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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ssive marketexpansion of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ersisoneofthehotestissuesofhealthcaresectors,especiallyregardingthe
probabilityofthreateningsoundnessofNationalHealthInsuranceSystem,and
thenecessityofproperregulationonthem inKorea.Butithasbeenneglected
for them to induce externality on NHIby moralhazard.Therefore,we
conductedthisstudytoexploretheinfluenceofjoiningprivatehealthinsurance
onadmission asaunneccessarymedicalutilizationamongsomepatientswith
cervicalorlumbarsprain.

Thestudypopulationwere449patients(admission;384,out-patient;
85) diagnosed with simple cervical or lumbar sprain without neurologic
symptomsfrom Jul.1to Aug.312008at20smallhospitalsorclinicsin
GwangjucityandJeollanam province.From them,thedatawerecollectedusing
structured,self-administratedquestionnaire,whichwascomposedofmeasuresof
whetherthey admitted ornot(as a dependentvariable),whetherthey had
privatehealthinsurances(PIH)ornot(asaindependentvariable),andcovariates
such a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the factors related sprain(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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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etandsoon),characteristicsofproviders(recommendationofadmission).
Asaresultofhierarchicalmultiplelogisticregression analysis,the

admission rateofsubjectswith PIH washigherthan thatthosewithoutit
(OR=3.31,95% CI;1.14-9.58),which meantjoining PIH wasan independent
factorinfluencingonadmissions.Theotherdeterminantsofadmissionwereage
ofpatients,recommendation ofphysicians,which was the mostinfluencial
factor.

ThisstudywasfirstempiricalstudytoexplorethatjoiningPIH
inducesmoralhazard in admission serviceswith targeted thepatientswith
cervicalorlumbarsprain.Thepolicyimplicationofthisfindingisthatitwould
benecessarytoregulatebenefitsofPIH inthattheeffectofthismoralhazard
maymeanexistenceofexternality.

＊KeyWords:complementaryprivatehealthinsurance,moralhazard,sprainof
cervicalandlumbarspine,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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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서서서론론론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의료보장의 보편
성 확보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나,한편으로는 급여의 범위와 다양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시켜 왔다(김원중,2004).그 중 낮은 보장성의 문
제는 최근들어 대폭 개선되고는 있으나(김정희와 정종찬,2005;정형선,2006)2007
년 현재에도 여전히 60%선에 머무르고 있어 OECD국가의 평균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김정희 등,2008).
이로 인해 낮은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되어 날

로 그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던 1996년 1조 3,197억 규
모에 수준이었던 민영의료보험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을 거듭하여 2005년에는
7조 5,049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같은 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44%를 상
회하는 수준이었다(정기택,2006).도입 초기에는 공적 의료보험의 비급여를 보장대
상으로 하는 보충형 민영의료보험(supplementaryprivatehealthinsurance,PHI)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는 공적의료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완하는,즉 본인일부 부담금을 보장대상으로 하는 보완형 민영의료보험(comple-
mentaryPHI)이 도입되고 그후 생명보험회사들도 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김계현,2006)민영의료보험시장의 확산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
다.이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율도 비약적으로 높아졌다.생명보험협회가 전
국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생명보험 성향조사
2003’에 의하면 조사대상 가구의 85.4%가 민간보험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
었으며 가구당 평균가입건수는 3.8건,연간 납입보험료는 392만원에 달하였다(김계
현,2006(39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 및 학계의 일각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그 재정적 한계에 기인하지만 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저수가
구조의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사회전반의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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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나서는 한편(이상이와 이진석,
2005),보험업계에서도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병원의 경영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침으로서 병원산업의 안정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강성욱
등,2004;강성욱,2007;정기택,1997)대형병원들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민영의료보
험 도입의 논리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아울러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급
여의 취약점을 보충하는 보완적 관계로 궁극적으로 공보험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
고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국민의 후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박희숙,2003).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민영의료보험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급여율

면에서 국민건강보험은 물론이고 외국의 민영의료보험에 비해서도 20% 이상 낮아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이진
석,2005).특히,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본인 일부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의료이
용자의 비용인식을 약화시켜 의료이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전체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를 반대하는 진영의 주된 논거를 형성하고 있다(이진석,2005;이진석,2006;허순임
과 이상이,2007).허순임과 이상이(2007)는 실손형 보험의 도입이 야기할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분은 최소 4,255억원에서 최대 1조 7,021억원으로 추계하였고,이에 따
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부담은 2,970억원에서 1조 1,915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

(Arrow KJ,1963;Pauly,1968)은 이미 다양한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양봉
민,2000).그러나 공적 건강보험이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충형 특히,보완형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이와는 별도로 논구되어야
할 문제이다.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칠레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선택(self-selection)및 도덕적 해이(moralhazard)에 관한 Sapelli와
Vial(200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이 연구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입원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외래 의료이용은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 민영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외래 의료이용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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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현저하게 나타남을 구명한 바 있다.미국의 경우,공적 의료보장으로 노인들
에게 제공되는 Medicare는 보장성이 낮은 상태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형 민
영의료보험으로서 Medigap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들과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Medigap 가입은 Medicare 지출의 상승을 동반한다는 것이다(강성욱 등,2005;
Atherly,2002).OECD는 가입국가들에서 민영의료보험 도입이 전체국민의료비를
상승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OECD,2004).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들도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도덕적 해이현상을 유발함을 입증하고 있다.민영의료보험 가
입자들의 외래 이용은 비가입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정기택 등,2006),이러한
외래 의료이용의 유의한 증가는 일부 암보험 가입환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강성
욱 등,2005).앞의 두 연구는 입원의료이용과 민영의료보험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는 않았는데,한 암전문병원에서 진료 받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관련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민영의료보험 가입 환자의 입원진료비가 비가입자의 입원
진료비에 비해 높았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임진화 등,2007).
그러나 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용이성을 제고함으로써 미충

족 필요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 증가를 단순히 도덕적 해이의 지표로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따라
서 이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명백히 불필요한 의료이용(unnecessary health care
utilization)에 한정하여 그 이용의 증가에 민영의료보험가입이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요추부 염좌 등
대부분의 임상진료지침이 불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입원서비스와 같은 특정상병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영역을 규정하고 이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구명한 국
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민영의료보험과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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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소비자에 초점을 두고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특정 상병
에 따른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민영의료보험의 확대에 따라 도덕적
해이의 현상 가운데 하나로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있는가
를 규명해 봄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민간의료 보험
의 적정한 보상기준과 상품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목적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이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병․의원에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요추부 염좌로 치료받은 입원 및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
입이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대상자의 특성 분포를 파악한다.
둘째,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입원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셋째,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를 제외한 특성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민영의료보

험 가입여부가 입원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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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병․의원(병원 80병상 이하 3
곳,29병상 이하 의원 17곳)에서 2008년 6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신경학
적 증상이 없는 단순 경ㆍ요추부 염좌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5)상 S13.4,S33.5코드를 부여받은 만 20세 이상의 환자 중 해당 의료
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퇴원한 환자 364명과 입원하지 않고 외래로만 치료받고 있
는 환자 85명 등 총 449명이었다.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2008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구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의원을 이
용했거나 이용중인 환자로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자료
를 수집하였다.의료기관의 선정은 광주․전남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서 3차 의료
기관 및 종합병원을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의료기관 중 광주 및 전남의 지
역적 분포를 고려하되 협조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의추출하였다.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이용중인 환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방법은 다음

과 같았다.입원환자의 경우,조사기간 중 해당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는 해당병원의
원무행정 담당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입원실에서 직접 배부하고 연구대상자가 자
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고 퇴원한 환자는 입원확인대장 명부를 통
해 명단과 연락처를 확인한 후 원무행정 담당자의 전화협조요청을 받고 의료기관
을 방문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외래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원무행정담당자가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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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 및및및 주주주요요요 연연연구구구변변변수수수

조사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대상자의 성,
연령,학력,월평균 소득수준,결혼상태,직업,거주지역,의료보장의 종류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8문항을 포함,경․요추부 염좌 관련변수와 이용한 의료기관
의 특성 등 경․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은 환자의 입원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잠재적 혼란요인(putativeconfounders),민영의료보험 관련 변수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경․요추부염좌 관련변수로는 발병원인(생활중(운동 중,운동 이외의 일상생활

중),사고(산업재해,교통사고),원인 모름),발병시간(오전(6-12시),오후(13-18시),밤
(18-24시,0-5시)),발병 당시 경․요추부 염좌의 경중도(발병후 병원까지 도달방법,
발병시 일상생활 수행능력(ADL),발병시 통증 정도(VAS)),이번 진단 이전에 경․
요추부 염좌 과거력,과거 발생시 치료처 및 치료효과,경․요추부 염좌로 현재 받
고 있는 치료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경․요추부 염좌에 대한 입원치료의 효과 인
지도,건강관심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 중 발병 후 병원까지의 도달방법에 대한 문항은 ‘(평지를)걸어서’에서부터

‘구급차를 불러서’까지 답하게 함과 아울러 ‘기타’의 경우를 표기하도록 하여 통증
이나 증상정도가 심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경중도의 보조지표로 활용할 목적
으로 조사하였다.일상생활수행능력은 김수영 등(2004)이 개발한 한국어판 바델 일
상활동 지표(BathelADLIndex)를 일부 변용하여 10개의 일상생활 수행동작에 대
해 ‘혼자서는 전혀 못했음’(1점)-‘혼자서 할 수 있었음’(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한 후 각 동작별 점수를 더한 값을 ADL점수로 이용하였다.이 점수가 높
을수록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음을 의미하고 만점인 40점은 10개의 일상생활동작
을 모두 혼자서 수행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발병당시 경험한 통증정도는 박현순
과 원호택(1994)이 정리한 통증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시각적 통증 척도
를(VAS)이용하여 측정하였다.이 척도는 10cm의 선분을 주눈금으로 10등분하고
두 주눈금 사이에 1개씩의 보조눈금을 부여하여 총 20개의 눈금으로 구분한 후,왼
쪽 끝에 ‘통증이 없었음’(0점),정가운데의 눈금에 ‘보통의 통증’(5점),오른쪽 끝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10점)이라고 표기한 후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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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대화하여 눈금 위에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총 10점의 통증점수가 높을수록
발생당시 경험한 통증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Andersen(1995)의 의료이용모형에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

진 건강믿음(healthbelief)에 대해서 경․요추부 염좌에 대해 현재 받고 있는 치료
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와 경․요추부 염좌에 대한 입원치료의 효과 인지도,건강에
부여하는 가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입원 및 양방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각각 ‘현
재 받고 있는 양방치료가 경․요추부 염좌를 완치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십니까’,‘경․요추부 염좌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십니까’의 1문항씩으로 묻고,‘매우 도움이 된다’(1점)에서 ‘전혀 도움이
안된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한 후 역환산한 점수를 이용하였고,최
종분석시에는 전후 2문항씩을 ‘도움이 안됨’,‘도움이 됨’으로 재범주화하였다.건강
에 부여하는 가치는 건강관심도로 측정하였는데 ‘평소에 선생님 자신의 건강에 대
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의 1문항으로 묻고 ‘매우 관심이 많다’(1점)에
서 ‘건강에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한 점수를 역
환산한 후 이를 다시 ‘적음’(‘관심이 적은 편이다’+‘건강에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
‘보통‘,’많음‘(’매우 관심이 많다‘+’관심이 많은 편이다‘)로 재범주화한 값을 최종분
석에 이용하였다.
이용한 의료기관의 특성은 의료기관의 종별(병원,의원),의료기관의 소재지(광주,

전남),의료기간까지의 거리(조사대상자의 현 거주지에서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까지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의 소요시간(분)),경․요추부 염좌 진단 후 의사
의 입원치료 권유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여부를 조사하였고,그밖에 가입된 민영의료보
험의 종류,가입된 민영의료보험의 개수,가입된 민영의료보험 중 상해 및 건강보
험의 개수,보상여부에 대한 인지여부,보상여부에 대한 인지경로,입원시 보상되는
입원일당,입원실비 금액,과거 민영의료보험 보상경험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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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MSExcel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입력오류 수정작업
을 거쳐 통계패키지 SPSS/WIN 14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연구대상자의 특성분포는 빈도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고,연구대상자의 입원여부와 특
성변수들과의 관련성은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독립변수가 서열변수
이상인 경우,종속변수와의 선형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정하는데도 카이제곱검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카이제곱검정 결과,입원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특성변수
들을 통제한 후,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
단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단계별로 투입된 독립변수군은 잠재적 혼란
변수로 조사된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군(1단계),경․요추부 염좌관련 변수군(2단
계),이용한 의료기관의 특성변수군(3단계)였으며,마지막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여
부를 투입하였다.각 단계별로 독립변수들이 입원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결정계수(R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해당 결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정
은,-2로그우도(loglikelihood)값의 단계별 차이가 카이제곱분포를 따르므로 이를
통계량으로 하고,단계별 독립변수 갯수의 차이를 자유도로 간주하였으며,SPSS의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후 해당값을 유의확률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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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분분분포포포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분분분포포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분포를 성별로 보면 남자 217명(48.3%),여자 232명
(51.7%)로 성별 분포는 유사하였다.이를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137명(30.3%)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49세 124명(27.4%)29세 미만 103명(22.8%),50세 이상
88명(19.5%)의 순이었다.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가 195명(43.3%),전문대졸업 이상이 255명(56.7%)이었고,

결혼상태는 무배우자가 302명(67.1%)으로 유배우자 148명(32.9%)보다 많았다.소득
수준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95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 148명(33.2%),400만원 이상이 69명(15.5%)의 순이었다.거주 지역은
대부분이 광주 지역에 거주(350명,79.0%)하고 있었고 기타 지역은 93명(21.0%)이었
다.연구대상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172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직
100명(22.2%),자영업 87명(19.3%),세일즈 51명(11.3%)의 순이었다.의료보장의 종
류는 건강보험이(지역+직장)417명(92.9%),의료급여는 32명(7.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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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1)

성 남 217 (48.3)
여 232 (51.7)

연령 -29 103 (22.8)
(세) 30-39 137 (30.3)

40-49 124 (27.4)
50- 88 (19.5)

최종학력 고졸이하 195 (43.3)
대졸 242 (53.8)
대학원졸 13 (2.9)

배우자 유배우자 148 (32.9)
무배우자 302 (67.1)

소득수준 -199 148 (33.2)
(만원/월) 200-299 131 (29.4)

300-399 64 (14.3)
400- 69 (15.5)

거주지역 광주 350 (79.0)
기타 93 (21.0)

직업 자영업 87 (19.3)
회사원*3) 172 (38.2)
세일즈 51 (11.3)
무직 100 (22.2)
기타 40 (8.9)

의료보장 건강보험 417 (92.9)
종류 의료급여 32 (7.1)
*1)합하여 100.0이 되지 않는 값은 결측치임

표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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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경경․․․요요요추추추부부부 염염염좌좌좌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분분분포포포

연구 대상자의 경․요추부 염좌 관련 특성 분포를 표 2에 제시하였다.발생원인
별로 보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경우가 256명(57.1%)으로 가장 많았고,사고로
인한 경우가 150명(37.7%)이었으며 명확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23명(5.1%)이 있
었다.발생시간별로 보면 오후(13시부터 18시까지)가 168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전(06시부터 12시까지)141명(31.8%),밤(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134명
(30.2%)등으로서 발병시간 분포는 유사하였다.
발생직후 일상생활 수행정도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40점이 252명

(5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39점 142명(33.3%),0-29점 33(7.7%)의 순이었
다.통증정도는 4-6점이 212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7점 이상 162명(37.2%),
0-3점 62명(14.2%)등이었다.이번 경․요추부 염좌 발생이전의 과거력은 ‘있음’
268명(60.2%),‘없슴’177명(39.8%)이었고,경․요추부 염좌로 인해 입원해 본 경험
이 있는 사람은 350명(78.7%),없는 사람은 95명(21.3%)이었다.입원치료가 경･요추
부 염좌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대부분(398명,90.9%)이
‘안된다’고 답하였고 ‘된다’고 답한 경우는 40명(9.1%)이었다.현재 받고 있는 양방
치료가 완치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없음’으로 답한
경우가 412명(92.8%)으로 대부분이었고 ‘있음’으로 답한 경우는 32명(7.2%)이었다.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많다’232명(51.8%),‘보통’162명
(36.2%),‘적다’54명(12.1%)의 순으로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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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변수 구분 계 백분율*1)

발생원인 생활중 256 (57.1)
사고 169 (37.7)
모름 23 (5.1)

발병시간 오전 141 (31.8)
오후 168 (37.9)
밤 134 (30.2)

ADL*2) 0-29 33 (7.7)
30-39 142 (33.3)
40 252 (59.0)

통증정도 0-3 62 (14.2)
4-6 212 (48.6)
7- 162 (37.2)

과거력 있음 268 (60.2)
없음 177 (39.8)

과거입원력 있음 350 (78.7)
없음 95 (21.3)

입원치료의 된다 40 (9.1)
도움여부 안된다 398 (90.9)
서양의료 있음 32 (7.2)
효과성 인지 없음 412 (92.8)
건강관심 적다 54 (12.1)

보통 162 (36.2)
많다 232 (51.8)

*1)합하여 100.0이 되지 않는 값은 결측치임
*2)ActivityofDailyLiving

표 2.연구대상자의 경․요추부 염좌 관련특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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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이용용용한한한 의의의료료료기기기관관관 특특특성성성의의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입입입원원원여여여부부부와와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연구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했던 의료기관의 특성 분포를 표 3에 제시
하였다.병원유형은 대부분 의원(362명,79.9%)이었고 병원은 91명(20.1%)명으로 상
대적으로 적었다.경･요추부 염좌 발생 후 의료기관까지의 도달시간(의료기관까지
의 거리)은 30분 이상이 334명(75.1%)으로 29분 이하 111명(24.9%)에 비해 많았다.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광주 소재의료기관 이용자 236명(53.3%),광주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자 207명(46.7%)으로 유사하였다.의사의 입원 권유에 대해서는 ‘없
음’(188명,42.1%)으로 답한 사람에 비해 ‘있음’으로 답한 사람(259명,57.9%)이 더
많았다.

특성변수 구분 계 백분율*1)

병원유형 의원 362 (79.9)
병원 91 (20.1)

도달시간 -29 111 (24.9)
(분) 30- 334 (75.1)

의료기관 소재지 광주 236 (53.3)
광주이외 207 (46.7)

의사권유 없음 188 (42.1)
있음 259 (57.9)

*1)합하여 100.0이 되지 않는 값은 결측치임

표 3.이용한 의료기관의 특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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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민영영영의의의료료료보보보험험험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의의의 분분분포포포

  민영의료보험 관련 특성의 분포는 표 4에 제시하였다.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382명(84.3%)으로 미가입자 71명(15.7%)에 비해 많았다.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민영의료보험의 종류는 1-2가지 248명(54.7%),3가지 이상 134명(29.6%)이었다.민영
의료보험의 갯수는 3개 이상 197명(43.5%),1-2개 185명(40.8%)등이었고 이 중 상
해 보상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가입한 보험의 갯수는 1-2개 246명(54.3%),3개 이
상이 124명(27.4%)이었다.
과거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은 경험은 ‘보상경험 없음’이 247명(56%),‘보상 경

험 있음’194명(44%)에 다소 많았다.

특성변수 구분 계 백분율*1)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 가입 382 (84.3)
미가입 71 (15.7)

민영의료보험 종류 없음 71 (15.7)
1-2가지 248 (54.7)
3가지- 134 (29.6)

민영의료보험 갯수 없음 71 (15.7)
1-2개 185 (40.8)
3개- 197 (43.5)

상해보상보험 갯수 없음 83 (18.3)
1-2개 246 (54.3)
3개 이상 124 (27.4)

보상 경험 있음 194 (44.0)
없음 247 (56.0)

*1)합하여 100.0이 되지 않는 값은 결측치임

표 4.민영의료보험관련 특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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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입입입원원원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입입입원원원여여여부부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일반적 특성변수와 입원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연령,소득수준,직업이 입원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연령별

로는 29세 이하,50세 이상에서 입원이 많았으며 30-39세,40-49세에서 입원이 적었
고(p=0.000),소득수준별로 보면 월 199만원 이하,4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다
른 소득계층에 비해 입원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2).직업별로 보면 회사원,무
직,자영업 순으로 입원율이 높았고 세일즈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원율이 가장 낮았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
성,최종학력,결혼상태(배우자 유무),거주지역,의료보장 종류에 따른 입원할 확

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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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변수 구분
입원 여부

p-값*1)
함(N=364) 안함(N=85)

성 남 183(84.3) 34(15.7) .113
여 181(78.0) 51(22.0)

연령 -29 95(92.2) 8(7.8) .000
(세) 30-39 104(75.9) 33(24.1) (.569)

40-49 86(69.4) 38(30.6)
50- 82(92.3) 6(6.8)

최종학력 고졸이하 157(80.5) 38(19.5) .875
대졸 198(81.8) 44(18.2) (.891)
대학원졸 10(76.9) 3(23.1)

배우자 유배우자 126(85.1) 22(14.9) .162
무배우자 239(79.1) 63(20.9)

소득수준 -199 159(87.4) 23(12.6) .002
200-299 94(71.8) 37(28.2) (.423)
300-399 48(75.0) 16(25.0)
400- 60(87.0) 9(13.0)

거주지역 광주 275(78.6) 75(21.4) .030
기타 83(89.2) 10(10.8)

직업 자영업 68(78.2) 19(21.8) .000
회사원*2) 154(89.5) 18(10.5)
세일즈 28(54.9) 23(45.1)
무직 79(79.0) 21(21.0)
기타 36(90.8) 6(9.2)

의료보장 건강보험 336(80.6) 81(19.4) .466
종류 의료급여 28(87.5) 4(12.5)
*1)( )의 값은 선형적 관련성(linearassociation)의 검정결과 임
*2)사무직+생산직

표 5.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입원여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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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경경․․․요요요추추추부부부 염염염좌좌좌 관관관련련련특특특성성성과과과 입입입원원원여여여부부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단일변량분석을 통해 경․요추부 염좌 관련 특성과 입원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
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입원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던 변수는 발생원
인,발병시간,ADL,통증정도,건강관심도 등이었고 과거력,과거입원력,입원치료
의 도움여부에 대한 인지도,서양의료 효과성 인지도 등은 입원여부와 유의한 관련
성이 없었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의 입원확률(91.3%)과 ‘사고’인 경우의

입원 확률(88.8%)이 ‘일상생활 중’발생한 경우의 입원확률(75.8%)에 비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2).발생시간별로 보면 오전에 발생한
경우 입원할 확률이 가장 높았고 밤에 발생한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통증정도는 발생당시 통증점수가 7점 이상이
었던 경우의 입원확률(91.4%)이 4-6점인 경우(73.1%)에 비해 높았으나 0-3점인 경우
의 입원확률은 82.3%로서 4-6점에 비해 오히려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000).과거 경․요추부 염좌로 입원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
는 사람보다 입원할 확률이 더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경계역 수준에서 유의하였
다(p=0.086).건강관심도는 ‘많다’고 답한 경우 ‘보통’이나 ‘낮다’고 답한 경우에 비
해 입원할 확률이 더 높았다(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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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변수 구분
입원여부

p-값*1)
함(N=384) 안함(N=85)

발생원인 생활중 194(75.8) 62(24.2) .002
사고 150(88.8) 19(11.2)
모름 21(91.3) 2(8.7)

발병시간 오전 95(67.4) 46(32.6) .000
오후 137(81.5) 31(18.5)
밤 126(94.0) 8(6.0)

ADL*2) 0-29 32(97.0) 1(3.0) .002
(점수) 30-39 124(87.3) 18(12.7) (.000)

40 193(76.6) 59(23.4)

통증정도 0-3 51(82.3) 11(17.7) .000
(점수) 4-6 155(73.1) 57(26.9) (.000)

7- 148(91.4) 14(8.6)

과거력 있음 224(83.6) 44(16.4) .222
없음 139(78.5) 38(21.5)

과거입원력 있음 291(83.1) 59(16.9) .086
없음 71(74.7) 24(25.3)

입원치료의 된다 33(82.5) 7(17.5) 1.000
도움여부 안된다 324(81.4) 74(18.6)

서양의료 있음 28(87.5) 4(12.5) .525
효과성 인지 없음 335(81.3) 77(18.7)

건강관심 적다 43(79.6) 11(20.4) .000
보통 116(71.6) 46(28.4) (.000)
많다 205(88.4) 27(11.6)

*1)( )의 값은 선형적 관련성(linearassociation)의 검정결과 임
*2)ActivityofDailyLiving

표 6.경․요추부 염좌 관련특성과 입원여부와의 관련성
단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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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이용용용한한한 의의의료료료기기기관관관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입입입원원원여여여부부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염좌발생시 이용한 의료기관 특성과 입원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7
에 제시된 바와 같다.의료기관의 종별,도달시간 및 의사권유여부가 유의한 관련
성이 있는 변수였다.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의 종별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보다 더 입원할 확률이 높았다(p=0.011).의료기관까지의 도달시간은 30분 이상
이 30분 미만보다 입원 확률이 높았고(p=0.001),의사권유가 ‘없었음’으로 답한 사람
들에 비해 ‘있었음’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입원확률이 높았다(p=0.000).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입원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다.

특성변수 구분
입원여부

p-값*1)
함(N=384) 안함(N=85)

의료기관 종별 의원 303(83.7) 59(16.3) .011
병원 65(71.4) 26(28.6)

도달시간 -29 78(80.0) 33(20.0) .001
(분) 30- 284(83.3) 50(16.7)

지역소재 광주 186(78.8) 50(21.2) .308
광주 이외 172(83.1) 35(16.9)

의사권유 없음 127(67.6) 61(32.4) .000
있음 235(90.7) 24(9.3)

*1)( )의 값은 선형적 관련성(linearassociation)의 검정결과임.

표 7.이용한 의료기관 특성과 입원여부와의 관련성
단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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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민영영영의의의료료료보보보험험험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입입입원원원여여여부부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민영의료보험 관련 특성과 입원여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
다.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민영의료보험 종류,민영의료보험 갯수와 입원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상해보상 보험갯수는 경계역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미가입자에 비해 입원확률이 높았
고(p=0.001),민영의료보험의 종류별로 보면 1-2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가지
이상 가진이나 없는 사람보다 입원확률이 높았다(p=0.000).상해보상보험의 경우는
입원여부와 경계역 수준에서 관련성이 있었는데(p=0.061)가입갯수가 많을수록 역
시 경계역 수준에서 입원확률이 높았다(p=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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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변수 구분
입원여부

p-값*1)
함(N=384) 안함(N=85)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 가입 320(83.8) 62(16.2) .001
미가입 48(67.6) 23(32.4)

민영의료보험 종류 없음 48(67.6) 23(32.4) .000
1-2가지 218(87.9) 30(12.1) (.000)
3가지- 102(76.1) 32(23.9)

민영의료보험 갯수 없음 48(67.6) 23(32.4) .000
1-2개 164(88.6) 21(11.4) (.000)
3개- 156(79.2) 41(20.8)

상해보상보험 갯수 없음 60(72.3) 23(27.7) .061
1-2개 203(82.5) 43(17.5) (.074)
3개 이상 105(84.7) 19(15.3)

보상경험 있음 156(80.4) 38(19.6) .874
없음 201(81.4) 46(18.6)

*1)( )의 값은 선형적 관련성(linearassociation)의 검정결과임

표 8.민영의료보험 관련 특성과 입원여부와의 관련성
단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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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경경․․․요요요추추추부부부 염염염좌좌좌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입입입원원원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단일변량분석에서 입원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시
행한 다단계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모든 단계별 모형은 적합하였다.<모형 1>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의 입원여부에 대한 설명력은 22.6%였고,<모형 2>에서 경․요추부 염좌 관
련변수의 추가적 투입으로 인한 설명력의 증가는 10.8%였으며 <모형 3>에서 이용
한 의료기관의 특성변수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증가한 설명력은 12.2%였다.마
지막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이로 인한 설명력의
증가는 1.3%였으며 이 증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2).
최종모형인 <모형 4>에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의 비차비는 3.31(95% CI;

1.14-9.58)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할 때 민영의료보험에 가입
한 집단이 입원할 확률이 3.31배 높았다.
이 모형에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 외에 입원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연령,거주지역,발병시간,통증정도,입원 과거력,의료기관까지의 소요시간,
의사의 입원권유여부 등이었다.연령의 경우,29세 이하와 비교할 때 30대와 40대
의 비차비는 각각 0.16(95% CI;0.04-0.70),0.12(95% CI;0.03-0.55)로 입원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거주지역별로는 광주이외의 지역과 비교할 때 비차비는 5.95(95%
CI;1.52-23.26)로 광주지역이 5.95배 높았고 발병시간으로는,오전과 비교할 때 야간
에 입원활 확률이 11.02배 높았으며,의사의 입원 권유는 권유받지 않은 경우에 비
해 권유받은 경우의 비차비는 9.40(95% CI;3.94-22.87)으로 입원할 확률이 9.4배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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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특성변수 구분 OR p OR p OR p OR (95% CI)*1) p

성 여/남 0.62 0.86 1.02 0.94(0.38- 2.32)
연령
(세) 30-39/≤29 0.34 0.27 0.18 0.16(0.04- 0.70)

40-49/≤29 0.24 0.18 0.11 0.12(0.03- 0.55)
50- /≤29 1.31 1.01 0.82 0.72(0.13- 4.15)

배우자 무/유 0.91 0.89 1.17 1.34(0.52- 3.46)
소득수준
(만원/월) 200-299/-199 0.49 0.79 1.23 1.24(0.47- 3.26)

300-399/-199 0.78 1.50 2.07 1.69(0.52- 5.51)
400- /-199 2.01 3.03 3.68 3.22(0.81-12.70)

거주지역 광주/광주외 2.45 2.55 4.51 5.95(1.52-23.26)
직업

회사원/자영업 2.40 1.41 1.99 1.96(0.64- 6.03)
세일즈/자영업 0.58 0.32 0.34 0.34(0.09- 1.26)
무직/자영업 1.13 0.80 0.65 0.75(0.22- 2.53)
기타/자영업 2.42 0.84 1.16 1.10(0.19- 6.47)

발병원인
사고/생활중 2.25 2.20 2.13(0.91- 4.99)
모름/생활중 1.43 1.54 1.21(0.13-10.99)

발병시간
오후/오전 1.72 1.72 1.81(0.81- 4.06)
야간/오전 10.79 11.98 11.02(3.09-39.26)

ADL
(점수) 30-39/≤29 0.66 0.55 0.53(0.05- 5.36)

40- /≤29 0.37 0.40 0.41(0.04- 3.93)
통증정도

보통/낮음 0.57 0.28 0.26(0.08- 0.85)
높음/낮음 1.43 0.44 0.42(0.11- 1.66)

과거입원력 유/무 0.56 0.26 0.24(0.09- 0.60)
건강관심

보통/낮음 0.67 0.44 0.49(0.14- 1.71)
높음/낮음 2.70 1.17 1.19(0.33- 4.38)

병원유형 병원/의원 0.34 0.40(0.15- 1.08)
소요시간(분)≥30/<30 2.97 2.68(1.13- 6.34)
의사권유 유/무 10.10 9.40(3.94-22.87)
민영의료보험 유/무 3.31(1.14- 9.58)

R2 0.226 0.434 0.556 0.569
R2변화량 0.226 0.108 0.122 0.013

-2Loglikelihood 313.353 250.914 209.050 204.160
Δ(-2Loglikelihood) 82.439 41.864 9.110
R2변화량의 p값 .000 .000 .002

*1:모형 4OR의 95%신뢰구간

표 9.경․요추부 염좌 환자의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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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고고고찰찰찰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단순 경․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입원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비교적 명확하게 가정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이었다.연구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험지표(red flag
signals)가 없는 단순 경․요추부 염좌 즉,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상
S13.4,S33.5코드를 입원의 적응증으로 하는 임상진료지침은 없었다.우리나라의 관
련 선행연구들은 연구들은 대부분 암환자의 의료이용을 결과변수로 선정하였는데(강성
욱 등,임,2007),이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이용량 증가가 도덕적 해이인지
미충족 필요의 해소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아울러 이러한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결과변수에 큰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Medicare수급권자 중 두부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와 보유가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Svenson과 Spurlock,2001)에 따르면 두부손상환자
중 두개골절,두 개강내 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의 경우에는 민영의료보험가입과 비가입
자 간에 입원여부의 차이가 없었으나 단순열상이나 뇌진탕(concussion)등 경증의 두부
손상에서는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질병의 경중도 등을 보정한 후에 가입자의 입
원율이 비가입자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때 경중도를 보정
하는 것 외에도 결과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질병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중․소규모병원이나 의원을 연구대상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 의료기관을 배제한 것은 이 의료기관들의 경우,의학적 판단이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단순 경․요추부 염좌 환자의 입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
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본 가설의 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태 보다 과
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가입 외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혼란요인을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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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Andersen모형이 가정하는 모든 관련 요인을 조사하여 보정하였다.이 모
형은 다른 의료이용모형과 마찬가지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된 모형으로서 다른 모형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의료이용행태에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배상수,1993).그러나 낮은 설명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 이용
되었던 모형에 비해 더 많은 설명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개
정모형을 활용하여 변수를 선별하였다(Andersen,1995).보정해 준 변수 가운데 연
령은 의료이용과 U자형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분석 시에는 흔
히 연령의 제곱을 이용한다(정기택,2006).그러나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연령
의 범위는 전 연령에 걸쳐 분포하지 않고 U자형의 곡선의 바닥을 구성하는 20대
-50대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1차항을 그대로 삽입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Andersen모형의 가능성 자원(enablingresources)에 포함

된다.이 자원에 해당되는 요소 가운데는 의료이용자의 거주지역 내 의사수와 병상
수 등을 포함시킨 연구들이 있었다(정기택 등,2006).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
상자의 거주지역이 거리상으로 매우 가깝고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어 한 단위의 진
료권역으로 가능하므로 소규모지역변이(smallareavariation)가 있다고 가정하기 어
렵다고 판단하여 이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대신 의사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
로 측정할 수 있는 ‘의사의 입원권고 여부’를 조사하여 공변량으로 포함시켰다.그
러나 본 연구의 대상질환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질환이라는 점에서 일차 진
료권역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진료권역내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진료과목이 있는
중소병원이나 동일진료과목의 의원 중 입원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나
해당의료기관의 보유병상수를 통제해 줄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관련 변수들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그럼에도 불
구하고 회귀분석모형에 포함된 전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56.9%로서 과거 의료이
용 연구의 경우보다 오히려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예컨대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 입원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으므로 이 변수가 조사되어 통제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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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다양한 진료과목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경
우에는 가능하지만 병실이 있는 정형외과 의원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은 선택
이라고 보이며 따라서 이 변수 누락으로 인한 영향 역시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민영의료보험 가입율은 84.3%로서 2003년도의 생명보험
성향조사 85.4%와 유사하였고 기타 선행연구들에 비해서 높았다.따라서 본 연구에 대
상자들이 경증의 질병으로 입원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어서 자신의 민영의료보
험 가입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의료이용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

한 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 입원 비차비는 3.31로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었
다.이 결과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단순 경․요추염좌 환자들의 입원에 대한 독립
적 결정요인임을 의미한다.전통적으로 입원 이용량은 입원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 의해 통제된다고 알려져 있었다.본 연구결과는 의사의 권유여
부를 통제한 값이므로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여부는 의사의 권유와 독립적으로 입원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이 환자들에게 의사가 권고
하지 않는 입원이용을 결정할 정도의 강한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결과이다.그러나 입원의료이용량,입원진료비 등을 결과변수로 한 국내 선
행연구(강성욱 등,2004;정기택 등,2006)나 칠레의 연구(Sapelli와 Vial,2003)에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는 결과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다는 것
과 달랐다.그러나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에서 언급한 대로 경미한 질환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원여부를 결과변수로 한 미국 Medicare환자 연구(Svenson과
Spurlock,2001)에서는 관련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이 연구는 응급질환 중에서 중증의 상해 등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의사
결정에 변이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해의 경우에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 등이 의사결정의 변이를 발생시킬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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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였는데,이는 도덕적 해이의 발생이 의사의 개입이나 의사결정을 매개로 이
루어짐을 시사하는 해석이다.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의사의 권유를 통제한 결과
이므로 이를 통제하지 않은 위 연구에 비해 의사 귀인의 몫이 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일 요인으로 환자의 입원의료이용행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의사의

권유여부였다.이는 입원의료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였다.그러
나 환자들이 자신의 입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의 권유가 있었다고 답한 경우가
있었음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결과는 실제에 비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의료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되는 경증질환/손상에 대해서도 의사의 입원권유 비율이 높았다는 점과 이러한
권유가 입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
은 경․요추부 염좌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의 마련과 이를 진료비 보상과 연계하는
방안 등의 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국민의료비의 증가 없이 의료보험의 보

장성을 보완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의료이용 상의 파행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허순임과 이
상이,2007)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웅변한다.현행 국민건강 보험제도 하에서 실손
형 민영의료보험이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 지출
증가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제적으로 외부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한다.이러한 부
정적 외부효과의 존재는 명백한 시장실패의 사례로서 이를 내부화하기 위해 규제
를 정당화한다.따라서 이러한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병․의원의 환자

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국
민건강보험공단 입원 청구 현황 및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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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이 확대일로에 있으며 그 효과와 규제 여부 및 방안을 둘러
싸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된 이 연구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08
년 8월 31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0개 의료기관(병원 3,의원 17)
에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단순 경․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외래 치료
를 받은 환자 449명(입원=384명,외래=85명)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입원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응답 결과에 대해 단일변량분석을 시행하고 입원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
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단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그 함의는 다음
과 같았다.
관련된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의 입원에 대한 비차비는

3.31(95%CI1.41-9.58)로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은 입원여부에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그 밖에 조사대상 환자군의 입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변수군별로 보면 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변수군의 결정계수(R2)가
0.226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 특성변수군의 R2=0.122,R2=질병의
특성 변수군 0.108등이었으며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여부는 R2=0.013으로 결정계수
값이 크지는 않았다.단일변수로 입원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의
입원권유 여부였다.
이 연구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증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입원
여부의 관련성을 구명한 국내 최초의 실증연구로서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이 초래하
는 도덕적 해이의 존재와 정도를 일정부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전국민의료보험제도 하에서 이는 민영의료보험 자체 뿐 아니라 건강보
험에 대한 외부효과도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이를 내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9 -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강성욱.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SERIIssuePaper,삼성경제연구소,2007.2
강성욱,권영대,김성아.민간의료보험이 병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찰.보건정책

연구 2004;10(2):23∼36
강성욱,권영대,유창훈.암 보험이 암환자의 이료이용 및 의료비에 미친 영향.보

건행정학회지 2005;4:65-80
권영대,심재선.의료 기관의 민간보험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의향.병원경영학회지

2005;11(4):
권창익,김진현,김준호,이성훈.보험진료비 심사일원화의 사회․경제적 효과.보건

사회과학 2007;20(1):105∼125
김기운,최상천.급성경부염좌 치료를 위한 유발점 주사요법.대한외상학회지 2002.
김수영,원장형,노원규.한국어판 바델 일상활동 지표의 개발.가정의학회지 2004;

25:534-541
김원중.민간의료보험 도입 필요성과 과제.대한병원행정협회지 2004;01/02:66-74
김정희,이호웅,정현진.2007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국민

건강보험공단,연구보고서(2008-1),2008
김정희,정종찬.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건강보험포럼 2005;

4(1):74-88
박현순과 원호택.임상통증의 측정에 관한 연구개관.심리과학 1994;3(2):1-22
배상수.국민건강의 결정요인 3:질병예방 및 의료이용행태.예방의학회지 1993;

26(4):508-553
양봉민.보건경제학.서울,나남출판사,2000
윤수진,김성주,오현주.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입원환자의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병원경영학회지 2007;13(1):2007.
이상이,감신,박일수.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분포.보건과 사회

과학 2006;19:5-30
이상이,이진석.국민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한국보건행

정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연제집,2005,113-147



- 30 -

이진석.민간의료보험의 실태와 영향 분석(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국민건강
보험공단,충북대학교,2005

이진석.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국회의원 강기정 국회공청
회 자료집,2006.2.21

임진화,최귀선,김성경,박은철,박재현.민간의료보험이 암 환자의 의료이용과 의
료비에 미치는 영향:일개 암전문의료기관의 우리나라 주요 암종을 중심으
로.예방의학회지 2007;40(4):329-335

전형준.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해외 사례를 중심으로.산업경제연구 2007;20(1):415-440

정기택.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과 병원경영에 대한 영향.한국병원경영학회 ‘97추
계학술대회 연제집,1997,pp81-105

정기택,신은규,곽창환.민영건강보험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실증연구.보험학회지
2006;75(6):1-25

정백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근골격계 질환 환자 입원기간 분석.대한정형외
과 학회지.2006

정형선.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의료정책포럼 2006:4(4);67-73
허순임,이상이.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2007;17(2):1-17

AndersenRM.RevisingtheBehavioralModelandAccesstoMedicalCare:Does
ItMatter?JournalofHealthandSocialBehavior1995;36:1-10

Arrow KJ.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MedicalCare.The
AmericanEconomicReview 1963:53(5);941-973

Atherly A.The Effect of Medicare Supplemental Insurance on Medicare
Expenditures.InternationalJournalofHealthCareFinanceandEconomics,
2002;2:137-162

OECD.PrivateHealthInsuranceinOECD Countries:TheBenefitsandCostsfor
IndividualsandHealthSystems.Paris,OECDPublishing,2004pp35-37

Pauly MV.TheEconomicsofMoralHazard:Comment.American Economic



- 31 -

Review 1968;53:941-973
SapelliC,VialB.Self-selectionandMoralHazardinChileanHealthInsurance.

JouranlofHealthEconomics2003;22(3):459-476
SvensonJE,SpurlockCW.InsuranceStatusandAdmissiontoHospitalforHead

Injuries:AreWePartofaTwo-TieredMedicalSystem?AmericanJournalof
EmergencyMedicine2001;19(1):19-24



- 32 -

부부부록록록
경․요추부 염좌 환자의 치료경험

조사연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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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경경․․․요요요추추추부부부 염염염좌좌좌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치치치료료료경경경험험험

조조조사사사연연연구구구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환자와 의
료기관의 신뢰에 기반을 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본 조사는 경,요추부염좌로 고생하고 계신 환자의 치료경험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해당 환자의 치료적 환경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처리되어 학문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된 후 폐기되
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완전한 비밀이 보장됩니다.선생님께서 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의료제도를 모색하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 소중한 자
료로 활용되오니 평소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기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
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과정
장 동 렬 연락처 011-9220-5240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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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선선선생생생님님님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여여여쭈쭈쭈어어어 보보보는는는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항항항
목목목에에에 √√√표표표 하하하시시시거거거나나나 공공공란란란에에에 직직직접접접 기기기입입입하하하시시시면면면 됩됩됩니니니다다다 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을을을 위위위해해해 꼭꼭꼭 필필필요요요
한한한 사사사항항항이이이오오오니니니 공공공란란란을을을 남남남기기기지지지 마마마시시시고고고 답답답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1.선생님의 성별은?
□ 1)남 □ 2)여

2.선생님의 연령은?만__________세

3.선생님의 최종학력은?
□ 1)중졸이하 □ 2)고졸 □ 3)대졸(전문대포함) □ 4)대학원졸이상

4.선생님의 결혼상태는?
□ 1)미혼 □ 2)기혼(배우자와 동거) □ 3)사별 □ 4)이혼 □ 5)기타_________

5.선생님의 현재 거주지는?
기입 예)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광주 광역시/도 동구/시/군 산수동/읍/면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전라남 광역시/도 화순 구/시/군 남동/읍/면
_________________광역시/도 ______________구/시/군 ____________동/읍/면

6.선생님 댁의 월평균 가구수입은?
□ 1)100만원미만 □ 2)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 3)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 4)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 5)400만원이상

7.선생님의 직업은?
□ 1)자영업/농업 □ 2)사무직 □ 3)생산직 □ 4)판매사원(설계사,외판원등)
□ 5)무직(주부/학생 포함) □ 6)기타__________________

8.선생님의 의료보장형태는?
□ 1)국민건강보험 □ 2)의료급여 1종 □ 3)의료급여 2종 □ 4)급여정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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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선생생생님님님께께께서서서 진진진단단단받받받으으으신신신 경경경․․․요요요추추추부부부 염염염좌좌좌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사사사항항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표표표 하하하시시시거거거나나나 공공공란란란에에에 직직직접접접 기기기입입입하하하시시시면면면 됩됩됩니니니다다다

1.언제 경․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으셨습니까?
_____________년_______월_______일 경

2.경․요추부 염좌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1)원인불명 □ 2)교통사고 □ 3)산재사고
□ 4)운동중(등산 등 일상생활을 제외한 모든 운동포함) □ 5)일상생활중

3.경․요추부 염좌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하루 중 언제였습니까?
□ 1)오전06-12시 □ 2)오후13-18시 □ 3)저녁18-24시 □ 4)새벽24-06시

4.경․요추부 염좌 발생 후 맨 처음 병원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 1)(평지를)걸어서
□ 2)차량을 이용해서:대중교통(버스,지하철)
□ 3)차량을 이용해서:승용차나 택시
□ 4)구급차를 불러서
□ 5)기타______________

5-1.처음 경․요추부 염좌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의 몸 상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
하시는 란에 √표 해 주십시오.

활동 구분
혼자서는
전혀
못했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음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었음

혼자서
할 수
있었음

1식사하기 ① ② ③ ④
2휠체어에서 침대까지 왕복가능 ① ② ③ ④
3세면(세안,손톱정리,면도,양치질) ① ② ③ ④
4화장실 이용(옷 내리고 입기 등) ① ② ③ ④
5목욕하기 ① ② ③ ④
6평지에서 걷기 ① ② ③ ④
7계단 오르기 ① ② ③ ④
8옷 입기(신발신기,지퍼 잠그기) ① ② ③ ④
9대변 조절 ① ② ③ ④
10소변 조절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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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진단 당시에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목이나 허리의 통증 정도를 가장 잘 표현한
다고 생각하시는 칸에 √표시 해주십시오.

통증이

없었음

보통의

통증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

 ↓ ↓       ↓

 0 1 2 3 4 5 6 7 8 9  10

6.이번에 경․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나서 의사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권
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1)있다(☞6-1에도 답해 주십시오) □ 2)없다 □ 3)잘 기억나지 않는다

6-1.있다면 몇일간 입원하실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___________일 정도

7.이번에 진단 받으신 것 외에도 예전에 경․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
으십니까?
□ 1)있었다(☞7-1,7-2,7-3에도 답해 주십시오) □ 2)없었다

7-1.그때 주로 어디에서 치료받으셨습니까
□1)특별히 치료받지 않았다.□2)약국에서 약만 사먹었다.
□3)접골원 □4)의원 □5)한의원
□6)중소병원 □7)한방병원 □8)종합병원 □9)대학병원

7-2.받으신 치료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1)아주 좋았다 □2)좋았다 □3)보통이었다
□4)별로 좋지 않았다 □5)전혀 효과가 없었다

7-3.경․요추부 염좌로 병의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1)있었다 □ 2)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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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요추부 염좌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십니까?
□ 1)매우 도움이 된다
□ 2)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 3)별 도움이 안된다
□ 4)전혀 도움이 안된다

9.현재 받고 계신 양방의료가 경․요추부 염좌를 완치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 1)매우 도움이 된다
□ 2)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3)별 도움이 안된다
□ 4)전혀 도움이 안된다

10.평소에 선생님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1)매우 관심이 많다
□ 2)관심이 많은 편이다
□ 3)보통이다
□ 4)관심이 적은 편이다
□ 5)건강에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

11.선생님 댁에서 현재 치료받고 계신 병/의원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택시나 승용차를 타면__________분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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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선선선생생생님님님께께께서서서 가가가입입입하하하신신신 민민민영영영의의의료료료보보보험험험과과과 관관관련련련한한한 사사사항항항을을을 여여여쭈쭈쭈어어어 보보보는는는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표표표 하하하시시시면면면 됩됩됩니니니다다다

1.선생님은 사보험(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1)가입해 있다(☞1-1～ 1-5에도 답해 주십시오) □ 2)가입하지 않았다

1-1.선생님 본인 앞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의 종류는?
(해당란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1)상해보험 □ 2)종합의료보험 □ 3)암보험 □ 4)질병보험
□ 5)기타_____________

1-2.선생님 본인 앞으로 가입된 사보험의 총 개수는?
□ 1)1개 □ 2)2개 □ 3)3개 □ 4)4개 □ 5)5개 이상

1-3.선생님 본인 앞으로 가입된 상해보험 및 종합의료보험에 가입된 보험의 수
는?
□ 1)1개 □ 2)2개 □ 3)3개 □ 4)4개 □ 5)5개 이상

1-4월평균 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은 제외하고 1-2에포함된 보험료 전액)?
□ 1)5만원미만 □ 2)5만원이상-10만원미만 □ 3)10만원이상-15만원
□ 4)15만원이상-20만원미만 □ 5)20만원이상

1-5.경․요추부 염좌 진단시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보상을 하는지 알고 계
신지요?
□ 1)알고 있다(☞1-5-1에도 답해 주십시오) □ 2)모른다 □ 3)잘 모른다

1-5-1.보상여부에 대해서 알게되신 경로는?
□1)보험설계사 □2)대중매체 □3)약관 □4)보상경험이 있는지인□5)병원직원
□6)기타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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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입원시 본인보험에서 입원 일당은 얼마나 되는가요?
□1)2만원이하 □2)3만원 □3)4만원 □4)5만원 □5)6만원이상 □6)잘모르겠다

1-5-3.가입하신 보험상품에서 입원 실비금액은?
□1)300백만원이하 □2)500백만원 □3)1000만원 □4)3000천만원□5)잘모르겠다
1-6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질병이나 상해로 보상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지요?
□ 1)있다(☞2-1에도 답해 주십시오) □ 2)없다

2-1.보상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칸에 해당되는 사항에 √표 하시고 오른쪽에 해
당 기간을 기입해주십시요.

병 명
입원여부

있다면 기간은
통원치료

있다면기간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경추부염좌       일 정도     일 정도

2 요추부염좌       일 정도     일 정도

3 골절       일 정도      일 정도

4 열상 및 좌상       일 정도      일 정도

5 기타       일 정도      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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