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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결정요인: 신체건강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이정민 ·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급증하는 자살률의 원인을 연구해 온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들을 자살 및 정신건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이에 반해 만성질환이나 활동제약
과 같은 신체건강문제가 정신건강의 악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다. 최근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가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개인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자살예방과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3기(2005년)와 제4기(2007-2009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건강문제가 우울증과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의 건강문제나 만성질환과 활동제
약과 같은 신체건강문제는 우울증과 자살생각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정신건강지표가 
더욱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 현저하게 나타난다. 향후 국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한 방편으로 저소득 계층의 의
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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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정신건강의 정의와 중요성: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이란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고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mental health)’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삶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으로 일을 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안녕(well-being)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
의를 다시 해석하자면 정신건강수준이 낮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를 하
지 못함을 의미한다. 결국 정신건강은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건강상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자살률 급증 추이(전 연령대에서 자살률 급증이 관찰되고 있음.)와 OECD 
국가 간의 자살률 비교

<표 1 삽입>

§ 자살률 이외에도 각종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고 있음.
§ 정신건강의 결정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 심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신체적 요인 중 신체

건강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 최근의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변화와 늘어가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신체

건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
§ 논문 요약 및 주요 결과 소개
§ 논문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2. 선행연구검토

§ 결정요인별로 국내외 선행연구 소개
§ 특히 신체건강의 문제가 정신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본 해외 연구 소

개

3. 자료와 기초통계량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구축해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국민건강영

양조사’는 1969-1995년까지 실시된 `국민영양조사’와 1971년 도입되어 1995년까지 4
차례 실시된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의식행태 조사’를 통합하여 1998년 처음 시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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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1998년(제1기), 2001년(제2기), 2005년(제3기), 2007-2009년(제4기)에 실
시된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고, 2010-2012년에 걸쳐 제5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
민건강영양조사’는 횡단면 자료로서 각 조사 년도에 200-500 조사구를 설정하고, 조사
구 당 20개 이상의 가구 표본을 추출한 후, 각 가구원의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총 4기에 걸쳐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본 연구는 제3기(2005년)과 제4
기(2007-2009년) 조사 결과를 주로 활용한다.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둔 이유는 본 연구
에서 활용하는 정신건강 관련 변수들의 조사항목과 설문내용이 각 조사기별로 다르고, 
일부 설명변수의 경우 제1기와 제2기에서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대상의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질병이완이나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제한 여부가 대체적으로 30세 이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
약 조건하에서 아래에서 논의하는 변수를 모두 수집 가능한 표본의 수는 총 19,047명
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정신건강 지표로 우울증 여부와 자살생각 여부를 사용한다. 우울
증 여부의 설문내용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
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며, 자살 생각 여부는 “최
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이다. 이 외에도 ‘국
민건강영양조사’에는 우울증 진단,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변수가 존재하지만 이들 변수
는 빈도가 작아 국민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배제하였다. 반면 
우울증 여부와 자살생각 여부는 빈도가 높고 다른 정신건강 변수들과도 높은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므로 국민 정신건강현황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표 2>의 기초통계량
을 따르면, 전체 표본 중 16%는 지난 1년간 2주 이상 지속된 우울증을 경험하였으며, 
19%는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삽입>

정신건강의 결정요인들과 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가늠하기 위해, 기초통계
량을 바탕으로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의 상관성을 살펴보자. 우선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
서 발생하는 심리적, 정서적 압박감을 의미하며,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다. 즉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의 또 다른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표 2>의 Panel A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우울증 및 자살생각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전체 표본의 82%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도 30% 달한다. 특히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정신건강수준이 크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스트레스를 느끼
지 않는 표본의 6%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9%가 자살생각을 해 본 것으로 조사되었지
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는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51%로 매우 높게 증가
하였다.

2005년 실시된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조사하였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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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에서는 9개의 예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고, 이들을 5가지로 분류하면 경
제문제, 건강문제, 대인관계, 가족문제 그리고 기타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Panel B에
서 전체 분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의 가장 빈번한 이유는 경제문제(36%)이며, 이어서 
가족문제(28%)와 대인관계(25%)가 뒤를 따르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4%에 불과하다. 하지만  원인별로 정신건강과의 상관성을 보면 건강문
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자살생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건강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표본 중 26%는 우울증을 경험하였고, 36%는 자살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트레스의 원인 조사에서 원인의 중복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빈도는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문제가 우울증 및 
자살생각을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건강문제
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찾을 수 있는 만성질환유무, 주관적인 건강상태, 활동제한여부 등 세 가지 구
체적인 건강관련 변수들을 사용하고자 한다. 만성질환유무는 지난 1년 간 의사가 진단
한 만성질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더미변수이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평소 건강상태에 
생각을 1-5 척도로 설문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답한 경우 1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활동제한여부는 현재 건강상의 문제
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더미변수이다.

<표 2>의 Panel C를 보면, 만성질환이 있거나,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또
는 활동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우울증이나 자살생각의 빈도가 평균적인 수준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표본의 51%가 최근 1년 동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
며, 이중 20%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24%가 자살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활
동제한을 받는 비율은 전체의 19%에 불과하지만, 이들 중 30%는 우울증을, 37%는 자
살생각을 경험하였다. 앞서 Panel B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강문제가 우울증이나 자살생
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은 건강문제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 다루는 정신건강 결정
요인의 핵심 주제이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측
정하였다. Panel C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 중 13%는 만성질환이 있으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의료서비스 접근
성에 제약이 있는 경우, 우울증 경험 비율이 기존의 만성질환 보유자의 20%에서 31%
로, 자살생각 경험 비율도 24%에서 37%로 크게 증가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
거나 활동제약을 받는 경우에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정신건강의 지표가 크
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문제가 정신건강의 주요한 결정요인이지만 의료서비
스 접근성 제약이 있게 되어 건강문제의 치료나 상담이 낮게 되면 정신건강이 더욱 악
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기초통계량을 토대로 논의한 내용
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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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트레스와 신체건강문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먼저 다양한 개인특성을 통제하면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한계효과와 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정신건강의 지표인 우울증과 자살생각 여부가 더
미변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프로빗(probit)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Pr                              (1)

모형에서는 스트레스 여부()를 정신건강( )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설정하며, 설
명변수( )에는 개인의 인구특성변수인 성별 더미, 연령과 연령의 제곱 값과 사회경제
변수인 교육수준, 결혼여부, 직업, 가구소득, 흡연여부, 음주여부, 수면시간, 체질량지수
(BMI)를 포함하였다. 더불어 시도별 더미와 연도 더미의 곱()을 이용하여, 연도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였다.

<표 3>의 Panel A에서는 여러 설명변수 중 스트레스 여부의 계수와 표준오차를 제
시하였다. 이때 계수는 한계효과의 값이다. 설명변수가 스트레스 여부와 갖는 상관성으
로 한계효과가 달라지는지를 개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모형(1)과 (3)에서는 인구특성
변수만을 통제하며, 모형(2)와 (4)에서는 사회경제변수와 시도×연도 고정효과를 추가
하였다. 그러나 모형 간의 결과 차이는 매우 작았다. 추정 계수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이 13% 포인트 증가하며, 자살생각은 
15%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각 회귀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높게 추정되었다.

<표 3 삽입>

Panel B에서는 스트레스 여부 대신에 스트레스의 정도를 4가지로 구분한 변수를 주
요 설명변수로 사용하며, 기타 설명변수는 같은 방법으로 통제하였다. 모형(4)의 결과
를 보면, 스트레스를 느끼는 않는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조금 느끼는 사람의 자살
생각 확률은 11% 포인트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36% 포인트 더 높
은 자살생각을,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끼는 사람은 56% 포인트 높은 자살생각을 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의 확률이 급
격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비슷한 영향은 우울증 여부에 대해서도 추
정되었으며, 역시 인구특성변수에 사회경제변수를 추가하는 것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Panel C에서는 스트레스 원인(경제문제, 건강문제, 대인관계, 가족문제, 기타 원인)
을 보여주는 더미변수를 정신건강의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우울증에 가장 높은 
한계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건강문제로 보인다.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사
람들에 비해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 우울증 경험 확률이 2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강문제가 자살생각 여부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이 보다 다소 높은 3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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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었다. 이 값들은 경제문제의 한계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표 2>의 기초
통계량에서 건강문제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의 비중은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보다 매우 작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건강문제가 우울증이나 자살생각을 초래할 확률은 
경제문제 만큼 높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가 아닌) 만성질병 유무와 같은 신체적 건강의 문
제가 우울증이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건강문제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신건강 지표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체적 건강의 문제도 주요한 정신건
강의 결정요인이 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위 질문을 평가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만성질환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약여부 
등 세 가지 건강변수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건강변수는 정신건강과 내생적인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즉 본 논문에서 보고자하는 것처럼 신체건강수준의 하락이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여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울증이 심한 경우 
다른 신체적 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내생성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쓰인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적절한 도
구변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횡단면 자료이다 보니 신체건강변수와 상
관성이 있는 변수들은 해당 년도의 정신건강변수와의 상관성을 피할 수 없다. 내생성 
문제의 핵심은 신체건강변수가 오차항과 갖는 상관관계이다. 따라서 누락변수가 많아 
오차항에 포함될 경우 내생성의 문제가 클 수 있으며, 설명변수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
다면 도구변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생성의 문제는 작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정신건강 결정의 설명변수를 최대한 통제하면서 도구변수 부재를 극복하고자 한
다.

<표 4>은 식(1)의 스트레스 여부 변수 대신에 세 가지 신체건강변수를 사용하여 
각 신체건강변수가 정신건강 지표인 우울증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
다. 의사 진단을 판단 근거로 만성질환 여부를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인구특성변수
만을 통제하였을 때, 만성질환자는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확률이 
4.4% 포인트 높은 것은 추정되었다(Panel A 모형 1). 사회경제변수와 지역 및 연도 고
정효과를 추가적으로 통제하면, 그 값은 4.1% 포인트로 다소 낮아지지만 유의미한 차
이는 아니다(Panel A 모형 2). 만약 사용한 통제변수가 충분하지 않고 기타 정신건강 
결정요인들이 누락된 경우 추정치들이 실제 신체건강의 영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
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형(3)에서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3>에서 분석한 것처럼 스트레스의 강도는 정신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만성질환자의 우울증 확률은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보
다 약 2.2% 포인트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스트레스 변수를 통제하지 않을 때
보다 반 정도로 낮아진 추정치이다. 스트레스 변수의 추가에 따른 회귀계수 값의 하락
은 모형(4)-(6)의 자살생각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만성질환자는 만성질환
이 없는 사람들보다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스트레스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 5.4% 
포인트에서 스트레스 변수 통제 시 2.5%로 하락하였다. 물론 모형(3)과 (6)의 결과가 
내생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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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오차항에 포함되어 있을 잠재적인 정신건강의 요인들을 상당히 
통제하리라 판단된다. 주어진 자료 안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으나 
회귀계수 값은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다. 향후 내생성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본 논문이 연구 결과들은 위 논의 내용을 고려하여 해석
할 필요가 있다.

<표 4 삽입>

Panel B에서는 신체건강변수로 주관적 건강상태 더미(나쁜 건강상태 = 1)를 사용한
다. 모형(3)과 (6)의 결과로 평가할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들은 좋은 경우보
다 우울증의 확률은 6.8% 포인트, 자살생각의 가능성은 9.5% 포인트 높은 것으로 추정
된다. Panel C는 활동제약여부를 신체건강의 지표로 사용하는데 역시 우울증과 자살생
각 확률을 각각 8.2% 포인트와 11.2% 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의사 진단 여부를 가지고 구성한 객관적인 신체건강 지표보다는 주관적
으로 생각하는 건강상태 악화가 우울증과 자살생각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다. 특
히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 표본 중 이 같은 활동제약을 받는 비율은 약 19%에 달한다. 
활동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우울증 비율은 13%, 자살생각비율은 15%이다. 따라서 
위 추정 결과를 적용하면 활동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우울증 비율은 
63%(=[13%+8.2%]/13%), 자살생각 비율은 75%(=[15%+11.2%]/15%) 높다는 결
과를 얻게 된다.

5.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중요성
건강상의 문제가 우울증과 자살생각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것은 치료와 의료

상담을 통해 건강문제를 완화시키면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을 해석할 수 있
다. 반대로 치료와 의료상담 목적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다면 건강문제가 정신건
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역할을 테스트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빗 모형을 사용한다.

Pr              ×      (2)

이 때 변수 는 앞 절에서 사용한 개인의 신체건강관련 더미변수이며, 변수 
×는 신체건강변수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변수()를 곱한 것으로 신체건강 수
준이 낮은 사람들 중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더미변수이다. 따라서 ×의 회귀계수는 신체건강문제가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측정하게 된다. 기타 설명변수에는 인구
특성변수, 사회경제변수, 시도×연도 고정효과와 스트레스 정도를 모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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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Panel A는 각각의 신체건강변수에 대한 회귀결과 중 와 ×의 
회귀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각 모형에서 변수 의 계수는 건강문제가 있으나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이 건강문제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또는 자살생
각의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며, ×의 계수는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확률이 얼마나 더 높은지를 나타낸다. 주목할 결과는 건강문제
가 있으면 우울증과 자살생각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효과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때 더욱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회귀결과에 따르면 건강문제가 있는 집단 
중에서도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우울증 확률이 5-7% 포인트 더 높아지
고 자살생각 가능성도 7-9%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이한 점은 만성질
환의 경우,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정신건강 지표가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는 결과이다. 이는 질병이 있을 경우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삽입>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에는 시기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조
사하였다. 미치료 혹은 치료지연의 이유를 크게 7가지 나누어 한 가지를 택하도록 하였
으며, 관측 빈도를 고려하면 이를 경제적 이유, 증상의 가벼움과 기타 이유 등 세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기타 이유는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직장을 비울 수 없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등의 이유를 포함한다.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유에 따
른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식(3)에서와 같이 × 변수에 경제적 이유와 증
상의 가벼움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를 곱하여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이
때 기타 이유에 대한 더미변수와의 곱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사용한다.

Pr             

  × ×× ××    

<표 5>의 Panel B의 추정 결과는 경제적 사유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제약
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1)의 결과를 보면, 만
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다른 이
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보다 우울증의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4.6% 
높다고 추정되었다. 모형(4)의 결과에 따르면 자살생각의 확률 역시 4.2% 높게 추정되
었다. 반면 증상의 가벼움으로 의료서비스를 못 받은 사람들의 우울증 및 자살생각은 
기타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약을 받는 사람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특히 위 식(3)의 설명변수에는 가구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신건강
에 대한 일반적인 소득효과는 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표 5>의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예: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은 
통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한할 때 발생하는 효과만을 추정
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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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중요성은 주관적 건강상태나 활동제약으로 건강수준을 측정한 
경우에도 추정되었다. 모형(5)의 결과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들 중 경제적 이
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기타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약의 경우보다 자살생
각 확률이 4.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형(2), (3) 그리고 (6)의 결과는 증상이 
미비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정신건강의 악화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상대
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약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6. 소득별, 성별, 연령별 차이 분석
앞 절에서는 신체건강의 문제가 정신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이 제약을 받을 때 정신건강지표가 더 하락할 수 있음을 추정하였다. 보통 저소득 계층
은 경제적 문제로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앞의 결과가 
저소득 계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 계층
도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접근을 제약받을 수 있다. 고소득 계층은 평균 수준
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면 역시 예산 제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제약 하에서 구매한 의
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치료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정신건강지표
가 하락할 수 있다.

소득별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본 절에서는 월평균가구소득을 
이용하여 각 연도 표본을 4개의 소득계층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우선 <그림 1>의 (a)
는 소득계층별 신체건강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예상대로 저소득 계층일수록 신체건강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실선으로 표시된 만성질환자 비중을 보면, 최하
위 소득 계층의 71%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중 또는 상위 소득 계층의 
42-43%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이는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으로 소득의 영
향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1 삽입>

<그림 1>의 (b)는 만성질환이 있거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또는 활동제약
을 받는 사람들 중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비중을 소득 계층별로 보
여준다.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볼 수 있다. 하위 소득 계층의 만성질환
자 중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이 있는 비율은 30%이며, 상위 소득 계층의 만성질환자 중 
그 비중은 20%이다. <그림 1>의 (c)는 의료서비스 제약을 받는 사람들 중 경제적 문
제로 인한 제약의 비중을 소득 계층별로 보여준다. 예상대로 소득간의 차이가 더욱 뚜
렷하게 관찰되는데, 하위 소득 계층의 62%가 경제적 문제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상위 소득 계층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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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제적 문제로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을 받을 때 정신건강에 미치는 한계효
과의 소득별 차이는 존재하는가? <그림 4>의 (d)는 이에 대한 답을 짐작케 해준다. 
그림에서는 해당 소득 계층의 전체 표본 중, 만성질환을 가진 표본 중, 만성질환자 중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을 경험한 표본 중,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의 사유로 들었던 표본 중에서 자살생각의 비중을 소득계층별로 계산하였다. 
주목할 결과는 앞 세 가지 조건에서의 자살생각 비중은 소득이 작을수록 비례적으로 증
가하지만, 경제적 문제로 의료서비스 제약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살생각의 비중은 하
위 소득 계층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하위 소득 계층에서는 51%로, 다른 
소득 계층에서는 44%로 비슷하게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표 3>부터 <표 5>에서 이용한 회귀분석을 성별, 연령대별로 적용하
여 인구특성에 따른 결과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이때 정신건강의 지표로 자살생각여부
를 이용한다. 우선 <표 6>의 Panel A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크며, 연령이 높을수록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
해 여성과 고령층의 정신건강상태가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anel B의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을수록 성별, 연령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
는다.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한계효과의 성별, 연령별 차이는 
Panel C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성보다 여성이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9세는 건강문제
로 인한 자살생각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40-59세는 60세 이상 고령
층보다 건강문제로 인한 자살생각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6 삽입>

Panel D에서는 만성질환 유무 신체건강의 객관적 지표로 사용하여 자살생각에 미치
는 영향을 성별, 연령별로 추정하였다. 스트레스를 사용하여 도출한 결과에서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문제로 자살생각을 많이 하며, 고령층의 경우에도 건강문제가 자
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Panel E에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영향
을 살펴보면, 성별에 구분 없이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에 정신건강지표가 민간하게 반응
하며, 젊은 층보다는 40세 이상의 중장년 및 고령층이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을 받게 되
면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끝으로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의 이
유를 고려했을 때, 대체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 자살
생각이 더 높아지며, 특히 여성과 20-59세에서 이런 결과가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7. 정책적 함의 및 결론
§ 연구 결과 요약
§ 정책적 함의 제공: (특히 저소득 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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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계층별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통계자료 제시

참고문헌 (추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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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사망자수/10만명)

연도 계
10~
14세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세
이상

1983 8.7 1.1 6.7 17.2 13.1 11.3 10.0 13.2 13.1 14.8 15.7 14.2 13.5 15.8 14.1 12.3 
1984 8.7  0.9 7.1 14.9 12.4 10.9 10.4 14.2 13.6 13.9 13.7 19.6 15.3 16.6 13.9 11.7 
1985 9.3  0.7 7.9 15.5 13.8 11.2 12.2 13.7 15.7 14.2 14.8 14.5 21.1 17.4 15.6 15.3 
1986 8.6  0.6 7.3 13.1 13.4 11.7 10.6 12.9 13.0 13.9 13.2 14.4 13.4 18.3 17.6 15.0 
1987 8.2  1.0 5.6 11.8 13.1 11.6 10.5 11.5 12.8 11.8 12.8 15.3 15.5 17.0 14.3 10.9 
1988 7.3  0.7 6.7 10.8 10.7 9.3 10.1 8.7 11.3 10.5 8.7 9.4 14.6 14.8 18.5 13.2 
1989 7.4  0.9 6.0 10.2 10.8 9.5 10.4 10.1 10.8 10.4 9.4 10.7 13.3 14.7 18.1 15.6 
1990 7.6  1.1 6.3 10.5 10.3 9.7 10.5 8.8 11.5 10.6 11.5 11.2 14.4 13.2 12.7 18.2 
1991 7.3  1.1 5.6 9.7 10.0 9.7 9.7 9.8 9.3 10.6 9.0 10.9 13.2 15.3 16.5 14.8 
1992 8.3  1.2 7.2 9.6 10.4 11.5 10.7 10.5 11.7 12.1 12.2 11.7 16.7 18.0 16.0 15.0 
1993 9.4  1.0 7.5 10.6 11.0 11.1 12.9 13.3 12.8 14.6 14.1 15.3 17.8 18.8 22.8 23.6 
1994 9.5  1.3 6.6 10.2 10.6 12.3 12.6 10.5 14.5 14.1 15.3 16.8 16.9 20.6 22.0 26.7 
1995 10.8  1.5 7.5 11.7 13.4 12.2 13.4 13.8 16.1 17.5 15.8 17.4 19.2 24.6 27.3 28.5 
1996 12.9  2.2 10.4 13.7 15.0 14.3 16.3 17.0 17.5 19.1 17.8 20.7 23.0 29.4 32.7 39.4 
1997 13.1  1.8 7.6 13.1 14.6 15.5 16.8 16.0 20.1 18.8 20.2 19.9 22.6 30.1 40.1 38.6 
1998 18.4  2.1 9.6 15.3 19.3 20.5 22.6 26.3 29.3 29.7 30.7 33.7 33.3 36.1 47.4 50.8 
1999 15.0  1.7 7.7 12.5 13.6 15.5 19.2 19.9 23.2 22.8 23.5 28.2 29.9 36.7 41.9 47.3 
2000 13.6  0.7 6.3 11.0 11.2 13.4 16.8 18.7 18.9 19.8 24.6 25.5 25.9 34.4 45.5 51.0 
2001 14.4  0.9 5.3 9.8 12.4 14.1 16.7 17.0 20.2 23.0 24.5 28.9 32.4 39.2 51.3 62.2 
2002 17.9  0.9 6.0 10.5 14.2 16.8 20.5 20.9 24.6 27.3 29.1 34.9 36.0 52.5 71.9 96.2 
2003 22.6  0.9 8.2 13.5 16.9 19.7 24.0 27.0 29.4 32.5 37.1 42.0 56.7 58.8 92.7 114.2 
2004 23.7  1.2 6.5 12.4 15.3 17.9 23.3 27.7 31.4 36.2 40.1 46.0 58.2 74.7 92.6 125.3 
2005 24.7  1.1 7.6 16.0 19.3 21.1 22.3 25.9 30.7 33.7 35.6 47.6 62.5 74.5 88.8 126.7 
2006 21.8  1.0 6.2 11.9 15.5 15.0 18.6 22.3 27.4 32.0 35.1 41.0 53.5 68.0 83.4 112.7 
2007 24.8  1.5 7.9 18.3 23.3 23.4 21.5 24.6 27.8 29.8 32.8 41.4 54.5 70.9 90.9 117.3 
2008 26.0  1.4 8.0 19.3 25.2 22.5 26.6 26.4 30.4 31.4 35.0 40.2 54.5 66.8 80.3 112.9 
2009 31.0 2.3 10.7 20.3 29.3 31.2 31.5 31.0 34.7 41.3 40.7 47.0 57.0 71.0 91.6 127.7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0~50, 50~100, 100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옅은 회색’, ‘회색’, ‘짙은 회색’
으로 표시하였음.

<표 1> 연령대별 자살 사망률 추이(1983~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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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유무 자살생각 유무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
감 등을 느낀 적이 있다.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전체평균 = 0.16) (전체평균= 0.19)

느끼지 않는다. 0.18 0.06 0.09
조금 느낀다. 0.53 0.10 0.13
많이 느낀다. 0.24 0.29 0.34
대단히 많이 느낀다. 0.05 0.51 0.51

경제문제 0.36 0.23 0.32
건강문제 0.04 0.26 0.36
대인관계 0.25 0.08 0.10
가족문제 0.28 0.21 0.24
기타 0.07 0.17 0.17

만성질환의 진단을 받음 0.51 0.20 0.24
   +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 0.13 0.31 0.37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 0.26 0.28 0.35
   +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 0.09 0.37 0.46
활동제약이 있음 0.19 0.30 0.37
   +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 0.07 0.40 0.48
주: Panel A와 C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년)와 제4기(2007-2009년) 조사결과 중 30세 이상 표본
19,047명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Panel B의 스트레스 원인은 제3기(2005년) 조사결과 표본 3,858명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표 2> 표본통계량: 스트레스, 신체건강수준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따른 정신건강지표
의 차이

정신건강지표

Panel A: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Panel B: 스트레스의 원인

Panel C: 신체건강변수

표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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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종속변수
통제변수 인구변수 인구변수

사회경제변수
인구변수통제 인구변수

사회경제변수
스트레스 유무 (유=1) 0.1355*** 0.1323*** 0.1562*** 0.1513***

(0.0047) (0.0046) (0.0051) (0.0049)

느끼지 않는다.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조금 느낀다. 0.0891*** 0.0911*** 0.1039*** 0.1051***

(0.0085) (0.0083) (0.0088) (0.0086)
많이 느낀다. 0.3140*** 0.3123*** 0.3637*** 0.3596***

(0.0134) (0.0136) (0.0130) (0.0133)
대단히 많이 느낀다. 0.5772*** 0.5775*** 0.5668*** 0.5647***

(0.0183) (0.0187) (0.0175) (0.0182)

느끼지 않는다.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경제문제 0.2245*** 0.2135*** 0.3425*** 0.3667***

(0.0162) (0.0264) (0.0173) (0.0300)
건강문제 0.2418*** 0.2401*** 0.3201*** 0.3608***

(0.0439) (0.0506) (0.0456) (0.0538)
대인관계 0.0730*** 0.0930*** 0.1422*** 0.2064***

(0.0186) (0.0273) (0.0218) (0.0341)
가족문제 0.1893*** 0.2036*** 0.2202*** 0.2817***

(0.0174) (0.0276) (0.0184) (0.0310)
기타 0.1635*** 0.1661*** 0.1651*** 0.2172***

(0.0319) (0.0388) (0.0339) (0.0436)
주: 본문의 식(1)의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중 스트레스와 관련한 주요 변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계수와 강건표준오차(robusut standard error)를 제시하고 있음. 인구변수로는 성별 더미,
연령, 연령의 제곱값을 이용하며, 사회경제변수에는 교육수준, 결혼여부, 직업, 가구소득, 흡연여
부, 음주여부, 수면시간, BMI 그리고 시도´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함.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한다.

우울증 유무 (유=1) 자살생각 유무 (유=1)

<표 3> 정도별, 원인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Panel A: 스트레스 유무 (더미변수)

Panel B: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더미변수)

Panel C: 스트레스의 원인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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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종속변수
통제변수 인구변수 인구변수

사회경제변수
인구변수

사회경제변수
스트레스 정도

인구변수 인구변수
사회경제변수

인구변수
사회경제변수
스트레스 정도

0.0440*** 0.0407*** 0.0220*** 0.0540*** 0.0466*** 0.0249***
(0.0058) (0.0058) (0.0056) (0.0063) (0.0063) (0.0062)
0.1375*** 0.1225*** 0.0679*** 0.1754*** 0.1520*** 0.0950***
(0.0071) (0.0071) (0.0066) (0.0075) (0.0076) (0.0072)
0.1440*** 0.1299*** 0.0818*** 0.1761*** 0.1600*** 0.1105***
(0.0088) (0.0089) (0.0082) (0.0092) (0.0094) (0.0089)

<표 4> 신체건강수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추정

Panel A: 만성질환 유무 (더미변수: 유=1)

자살생각 유무 (유=1)

Panel C: 활동제약 유무 (더미변수: 유=1)

주: 표에서는 프로빗 회귀결과 중 이들 세 변수의 한계효과계수와 강건표준오차를 제시한다.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한다.

우울증 유무 (유=1)

Panel B: 주관적 건강상태 (더미변수: 나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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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종속변수
주요설명변수
(더미변수이며 아래에서 DH
변수에 해당)

만성질환
(유=1)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1)

활동제약
(유=1)

만성질환
(유=1)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1)

활동제약
(유=1)

DH 0.0035 0.0471*** 0.0568*** 0.0012 0.0649*** 0.0811***
(0.0061) (0.0073) (0.0092) (0.0067) (0.0080) (0.0101)

DH ´ DM 0.0708*** 0.0556*** 0.0585*** 0.0909*** 0.0824*** 0.0706***
(0.0091) (0.0107) (0.0128) (0.0100) (0.0121) (0.0139)

DH 0.0051 0.0475*** 0.0571*** 0.0025 0.0658*** 0.0813***
(0.0061) (0.0073) (0.0092) (0.0067) (0.0080) (0.0101)

DH ´ DM 0.0517*** 0.0555*** 0.0640*** 0.0730*** 0.0587*** 0.0803***
(0.0122) (0.0148) (0.0182) (0.0136) (0.0159) (0.0200)

DH ´ DM ´ DE 0.0459*** 0.0094 0.0051 0.0417** 0.0476** -0.0001
(0.0158) (0.0155) (0.0174) (0.0168) (0.0196) (0.0190)

DH ´ DM ´ DL -0.0221 -0.0309* -0.0453** -0.0187 -0.0098 -0.0505**
(0.0166) (0.0181) (0.0189) (0.0184) (0.0224) (0.0204)

<표 5>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추정
자살생각 유무 (유=1)

Panel B: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약의 이유, DE=1: 경제적 이유로, DL=1: 가벼운 증상

Panel A: 의료서비스 접근성, DM=1: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함

주: Panel A는 본문의 식(2)을, Panel B는 식(3)을 프로빗 모형으로 회귀한 결과로 주요 관심 변수의 한계효과계수와 강건
표준오차를 제시하였다. 표에서 DH는 주요 설명변수인 신체건강지표의 더미변수로서 만성질환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또는
활동제약 유무를 가리킨다. DM는 최근 일년 동안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의료서비
스 접근 제약 여부를 보여준다. Panel B에서는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의 효과를 원인별로 살펴보고 있다. 원인은 경제적 이
유, 증상의 가벼움 그리고 기타 이유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DE과 DL는 각각 경제적 이유와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 의료서
비스를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더미변수이다.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함을 뜻한다.

우울증 유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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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득계층에 따른 신체건강,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 그리고 자살생각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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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득계층의 구분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각 연도의 표본을 4분위하였다. 각 변수의 설명은 본문의 내
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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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1) (2) (3) (4) (5)

스트레스 유무 (유=1) 0.1050*** 0.1886*** 0.1082*** 0.1410*** 0.2028***
(0.0059) (0.0075) (0.0097) (0.0066) (0.0105)

느끼지 않는다.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조금 느낀다. 0.0808*** 0.1256*** 0.0843*** 0.1173*** 0.1224***
(0.0104) (0.0129) (0.0226) (0.0140) (0.0152)

많이 느낀다. 0.2830*** 0.4106*** 0.2956*** 0.3762*** 0.4153***
(0.0203) (0.0169) (0.0404) (0.0244) (0.0197)

대단히 많이 느낀다. 0.5068*** 0.5903*** 0.5757*** 0.6143*** 0.5380***
(0.0326) (0.0207) (0.0547) (0.0303) (0.0266)

느끼지 않는다.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경제문제 0.2431*** 0.4663*** 0.2238*** 0.4635*** 0.3597***
(0.0396) (0.0394) (0.0659) (0.0542) (0.0462)

건강문제 0.2802*** 0.4187*** 0.2007 0.5892*** 0.3280***
(0.0843) (0.0656) (0.2078) (0.0942) (0.0658)

대인관계 0.1127*** 0.3122*** 0.0875 0.3093*** 0.2631***
(0.0360) (0.0544) (0.0549) (0.0626) (0.0854)

가족문제 0.2169*** 0.3477*** 0.1203* 0.4117*** 0.3091***
(0.0546) (0.0388) (0.0624) (0.0633) (0.0449)

기타 0.1244** 0.2841*** 0.0559 0.3980*** 0.1721**
(0.0547) (0.0604) (0.0749) (0.0837) (0.0687)

DH 0.0148** 0.0333*** 0.0246** 0.0154* 0.0494***
(0.0072) (0.0095) (0.0110) (0.0080) (0.0140)

DH -0.0010 0.0036 0.0140 -0.0112 0.0242
(0.0077) (0.0103) (0.0124) (0.0087) (0.0149)

DH ´ DM 0.0808*** 0.0976*** 0.0341 0.1022*** 0.1139***
(0.0163) (0.0130) (0.0216) (0.0159) (0.0165)

DH -0.0004 0.0057 0.0156 -0.0106 0.0246*
(0.0077) (0.0103) (0.0124) (0.0087) (0.0149)

DH ´ DM 0.0638*** 0.0762*** 0.0055 0.0823*** 0.1104***
(0.0212) (0.0179) (0.0236) (0.0201) (0.0252)

DH ´ DM ´ DE 0.0405 0.0491** 0.1457** 0.0497* 0.0116
(0.0275) (0.0224) (0.0620) (0.0261) (0.0273)

DH ´ DM ´ DL -0.0145 -0.0200 -0.0308 -0.0144 -0.0230
(0.0249) (0.0263) (0.0335) (0.0254) (0.0365)

주: 정신건강의 지표로 자살생각 유무를 신체건강의 지표로는 만성질환 유무를 사용하였다. Panel A,
B, C는 <표 3>의 분석모형과 동일하며, Panel D는 <표 4>, Panel E와 F는 <표 5>과 동일한 회귀
모형을 사용하였다.  위 표에서는 주요 설명변수의 한계효과계수와 강건표준오차를 제시한다.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뜻한다.

Panel E: 의료서비스 접근성, DM=1: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함.

Panel F: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의 이유, DE=1: 경제적 이유로, DL=1: 가벼운 증상

Panel D: 신체건강지표, DH=1: 지난 일년 동안 의사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음.

성별 연령별
<표 6> 성별, 연령별 분석 결과
종속변수: 자살생각 유무 (유=1)

Panel C: 스트레스의 원인 (더미변수)

Panel B: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더미변수)

Panel A: 스트레스 유무 (더미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