이

3) 불평등의 폭은 

사망〉자가평가건강〉이환, 

남성〉여성

34
Kim JM 

et al.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late-life depression 

compared 

between urban 

and rural 

populations in 

Korea

2002 1999

일부 노인

(도시 485명, 

농  649명)

단면

연구

비율비교

(OR)

교육, 직업, 

도시/농 , 

주거

우울(KCTDS)
교육↓, 과거 육체노동, 임  ⇒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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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Kim JM 

et al.

Limb length and 

dementia in an 

older Korean 

population.

2003 2001
일부 노인 

746명

단면

연구

비율

비교

(OR)

팔다리 길이

(성장기 환경, 

양상태)

치매

1) 팔다리 길이↓: 연령↑, 

   교육↓ 

2) 팔다리 길이↓: 치매, 

알츠하이머↑(여성)

3) 교육↓: 치매↑

   (여성, 팔다리길이로 

설명안됨)

36
Kim KH 

et al.

Health 

consciousness in 

relation to 

education in 

Korea--focusing 

on seven 

preventable health 

risk factors.

1994 1989

국성인 

5,245명(국민

건강조사)

단면

연구

비율

비교
교육

7  건강행동 

실천율

1) 교육↓⇒ 활동부족↑, 

   흡연↓, 심한 음주↑,   

   부 한 수면↓, 

   불규칙한 아침식사↓

2) 흡연과 음주 동시에 하는 

사람은 높은교육계층에 빈번

37 Kim OK

Estimation of 

adult mortality in 

Korea: levels, 

trends, and 

socioeconomic 

differentials

1986 1974

1974 

국출산력

조사 

20,932가구

코호

트?(생

명표)

시계열

①재산

(라디오,시계,

TV,냉장고 등), 

②교육

성인 

사망률(응답

자의 부모)

1) 사망률 감소는 상 계층에서 

가장 크며, 도시/농 의 

사망률 감소 폭은 차이 없음

2) 재 은 세 에서 교육수  

따른 부모 사망률 격차↑

   (역 인과 계 가능성)

38 Kim TH

Changing 

determinants of 

infant and child 

mortality: on the 

basis of the 

Korean 

experience, 

1955-73

1988

1955

~

1973

1974년 

국출산력 

조사 

20,932가구

코호

트

비율

비교
어머니 교육

아, 아동 

사망률

1) 출생코호트가 최근으로 

올수록, ① 아사망률은 

인구학  요인→SES 향(단, 

도시는 계속 SES 요), 

②아동사망률의 경향은 

불분명

2) 개발 기 인구학  요인 요 

→ 개발에 따라 불평등 

커지면서 SES 요 → 

반  경제상황 호 되면 

다시 인구학  요인 

요(경제발 하고 

아사망률 낮아질수록 SES 

격차 어들 것)

39

Malaty 

HM et al. 

,

Prevalence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Korean 

children: inverse 

relation to 

socioeconomic 

status despite a 

uniformly high 

prevalence in 

adults

1996
1992-9

3

1-75세 건강 

자원자 

413명

단면

연구

비율

비교

(OR)

사회계  

(Hollingshed 

index + 소득)

H.pylori 감염  

유병률

1) 성인 : SEP 요인과 무

2) 아동 : SEP 낮을수록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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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자 논문 제목

출  

연도

연구

시

연구

상

연구

설계

분석

방법
SEP

결과

지표
주요 결과

40
Oh YH 

et al. 

An Analysis of 

Income-Related 

Equity in Health 

Services Utilization 

in Korea 

1998 1989

 국민 40,120

명 (국민건강

조사)

단면

연구

비율

비교
소득 의료 이용

1) 소득↓⇒ 외래이용↓ (방문

일 수, 본인부담 )

2) 약국방문일수와 부담 은 차

이 없음

41
Son M et 

al. 

Relation of 

occupational class 

and education with 

mortality in Korea

2002 1993-97

국 성인

(20-64세, 사망

등록자료, 경제

활동)

코호트

비율

비교

(RR)

①교육,

②직업

(육체/비육체

노동)

총사망률

1) 직업계층↓, 교육↓⇒ 사망

률↑

2) 교육보정하면 직업계층간 격

차 감소, 직업 보정해도 교

육 수 간 격차 감소 미미

(한국사회에서 특히 교육 효

과 요)

42
Song YM 

e al. 

Excess mortality 

from avoidable 

and non-avoidable 

causes in men of 

low socioeconomic 

status: a 

prospective study 

in Korea

2000 1992-96
92년 공교보험 

피보험자(남성)
코호트

비율

비교

(HR)

소득

사망:

①avoidable, 

②partially 

avoidable, 

③non-avoid

able, 

④ext.cause

1) Q4/Q1 소득계층의 사망 험

비 : ① ext.cause 2.26, ②

avoidable 1.65, ③all cause 

1.59, ④non-avoidable 1.54 

( 험요인 보정하면 격차 감

소하지만 계속 유의)

2) 설명: 계층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차이, 엄요인 

분포의 차이, 미확인 요인

43
Song YM 

et al. 

Adult height and 

cause-specific 

mortality: a large 

prospective study 

of South Korean 

men

2003 1992-98
92년 공교보험 

피보험자(남성)
코호트

비율

비교

(HR)

①소득, 

②신장

(아동기 SEP 

반 )

사망

1) 신장↓⇒ 총사망, 뇌졸 , 

호흡기 질환, 외인성 사망

↑(소득 보정해도 유의)

2) 아동기 환경의 요성 강조

44 Yang BM

Medical 

technology and 

inequity in health 

care: the case of 

Korea

1993 1992
( 국민-건강보

험+의료보호)

단면

연구

비율

비교

소득, 

의료보장

MRI 

이용여부

1) 소득↑⇒ MRI 이용률↑

2) MRI 이용률, 외래 이용률: 공

교〉직장〉지역〉의료보호

45

Y a n g 

BM, et 

al.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on 

health-care 

consumption in 

Korea

2001 1994-98
국민(도시가

계조사)

반복단

면(시

계열)

비율

비교, 

연도별 

지수변

화 

경향

소득

의료비 

지출( 체, 

항목별)

경제 기에 의해 상 계층의 

의료 이용이 약간 향을 받았

으나 하  계층의 변화가 상

인 양에서는 더 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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