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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e s s u r e)과 긴장항진증(h y p e r t e n s i o n)이 노년

층 사이에서도 비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했다.3) 최근에는 노년층을 포함한 성인들의

모든 암도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4) 이러한 비만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따

라 미국 전체의 보건비용도증가하고 있다. 다른

서방 선진국들 보다 미국은 비만과 관련된 많은

보건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비만 관련

의료비용은 국가 전체의 의료비용의 5~7%를

차지한다. 반면다른 선진 국가들은 2~3%의 의

료비용만을 비만 관련 치료에 투입하고 있다.5 )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만에 따른 의료비용은 흡

연과 음주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6) 한편 미국 전체의 의료비용 지출이 증가

함에 따라, 개인들도더욱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

고 있다. 이는정부, 고용주, 보험회사들이자신들

의 재정부담을덜기위해환자들에게비용을전

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7) 기능 장애 및 취약한

건강상태를가진노인들은개인의료비 지출증

가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 밝혀졌다.8) 따라

서 상대적으로취약한건강상태에놓인비만노

인들은 정상 체중의 노인들에 비하여 개인 의료

비 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자신들의 저축을 모두

소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많은 노

인들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젊은 시절에 축적

한 저축이나연금으로의료비를부담해야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만으로 인한 보건 상태와 개인 의료

비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에있어서 비

만과 의료비의 가중으로 인하여 저축을 모두 소

모해 버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잘 알려

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기대감은 상황에 대

한 인지나 그에 수반되는 직감적 판단으로서 규

정한다. 미국 사회학자 머튼에 따르면 기대감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self-fulfilling prophecies)

되어미래행동에직접적영향을줄 수 있다.9 ) 따

라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모든 저축을 소모

할 것이라는기대감은실제의건강및 재정상태

를 반영할 수 있다. 즉, 자신의건강상태와 신체

조건에 대한 자기인식은 향후 행동이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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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비만은 미국에서 청장년층뿐만아니라 노년층

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

제로 1991년에 14%의 60세 이상 69세 미만 노

인들이 비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2 0 0 0년에는

22%로증가되었다. 1991년에 11%의 70세 이상

노인들이 비만이었으나, 2000년에는 15%로 증

가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의 비만 인구가 전체

비만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노년층의 비만 증가에 발맞추어 많은 연

구들이 수행되었고, 대부분의연구들은 노년층의

비만이 건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했다. 비만은 기능장애(일상생활동작 장

애)와 관련되어 있으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

의 비만관련만성질환은노년층에서광범위하게

나타난다.2 ) 호놀룰루 심장 프로그램(H o n o l u l u

Heart Program) 연구는 고혈압(high blood

미국노인들의비만과의료비부담으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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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만체중은BMI가 30이상으로정의된다. 신

체적, 정신적, 일상생활 동작의 상태들은 만성질

환, 정신병적 증상들, 일상생활동작 장애의 수를

합하여서 분류되었다. 만성 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암, 심폐 질환 및 발작이 조사되었으며,

정신 질환으로는우울증, 불안증, 고립감등이조

사되었고, 일상생활동작 장애(ADL)은 도보, 조

깅, 착석, 물건 들어올리기 등이 조사되었다. 또,

두 가지의 보험 수혜 여부가 측정되었다.

M e d i c a i d가 하나의 보험이며, 다른 하나는

HMO에 의한 Medicare와 Medicaid이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들은교육수준, 성별, 그리고결혼

상태의 변수들이다. 그리고재정 상태는 가구 총

소득과총재산으로측정되었다.

분석: 첫째로분산분석(A N O V A)을이용하여

우리는 6 5세 이상의 응답자 중 건강 상태, 재정

상태, 그리고 보험 수혜 여부를 체중(정상, 과체

중, 비만)을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둘째로우리는

어떻게 체중의 상태가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저축

을 소모할 것인가 하는 가능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짓 분석(L o g i s t i c

R e g r e s s i o n)을 이용하였다. 로짓 분석(L o g i s t i c

R e g r e s s i o n)에서의통제변수중 건강과재정상

태는 본 연구에서 체중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밝혀졌다. 따라서우리는다변량모델에서

다중공선성(m u l t i c o l l i n e a r i t y)을 피하기 위해 이

변수들을제외하였다. 비교의목적을위하여우리

는 또한 의료비로 인한 저축을 소모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체중의 상태 간의 무차승산비(z e r o -

order odds ratio)를 통제변수를제외하고제시

하였다. 이와 동시에 교육 수준, 성별, 결혼상태,

의료보험 소지여부의통제변수들을포함한 승

산비(odds ratio)를제시하였다.

3. 분석결과(St udy Re su lt s)

<표 1>은 AHEAD의 두 번째 추출을 이용하

여 노년층 중 정상체중집단, 과체중집단, 비만

집단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약

21%의 비만 집단과 15%의과체중 집단이 3~6

개의 복합적인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정상 체중집단은 13%가 복합적

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점은 p값이 .001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정신 질환의 측면에서는 23%의 비

만 노인들이다수의 정신 질환을 보였으며, 19%

의 정상노인들이다수의정신질환을가지고 있

는 것으로밝혀졌다. 이차이점은p값이 .05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마지막으로약

48%의 비만 노인들이 다수의 일상생활동작 장

애 (5~11항목)를가진것으로드러났으며, 31%

의 정상 체중 노인들만이 다중의 일상생활 동작

장애를 보였다. 이 차이는 p값이 .001 미만 수준

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표 2>는 노년층 중 정상, 과체중, 비만 집단

간의건강보험수혜여부와재정상태를 보여주

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표에서 보여 지듯

Medicaid는 21%의 비만 집단을 수용하는 반면

11%의정상 집단만이이용하고있다. 재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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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인들의의료

비 지출로 인한기대감을살펴보는것은향후나

타날 현상을 예상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의의료비 지출로 인한 저축 소모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

해 볼 수 있으므로보건정책적측면에서도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본 연구

는 두 가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로 우리는

미국 노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체중 상태에 따

른 건강과 재정 상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두 번

째로 우리는 체중 상태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저축을소모할것이라는주관적인기대감과구체

적으로어떠한연관성을가지고있는지살펴보고

자 한다.

2. 연구방법(Data and Met ho d s)

1) 데이터(Data)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미국 노년층의 건강

과 재산변화조사(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Old: AHEAD)의 두 번째

추출에서 구했다. AHEAD는 미국 노인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Aging) 에 의하여 지

원되며, 70세 이상의 미국인을대상으로한 패널

스터디(panel study)이다. 이 데이터는 응답자

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약간의 응답자

는 7 0세 이하이다. A H E A D는 인구학적 정보

(수입 및 재산)와정신적/신체적건강정보를 동

시에 얻을 수 있어 본 연구에 잘 부합되는 데이

터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가구별로 한

명씩만 선택되어진 총 5,214명이 연구에 포함되

었다. 체중이나신장에 관해 응답하지않은 36명

의 응답자는 제외되었다. 또한각종 질환과 관련

된 비자발적 체중 감소의 가능성 때문에 307명

의 정상체중이하노인들은제외되었다.

2) 측정방법(Measurement)

본 연구에서의종속 변수인 의료비 지출로 인

한 저축을 모두 소모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설문

지에서다음과 같은질문으로측정되었다: “향후

5년간 의료비로인하여당신의(당신의남편의/부

인의/배우자의) 저축을모두 소모할 기회는 0에

서 100까지중 얼마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이

변수는 로지스틱 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위하여 두 개의 집단으로 양분되었다. 하나는 0

에서 69까지의 척도로 응답한 집단이며 다른 하

나는70부터 100까지의 척도로응답한집단이다.

기준점인 7 0은 0에서 1 0 0까지의 척도 상에서

2/3 이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저축을 소모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있는것으로규정하고자한다.

미국 심폐혈액 연구기관(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의 권고사항에 기

반하여 BMI(Body Mass Index)가 체중 상태

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정

상 체중은 BMI가 18.5에서 24.9으로 정의된다.

과체중은 BMI가 25에서 29.9으로 정의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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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상 체중 집단은 $331,345와 $112,000로

드러났다( p < .001) .

〔그림 1〕은 체중 조건에 따라 의료비로 인하

여 저축을 모두 소모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의

비율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약 25%의

비만 노인들은 자신들의 저축을 모두 의료비로

소모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2 1%의 과체중 노인들과

20%의 정상 체중의 노인들이 의료비로 저축을

소모할것이라고예상하는것으로드러났다.

<표 3>은 향후 5년간 저축을 의료비로 소모할

것이라는기대감과관련된변수들의로지스틱분

석(Logistic Regression) 결과를보여준다. 비만

노인들의 무차 승산비(zero-order odds ratio)

는 .001 수준에서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

는 비만 노인들이 정상 체중의 노인들과 비교하

여 의료비로 저축을 소모할 기대감을 가질 확률

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산비(O d d s

ratio)는Medicaid와 다른보험들(HMO에 의한

Medicare와 Medicaid), 교육수준, 성별, 그리고

결혼상태등의통제변수가포함되었을때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여전히 비만 노인 집단의 승

산비(odds ratio)는 1보다 크며, 이는 p값이 0.10

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또

한 정상 체중 노인들과 비교하여 비만 노인들이

더욱 의료비로 저축을 소모할 기대감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과체중 노인들과 정

상 체중노인집단의의료비로저축을소모할 기

대감을비교할때 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다르지

않음을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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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소득 데이터는 약간 편향되어 있다.

따라서 평균과 중간 소득이 모두 표에 제시되었

다. 비만 노인 집단의 평균 소득과 중간 소득은

각각$22,164와 $13,680이다. 정상체중집단의

소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 체중

집단의 평균 소득과 중간 소득은 각각 $26,852

와 $16,206으로 나타났다( p <0.05). 그러나 전체

순자산은 비만 집단이 정상 집단보다 확연히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집단의 평균과 중간

순자산은$220,464와 $68,000로 각각나타났으

표 1. 응답자의체중조건에따른건강상태

(단위: 명, %)

정상체중(2,450)

만성 질환(Chronic Disease)

0

1

2

3~6

25.9

36.2

24.4

13.5

일상생활장애( A D L s )

0~1

2~4

5~11

자료: 미국노년층의 건강 재산 변동 조사(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Old:AHEAD) 

정신적질환(Psychological Symptoms)

0

1~2

3~7

46.9

34.1

19.0

38.8

30.0

31.2

35.0

33.6

31.4

22.0

30.1

47.9

46.9

35.2

17.9

42.4

35.0

22.6

22.0

38.7

24.4

14.9

17.3

33.4

28.4

20.9

과체중(1,673) 비만(748)

표 2. 체중조건에따른건강보험수혜여부와재정상태

(딘위: 명, %)

정상 체중(2,450)

보험 수혜

메디케드( M e d i c a i d )

다른 보험

10.6

12.9

a1)

$26,852

$331,345

b2)

$16,206

$112,000

a1)

$26,122

$256,685

b2)

$16,908

$104,900

a1)

$22,164

$220,464

b2)

$13,680

$68,000

13.8

14.1

20.7

14.0

재정 상태

소득( I n c o m e )

순자산(Net Worth)

주주: 1) 달러로환산 된 평균 가치, 2) 달러로된 중간 가치
자료: 미국노년층의 건강 재산 변동 조사(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Old: AHEAD) 의 두 번

째 추출을 바탕으로 한 저자들의 계산

과체중(1,673) 비만(748)

그림1. 체중조건에따른의료비로인하여저축을모두소모할것이라는기대감(범위70~100)

자료: 미국노년층의 건강 재산 변동 조사(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Old: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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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 d i c i n e)과 치과 치료(dental service)에는

보험 혜택을 주지 못했다. 공제(d e d u c t i b l e), 환

자 부담금(c o - p a y m e n t), 그리고 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질병(uncovered service)에 관

해서는 노인들 자신이 부담하여야만 하는 실정

이다.1 2 ) 이렇듯 비만 노인들은 건강, 재정 및 의

료 보험의 측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

므로, 보건 정책담당자들은 그들의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 또한 이런 관심들은 사회 보장 정책으

로 실현되어야한다.

비만 노인들이 의료비로 인하여 저축을 소모

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은 그들의 정신적 건강

(psychological well-being)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재

정적 자원을 모두 소모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불

안감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

감은 건강 회복의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3) 더욱이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비만 노인들이 병원 방문 횟수를 무의식적

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자신들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제한

시킬 수 있다. 한편, 육체적 활동이 정신적 건강

상태(psychological well-being)에 미치는 긍정

적 영향이 고소득집단보다저소득및 중간소득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4) 따라서향후보건정책은정신적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복합성 질병들의 예방을 위해서도

저소득및 중간소득계층에포함되는비만노인

들의 신체적 활동을 장려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산하 보건연구기구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는 노년층의 신체 활동 부족은 많은 의

료비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15) 또,

노인들도 자신들에게 적절하고 의료진의 판단과

부합되는 운동을 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일상

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도 수중 운동(water

e x e r c i s e), 수영(s w i m m i n g), 또는 스트레칭

(stretching) 등의 가벼운 운동을 할 것을 제안

했다. 이와 더불어 노년층에 있어 체중 감소가

주는건강및 재정적장점들을알려주기위해대

중적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가적 보건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노년층의예

방적건강관리및 재정적복지와삶의질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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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의(D is cu s sion)

체중 상태에 따라 저축을 의료비로 모두 소모

할 것이라는 기대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우

리가고찰한비만노인들의취약한건강및 재정

상태로서 설명될 수 있다. <표 1>에서 보여지듯

이, 비만 노인들은 정상 노인들에 비하여 확연히

많은만성질환및 일상생활기능장애를 보여주

고 있다. 또한 <표 2>에서 보여지듯이 비만 노인

들의 순자산이 정상 체중의 노인들보다 확연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년학 연구에서 노인들

이 의료비의 개인적 부담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

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악화된 건강상태는

순자산 및 부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발견했

다.1 0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비만 노인들은 정상

노인들에 비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 질환에

취약해지며보다많은일상생활장애를겪을수

있고, 이는 다시 그들의 재정 상태를 더욱 가속

적으로악화시킬수 있다고사료된다.

<표 2 >에서 M e d i c a i d가 비만 노인들을 정상

노인들보다 약 2배나 많이 보험 혜택을 주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M e d i c a i d와 다른 의료 보험

(H M O에 의한 M e d i c a i d와 M e d i c a r e)은 저소

득 비만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에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비만

노인들의 의료 보험이 개인 의료비 인상분을 지

불할 수 없다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확연히

증가할 것이다. 미 정부는 의료 보험(M e d i c a i d

and Medicare)을 통하여 극빈층 노인들의 의

료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해 왔다.1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노인

들에게만 M e d i c a i d의 완전 수혜가 이루어졌다.

이는 M e d i c a i d의 수혜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너무나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M e d i c a r e는 개인 의료비 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처방약(p r e s c r i b e d

표 3. 체중조건과통제 변수에의한향후5년간 의료비로인하여저축을모두 소모할것이라는기대감의

무차승산비(Z ero Odds Ratio)와승산비(O dds Ratio)

무차승산비(Zero Order Odds Ratio)체중조건의 구분

과체중

비만

(정상체중)

참고: *p<0.1, ***p<0.001, (r) - 준거집단(reference category)
(  ) - 표준 오차(standard error), 통제 변수는 다음과 같음: 메디케드(Medicaid), HMO에 의한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드(Medicaid), 성별, 교육수준, 그리고결혼 상태

1.14(0.01)

1.37(0.12) * * *

( r )

1.13(0.01)

1.23(0.12) *

( r )

승산비(Odds Ratio With Controlling Variables)

10) Smith, J. “Wealth Inequality Among Older Americans.”Journal of Gerontology, 1997, 52(B), pp.74~81.

11) Goldman, D. P., and Zissimopoulous, J. M., “High Out-Of-Pocket Health Care Spending by the Elderly.”

Health Affairs, 2003, 22(3), pp.194~202.

12) Crystal, S., Johnson, R. W., Harman, J., Sambamoorthi, U., and Kumar, R.,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 2000, 55B(1), S51~S62.

13) Cousins, N., Head First. New York: Penguin Books, 1989.

14) Hayes, D., Ross, C. E., “Body and Mind: The Effect of Exercise, Overweight, and Physical Health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86, 27(4), pp.387~400

15)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hysical Activity and Older Americans: Benefits and

Strategies.”URL: http://ahcpr.gov/ppip/activity.ht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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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는 노인들의 신체

적 활동을 고양시킬수 있도록운동공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근 연구에서

노인들도 적당한 운동을 하여야 하지만, 한편보

건 당국은 노인들의 부적절한 영양 상태로 인한

체중감소에도주의하여한다고제안했다.16)

본 연구의 결과는 주의 깊게해석되어야한다.

체중 변수는 BMI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개

인들의 근육과 골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방

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BMI를 이용한 체중 조

건의 측정은 편향(bias)을 초래할 수 있다.17) 그

럼에도 불구하고 BMI는 노년층의 체중 조건을

측정하는데보편적으로이용되고있다. 또, 본연

구에서 횡단면 데이터를(cross sectional data)

사용하였기때문에의료비로저축을모두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체중 조건 사이의 인과 관계

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경시적 데이터를(longitudinal data) 사용할 것

이 요망된다. 노년층에있어 비만의 시작과 비만

상태의지속기간은건강및 재정상태에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의료비로 저축을

모두 소모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경시적 데이터를

(longitudinal data) 사용한향후연구는노년층

에 있어체중조건에 따라의료비로저축을소모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욱 다각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것이다.  

16) White, J. V., Parham, J. S. “In Pursuit of a Healthy Weight: What Should We Recommend for Older

Adults?”, Healthy Weight Journal, 2002, pp.72~75.

17) Baumgartner, R. N., Heymsfield, S. B. Heymsfield, and A. F. Roche, “Human Body Composition and the

Epidemiology of Chronic Disease,”Obesity Research, 1995, 3, pp.7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