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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

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공적인 건강보

장시스템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가구의 가계소득분위에 따른 의료비지출 분포의 불평등 실태와 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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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equality tendency of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distribution and associated factors 
with household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Methods: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raw data of the Korean Health Panel over the years 2009 to 
2014. Results: The proportion of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to household income in 2014 was 16.9% in 1st income quartile, 9.7% in 2nd income 
quartile, 5.7% in 3rd income quartile, 4.1% in 4th income quartile, and 2.5% in 5th income quartile. The Gini coefficient for distribution of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was 0.548, 0.536, 0.533, 0.527, 0.523, 0.528 respectively between 2009 and 2014. The Gini coefficient for distribution of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according to income quartile was higher in lower income household than that of higher income household. The incidence rate of 
household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was higher when the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was lower, the age of the householder was older,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was smaller, the education level of the householder was lower, the healthcare coverage type was National Health Insur-
ance, the householder had disability, and the prevalence rate of the chronic disease of the household was higher (p< 0.05). Conclusions: In consider-
ation of above findings, there was inequality of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distribution and the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was higher when 
the total household income was lower. Therefore, a policy for vulnerable household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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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의료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가구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과부담 의료비’ 가구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1].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가구소득을 감소시켜 소득계층의 하

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빈곤가구로의 추락을 가져올 수 있는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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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의료비가 빈곤화 및 빈곤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2],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 가구

소득 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부담을 제외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한 연구에서도 기존 가구소

득 지니계수보다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우리나

라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여 가구소득의 불평

등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4].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2012년 54.5%로 경제협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

ment, OECD) 회원국 평균인 72.3%보다 낮았다[5]. 이는 현재 제한된 

급여범위와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보장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2013년 65.0%에서 62.0%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다가 2014년 63.2%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비급여 부담률

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17.1%로 약간 감소하였다[6]. 이러한 문제점은 개인이나 가구가 지불해

야 할 의료비 수준을 높게 하여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불평등은 의료형평성이라는 개념 하에 논의 되

어 왔는데, 의료이용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에 주목하고 있었다[4].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2003년 과부담 

의료비의 개념이 국내 연구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이후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증가는 과부담 의료비 연구를 위한 가용 자료원의 증가와 관

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1]. 최근 한국복지패널, 한국의료패널 등 각종 

패널자료가 구축되었고, 진료비 실태조사,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와 같

은 가구의 의료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이용할 수 있는 

자료원이 다양해졌다. 패널자료는 조사된 차수가 늘어날수록 정보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의 추이 등 동적 연구가 가능하다.

의료비 지출은 가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득이 낮은 가구에

서,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가구에서 의료비 

지출이 높아[1,2,7], 가구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불평등하였다. 지금까

지 의료비 지출의 불평등과 관련해서 주로 과부담 의료비 지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가구소득 분위별 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과 관련해서는 가구소득 분위별로 의료비를 산출하고 소득계층 간의 

의료비 지출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다

[4]. 이 연구에서는 소득구간별로 각 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의료비 부

담 평균을 구한 후 5분위 가구 소득구간별 불평등 정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지니계수가 작고 이를 바탕

으로 의료비 부담 자체불평등은 크지 않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계층별로 질병 이환의 정도에 차이가 별로 없고 건강보장 하에서 의료

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소득구간별로 의료비 부담 정도의 차이는 있

더라도 크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지니계수는 작을 것이다.

따라서 가구 당 의료비 지출 분포에 대한 전체적인 불평등도를 분석

하고, 동일한 가구소득 분위 내에서의 의료비 지출 분포의 불평등도와 

의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불평등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체계적이고 경시적으로 분석하여야 가구 의료비 지출 분포

의 불평등도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6개년 간 경시적으로 추적 관찰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의료비 지출 분포의 불평등 정도와 추이를 파악하고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 추이와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

관하는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원시자료, 2009-2014년 연간

통합데이터(version 1.0)를 사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 의료

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및 재원 파악을 위한 개인 및 가구단위의 

의료비 규모를 산출하고, 보건의료 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 건강

수준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패널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에 1

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다. 2008년 자료는 

첫 실시한 조사 자료로 조사항목변동 등으로 다른 해와 비교하여 상

이하게 차이 나는 것이 있어 제외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모

두 조사에 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9년 6,314 가구 중 2011년 

5,741 가구, 2012년 5,434 가구, 2013년 5,200 가구, 2014년 5,001 가구로 

6개년 간 계속적으로 조사에 응한 가구 수는 5,001 가구였는데, 이들 

가구 중에서 총소득, 의료비 등과 같이 연구에 필요한 변수 중 결측값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3,843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

의료비 지출 분포의 불평등도

의료비 지출 분포의 불평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렌츠 곡선(Lo-

renz curve)을 통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G)를 산출하였다.

로렌츠 곡선은 한 사회의 구성원을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아지는 순서에 따라 배열했을 때, 하위 일정 퍼센트(%)에 속하는 사

람들이 차지하는 전체소득 중의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을 모아놓은 곡

선으로 현실에서 도출된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깝게 위치하면 할

수록 평등한 분배상태를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의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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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수록 분배상태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즉,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

평등한 상태이다. Figure 1은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니계수는 원래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

이나 보건학 분야에서도 불평등도 측정에 사용되어 왔다. 의사인력 분

포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데 지니계수를 활용하였고[8],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분포에 지니계수를 활용한 연구[9]

가 있으며,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분포에 지니계수

를 활용한 연구도 있다[10,11]. 최근에는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불

평등 실태에 지니계수를 활용하였고[12], 의료비 부담과 가족소득 불

평등의 관계에 지니계수를 활용한 연구가 있다[4].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의 가구의료비는 1부터 5까지로 구분되

는데, 가구의료비 1은 응급의료비,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와 응급처방

약값, 입원처방약값, 외래처방약값 등 공적 보험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을 포함하고 있고, 가구의료비 5는 가구의료비 1뿐만 아니라 교통비, 

산후조리원비, 간병비, 일반의약품비, 건강기능식품비, 안경 및 콘텍트 

렌즈비, 의료기기 구매/임대/수리 등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모든 

의료관련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료비 1과 가구

의료비 5를 이용하였다.

가구 과부담 의료비  

가구 과부담 의료비 역치 기준에 대해서는 각 연구마다 정의가 다양

하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지불능력 대

비 의료비 지출이 40%를 초과한 경우를 ‘과부담 상태’라고 정의하였으

며[13], 이는 각국의 보건의료 상황에 따라 그 기준점이 더 높거나 낮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부담 의료비 연구에서 지불능력과 역치 수

준은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

내의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기준 없이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1,2]. 과부담 의료비의 정의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을 기준으로 소비지출을 사용한 경우와 가용소득을 사용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체로 소비지출을 사용한 경우에는 

5-20%, 가용소득을 사용한 경우에는 10-40%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를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기준으로 20%를 사용하였다. 의료비는 한

국의료패널 자료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보건의료용품기

구비 등 모든 의료관련 비용의 합인 가구의료비 5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대상가구의 연도별 가구 총소득 5분위 계층별 가구당 소득, 가구의

료비 1과 가구의료비 5를 산출하였으며 가구소득에서 가구의료비 1과 

5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가구 의료비 지출 분포의 불평등

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니계수는 가구 단위 값을 사용하였으며 계층별 

지니계수 산출 시에는 계층 내 의료비 등 지니계수 산출 대상 변수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추적기간 동안 의료비 지출 

5분위 계층 간 이동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가구

소득 5분위 계층은 한국의료패널조사의 자료에서 분류한 계층을 그

대로 활용하였으며, 의료비 지출 금액에 따른 5분위 계층은 본 연구에

서 직접 산출하였다.  

6개년 간 경시적 자료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화 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

tion)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는 한국의료패널에 조사된 항목 중 기존

의 연구에서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항목을 포

함하였다[1]. 연도(repeated variable), 가구 소득분위, 총 가구원 수, 세

대구성,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혼인상태, 가구주의 교육수준, 건강

보장형태, 가구의 민간보험 가입 수, 실손보험 가입 여부, 가구원 중 장

애인 수, 가구원의 만성질환 수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구의료비 5 기준 과부담 의료

비 발생여부로 20% 역치 수준에서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를 1,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였다. 또한 일반화 추정방정식 모형 적

합 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인수(Variance Infla-

tion Factor, VIF)가 10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SAS 9.4 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검정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가구소득은 2014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로 소득 하위 1분위는 

8,762천 원인 반면, 소득 상위 5분위는 84,818천 원으로 차이가 매우 컸

Figure 1. Lorenz curve and Gini coefficien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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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4, 가구의료비 5는 0.523-0.548로 가구의료비 1의 지니계수가 커 불

평등도가 더 심했다.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의료비 1의 지니계수는 

2009년에서 2014년 모든 해에서 소득 하위 1분위에서 가장 컸다. 가구

소득 분위별 가구의료비 5의 지니계수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모든 

해에서 소득 하위 1분위에서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소득 2분위이었으

며, 2014년에는 소득 2분위에서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소득 하위 1분위

이었다(Table 2). 

가구소득에서 가구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지니계수는 가

구의료비 1의 경우 2009년에서 2013년까지는 소득 하위 1분위에서 가

다. 가구의료비의 경우 공적 보험에 적용되는 응급의료비,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와 각각의 처방약값을 합한 가구의료비 1은 2014년 기준으

로 소득 1분위 1,206천 원, 5분위 1,615천 원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 의료비 지출이 늘어났으나 소득의 차이보다는 매우 적었다. 가구

의료비 1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소득 1분위 

13.8%, 2분위 7.8%, 3분위 4.6%, 4분위 3.2%, 5분위 1.9%로 소득 하위 분

위일수록 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가구의료비 5

도 같은 결과였다(Table 1).

연도별 전체 가구의 의료비지출 지니계수는 가구의료비 1은 0.566-

Table 1. Annual household income and medical expenditure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quartile by the year 

Income quartile Category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A.H.I. 6,855 7,925 8,229 8,636 8,864 8,762
A.H.M.E.1 840 (12.3) 918 (11.6) 953 (11.6) 1,106 (12.8) 1,158 (13.1) 1,206 (13.8)
A.H.M.E.5 1,010 (14.7) 1,118 (14.1) 1,190 (14.5) 1,389 (16.1) 1,435 (16.2) 1,480 (16.9)

2 A.H.I 16,886 18,820 19,076 19,837 20,374 20,035
A.H.M.E.1 990 (5.9) 1,133 (6.0) 1,299 (6.8) 1,301 (6.6) 1,411 (6.9) 1,560 (7.8)
A.H.M.E.5 1,179 (7.0) 1,370 (7.3) 1,632 (8.6) 1,637 (8.3) 1,757 (8.6) 1,950 (9.7)

3 A.H.I 27,666 29,656 31,496 32,027 33,519 34,250
A.H.M.E.1 1,102 (4.0) 1,166 (3.9) 1,406 (4.5) 1,543 (4.8) 1,460 (4.4) 1,565 (4.6)
A.H.M.E.5 1,304 (4.7) 1,418 (4.8) 1,774 (5.6) 1,999 (6.2) 1,781 (5.3) 1,961 (5.7)

4 A.H.I 40,419 43,575 45,374 47,196 49,132 50,450
A.H.M.E.1 1,162 (2.9) 1,318 (3.0) 1,429 (3.1) 1,634 (3.5) 1,637 (3.3) 1,620 (3.2)
A.H.M.E.5 1,443 (3.6) 1,694 (3.9) 1,872 (4.1) 2,094 (4.4) 2,037 (4.1) 2,061 (4.1)

5 A.H.I 68,769 77,611 76,031 80,483 85,957 84,818
A.H.M.E.1 1,438 (2.1) 1,528 (2.0) 1,553 (2.0) 1,711 (2.1) 1,718 (2.0) 1,615 (1.9)
A.H.M.E.5 1,727 (2.5) 1,955 (2.5) 2,108 (2.8) 2,276 (2.8) 2,270 (2.6) 2,158 (2.5)

Total A.H.I 31,044 34,497 34,968 37,095 39,153 39,298
A.H.M.E.1 1,096 (3.5) 1,204 (3.5) 1,320 (3.8) 1,454 (3.9) 1,474 (3.8) 1,512 (3.8) 
A.H.M.E.5 1,319 (4.2) 1,499 (4.3) 1,703 (4.9) 1,872 (5.0) 1,851 (4.7) 1,920 (4.9)

Unit: 1,000 won (%).       
(  ): %, medical expenditure/income x 100. 
A.H.I., annual household income; A.H.M.E., annual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Table 2. Gini coefficients of annual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quartile by the year    

Income quartile Category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A.H.M.E.1 0.637 0.626 0.608 0.591 0.593 0.594
A.H.M.E.5 0.595 0.589 0.552 0.554 0.557 0.556

2 A.H.M.E.1 0.582 0.566 0.577 0.590 0.554 0.592
A.H.M.E.5 0.542 0.524 0.543 0.547 0.525 0.558

3 A.H.M.E.1 0.584 0.543 0.567 0.551 0.547 0.545
A.H.M.E.5 0.531 0.500 0.517 0.526 0.504 0.513

4 A.H.M.E.1 0.546 0.565 0.564 0.563 0.569 0.547
A.H.M.E.5 0.503 0.506 0.508 0.504 0.512 0.500

5 A.H.M.E.1 0.591 0.591 0.573 0.532 0.554 0.553
A.H.M.E.5 0.535 0.525 0.514 0.477 0.498 0.498

Total A.H.M.E.1 0.594 0.583 0.581 0.569 0.566 0.568
A.H.M.E.5 0.548 0.536 0.533 0.527 0.523 0.528

A.H.M.E., annual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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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컸고 2014년에는 소득 하위 2분위에서 가장 커 소득이 낮은 경우 

불평등도가 높았다. 가구소득에서 가구의료비 5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지니계수도 소득분위에 따라 가구의료비 1과 같은 경향이었고, 

가구소득에서 가구의료비 1이 차지하는 비중의 지니계수가 가구의료

비 5에 비해 컸다(Table 3).

가구의료비 1분위의 연도간 상관계수는 직전 연도와는 0.469-0.492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상관계수는 2012년과 2014년간은 

0.408, 2011년과 2014년간은 0.384, 2010년과 2014년간은 0.330, 2009년

과 2014년간은 0.323으로 연도가 지날수록 상관계수는 적어지는 추세

였으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구의료비 5도 연도간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 0.01) (Table 4).

과부담 의료비 20% 역치 수준에서 소득계층별 과부담 의료비 가구

의 분율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았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전체 가구의 과부담 의료비 가구 분율은 2009년 7.7%에서 2014년 

12.5%로 증가하였다. 소득 하위 1분위는 2009년 과부담 의료비 가구가 

17.1%에서 2014년 24.6%로 7.5%p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5분위는 3.3%

에서 4.3%로 1.0%p 증가하였다(Table 5).

가구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3. Gini coefficients of annual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proportion of household income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quartile by the year

Income quartile Category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A.H.M.E.1 0.799 0.646 0.712 0.669 0.604 0.592
A.H.M.E.5 0.764 0.617 0.706 0.627 0.569 0.555

2 A.H.M.E.1 0.595 0.579 0.589 0.616 0.579 0.619
A.H.M.E.5 0.554 0.539 0.553 0.576 0.551 0.589

3 A.H.M.E.1 0.595 0.558 0.588 0.562 0.564 0.561
A.H.M.E.5 0.542 0.516 0.537 0.540 0.519 0.529

4 A.H.M.E.1 0.555 0.570 0.573 0.577 0.577 0.549
A.H.M.E.5 0.509 0.510 0.515 0.516 0.520 0.501

5 A.H.M.E.1 0.606 0.595 0.592 0.548 0.563 0.566
A.H.M.E.5 0.552 0.530 0.532 0.492 0.508 0.513

Total A.H.M.E.1 0.766 0.666 0.699 0.682 0.653 0.659
A.H.M.E.5 0.731 0.630 0.679 0.643 0.620 0.627

A.H.M.E., annual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Table 4. Correlation matrix for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quartile between years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1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5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
2010 0.477** 0.476**
2011 0.403** 0.474** 0.393** 0.457**
2012 0.376** 0.391** 0.481** 0.373** 0.387** 0.477**
2013 0.345** 0.358** 0.438** 0.492** 0.343** 0.365** 0.414** 0.481**
2014 0.323** 0.330** 0.384** 0.408** 0.469** 0.321** 0.326** 0.377** 0.410** 0.478**

Unit: Correlation coefficient.          
**p <0.01. 

Table 5.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occurrence trend of households according to income quartile by the year     

Income quartile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st quartile 142 (17.1) 153 (18.4) 175 (21.1) 205 (24.7) 191 (23.0) 204 (24.6)
2nd quartile 67 (8.6) 96 (12.2) 110 (14.0) 112 (14.3) 112 (14.3) 127 (16.2)
3rd quartile 42 (5.3) 57 (7.2) 58 (7.3) 76 (9.6) 81 (10.2) 69 (8.7)
4th quartile 20 (2.8) 29 (4.1) 34 (4.8) 47 (6.6) 49 (6.9) 51 (7.2)
5th quartile 24 (3.3) 24 (3.3) 29 (4.0) 28 (3.9) 37 (5.1) 31 (4.3)
Total 295 (7.7) 359 (9.3) 406 (10.6) 468 (12.2) 470 (12.2) 482 (12.5)

Unit: No. of househ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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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5에 대한 역치수준 20%에서 일반화추정방정식을 이용하였으

며 독립변수들 간의 분산팽창인수의 최대값은 5.44이었다. 의료패널 

조사항목 중 의료비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자들을 뽑아서 과부담 원인

을 분석한 결과 2009년에 비교하여 모두 과부담 오즈비가 1.2 이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4년에 줄어들었

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총 가구원수가 작을수록, 가구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앓고 있는 만성질환 종류가 많을수록 과부담

률이 높아지는 경향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반면 가구주의 학력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과부담률이 낮아져 소득수준 5분위 고소득층 

보다 1분위 저소득층은 과부담 위험이 3.5배나 높았으며 가구주 건강

보장형태가 건강보험 가입 가구에 비교하여 의료급여 가구가 낮았다

(Table 6). 

고   찰

가구소득은 2014년 기준으로 소득 5분위 계층별로 하위 1분위는 

8,762천 원인 반면, 상위 5분위는 84,818천 원으로 차이가 매우 컸다. 

가구의료비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공적 보험에 적용되는 응급의료

비,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와 각각의 처방약값을 합한 가구의료비 1

은 소득 1분위 1,206천 원, 5분위 1,615천 원, 모든 의료관련 비용을 포

함한 가구의료비 5는 소득 1분위 1,480천 원, 소득 5분위 2,158천 원으

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의료비 지출이 늘어났으나 소득의 차이보

다는 매우 적었다. 가구의료비 5가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소득 1분위 16.9%, 2분위 9.7%, 3분위 5.7%, 4분위 4.1%, 5

분위 2.5%로 소득 하위 분위일수록 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았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컸으며 

이는 빈곤화나 빈곤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2,4].

전체 가구의 의료비 지출 분포의 불평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니

계수를 산출한 결과, 공적 보험에 해당하는 가구의료비 1은 2009년 

0.594, 2014년 0.568, 모든 의료관련 비용을 포함한 가구의료비 5는 

2009년 0.548, 2014년 0.528로, 소득분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니계수

가 0.4 이상이면 불평등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가구의

료비 지출 분포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지니계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는 고액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14]. 가구 소득 분위별 가구의

료비 지출 분포의 지니계수는 소득이 낮은 쪽에서 지니계수가 커서 불

평등도가 높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장

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불평

등을 분석한 연구[12]에서는 지니계수가 2010년 0.631, 2011년 0.592, 

2012년 0.617로 본 연구에서의 전체 가구에 대한 지니계수보다 장애인 

가구의 지니계수가 더 높았고,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계층과 비슷하여 

취약한 계층에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이 더 컸다. 

가구 소득구간별 불평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의 지니

Table 6. Determinants of household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oc-
currence 

Variables Odds ratio (95% CI ) p-value

Years
2010 vs. 2009 1.40 (1.18-1.65) <0.001
2011 vs. 2009 1.44 (1.22-1.71) <0.001
2012 vs. 2009 1.54 (1.31-1.82) <0.001
2013 vs. 2009 1.47 (1.25-1.73) <0.001
2014 vs. 2009 1.31 (1.11-1.55) 0.002

Income quartile
1st vs. 5th 3.50 (2.83-4.33) <0.001
2nd vs. 5th 2.29 (1.86-2.82) <0.001
3rd vs. 5th 1.50 (1.21-1.86) <0.001
4th vs. 5th 1.25 (1.00-1.57) 0.051

Gender of householder
Female vs. Male 1.01 (0.81-1.25) 0.937

Householder's age (y)
60-69 vs. ≤59 1.28 (1.10-1.49) 0.002
≥70 vs. ≤59 1.35 (1.15-1.59) <0.001

No. of household member
1 vs. ≥5 4.63 (2.45-8.75) <0.001
2 vs. ≥5 3.61 (2.33-5.59) <0.001
3 vs. ≥5 2.83 (2.10-3.80) <0.001
4 vs. ≥5 1.78 (1.32-2.39) <0.001

Household make-up1

2 vs. 1 1.30 (0.95-1.79) 0.103
3 vs. 1 1.65 (1.30-2.08) <0.001

Marital status of householder2

2 vs. 1 0.72 (0.47-1.10) 0.131
3 vs. 1 0.86 (0.63-1.18) 0.344

Education level of householder3

2 vs. 1 0.81 (0.72-0.92) <0.001
3 vs. 1 0.64 (0.54-0.75) <0.001

Health security type of household4

2 vs. 1 0.38 (0.31-0.46) <0.001
3 vs. 1 0.87 (0.63-1.20) 0.390

No. of disabled household member
1=1, 2=2, 3= ≥3 1.28 (1.16-1.41) <0.001

No. of chronic disease in household 1.15 (1.14-1.17) <0.001
No. of PMI hold in household 1.01 (0.99-1.04) 0.290
No. of PMI indemnity type hold in  
   household

1.05 (0.99-1.11) 0.133

CI, confidence interval; PMI, private medical insurance.  
1Household make-up: 1 =1generation, 2 =2generation, 3 =3generation; 
2Marital status of householder: 1=married, 2=unmarried, 3=living alone 
by death/divorce/separated; 3Education level of householder: 1= ≤middle 
school, 2=high school, 3= ≥college; 4Health security type of household: 
1=health insurance, 2=medical aid, 3=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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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를 산출한 연구[4]에서는 0.0761로 소득구간별 불평등 정도는 그

리 크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각 소득구간별로 의료비 지출의 구간 

평균절대액을 가지고 산출한 것으로 각 소득구간별로 의료비 지출의 

평균절대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일수

록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서 불평등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혹은 소득계층별 구간 평균 의료비지출

액이 아닌 가구단위의 의료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가구소득에

서 가구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하였으므로 

불평등도 지니계수 값이 크게 산출되었으며 가구가 낮은 소득계층에 

속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불평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

구별 의료비 지출이 일부 가구에서 매우 높아 전체 혹은 계층의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저소득층에서 더 심하여 일부 가

구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적 보험에 해당

하는 의료비만을 포함하는 가구의료비 1의 불평등도가 추가적인 의료

비를 포함한 가구의료비 5의 불평등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의료

비 지출 중 공적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충

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의료비 지출 5분위 계층의 연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다. 이는 어느 한 연도에 가구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가구는 지

속적으로 가구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빈곤가구

로의 추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2] 이를 막을 수 있는 건강보장 보장

성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간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추이는 소득 대비 가구의료비 5를 기준

으로 20% 역치 수준에서 2014년의 경우 12.5%로 나타났다. 한국의료

패널 자료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를 이용하여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을 산출한 연구[1]에서는 2008-2011년 사이 20% 역치 수준에서 평균 

10.1%이었다. 2006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로 가용소득 대비 의료비를 이

용하여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을 산출한 연구[2]에서는 20% 역치 수준

에서 13.9%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었는데, 수치가 

약간 다른 것은 시기와 적용한 분모의 차이인 것으로 생각된다. 과부

담 의료비 발생은 2009년 7.7%에서 2014년 12.5%로 매년 증가하는 추

세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특히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은 

2014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5분위는 4.3%인 반면, 소득 하위 1분위는 

24.6%로 매우 높아 과부담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와 빈곤지속[2]을 방

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 분

위가 낮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아졌는데, 상위 5분위에 

비해 하위 1분위는 비차비가 3.5로 과부담 위험이 3.5배 높았다. 소득

이 낮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선행연구[1,15-20]와 비슷한 결과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1,3,16,21,22]와 일치하는 결과였으며, 

노인으로 갈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선행연구[1,16,18,22,23]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구원이 많을 경우 한 가구원에게 할당되는 가용자원의 양은 

줄어들 수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 시 높은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가구

원의 수가 많은 가구의 가구원은 자원부족으로 의료이용을 하지 못

하여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20].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가구원 당 수입의 감소와 연결될 수도 있고, 노인 가구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에 비해 조부모가 같이 사는 세대에서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연령이 많을

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로 생각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1,15,21,23,24]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가구에서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비해 과부담 의

료비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

과이다[1,15,16,20]. 이는 대부분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적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많은 건

강보험 가입 가구는 의료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1,15]. 

가구당 만성질환 수가 많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같은 결과이다[1,16,18,19]. 이러한 

결과는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의료비의 지출이 

예상되며, 만성질환 중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있어 본인부담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1,15]. 구성원 중 장애인이 많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

아졌는데, 이는 장애인의 특성 상 의료이용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질병의 치료 수준에 따라 장애 정

도가 많은 영향을 받아 불가피하게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것

으로 보인다[12].

본 연구의 제한점은 패널 자료의 특성상 매년 신규, 탈락 가구가 발

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6개년 간 모두 참여한 가구만을 최종 분석대

상으로 함으로써 신규, 탈락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

한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이나 패널 

자료에 국한된 변수만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6개

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료비 지출 분포의 불평등도 및 추이와 소

득계층별 불평등도와 추이를 산출하였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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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과부담 의료비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이 대부분이

었고, 시간적 흐름을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간

적 흐름을 고려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6개년 간의 과부담 의료비 발

생 추이를 살펴보고 과부담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패널 분석

한 연구로써 의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제

한된 급여범위와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한 낮은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건

강보장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 제도를 운

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의료비 지출 분포의 불평등도가 심하

며 가구에서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저소득층에서 

심하였다. 이는 낮은 보장성이 가구에 미치는 타격이 소득계층별로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가구의료비 부담에 불형평성이 존

재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가구 의료비 지출의 불평등도와 과부담 의료비 실태 및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의료패널 원시자료, 2009-2014년 연간통합데이

터를 이용하였다.

가구 전체 의료비가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소득 1분위 16.9%, 2분위 9.7%, 3분위 5.7%, 4분위 4.1%, 5분위 2.5%로 

소득 하위 분위일수록 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가구 전체 의료비 지출 분포의 불평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니계

수를 산출한 결과, 2009년 0.548, 2010년 0.536, 2011년 0.533, 2012년 

0.527, 2013년 0.523, 2014년 0.528로 불평등한 상태에 있었다. 가구 소득 

분위별 가구 전체 의료비 지출 분포는 소득이 낮은 쪽에서 지니계수

가 높아 불평등도가 높았다. 

연도에 따른 가구의 의료비 지출 5분위 계층의 변화정도를 분석한 

상관관계에서 상관계수는 유의하여 어느 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은 다

른 연도의 의료비 지출과 상관이 있어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가 지

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간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추이는 20% 역치 수준에서 2014년에 

12.5%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른 역치 수준 20%에서의 과부담 의료

비 발생 가구는 2014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분위에서 24.6%, 소득 상위 

5분위에서 4.3%로 하위 소득에서 과부담 의료비 발생이 매우 높았다.

가구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9년에 비교하여 모두 

과부담 오즈비가 1.2 이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가구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

우, 앓고 있는 만성질환 종류가 많을수록 과부담률이 높아지는 경향

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반면 가구주의 학력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과부담률이 낮아져 소득수준 5분위 고소득층 보다 1분위 저소

득층은 과부담 위험이 3.5배나 높았으며 가구주 건강보장형태가 건강

보험 가입 가구에 비교하여 의료급여 가구가 낮았다(p< 0.05). 

이상의 결과 가구 의료비 지출 분포의 불평등도가 심하며 최근으로 

올수록 개선은 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가구에서 과부담 의료비 발생은 

고소득층에 비교하여 여전히 높았다. 이는 낮은 건강보장 보장성이 가

구에 미치는 타격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

비 부담에 불평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

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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