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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drug cost burde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quality of life in hypertensive elderl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722 elderly people aged
65 or older who had hypertension among 180,130 patients who had Korea Health Panel. The analytical method used wa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tested according to the method proposed by Baron and
Kenn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drug cost burden was 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household
incom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hyperten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to establish an income assistance program for drug cost burden of low-income elderly with hypertension.
Keywords household incom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drug cost burden, elderly with hypertension.

서 론(Introduction)

인의 건강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고혈압 노인의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우리사회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들은 다양

대리변인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2-4)

건

한 만성질환 관련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고혈압은 지속

강관련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 건강 지표를 의미한다. 이러
5)

적으로 혈압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노인

한 맥락에서 학계에서는 고혈압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

인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만성질환 중 하나이다. Yun

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등의 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중 고혈압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변인은 가구소득이다.

가장 높은 유병률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노

Wilkinson과 Marmot의 연구 결과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개

인의 고혈압 유병률이 2008년 48.2%에서 2011년 53.0%로 빠른

인의 건강관련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도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혈압은 뇌졸중 및 만성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인 중, 가구소득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신부전 등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혈압 노

미치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 선행연구 결과

3)

6)

1)

7)

들에서는 가구소득과 건강관련 삶의 질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8,9)

하지만 선행연구 결과는 가구소득과 건강관련 삶의 질 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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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구조를 풍부하게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가
구소득과 건강관련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제3의 변인에 대한 추
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
는 제3의 변인은 약제비 부담이다. 최근 정부 지원 등으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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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출의 부담이 감소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저소득
노인에게는 약제비가 큰 부담이다. 2012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의 경우 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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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13.1%를 약 값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1

이런 결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은 연구대

과는 소득이 감소할수록 약제비 비용에 부담을 느끼게 됨을 시

상자의 성별, 연령대, 교육유무의 빈도와 퍼센트를 구하였다. 기

사하고,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면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이로 인

술통계는 연구대상자의 가구소득, 약제비 부담감, 건강관련 삶

10)

한 합병증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의 질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제시하였다.

미치게 된다. 이외에도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

그리고 가구소득과 건강관련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약제비 부담

는 다른 합병증 등으로 인해 복용해야 하는 약의 개수 증가 등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곱합(잔차)이 최소가 되게 하

으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약제비 부담감은 더욱더 증가될 수 있

는 OLS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에는 독립변인(가

약제비 부담과

구소득), 매개변인(약제비 부담감) 및 종속변인(건강관련 삶의 질)

아

을 투입하였다. 아울러 매개효과 검증은 Baron and Kenny가 제

다.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약제비 부담,

11)

건강관련 삶의 질 간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12)

울러 앤더슨 모델을 활용하여 만성질환 보유 노인의 건강관련

시한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15)

삶의 질을 분석한 Bae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 약제비 부담감,
건강관련 삶의 질 간 관계구조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13)

선행

연구에서도 가구소득과 건강관련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의료비
지출부담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12)

이처럼 가구소득과 건강관련 삶의 질 간 관계구조를 분석한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분석결과

선행연구의 한계가 의미하는 바는, 가구소득과 건강관련 삶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57.0%, 여성 43.0%인

질 간 관계에서 약제비 부담의 매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의 경우 평균연령은 75.4세(±6.99)이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 노인의 가구소득과 건강관련 삶

구체적으로 65-69세가 24.0%, 70-89세 48.3%, 80세 이상 27.8%

의 질 간 관계에서 약제비 부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학력은 무학 12.8%, 초등학교 이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혈압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

상 87.2%인 것으로 보고되었다(Table 1).

시키는 중요한 정책적 및 실천적 개입의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주요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분위는 2.25로 나타났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연구대상자

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평균 가구소득 분위가 1분위와 5분위 사
이에서 2.25분위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약제비 부담감은 점
수범위 1-5점 사이에서 3.2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정부승인통계인 한국의료패널조사의 2015년

는 평균 이상의 약제비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data를 이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전국 광역시도와 동읍면을

다. 또한 점수범위 1점-3점 사이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은 2.70

층화변수로 한 2단계 층화집락추출방법으로 구축되었다. 본 연

점으로 조사되었다. 즉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평균이상의 건

구의 대상자는 연간 의료이용이 있는 180,130명 중 고혈압이 있

강관련 삶의 질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Table 2).

는 65세 이상 노인 4,722명이다.

14)

상관관계 분석
연구도구

주요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이 높을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5

수록 약제비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소득

분위 가구균등화소득을 사용하였다. 5분위 가구균등화소득은 1

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분위-5분위로 구성되었고, 분위가 증가할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한 약제비 부담감이 감소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은 증가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은 EQ-5D로 측정되었다. EQ-

것으로 관찰되었다. 아울러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

5D 도구는 5개 문항의 3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EQ-5D 척도는

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값이 .7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

것을 의미한다.

14)

점수가 증가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아져, 역점처리 하였
다. 약제비 부담감은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을 준다 1점에서 가
5)

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5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
성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약제비 부담이 낮아져 역점
처리 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패키지인 SPSS version 25.0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Items

N

Gender

Male
Female

2,693
2,029

57.0
43.0

Age

65-69
70-89
Above 80

1,131
2,280
1,311

24.0
48.3
27.8

No education
603
Above elementary 4,119

12.8
87.2

Education

Percentage (%) Mean±SD

75.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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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의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

구체적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odel

구소득, 약제비 부담감 변인 간 상관계수 값이 −0.193, p<0.001

1>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및 가구소득을 투입한 결과, 건강관

로 나타나,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련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은 16.6%로 나타났고,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서 가구소득 변인은 β=0.107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건강관련

가구소득과 건강관련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약제비 부담감 매

삶의 질은 향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model 2>에서는

개효과 검증
Baron and Kenny 의 검증방법에 따라 고혈압 노인의 가구소

성별, 연령, 학력 및 가구소득을 투입한 결과, 약제비 부담감에

득과 건강관련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약제비 부담감의 매개효과

대한 설명력이 4.6%로 확인되었고, 약제비 부담감에 대해서 가

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검증방법은 1단계 독립변인(가구소득)

구소득 변인은 β= −0.162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

과 종속변인(건강관련 삶의 질) 간 관계, 2단계 독립변인(가구소

타났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약제비 부담이 감소하는

득)과 매개변인(약제비 부담감) 간 관계, 3단계 독립변인(가구소

것으로 확인되었다. <model 3> 결과에 의하면 성별, 연령, 학력,

15)

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약제비 부담)과 종속변인(건강

가구소득 및 약제비 부담감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17.0%

관련 삶의 질)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때 2단계의 가구

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은 β=0.084, 약

소득과 약제비 부담감 간 관계가 유의한 상태에서 3단계의 약

제비 부담감 β= −0.141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제비 부담감과 건강관련 삶의 질 간 관계만 유의하면 완전매개

되었다. 따라서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구소득이 직접적인 영향

효과, 가구소득과 건강관련 삶의 질 간 관계도 유의하면 부분매

을 미치기도 하지만, 약제비 부담감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영

개효과라 한다.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Table 4).

1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

Range

Average

Mean±SD

Min/Max

Household income

Categories

3,535

1-5

2.25

2.25±1.30

1/5

Burden of drug costs

3,901

1-5

3.23

3.23±1.17

1/5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4,482

1-3

2.70

2.709±.35

1/3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Categories

Household income

Household income

Burden of drug cost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

Burden of drug costs

-0.193***

-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0.211***

-0.209***

-

p-value: ***p<0.001

Table 4. The mediating effects of drug burde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1
Categories

Model 2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

β

Gender
Age
Education

-0.114
-0.016
-0.043

Household income

-0.029

Burden of drug costs
B

β

-0.161
-0.301
-0.039

-9.932*** -0.097
-17.628*** -0.015
-0.068
-2.332*

-0.041
-0.088
-0.019

-0.107

-6.453***

-0.162

t

-0.148

Burden of drug costs
constant
F
adj. R2

0.069
*168.284***
0.166

Model 3

0.257
**35.949***
0.046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

β

-2.211*
-4.514***
-0.995

-0.113
-0.014
-0.037

-0.161
-0.267
-0.034

-8.997***
-14.362***
-1.857

-8.657***

-0.023

-0.084

-4.581***

-0.042

-0.141

-7.948***

t

t

0.077
*115.209***
0.170

p-value: *p<0.05, ***p<0.001
1) dummy: (Gender) Male=1, (Education) No education=1
2) B=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회귀계수), β=표준화된 회귀계수, t=t-분포의 임계값을 통해 개별 회귀계수의 유의도를 알 수
있음, F=전체 회귀식의 유의도, adj. R2=자유도를 고려하고, 종속변인 변량에 대한 설명력/다중회귀분석은 용어 및 분석 방법 은 Oh and
Chung의 논문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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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ignificance of mediation effect
Path

z

Household income → Burden of drug costs →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6.045***

p-value: ***p<0.001
z값은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변환한 값임. 표준화한 검정통계량 6.045는 임계치 ±1.96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할 수 있음.

는 빈곤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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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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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고,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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