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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지난 대학원 생활을 돌이켜 한 편의 논문으로 대신하기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그 동안 저에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
니다.항상 앞서 모범을 보이시며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어주신 조우현 교
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부족한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신 박종연
교수님,전기홍 교수님,강희정 박사님,고민경 원우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
다.그리고 수업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유승흠 원장님,정우진 교수
님,강혜영 교수님,손명세 교수님,채영문 교수님,남정모 교수님,지선하
교수님,오희철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학문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이규식 교수님,신일호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대학원
생활동안 힘이 되어 주시고,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박오영 단장님,용왕
식 지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장 동료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자칫 메
마를 뻔했던 대학원 생활을 함께하며,풍요롭게 해주신 권일 선생님,문미
혜 선생님,박동아 선생님,신성식 선생님,안경화 선생님,이동형 선생님,
이주영 선생님,조정숙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성실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감
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주는 사랑하는 아내 선향씨와,부족한 아빠를 늘 기
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착한 두 딸 예진이,유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05년 겨울
손 문 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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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국국국민민민건건건강강강보보보험험험 보보보험험험료료료부부부담담담과과과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의의의 관관관계계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

이 연구는 2004년 12월말 현재,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에 소속된 지
역 및 직장가입 169,816세대 463,378명의 2004년도 1년간 보험료부과 및 세
대별 보험급여자료를 이용하여,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의 관계를 분석함으
로써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피보험자의 특성으로 성,연
령,직역,피부양자수를,부담 능력으로는 세대당 연간보험료를,의료이용은
입원,외래의 의료 이용일수와 진료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보험료 수준은 피보험자가 남자일수록,연령이 높을수록,피부

양자가 많을수록,지역보다는 직장가입자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보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세대구성원 1인당 의료이용도 많았다.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보험료,직역,성,연령,피부양자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료부담에 있어서는 계층간 수직적 소득재분배
가 이루어져 형평성이 확보되어 있었고,의료이용은 보험료 수준이 낮을수
록 의료이용이 적고,보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이 많아,불균등 분
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의료이용의 형평성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보
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동시에 고려한 형평성분석에서도 의료이용의 불균
등 분배로 소득재분배의 상쇄효과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료부
담의 계층간 수직적 소득재분배는 이루어져 형평성은 존재하였다.지역세
대와 직장세대의 계층내 분배정도를 보면,보험료부담에서는 지역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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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이 더 크게 확보되어 있었고,의료이용에 있어서는 직장세대가 더
균등하게 분배되어 형평성이 확보되어 있었으며,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지역세대보다 직장세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고 형평성도 더 확보되어 있었다.1)

핵심되는 말 :국민건강보험,보험료부과,의료이용,소득재분배,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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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대다수 국가에서 보건의료제도의 기본 목표는 전국민이 지불능력에 상관
없이 의료가 필요할 때 적정한 양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제도
이다(오영호,1998).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
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
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
고,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질병
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
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
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
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
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비용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
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집단구성원 상
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된다.또한 보험급여 측면
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
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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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7월에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강제적용방식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 적용되어,1989년 7월 마침내 전국민의
료보험시대를 열었고,2000년 7월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다수 보험자
를 통합하여 단일 보험자 시대를 열었다.
보험자의 통합은 조합간 재정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리 적용됨에 따

른 불형평성을 해결하고,관리운영비 절감과 같은 규모의 효과 등,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지역과 직장의 서로 다른 부과체계
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직역간 서로 다른 부과체계
에 의한 형평성 논란이외에도 의료이용의 형평성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는 일부 연구에서는 계층간 비형평성을 크게 완화하였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전히 소득계층간․지역간 의료이용의 비형평성이 존
재하거나 심화하였다고 하여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부담의
형평성을 갖춘 새로운 부과체계의 필요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형
평성의 관점이 달라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형
평이라는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질 수 있어 누구나 만족할 만
한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이란 어려운 숙제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책정을 균일율(flatrate)에 의

하고 있다.이는 가입자의 월 보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월 보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
이다.이와 같이 보험료의 책정을 균일율에 의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일반
상업보험과는 달리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건강보험을 통
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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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제도를 두고 있어 동
일한 소득으로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피부양자수
와 그들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의료에 대한 수요가 다르
게 되므로 가입자당 피부양자수와 그들의 특성에 따라 건강보험이용 및 수
혜액이 다를 것이다(조우현,1979).이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세대의 특성과
보험료부담능력,지역․직장 세대간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의 불형평성 논
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건강보험 통합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이 연구는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의 관계를 분석함으로
써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지 살펴보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
을 하고자 한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보험료부담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보험료부담 수준과 의료이용과의 관계를 통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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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건건건강강강보보보험험험과과과 소소소득득득재재재분분분배배배

111...건건건강강강보보보험험험제제제도도도

헌법 제34조 및 제36조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
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 및 국민의 보
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 위
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을 규정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수급권 등 권리보장,적용대상 및 보험료부담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111)))보보보험험험료료료 부부부과과과

보험료란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분만,사망 등의 보험사고
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및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즉,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
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갹출하는 금액을 지
칭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2002년 1월부터 “부과표준

소득”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변경(법 제62조제4항)하였으며,부과표준소득은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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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제64조)으로 보아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소득을 직접 파악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화폐는 거래․교환수단 및 가치의 척도를 재는 사회적 약속으로 소득개념

이 반드시 화폐단위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 할 수 있다.따라서 법규정상 5
개 요소를 근거로 부담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파악된 부담능력을 점수로
표시하여 부과표준소득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에 정하고 있으며,
부과표준소득은 화폐단위로 수량화한 소득이라기보다는 부담능력을 추정

할 수 있는 가득능력기준(稼得能力基準)을 계량화한 소득점수를 산정한 것
이다.

표1.소득추정을 위한 고려요소

구분 소득추정을 위한 구체적 활용자료

소 득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지방세법상 농업소득

재 산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건물․선박․항공기)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전‧월세보증금
-자동차(종류,배기량,사용연수)

생활수준 -소득과표,재산과표,전‧월세,자동차

경제활동
참가율등 -성‧연령,소득과표



- 6 -

표2.지역보험료 부과모형

등급구분 산정방법(점수합산) 보험료 결정
① 소득등급별점수(70등급)
-종합소득,농업소득

∙소득500만원 이하
:② +③ +④

∙소득500만원 초과
:① +② +③

∙부과표준소득 적용점수결정(100
등급)

↓

∙적용점수 ×적용점수당금액
(10원미만 절사)

※ 적용점수당금액(2004년)
:123.6원

② 재산등급별점수(50등급)
-건물․토지 등
-전․월세보증금
③ 자동차등급별점수
(7등급,28구간)

④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점수(30등급)

-성․연령,재산,자동차
-소득금액에 가산점수
(50만원당 1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를 산정하는데,표준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받은 매
월의 총보수를 “보수월액”이라 하며,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보수월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월액의 일정액별로 등급을 매기고 각 등
급별로 표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여 이를 보험료율과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
하게 되는 데 그 표준이 되는 금액을 표준보수월액이라 한다.

표3.직장가입자 보험료율(2004년도)
(단위 :%)

구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4.21(100) 2.105(50) 2.105(50)
공무원 4.21(100) 2.105(50) 2.105(50)

사립학교교직원 4.21(100) 2.105(50) 1.263(30) 0.842(20)
군인 4.21(100) 2.105(50) 2.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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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 받은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되,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
외한다.다만,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카․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보수에 포함한다.

222)))보보보험험험급급급여여여

보험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
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
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보험급여의 종류
에는 요양급여나 건강검진과 같은 현물급여와 장제비,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은 현금급여가 있는 데,이 연구
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중 입원과 외래비용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요양급여라 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가

입자 및 피부양자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요양을 직접 행
하거나 요양기관을 통하여 요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에는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기타의
치료,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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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소소소득득득재재재분분분배배배

111)))소소소득득득재재재분분분배배배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소득재분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는데,그 하나는 기능적 분
배(functionaldistribution)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인적 분배(personaldistri
_bution)혹은 계층적 분배(sizedistributionofincome)이나 실제 우리의
관심은 이론적인 고찰에 의한 기능적 분배보다 개인 또는 가계의 소득 크
기가 얼마인가 하는 계층적 분배가 문제가 된다.이와 같은 가계간의 소득
격차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사회적 평등을 구현시키고 이론적
기준에 입각하여 경제적 최적상태로 분배를 수정하는 것을 재분배라고 본
다(김근목,1978).
소득재분배 수단으로는 각 국의 복지정책에 따라 다르겠으나,대체로 사

회보장기구를 통한 직접적 재분배와 국가의 재정기구를 통한 간접적 재분
배로 대별할 수 있다.실제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형태별로 보면 고소득
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이 행해지는 「수직적 재분배」와 동
일소득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의 소득 재분배로서 건강한 자로부터 병
자에게,부양자가 없는 근로자로부터 부양자가 많은 근로자에게,취업자로
부터 실업자에게 혹은 경제활동인구로부터 노령퇴직자에게로의 소득재분배
를 칭하는 「수평적 재분배」로 분류할 수 있다(신수식,1978).그러나 수
직적 재분배를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말하는
것이지 「자본으로부터 노동으로의 소득이전」과는 틀린 개념이며 마찬가
지로 수평적 재분배에 대해서도 그것을 임금계층내의 재분배라고 할 수 없



- 9 -

으며 소득계층별과는 분리하여 정부와 개인간에,또는 개인간에 소득이전
이 행해지는 것이 수평적 재분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222)))소소소득득득재재재분분분배배배의의의 효효효과과과

부자로부터 빈자로의 소득재분배는 총소비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전통적
인 결론은 소비자의 선호가 독립적이고 빈자의 한계 소비성향이 부자의 한
계 소비성향보다 크다는 가정 하에 성립한다.총소득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비자 선호가 독립적이라면 수혜자와 기여자 각기 개별적으로 그
들이 속한 소득계층에서 두 사람의 상대 위치에 의존케 된다.즉 부자는
그가 속한 소득계층 중 하위에 있고,상대적으로 빈자는 그가 속한 소득계
측중에 상위에 있다면 빈자로의 소득 재분배는 총소비를 감소시킨다.
반면 부자가 그가 속한 소득계층 중 상위에 속하고 빈자가 그의 소득계

층 중 하위에 있는 경우 빈자의 소득재분배는 총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Peacock,1954).
소득분배는 고소득 국가에서는 소득 수혜자의 가계 분배가 좀더 동질적

이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나 저소득 국가에서는 소득분배의 양상이
다양하여 소비에 대한 소득분배효과를 상쇄한다(Musgrave,1980).재분배
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다.즉 성장을 위
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므로 한계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유리
한 분배를 해야 한다는 주장(칼도이의 거시적 분배론)과 성장문제를 저축
율의 측면이 아닌 분배된 소득을 통한 유효수요의 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는 케인즈의 유효 수요론이나 포스트․케인지안의 동학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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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론(動學的 分配論)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다.베버리지의 사회보장도
이와 같은 경제학적인 면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부와 소득을 포함한 재분배 정책을 브론펜브레너는 7가지 형태로 분류하

고 있으나 소득재분배정책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Bronfen
_brener,1972).하나는 저소득계층의 직접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소득재분
배 정책이며,또 다른 하나는 저소득계층의 가득능력 향상을 지향하는 정
책이다.시장기구를 통하여 결정되는 제1차적 소득분배와의 관계를 중심으
로 분류하면 사전적으로 분류를 수정하는 것과 사후적으로 수정하는 것으
로 구별할 수 있다.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상속세,공비부담교육,직업훈련,
최저 임금제도가 있고 사회보장,부의 소득세,공영주택,가격보조금,소득
세 공제제도가 사후적 수단에 속한다.직접 소득향상을 통한 재분배 정책
을 현금보조와 현물보조로 분류하면 부의 소득세나 소득보장은 현금 급부
에 속한다.빈곤 계층의 소득능력 향상 정책은 일반적으로 취업과 관련되
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거나 또는 생산성수준을 향상시켜서 가득능력
(Earningcapacity)을 향상시키는 것이다.그러나 취업기회가 있더라도 빈
곤자는 기술부족,건강결핍,여자세대주의 제반 가정 책임과 같은 여러 가
지 장애에 직면하게 되므로 훈련,무료보건 서비스 및 탁아소 설립과 같은
여러 정책이 요구된다(이광찬,1981).
소득재분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은 현실적인 개인간 경

제력의 불평등을 감소하는 것에 있다고 가정하고,현재의 수익에만 의존한
다면 결과적으로 소득은 늙은 사람에게서 젊은 사람에게로,교육받지 못한
젊은 사람에게서 같은 연령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되
어야 한다는 오류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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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재분배정책이 지나치게 후생적인 면에 치우치므로 첫째,사람을
게으르게 하여 자본축적의 원천을 파괴하며,둘째,완전 고용정책은 노조의
교섭력을 강하게 하여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국제수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셋째,정부개입 또는 혼합 경제화는 시장기구의 기능을 저해하고 넷째,결
과적으로 관료주의 또는 전체주의를 초래하며 다섯째,사람들을 도덕적으
로 타락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정책의 이상적 형태를 생각할 때 효율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은 결과의 평등과 효율이 상충 관계의 영역에 있을 때이며,오늘의 선진
국의 복지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이 영역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러한
상충 영역에서는 평등과 효율의 어떠한 조합을 선택하느냐가 문제로 된다.
한가지 방법은 사회의 사실 생산량이 최대로 되게끔 평등과 효율을 조합하
는 것이며 이는 효율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또 한 가지의 방법은 평등화
그 자체의 한계 이익과 효율면에서의 한계손실을 일치하게끔 하는 것으로
상충 영역내의 조합을 의미한다.즉 평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입장이다.
셋째로 평등화의 정도를 가능한 한 최대로 하는 입장이다.이 세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택하는 가는 가치판단의 문제인 것이다.
건강보험에 있어서 소득재분배정책을 살펴보면,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소득재분배 정책은 직접적 방법으로 생산요소에 의해 1차적으로 결정된 소
득에 대하여 사후에 그 불균형을 완화하여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조세정
책과,소득계정별 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효과 또는 소득계층 안에서의 보
험효과에 의해 개인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Lindbeck(1985)은 재분배정책의 유형을 ① 광범위한 수평적 재분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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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형 재분배 정책 ③ 분절적 수평적 재분배 정책 ④ 수직적 재분배
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그 중에서도 특히 1989년 7월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는 보험형 재분배정책 유형으로 과거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초래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중
요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주로 보험료 갹출과 급

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만약 보험료 갹출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부과되고
국고부담이 이루어진다면 각자의 갹출과 급여는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의료보험은 상이한 소득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 또는 이전시
키는 기능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따라서 의료보험의 소득이전이 촉진
될 경우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보험의 소득재분배 유형에는 계급간․수직적․수평적․지

역적 재분배가 있다.첫째,계급간 재분배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업주나
정부가 부담한 보험료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
한 보험급여에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전효과를 의미한다.둘째,수
직적 재분배란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에게로 소득이전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셋째,수평적 재분배는 소득이 같은 계층 내에서 젊은 자로부터
노령자에게로,부양가족이 없는 자로부터 있는 자에게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특히 건강한 자의 소득이 질병이 있는 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넷째,지역적 재분배란 도시와 농촌,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공
해가 많은 곳과 적은 곳 등과 같이 보험료 갹출과 보험급여 사이의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소간의 재분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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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형형형평평평성성성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의료보험제도를 형평성에 입각한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보면 이를 평가
하는 기준설정이 요구되는데,그 첫째로 의료서비스의 최저수준 보장이고,
둘째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균등한 경제적 부담의 요구라 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최저수준 보장은 적어도 설정된 최저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
구나 이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다.
보건의료부문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의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효

과가 크게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호
가 사회보험을 통하여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고,저소득층의 피보험자가 보
건의료를 이용할 때,거의 무상에 가까울 뿐 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국민들은 각 개개인의 소득을 보호받
게 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적극적인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강제형 사회보험이라는 점은 같으

나,보건의료의 이용,특히 사회보험의 주요 보호대상인 저소득층의 이용이
높은 재정적 장벽과 장애로 인해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
의 사회보험과 같이 비교할 수 없으며,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논
의는 중요한 필요성을 갖는다.저소득층은 보건의료이용에 비하여 보험료
및 본인부담액이 너무 많다거나 혹은 재정부담에 비해 이용이 너무 제한적
이라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따라서 소득재분배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심
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물론 의료보험제도가 소득분배개선을 일차적인 목
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현행 제도에 분배적 목적이 반영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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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후적으로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김민식,2003).
형평성(equity)은 가치의 배분과 관련된 개념이다.형평성은 절대적인 평

등성이 아니라 지역,집단 또는 개인들이 어떤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를 배분 받으며,그 이상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어떤 가
치를 배정받는 것으로 정의된다(노화준,1989).
형평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 평등성(equality)이 있다.평등

은 동등하게 취급받는 것을 말한다.가령,모든 사람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는 관념이 그 예이다.또 다른 개념으로는 비례적 배정을 들 수 있다.이
개념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등에 어떤 가치나 자원을 배분할 때 가중
치를 두어 그 크기에 비례하여 가치나 자원을 배정하는 것이다(김동원,
1996).따라서 형평성(equity)은 단순히 어떠한 상태,능력,기회가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평등성과 같지 않으며,공정성(fairness),평등성(equality),
공감(fellow feeling)이 혼합된 의미이다(Leeder,2003).이것은 한 사회내에
서 두 사람 또는 집단간에 성립하는 배분정의(配分正義)라는 점에서 포괄
적인 개념이다(황청일,1995).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정의를 설명하면서 평균적 정의,일반적 정의,

배분적 정의의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이 중 배분적 정의의 형평 개
념과 상통하는 것으로 단체가 개인에 대하여 각자의 능력 및 공적에 상응
하여 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며,개인차
를 받아들이고 형평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한편 일반적인
논의로서 형평성 개념을 가장 체계적으로 다룬 사람은 롤스로서 그는 정의
(justic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형평성이란 사회구조가 근본적인 권리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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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배분하고 사회적 협동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였다(성연민,
2002)
그러나 형평이란 개념은 매우 다의적으로 애매하게 쓰여 왔다.우선 학

자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이 오며 용어상의 혼
란도 적지 않다.우선 정의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어렵다.특히,행정학 분
야에서 사회적 형평과 사회적 정의는 같은 것으로 쓰이고 있다.평등이라
는 개념과 구별되기도 어렵다.그런가 하면 공정성(fairness),정당한 절차
(dueprocess),엄정성(impartiality)과도 구별되기 어렵다.그래서 그런지
형평성의 개념은 위에서 이야기 한 여러 유사한 개념들과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백완기,1988).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형평
성의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McLachlan
andMaynard,1982).
형평성 개념에 대한 접근은 다양하여 하나로 종합하여 다루기는 어려우

나 크게 정치학적,경제학적,사회학적인 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정치학적
개념의 형평성은 정치참여의 자격요건 문제,자유시장에 대한 정치의 개입
정도문제 등 그 주체가 다양하며,경제학에서의 형평성은 소득재분배의 향
상을 의미하며 그것은 국민소득의 생산보다는 분배의 측면을 중요시 한다.
또한 사회학적인 입장에서의 형평성이란 사회보장이나 공적부조의 수단에
의해 불우대상에게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
이다.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되는 형평성의 개념은 거의 대부분 철학에 그
학문적 기초를 두고 있으며,특히 배분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성연민,2002).
모든 국민들이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필요할 때 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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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과 양질의 진료를 보장받을 자격을 포괄하는 보
건의료권이 하나의 권리로 등장함에 따라 보건의료를 분배의 형평성과 연
관시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장동민,1998).건강의 평등은 의료서
비스의 분배적 형평성을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이나 현실적 측
면에서 건강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어렵고,건강수준은 의료서비스 이외
의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전체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을 평등하게
하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으
로,전반적인 건강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Mooney,
1998).이에 실질적 차원에서 의료이용이 건강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전제
하여 건강의 형평성 달성을 위해서 의료서비스의 분배과정에 관심을 갖게
된다(장동민,1998).
보건의료부문에서 형평성의 영역은 재원조달과 의료이용의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는 데 재정측면에서는 지불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이용측면에서
는 동등한 필요에 따른 동등한 치료원칙이 평등주의적 입장에서 형평성의
원칙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즉,의료재정의 형평성은 각기 다른 지불능
력에 따른 각기 다른 부담에 기초한 수직적 형평성 원칙이,의료전달의 측
면에서는 동등한 필요에 따른 동등한 의료이용에 기초한 수평적 형평성 원
칙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WagstaffandVanDoorslaer,1993).따
라서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보험료부담의 형
평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 보험적용의 형평

성,보험급여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현재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에게
나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험적용의 형평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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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형평성 측면도 균등급여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형
평성 논란은 별로 없다(김순양 등,2000).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
우 2005년 현재,60%대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
료이용의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이로 인한 형평성은 논란의 여지
가 있다.또한,보험료부담에 있어서도 보험료가 개인 또는 가구의 종합적
인 실제소득 등 부담능력에 상응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적 형평성과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다(강희정,2003)
이 논문에서의 형평성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부담의 형평성과 의료이용

의 형평성을 지역세대와 직장세대로 구분하여 직역별,직역간 소득수준에
따른 수직적 형평성과 연령 및 부양자수에 따른 수평적 형평성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444)))불불불평평평등등등도도도 지지지표표표

경제학 분야에서 소득 분배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불평등도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그 중 일반적으로 로렌츠 곡선,지니계수,십분위분
배율이 사용되고 있다.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지니계수는 그 값이 0에서 1
까지의 범위를 취할 수 있는 데,0일 경우는 소득분포가 이상적인 경우이
고,1이면 완전불평등을 뜻하며 지니계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Kakwani,1977;박재용,2001).이러한 지표들은 모든 사람
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게 될 때를 완전평등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지표들이 복지분야에 널리 응용되고 있고,보험
료부과 형평성 평가에도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부담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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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모두에게 소득
이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하여 평가하는 소득분배상태의 형평성과
는 반대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11)))로로로렌렌렌츠츠츠 곡곡곡선선선

로렌츠 곡선(Lorenzcurve)은 한 사회의 구성원을 소득이 가장 낮은 사
람으로부터 높아지는 순서대로 배열한다고 할 때,소득 순위에 따른 배열

순으로 전체소득중의 누적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을 연결한 점선 곡선 

를 의미한다(그림1).

100

↑

소
득
의 
누
적 
비
율
(%)

소득순위에 따른 사람의 누적비율(%) → 100

완전평등선

로렌츠 
곡선
R(s)

BBBB

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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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Y

그림1.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은 똑같은 소득을 나누어 갖는 균등한 분배가 바로 평등한
분배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따라서 로렌츠 곡선이 원점으로부터 45°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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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선 와 일치한다면 완전히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져 있음을 뜻한다.반

면에 완전 평등선인 대각선 와 로렌츠 곡선이 멀어질수록 불평등한 분

배상태를 뜻한다.로렌츠 곡선이 수평축과 계속 일치하다가 사람의 비율이

100%에 이르러 수직선으로 바뀌는 모양()을 가지면 가장 불평등한

분배상태를 뜻하게 된다.그러나 로렌츠 곡선은 서수적(ordinal)인 성격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떤 곡선이 더 평등하다고 말 할 수 있을 뿐 어느
정도 더 평등한지는 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그러나 최소한의 가치판
단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높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
준구,2003).
이 연구에서는 소득단위가 아닌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가구의 누적비율에

대하여 보험료의 누적비율을 대응시켜 보험료의 로렌츠 곡선을 추계하였
다.따라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부담토록 하는 형평성 차원에
서는 보험료의 로렌츠 곡선이 완전평등선과 멀어질수록 부담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이 개선되
었다고 평가하여야 한다.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험료의 누적비율
을 대응시켜 추계한 로렌츠 곡선이 보험급여비(수혜액)를 감안하였을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22)))지지지니니니계계계수수수

지니계수(Ginicoefficient:G)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불평등도 지수 중
의 하나이다.어떤 사회의 로렌츠 곡선이 그림1과 같이 구해졌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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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과 대각선 사이에 형성되는 초승달 모양의 면적이 N,그리고 로렌츠
곡선 아래쪽 면적이 Y라고 하면,지니계수는 다음 식에서 보는 것처럼 대
각선 아래 초승달의 면적을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로서 구할 수 있
다.

G= 
 

만약 소득이 완전하게 균등 분배되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하게
되면 N은 0이 될 것이므로 지니계수도 0의 값을 갖게 된다.반면에 로렌

츠 곡선이 완전 불균등선 와 일치할 경우 지니계수는 1의 값을 갖는

다.따라서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더욱
평등한 소득 분배를 뜻한다.
로렌츠 곡선에서와 같이 지니계수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값이 커질수록 형평성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333)))십십십분분분위위위분분분배배배율율율

십분위분배율은 이렇다 할 이론적 배경을 갖추고 있지 못한 편인데도 구
하기 쉽고 해석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분배의 상태를 평가하는 지수로 자
주 사용되고 있다.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상위 20%

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다.이 경우 십
분위분배율이 커질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를 의미한다.그러나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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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험료 십분위분배율과 보험급여비 십분위분배율을 소득순서가 아닌 부
담능력의 순서로 하위 40% 가구들의 보험료 또는 보험급여비 점유분율을
상위 20% 가구들의 점유분율로 나누어 구하였다.

십분위분배율 = 부담능력하위의보험료 보험급여비 점유분율부담능력상위의보험료 보험급여비 점유분율

따라서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형평성 차원에서는 부
담능력에 따른 서열에서 하위 40% 가구들의 보험료 점유분율은 감소하고
상위 20% 가구들의 보험료 점유분율은 증가되어야 하므로 보험료 십분위
분배율이 낮을수록 보다 형평성 있는 분배라고 해석하여야 하고,동등한
필요에 의한 동등한 치료원칙을 보험급여의 형평성의 원칙으로 볼 때,부
담능력에 따른 서열에서 하위 40% 가구들의 의료이용량과 상위 20% 가구
들의 의료이용량은 필요성이 동등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각각의 가구들이
평등한 의료이용량을 보여야 하므로 보험급여비 십분위분배율이 2일때 균
등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감안하면 필요의 정도가 부담능력이 낮을 수록 크
다고 볼 수 있으므로 2보다는 필요의 차이만큼 높아야 형평분배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444)))수수수혜혜혜기기기대대대치치치와와와 평평평균균균수수수혜혜혜액액액

보험료 납입액과 수혜액 및 이용정도와의 관계는 다음의 두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첫째,수혜기대치는 피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상
응하여 기대되는 수혜액을 수혜기대치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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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수수혜혜혜기기기대대대치치치 === 각등급별보험료납입액전체보험료납입액 ×××전전전체체체수수수혜혜혜액액액 ÷÷÷각각각 등등등급급급별별별 피피피보보보험험험자자자수수수

그러므로 세대당 수혜기대치는 전체 수혜액(보험급여비)을 각 세대당 보험
료 납입액에 따라 할당된 액수가 된다.따라서 세대당 수혜액 대 수혜기대
치의 비는 세대당 납입한 보험료액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았는지
를 알 수 있게 된다.둘째,수혜액 대 평균수혜액의 비는 세대당 수혜액을
가입세대 전체의 평균 수혜액으로 나누면 각 세대의 수혜액이 어느 정도
동등성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또한 가입자 1인당 수혜액의 동
등성을 보기 위하여 가입자 1인당 수혜액 대 1인당 평균 수혜액의 비를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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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111)))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의료이용량은 의료의 유효수효라 할 수 있다.질병에 이환되었을 경우
환자들이 실제로 어떤 의료를 이용하는 지는 의료공급의 종류와 대응량을
결정하는 데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환자들의 의료이용 양상을 파악하
는 주된 목적의 하나는 단순한 의료이용 총량의 파악이외에 인구학적,사
회․문화학적,경제학적 등의 특성별로 의료이용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문옥륜,1992).
이선민과 문옥륜(1996)은 1986년,1992년,199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

회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전후의 소득계층
에 따른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전국민의료보험
실시 후 의료이용의 차이에 대한 소득계층의 차이가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유병일수가 오히려 증가하며,자가인지 건강상태 등으로
본 건강수준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최근으로 올수록 의료서비스에의
기회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많이 균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수준은 점
점 나빠지고 있다고 보았다.
한창현과 황병덕(2004)은 문헌고찰을 통한 의료이용분석을 통하여,성별

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의료이용률이 모두 높았는데,여자는 임신과 출산,
산전관리 등의 이유로 의료이용률이 높다고 보았고,연령별 의료이용률은
10-19세가 가장 낮고 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U자형 곡선의 모양
을 가졌는데,이는 어린 연령층과 노인인구에서 의료수요가 많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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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영숙(1998)등은 의료시장의 수급균형과정을 설명하는 경쟁시장이론과
의료공급자 유발수요가설을 기초로 1980년부터 1994년까지의 시계열 자료
를 이용하여,의료보험제도 실시 이후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건당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요측면에 있어서 사용된 변수는 소득과 본인부담율인데 진료비와 소득과
의 사이에는 정(正)의 관계가 관찰되었으나,본인부담율과의 분석에 있어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그리고 진료건수와 진료비와는
정(正)의 관계로 이는 의료서비스 수요증대를 위한 의료공급자의 유인이
유의하게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김진영(2000)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보험자종별 Pannel자료를 사용

하여 의료보험 진료비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의료보험 진료
비의 결정변수로는 노인인구 비중,인구당 의사의 수 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시․군지역 공히 수진율,의사의 수,노령인
구 비중 등은 피보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와 정(正)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의료기관의 수 및 본인부담율과 피보험자 1인당 진료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負)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직장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입원 및 외래수진율,월평균 소득 등의 변수가 직장의료보험조합
의 피보험자 1인당 급여비를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장임원(1992)은 1985년부터 1990년 까지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노령화가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65세 이상 의료보험 적용인구의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에서의
건당진료비는 평균진료일수의 증가와 상급의료기관의 이용을 높이는 상병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진료비의 총액은 의료수가의 인상 이외에 미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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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료수요의 증가와 의료보험적용인구의 노령화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
였다.

222)))형형형평평평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통상 보건의료의 형평성 연구는 건강수준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
는 보건의료체계의 재원조달,의료이용의 형평성과 보건의료의 산출결과로
써 사회구성원의 건강수준 형평성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데,이 연
구에서는 재원조달의 형평성과 의료이용의 형평성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재원조달의 형평성 연구에서는 소득수준별 보건의료지출액의 집중도와

소득의 집중도(Ginicoefficient)간의 차이로 정의되는 kakwani지수를 이용
하여 형평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이 많이 사용되었다(Wagstaff,etal.1999).
국내연구로 양봉민 외(2003)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도별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WagstaffandvanDoorsler,etal.(1999)이
제안한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직․간접세,사회보험 및 본인부담액 등 보
건의료 재원조달 항목별 kakwani지수를 산출하고,당해연도의 국민의료
비 재원 구성비에 의한 가중평균으로 총 kakwani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국
민의료비 재원부담의 구성항목별 형평성을 분석한 연구이다.부담능력(소
득)의 대리변수로 총소비를 사용하였다.연구의 한계로서는 도시가계자료
는 농어촌지역이나 1인 이하 근로자가구를 조사표본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
표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그리고 직접세는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점을 보였다.그러나 간접세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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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국내의 다른 연구에 비해 엄밀하게 접근하였다.
문성현(2004)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2000년을 이용하여 부담과 수혜

의 형평성을 연구하였다.재원부담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도시근로자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근로자가계 가운데에서 사무직을 별도로 분석함으
로써 생산직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그리고 카쿠와니계수 외에 슈츠계수
를 추가로 계산하였다.
신호성 외(2004)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을 이용하였으며,

소득의 대리변수로 총소비지출을 사용하였다.보건의료재원조달을 위한 항
목별 형평성의 측정결과를 kakwani지수로 보았으며,간접세의 계산은 가
구 총소비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함으로써 엄밀하게 산
정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은 사회경제적 계층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의미

하며 vanDoorsler,etal.(2000)은 소득수준별 의료이용량의 집중도와 소득
수준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need)의 집중도를 비교하여 의료이용의 형
평성을 측정한 바 있다.
권순만 외(2003)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 국민영양조사자료 원자

료를 vanDoorsler,etal.(2000)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의료이용의 형평성
을 분석하였다.개인별 지불능력으로 가구단위 월평균소득총액을 가구원수
와 연령으로 보정하여 사용하였다.의료이용의 변수로써 외래,입원,의료
비 세 가지를 이용하였다.외래는 의료기관 방문횟수를,입원은 재원일수를
사용하였고,의료이용비용은 2주간 외래이용을 1년간으로 연장하여 비용으
로 추정하고 입원은 재원일당비용을 연간으로 추정하여 합산하여 구하였
다.의료필요(need)변수는 만성질환의 수와 주관적 건강인식을 지표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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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형평성을 측정하는 지수로서는 HIwv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의
료이용변수들의 집중도에서 의료필요의 집중도를 차감한 것이다.그러나
동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영양조사 자료의 특성이 의료기관 방문횟수를 이
용비용을 바탕으로 1년간의 추정치로 환산하였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이
는 조사자료가 조사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조사대상기간이 매우 한정
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 상기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분석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분석에 이용한 자료들이 통계청의 조사자료(도시가계
실태조사,가구소비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조사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즉,조사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조사대상기간이 매우 한정된 문제점
을 안고 있다.따라서 실제 정책에 활용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따라서 조사자료 보다는 건강보험의 실제적인 경험자료를 근거로
재원부담과 보험혜택 등을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책적인 활용성을 높
일 수 있다.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형평성 연구의 동향을 보면,의료보험제도 도입

초기의 형평성 연구는 소수 의료보험조합의 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의
료이용 차이를 비교함으로서 지역의료보험 확대의 필요성을 분석한 바 있
으나(김일순,김기순 1979;변종화,1985;송건영,박연우,1988),연구대상집
단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형평성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

작되었다.김양균(1995)은 지역별로 공급․수요측면이 지역별 의료이용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노상채(1996)는 소득에 따른 비용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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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접근성,의료 이용량의 차이 등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보
험은 접근성 측면에서 비형평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최병
호 외(2005)는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실태를 분석하였다.그러나 이들 연
구는 전국규모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가입자 개개인에 대한 미시
적 분석을 하지 않고,연구분석의 단위를 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단위의
요양통계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지역내에서의 가입자간 불형평성을 설명하
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상용․김진수(2003)는 건강보험제도 통합이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과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3년 5월말 건강보험의 가입자 자
격관리자료와 2002년도 보험료 및 급여자료를 이용하여 보험료와 급여 및
보험급여율을 가입자 구분(직장 및 지역가입자),성별,지역,연령 등 특성
변수와의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시도하였다.이 연구는 전 건강보험가입자
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건강보험의 자격관리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가입자간 형평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분석
결과를 보면,보험료 대비 보험급여액의 비율인 보험급여율은 직장가입자
에 비해 지역가입자가 높고,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이 증가함
에 따라 보험급여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강보험이 소득재
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소득계층별 건강보험 형평성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건강보험가입자
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직․역내에서의 형평성과 소득재
분배효과를 각각 논의하고,통합 건강보험하에서 전체 가입자간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고 있다.또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연간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세대와 연간근로소득의 2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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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세대의 61%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세대와 직장가입자중 저소
득계층(전 직장가입자의 39%에 해당)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연구
결과를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에 적용하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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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형평성 지표를 분석하고 계층별 직역별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고자 시행
하였으며 연구의 개념적 틀은 그림2와 같다.

그림2.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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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자자자료료료 및및및 대대대상상상

이 연구는 2004년 12월말 현재,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에 소속된 지
역 및 직장가입 세대의 2004년도 1년간 보험료부과 및 세대별 보험급여자
료를 이용하였으며,비피보세대1)와,군입대,시설수용,해외파견등으로 급여
가 정지된 급여정지세대와 3개월 이상 장기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19,900
세대를 결측치로 처리하고 169,816세대 463,378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333...변변변수수수의의의 선선선정정정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피보험자의 특성으로는 성,연령,직역,피부
양자수를 이용하였으며,부담 능력으로는 세대당 연간보험료,의료이용 정
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입원 재원일수 및 진료비,외래 방문횟수 및 진료비,
총 방문 및 재원일수와 진료비를 이용하였다.진료비는 세대별 급여내역을
이용하였으며 비급여항목인 식대,지정진료비,병실료차액,MRI(뇌질환 제
외)등은 제외되었고,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 중에서 공단부담액(보험급
여비)을 이용하였다(표4).

1) 비피보세대 : 세대주는 직장에 가입되어 있고, 세대원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경우

로 세대원이 사업자등록이 있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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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연구에 사용된 변수

변변변 수수수 내내내 용용용

피피피보보보험험험자자자 특특특성성성
성별
연령
직역
피부양자수

세세세대대대별별별 부부부담담담능능능력력력
전체보험료(5분위)

지역보험료(5분위)

직장보험료(5분위)

가가가입입입자자자 111인인인당당당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입원 재원일수
외래 방문횟수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총 진료비

1.남,2.여
30세 미만,30~39세,40~49세,50~59세,60세 이상
1.지역,2.직장
0명,1명,2명,3명,4명 이상

1.<271,320,2.<459,720,3.<689,520,
4.<990,720,5.≦ 14,780,040)
1.<271,320,2.<489,360,3.<731,160,
4.<1,064,880,5.≦ 14,780,040)
1.<277,800,2.<423,060,3.<651,600,
4.<947,160,5.≦ 12,832,080)

단위:일/1년
단위:회/1년
단위:천원/1년
단위:천원/1년
단위:천원/1년



- 33 -

444...분분분석석석 내내내용용용

111)))분분분석석석 내내내용용용 및및및 항항항목목목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분석을 하였다.
첫째,일반적 특성과 보험료부담 수준에 따른 의료비의 평균을 단변량분

석으로 비교하였다.
둘째,보험료부담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범주별 증감을 분석하여 보험

료부담 수준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셋째,보험료부담 수준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222)))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이 연구의 통계 분석은 SAS8.1version을 사용하였고,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은 제1종 오류가 0.05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보험료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Chi-squaretest,분산
분석(Analysisofvariance:ANOVA),회귀분석(regressionanalysis)방법
을 사용하였고,소득재분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형평성지표로는 로렌츠
곡선,십분위분배율,수혜액 대 수혜기대치와 수혜액 대 평균수혜액의 비를
이용하였다.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대상 세대를 지역과 직장으로 구분하여 보험료 수준,성,연령,피

부양자수의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둘째,대상 세대를 지역과 직장으로 구분하여 성,연령,피부양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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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준과의 관계는 Chi-square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대상 세대를 구분하여 대상세대의 성과 의료이용의 차이는 t-test,

보험료 수준,연령,피부양자수와 의료 이용의 차이는 일요인 분산분석
(one-wayANOVA)으로 분석하였다.이때 의료 이용은 입원과 외래로 구
분하여 재원일수 및 방문횟수와 진료비로 각각 분석하였다.
넷째,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종속변수는 입원 및 외래의 의료이용일수와 진료비로 각각
분석하였고,독립변수는 보험료,직역,성,연령,피부양자수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직역 및 계층간 보험료 수준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형평성 지표로 로렌츠 곡선,지니계수,십분위분배율,수혜액 대 수혜
기대치와 수혜액 대 평균수혜액의 비를 이용하였다.

지니계수(Ginicoefficient:G)는 그림3에서 완전평등선 와 보험료 로
렌츠 곡선 R(s)사이의 면적(N)이 삼각형 면적(△OAB,N+Y)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로 계산된다(수식1).△OAB의 면적이 1이 되도록 가로와 세로
양축의 최대값을 1로 조정하였다.완전평등선과 보험료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계산은 집중지수를 직접 계산하는 Kakwani(1997)의 수식을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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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보험료 로렌츠 곡선

G= 
 

………………………………………………… (1)

완전평등선과 곡선사이의 면적 N은 완전평등선아래 삼각형(△OAB)면
적에서 로렌츠 곡선 R(s)아래의 면적을 제외함으로 계산되어진다(수식2).

N = 

－ 





   ………………………………………… (2)

수식2는 수식3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다.

N = 
μ   



xiRRRi－ 

……………………………………… (3)

xi(i=1,...,n):I번째 가구의 보험료
n:보험료 크기 순위로 정렬되어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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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1/n)
  



xi:보험료의 평균

Ri:i번째 가구의 상대적 순위(relativerank)

지니계수 G는 완전평등선과 보험료 로렌츠 곡선사이의 면적 N이 완전

평등선 아래 삼각형 면적(

)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로 계산된다.

G= 



=2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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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피피피보보보험험험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직역별 피보험자의 성,연령,피부양자
수(부양률)와 보험료 수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대상자의 직역별 분포는
지역세대가 75,312세대(44.3%),직장이 94,504세대(55.7%)로 직장세대가 많
았으며,전체세대는 169,816세대였다.성별 분포는 남자 117,350명(69.1%),
여자 52,466명(30.9%)으로 남자가 약 2.2배 많았으며,지역은 남여 성비가
70.9% :29.1%,직장은 67.6% :32.4%로 지역세대의 남자 비율이 직장에
비해 3.3% 높았다.연령별 분포는 전체적으로는 30-39세(30.4%)가 가장 많
았고,40-49세(29.8%)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지역은 40-49세(36.7%)가 가장
많았고,30-39세(25.3%)가 두 번째로 많았다.직장은 30-39세(34.5%)가 가장
많았고,30세 미만(25.6%)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직역에 상관없이 60세 이
상 세대가 가장 적었다.피부양자수는 전체적으로는 피부양자 없는 단독세
대가 56,675세대(32.8%)로 가장 많았고 3명인 세대가 38,380세대(22.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4명 이상인 세대가 20,001세대(11.8%)가장 적었다.지
역은 피부양자 없는 단독세대가 가장 많았으며,3명인 세대가 두 번째로
많았고,4명 이상인 세대가 가장 적었다.직장은 피부양자 없는 단독세대가
가장 많았고,3명 이상인 세대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1명인 세대가 가장
적었다.세대별 연간보험료는 전체와 직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보험료가 낮
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5분위로 구분하였다(표4,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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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피보험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세대 (%)

변 수 전체(N=169,816) 지역(N=75,312) 직장(N=94,504)

성
남자 117,350(69.10) 53,433(70.95) 63,917(67.63)
여자 52,466(30.90) 21,879(29.05) 30,587(32.37)

연령
30세 미만 29,935(17.63) 5,715(7.59) 24,220(25.63)
30-39세 51,592(30.38) 19,035(25.27) 32,557(34.45)
40-49세 50,518(29.75) 27,617(36.67) 22,901(24.23)
50-59세 26,976(15.89) 15,861(21.06) 11,115(11.76)
60세 이상 10,795(6.36) 7,084(9.41) 3,711(3.93)

피부양자
0명 55,675(32.79) 23,655(31.41) 32,020(33.88)
1명 22,922(13.50) 12,527(16.63) 10,395(11.00)
2명 32,838(19.34) 15,625(20.75) 17,213(18.21)
3명 38,380(22.60) 18,722(24.86) 19,658(20.80)
4명 이상 20,001(11.78) 4,783(6.35) 15,218(16.10)

보험료(5분위)
1 34,100(20.08) 14,775(19.62) 19,325(20.45)
2 34,548(20.34) 15,375(20.42) 16,981(17.97)
3 32,741(19.28) 14,474(19.22) 19,059(20.17)
4 33,787(19.90) 15,474(20.55) 19,954(21.11)
5 34,640(20.40) 15,214(20.20) 19,185(20.30)

연구대상자를 지역가입자 세대와 직장가입자 세대로 구분하고 일반적 특
성과 보험료 및 의료이용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평균연령은 지역피보험자
44.6세,직장피보험자 37.9세로 지역피보험자의 평균연령이 6.7세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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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전체 평균은 40.9세였다.
부양률은 지역세대 1.60명,직장세대 1.83명으로 직장가입자의 부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는 1.73명이었다.
연간 보험료 평균은 지역 71만원,직장 63만6천원으로 지역이 높게 나타

났으며 전체 평균은 66만8천원이었다.그러나 직장은 사용자부담금을 제외
한 금액이므로 이를 포함한 보험료는 직장이 약 1.8배 많았다.
연간 진료비 평균은 지역 50만1천원,직장 67만원으로 직장세대의 의료

비 지출이 16만9천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전체 진료비 평균은 59만5천
원이었다(표6).

표6.피보험자 일반적 특성 및 세대당 보험료와 의료이용 수준

단위 :세,명,천원,일(회)

변 수
지역 직장

T값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44.62 10.9 37.90 10.79 127.03***

피부양자수(부양율) 1.60 1.36 1.83 1.67 -32.10***

보험료 710 549 636 481 29.10***

진료비 501 1,220 670 1,470 -25.9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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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별별별 보보보험험험료료료 수수수준준준

피보험자의 일반적 특성과 보험료 수준을 지역세대와 직장세대로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 보험료 수준은 직역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는 보험료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대분포도 증가하였으며,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는
보험료 수준이 증가할수록 세대분포가 감소하였다.
연령과 보험료 수준별 세대분포에서는 지역세대는 피보험자의 연령이 높

아질수록 보험료 수준이 증가하였고,직장세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
료 수준이 증가하다가 60세 이상에서 보험료 수준1이 가장 많은 세대분포
를 보였다.
피부양자수에 따른 보험료 수준은 지역세대의 경우,피부양자 없는 단독

세대는 보험료 수준1,1명인 세대는 수준2,2명인 세대와 3명인 세대는 수
준4,4명 이상인 세대는 수준5가 가장 많은 세대 분포를 보였고,직장세대
의 경우,피부양자 없는 단독세대와 1명인 세대는 수준1,2명인 세대는 수
준3,3명인 세대와 4명 이상인 세대는 수준5가 가장 많은 세대분포를 보여,
지역,직장 모두 피부양자수가 많을수록 보험료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보험료 수준별 피부양자수는 지역세대의 경우 보험료 수준1이 0.4
명으로 가장 적었고,수준5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직장세대는 보험료
수준2가 1.2명으로 가장 적었고,수준5가 2.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직역에
관계없이 보험료 수준이 높아질수록 피부양자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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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피보험자 일반적 특성과 세대별 보험료 수준
단위:세대,%

변 수 보험료 수준 X2값1 2 3 4 5
지지지역역역
성
남자 6,460(12.09)10,279(19.24)10,800(20.21)12,624(23.63)13,270(24.83) 8,336.76***여자 8,315(38.00)5,096(23.29)3,674(16.79)2,850(13.03)1,944(8.89)

연령
30세 미만 2,689(47.05)1,651(28.89) 799(13.98) 425(7.44) 151(2.64)

8,847.61***
30-39세 4,146(21.78)4,938(25.94)4,528(23.79)3,502(18.40)1,921(10.09)
40-49세 4,669(16.91)5,588(20.23)5,655(20.48)6,201(22.45)5,504(19.93)
50-59세 2,310(14.56)2,472(15.59)2,550(16.08)3,675(23.17)4,854(30.60)
60세 이상 961(13.57) 726(10.25) 942(13.30)1,671(23.59)2,784(39.30)

피부양자
0명 10,552(44.61)6,179(26.12)3,371(14.25)2,165(9.15)1,388(5.87)

22,396.34***
1명 2,751(21.96)2,830(22.59)2,451(19.57)2,169(17.31)2,326(18.57)
2명 1,242(7.95)3.468(22.20)3,495(22.37)3,808(24.37)3,612(23.12)
3명 210(1.12)2,570(13.73)4,269(22.80)5,846(31.23)5,827(31.12)
4명 이상 20(0.42) 328(6.86) 888(18.57)1,486(31.07)2,061(43.09)

직직직장장장
성
남자 10,632(16.63)10,508(16.44)13,607(21.29)13,047(20.41)16,123(25.22) 4,190.12***여자 8,693(28.42)6,473(21.16)5,452(17.82)6,907(22.58)3,062(10.01)

연령
30세 미만 5,941(24.53)8,258(34.10)5,453(22.51)4,335(17.90) 233(0.96)

21,571.92***
30-39세 3,475(10.67)4,508(13.85)8,383(25.75)9,478(29.11)6,713(20.62)
40-49세 4,336(18.93)2,239(9.78)3,422(14.94)4,661(20.35)8,243(35.99)
50-59세 3,370(30.32)1,393(12.53)1,422(12.79)1,296(11.66)3,634(32.69)
60세 이상 2,203(59.36) 583(15.71) 379(10.21) 184(4.96) 362(9.75)

피부양자
0명 9,186(28.69)8,570(26.76)6,654(20.78)5,397(16.86)2,213(6.91)

13,566.26***
1명 2,732(26.28)1,948(18.74)1,942(18.68)1,942(18.68)1,558(14.99)
2명 3,407(19.79)2,858(16.60)3,821(22.20)3,783(21.98)3,344(19.43)
3명 2,946(14.99)2,467(12.55)3,935(20.02)4,578(23.29)5,732(29.16)
4명 이상 1,054(6.93)1,138(7.48)2,434(15.99)4,254(27.95)6,338(41.6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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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별별별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연구대상 피보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의료이용을 파악
하기 위하여 세대별 의료이용을 세대구성원의 수로 나눈 가입자 1인당 전
체,입원,외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11)))전전전체체체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전체 의료이용은 입원 및 외래의 방문횟수 및 재원일수와 진료비를 조사
하였다.성별 의료이용은 지역 세대는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12.1일 19만
5천원,여자인 경우 13.6일 20만4천원,직장 세대는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
우 14.1일 22만2천원,여자인 경우 13.7일 19만9천원으로 나타났고,지역은
여자 피보험자 세대의 방문 및 재원일수가,직장은 남자 피보험자 세대의
방문 및 재원일수와 진료비가 유의하게 많았다.연령대별 의료이용은 지역,
직장 모두 60세 이상 피보험자 세대의 의료이용이 23.0일 42만4천원,22.0
일 39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30세 미만 세대의 의료이용이 8.6일 12만7
천원,10.5일 15만9천원으로 가장 적었다.피부양자수에 따른 의료이용은
지역의 경우,피부양자가 1명인 세대가 15.1일,2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직
장은 4명 이상 세대가 18.1일,28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지역은 방문 및
재원일수는 피부양자 없는 단독세대가 11.4일로 가장 적었고,진료비는 3명
인 세대가 16만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직장은 방문 및 재원일수와 진료비
모두 피부양자 없는 단독세대가 10.5일 15만8천원을 가장 적었다.
직역별 의료이용은 지역 12.5일,19만8천원,직장 14.0일,21만5천원으로

직장세대의 의료이용이 1.5일,1만7천원 많았다(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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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피보험자 일반적 특성별 가입자 1인당 전체 의료이용
단위:일(회),천원

변 수 방문 및 재원일수 진료비
평균 표준편차 T/F값 평균 표준편차 T/F값

지지지역역역
성

남자 12.05 13.75 -12.08*** 195 535 -1.75여자 13.60 16.82 204 628
연령

30세 미만 8.62 11.49

1,254.86***

127 374

393.82***
30-39세 11.45 12.55 153 386
40-49세 10.53 12.28 162 496
50-59세 13.92 15.18 239 656
60세 이상 22.95 22.95 424 935

피부양자
0명 11.47 18.77

143.65***

193 748

41.66***
1명 15.14 17.19 250 614
2명 12.66 11.43 201 472
3명 11.78 9.45 167 327
4명 이상 13.01 9.76 197 307

직직직장장장
성

남자 14.11 12.96 4.57*** 222 518 6.90***여자 13.68 13.65 199 443
연령

30세 미만 10.52 11.04

935.53***

159 345

226.63***
30-39세 15.52 12.99 224 452
40-49세 13.54 11.91 209 424
50-59세 15.23 14.78 259 695
60세 이상 22.02 21.35 393 1,031

피부양자
0명 10.48 13.76

1,126.95***

158 552

226.63***
1명 16.81 16.29 267 647
2명 15.02 12.28 234 454
3명 14.07 10.80 204 380
4명 이상 18.06 11.42 288 404

평균 지역 12.50 14.72 -21.43*** 198 495 -6.41***직장 13.97 13.19 215 52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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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입입입원원원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입원 의료이용은 재원일수와 입원진료비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일반적 특
성별 세대구성원의 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 정도를 알아보았다.
피보험자 성별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의료이용은 직장세대의 경우 피보험

자가 남자인 세대가 재원일수 0.8일,진료비 7만9천원으로 여자인 세대보다
유의하게 의료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보험자의 연령별 의료이용은 지역세대는 재원일수와 진료비 모두 연령

이 증가할수록 의료이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피보험자 연령간 차이에
서는 30세 미만과 30-39세,30세 미만과 40-49세,30-39세와 40-49세간을 제
외한 나머지 연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직장세대는 재원일수와 진료
비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0-39세
세대가 40-49세 세대보다 재원일수가 크게 나타났으며,피보험자 연령간
차이에서는 재원일수의 경우 30-39세와 50-59세간,진료비의 경우 30-39세
와 40-49세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피부양자수별 의료이용은 재원일수 및 진료비 모두 지역은 피부양자가 1

명인 세대의 1인당 의료이용이 1.0일,9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3명인 세
대의 의료이용이 0.5일 5만3천원으로 가장 적었다.직장은 피부양자가 4명
이상인 세대의 1인당 의료이용이 1.2일,11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1명인
세대의 의료이용이 1.0일,9만1천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피부양자 없
는 단독세대의 의료이용이 0.5일 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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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피보험자 일반적 특성별 가입자 1인당 입원 의료이용
단위:일,천원

변 수 재원일수 진료비
평균 표준편차 T/F값 평균 표준편차 T/F값

지지지역역역
성

남자 0.79 5.53 0.27 73 406 0.75여자 0.78 5.52 71 515
연령

30세 미만 0.51 3.81

62.28***

43 237

142.01***
30-39세 0.63 5.29 50 269
40-49세 0.63 5.23 55 390
50-59세 0.92 5.50 92 539
60세 이상 1.69 7.88 179 753

피부양자
0명 0.89 7.77

14.94***

76 604

18.08***
1명 0.96 5.46 96 473
2명 0.78 4.32 73 341
3명 0.53 2.85 53 242
4명 이상 0.79 3.26 72 237

직직직장장장
성

남자 0.79 3.86 4.09*** 79 386 5.98***여자 0.68 3.93 65 321
연령

30세 미만 0.57 3.35

31.49***

53 259

66.35***
30-39세 0.82 3.90 79 354
40-49세 0.71 3.56 70 303
50-59세 0.92 4.84 92 524
60세 이상 1.15 5.28 147 692

피부양자
0명 0.46 3.30

98.27***

50 418

83.06***
1명 0.95 5.63 91 448
2명 0.84 3.56 85 337
3명 0.71 3.58 67 274
4명 이상 1.17 4.21 111 317

평균 지역 0.78 5.52 1.34 73 441 -0.90직장 0.75 3.88 74 366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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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외외외래래래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외래 의료이용은 방문횟수와 외래진료비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일반적 특
성별 세대구성원의 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 정도를 알아보았다.
피보험자의 성별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의료이용은 지역의 경우 피보험자

가 여자인 세대의 가입자 1인당 방문횟수 및 진료비가 12.8회,13만3천원으
로 유의하게 많았고,직장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남자인 세대의 가입자 1인
당 의료이용이 13.3회,14만3천원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연령별 의료이용은 직역에 관계없이 피보험자 연령이 60세 이상 세대의

방문횟수 및 진료비가 가장 많았고,30세 미만이 가장 적었다.지역세대의
방문횟수는 60세 이상,50-59세,30-39세의 순이었고,직장세대의 방문횟수
는 60세 이상,30-39세,50-59세의 순이었다.진료비는 지역세대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으나 직장세대의 경우는 30-39세 세대가 30세
미만 세대나 40-49세 세대보다 많았다.연령간 의료이용의 차이도 방문횟
수는 직역에 관계없이 각 연령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진료비는 지역
세대의 30-39세 세대와 40-49세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고,직장세대의 경우는 각 연령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피부양자수별 의료이용은 지역은 피부양자가 1명인 세대의 가입자 1인당

방문횟수와 진료비가 14.2회,15만4천원으로 가장 많았고,직장은 4명 이상
인 세대의 방문횟수와 진료비가 16.9회,17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직역별 의료이용에서 방문횟수와 진료비는 지역 11.7회,12만5천원,직장

13.2회,14만원으로 직장세대의 의료이용이 1.5회,1만5천원 많았다(표10).



- 47 -

표10.피보험자 일반적 특성별 가입자 1인당 외래 의료이용
단위:회,천원

변 수 방문횟수 진료비
평균 표준편차 T/F값 평균 표준편차 T/F값

지지지역역역
성

남자 11.26 12.04 -13.54*** 122 289 -5.14***여자 12.83 15.22 133 271
연령

30세 미만 8.11 10.26

1,338.06***

84 247

432.83***
30-39세 10.82 11.10 103 251
40-49세 9.90 10.63 106 252
50-59세 12.99 13.61 147 295
60세 이상 21.27 20.58 244 423

피부양자
0명 10.59 16.26

165.19***

117 351

45.57***
1명 14.18 15.61 154 307
2명 11.88 10.17 128 280
3명 11.24 8.78 113 183
4명 이상 12.22 8.88 125 163

직직직장장장
성

남자 13.32 11.88 3.68*** 143 285 4.57***여자 13.01 12.58 135 246
연령

30세 미만 9.96 10.09

998.01***

106 178

264.11***
30-39세 14.68 11.94 145 240
40-49세 12.83 10.95 139 257
50-59세 14.31 13.34 166 359
60세 이상 20.88 19.94 246 607

피부양자
0명 10.02 12.80

1,111.52***

108 287

234.00***
1명 15.87 14.83 176 392
2명 14.18 11.29 149 252
3명 13.36 9.86 137 226
4명 이상 16.89 10.29 177 202

평균 지역 11.72 13.07 -24.33*** 125 284 -10.95***직장 13.22 12.11 140 27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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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보보보험험험료료료 수수수준준준별별별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연구대상 세대를 보험료 수준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누고 세대별과 해당
보험료구간의 가입자수로 나눈 가입자 1인당 전체,입원,외래의 방문횟수
및 재원일수와 진료비를 분석하였다.

111)))전전전체체체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전체 의료이용은 입원 및 외래의 재원일수 및 방문일수와 진료비를 세대
별과 가입자 1인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세대별 의료이용에서는 직역에 관계없이 보험료 수준이 증가할수록 방문

및 재원일수와 진료비 모두 증가하였다.보험료 수준간 방문횟수 및 재원
일수와 진료비 차이에서는 지역세대는 모든 보험료 수준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직장세대는 보험료 수준1과 수준2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수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에서는 직역에 관계없이 보험료 수준1이 수준2보

다 방문횟수 및 재원일수와 진료비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나머지 수준에
서는 보험료 수준이 증가할수록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
험료 수준간 차이에서는 방문 및 재원일수의 경우,지역세대는 각 수준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직장세대는 수준4와 수준5구간을 제외한 나
머지 보험료 수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진료비의 경우 지역세대는
수준1과 수준2,수준1과 수준3,수준2와 수준3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수
준간에,직장세대는 수준1과 수준2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수준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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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보험료 수준별 전체 의료이용
단위:일(회),천원

변 수
방문 및 재원일수 진료비

평균 표준편차 T/F값 평균 표준편차 T/F값

세세세대대대
지역보험료

1 15.74 23.59

2,167.04***

241 773

545.82***
2 23.97 29.73 345 836
3 33.23 34.58 469 997
4 39.76 38.03 613 1,434
5 49.73 44.88 826 1,699

직장보험료
1 28.33 35.61

1,948.72***

431 1,122

529.11***
2 28.87 38.06 456 1,239
3 41.34 46.55 630 1,392
4 53.27 54.92 793 1,511
5 63.61 58.50 1,013 1,863

가가가입입입자자자 111인인인
지역보험료

1 11.13 16.36

287.60***

174 573

88.78***
2 10.52 13.60 161 528
3 12.11 13.97 177 442
4 13.06 13.53 208 600
5 15.64 15.43 268 643

직장보험료
1 12.52 14.26

382.78***
187 525

68.82***2 11.67 12.55 182 503
3 13.75 12.64 212 482
4 15.69 13.12 236 503
5 15.90 12.69 251 45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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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입입입원원원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입원 의료이용은 재원일수 및 입원진료비를 세대별과 가입자 1인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세대별 의료이용에서는 직역에 관계없이 보험료 수준이 증가할수록 재원

일수와 진료비 모두 증가하였다.보험료 수준간 의료이용의 차이에서 지역
세대는 보험료 수준2와 수준3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수준간 재원일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진료비는 모든 보험료 수준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직장세대는 재원일수와 진료비 모두 보험료 수준1과 수준2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수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에서는 지역세대는 보험료 수준1이 수준2와 수준3

보다 재원일수와 진료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수준5의 의료이용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세대는 보험료 수준이 증가할수록 재원일수
및 진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보험료 수준간 차이에서는 재원일수
의 경우 지역세대는 보험료 수준5와 다른 수준간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직장세대는 보험료 수준1과 수준2,수준4와 수준5를 제외한 나머지 수
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진료비의 경우 지역세대는 보험료 수준1과
수준2,수준1과 수준3,수준2와 수준3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직장세대는 보험료 수준1과 수준2,수준3과 수준4,수준4
와 수준5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수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12).



- 51 -

표12.보험료 수준별 입원 의료이용
단위:일,천원

변 수
재원일수 진료비

평균 표준편차 T/F값 평균 표준편차 T/F값
세세세대대대
지역보험료

1 1.00 8.08

70.27***

84 543

139.92***
2 1.42 8.60 124 658
3 1.75 9.52 155 725
4 2.23 11.95 218 1,085
5 2.99 15.97 306 1,268

직장보험료
1 1.49 8.90

89.05***

146 797

140.62***
2 1.73 9.41 165 790
3 2.38 12.79 231 1,037
4 3.05 14.58 277 1,079
5 3.65 17.44 371 1,412

가가가입입입자자자111인인인
지역보험료

1 0.76 6.37

5.23***

62 421

25.10***
2 0.72 5.79 61 437
3 0.70 5.20 60 340
4 0.77 4.59 78 498
5 0.96 5.52 102 482

직장보험료
1 0.60 3.61

21.71***
61 431

20.27***2 0.63 3.11 63 333
3 0.75 3.73 75 367
4 0.88 4.30 81 344
5 0.88 4.41 90 344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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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외외외래래래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외래 의료이용은 방문횟수 및 외래진료비를 세대별과 가입자 1인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세대별 의료이용에서는 직역에 관계없이 보험료 수준이 증가할수록 방문

횟수와 진료비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보험료 수준간 방문횟수와
진료비 차이에서는 지역세대는 방문횟수와 진료비 모두 보험료 수준간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직장세대는 방문횟수와 진료비 모두 보험료 수준1과
수준2를 제외한 나머지 수준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에서는 직역에 관계없이 보험료 수준1이 보험료

수준2보다 방문횟수 및 진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나머지 구간에
서는 보험료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이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험료 수준간 방문횟수의 차이에서는 지역세대는 모든 보험료 수준간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직장세대는 보험료 수준4와 수준5를 제외한 나머지
수준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진료비의 차이에서는 지역세대는 보험료 수
준1과 수준2,직장세대는 보험료 수준1과 수준2,수준4와 수준5를 제외한
나머지 수준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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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보험료 수준별 외래 의료이용
단위:회,천원

변 수
방문횟수 진료비

평균 표준편차 T/F값 평균 표준편차 T/F값
세세세대대대
지역보험료

1 14.74 21.36

2,309.67***

158 473

701.98***
2 22.56 27.56 221 413
3 31.48 32.26 314 593
4 37.53 34.86 394 805
5 46.74 40.18 520 891

직장보험료
1 26.84 33.02

2,051.61***

285 653

686.44***
2 27.15 35.04 291 833
3 38.96 42.76 399 734
4 50.22 50.48 516 834
5 59.97 53.29 642 927

가가가입입입자자자 111인인인
지역보험료

1 10.37 14.46

334.11***

112 326

123.10***
2 9.80 11.78 99 232
3 11.41 12.42 117 233
4 12.29 12.22 131 264
5 14.68 13.72 166 343

직장보험료
1 11.92 13.43

394.18***

126 248

83.92***
2 11.04 11.60 119 312
3 13.00 11.63 136 260
4 14.82 11.79 155 296
5 15.02 11.45 162 242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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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 분분분석석석을을을 통통통한한한 보보보험험험료료료 수수수준준준과과과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 및 재원
일수,진료비를 각각 종속변수로 놓고,세대당 보험료와 피보험자의 직역,
성,연령,피부양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11)))전전전체체체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입원 및 외래 전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보험료,직역,성,연
령,피부양자수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연간 보험료가 1만원 증가할수록 가입자 1인당 방문 및 재원일수

는 0.02회,진료비는 357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직장 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이 지역가입자 보다 2.77회,51,620원 많았다.피보험자가 남자인
세대보다 여자인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2.68회,27,426원의 의료이용이 많았
고,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0.21회,5,055원의 의료이용이 증가하였다.
피부양자수가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그 세대구성원의 의료이용도 0.72회,
3,47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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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다중회귀분석 -가입자 1인당 전체 의료이용

변 수
방문 및 재원일수 진료비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보험료 0.0175*** 22.46 357*** 13.19
직역

지역(기준)
직장 2.7654*** 39.46 51,620*** 19.10

성
남(기준)
여 2.6753*** 34.55 27,426*** 9.19

연령 0.2136*** 67.02 5,055*** 41.13
피부양자수 0.7202*** 29.92 3,470*** 3.74
R-square 0.0483 0.0138
F 1,721.90*** 475.92***
*p<0.05 **p<0.01 ***p<0.001

222)))입입입원원원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입원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보험료,직역,성,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피부양자수는 재원일수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연간 보험료가 1만원 증가할수록 가입자 1인당 재원일수는

0.0006회,진료비는 143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직장 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이 지역가입자 보다 0.08회,17,661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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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가 남자인 세대보다 여자인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0.06회,5,038원의 의
료이용이 많았고,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0.02회,2,241원의 의료이용이
증가하였다.피부양자수가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그 세대구성원의 평균 재
원일수도 0.03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5).

표15.다중회귀분석 -가입자 1인당 입원 의료이용

변 수
재원일수 진료비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보험료 0.0006* 2.57 143*** 6.91
직역

지역(기준)
직장 0.0829*** 3.43 17,661*** 8.55

성
남(기준)
여 0.0608* 2.28 5,038* 2.21

연령 0.0176*** 16.03 2,241*** 23.85
피부양자수 0.0262** 3.16 359 0.51
R-square 0.0020 0.0044
F 67.95*** 151.16***
*p<0.05 **p<0.01 ***p<0.001

333)))외외외래래래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외래 방문횟수와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보험료,직역,성,연령,피
부양자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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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연간 보험료가 1만원 증가할수록 가입자 1인당 재원일수는 0.02
회,진료비는 214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직장 가입자 1인당 의료이
용이 지역가입자 보다 2.68회,33,959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피보험자가
남자인 세대보다 여자인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2.61회,22,388원의 의료이용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0.20회,2,814원의 의
료이용이 증가하였다.피부양자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그 세대구성원의
의료이용도 0.69회,3,11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6).

표16.다중회귀분석 -가입자 1인당 외래 의료이용

변 수
방문횟수 진료비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보험료 0.0151*** 23.93 214*** 15.01
직역

지역(기준)
직장 2.6825*** 42.45 33,959*** 23.85

성
남(기준)
여 2.6145*** 37.45 22,388*** 14.23

연령 0.1960*** 68.21 2,814*** 43.46
피부양자수 0.6940*** 31.98 3,110*** 6.36
R-square 0.0521 0.0166
F 1,867.35*** 572.8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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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소소소득득득 재재재분분분배배배 효효효과과과 분분분석석석

직역간,직역내 계층별 소득 분배의 상태를 알아보고,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로렌츠 곡선,지니계수,십분위분배율, 수혜액 대비 수혜기대
치를 이용하였으며,재정측면에서는 지불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이용측면에
서는 동등한 필요에 의한 동등한 치료원칙이라는 평등주의적 형평성의 원
칙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111)))지지지니니니계계계수수수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형형형평평평성성성 분분분석석석

(((111)))세세세대대대당당당 보보보험험험료료료 순순순위위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보보보험험험료료료 로로로렌렌렌츠츠츠 곡곡곡선선선과과과 지지지니니니계계계수수수

그림4.직역별 보험료 로렌츠 곡선

직역별 보험료 로렌츠 곡선은 지역세대가 직장세대에 비하여 완전평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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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 먼 곡선을 보여주었다.이러한 직역간 차이를 수치로 비교하고자 지
니계수를 비교한 결과,지역은 0.374,직장은 0.356이었다.또한 보험료 수준
별 점유율은 수준5인 상위 20%의 지역세대가 전체 보험료의 43%,직장세대
가 42%를 부담하였으며,수준1과 수준2인 하위 40%의 지역세대가 전체보험
료의 15%,직장세대가 17%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불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이라는 평등주의적 형평성원칙에 근거하여 지역세대의 보험료
가 더 형평성 있게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17).

표17.세대당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보험료 지니계수
단위:원

변 수 평균보험료 표준편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누적점유율

지지지역역역 보보보험험험료료료
1 172,863 52,291 0.05 0.05
2 364,398 61,253 0.10 0.15
3 590,875 68,098 0.17 0.32
4 867,266 95,304 0.25 0.57
5 1,532,031 595,598 0.43 1.00
평균 709,547 538,048 0.20

십분위분배율 0.350
지니계수 0.374

직직직장장장 보보보험험험료료료
1 209,063 34,583 0.07 0.07
2 325,497 35,611 0.10 0.17
3 509,198 66,824 0.16 0.33
4 768,652 80,086 0.25 0.58
5 1,327,118 586,197 0.42 1.00
평균 635,641 458,433 0.20

십분위분배율 0.376
지니계수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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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세세세대대대당당당 보보보험험험료료료 555분분분위위위 계계계층층층별별별 보보보험험험급급급여여여비비비 로로로렌렌렌츠츠츠 곡곡곡선선선과과과 지지지니니니계계계수수수

그림5.직역별 보험급여비 로렌츠 곡선

직역별 보험급여비 로렌츠 곡선은 직장세대가 지역세대에 비하여 완전평
등선과 더 가까운 곡선을 보여주었다.곡선의 변화를 보험료순위에 따라
보면,곡선의 아래쪽,즉 보험료 순위가 낮은 세대들에서 직역간 곡선의 차
이가 많았다.
이러한 직역간 차이를 수치로 비교하고자 직역간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

과,지역은 0.248,직장은 0.207이었다.또한 보험료 수준별 보험급여비 점유
율은 수준5인 상위 20%의 지역세대가 전체 보험급여비의 33%,직장세대가
30%를 이용하였으며,수준1과 수준2인 하위 40%의 지역세대가 전체보험급여
비의 24%,직장세대가 27%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직장세대의 보
험료 수준간 의료이용이 지역보다 더 평등하게 분배되었음을 뜻하며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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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에 의한 동등한 치료원칙이라는 평등주의적 형평성 원칙에 근거하
여 직장세대의 의료이용이 더 형평성 있게 분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8).

표18.세대당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보험급여비 지니계수
단위:원

변 수 평균급여비 표준편차 보험급여비
점유율

보험급여비
누적점유율

지지지역역역 보보보험험험료료료
1 241,245 756,073 0.10 0.10
2 345,282 830,985 0.14 0.24
3 469,266 995,898 0.19 0.42
4 612,566 1,433,827 0.25 0.67
5 825,647 1,698,695 0.33 1.00
평균 500,657 1,218,276 0.20

십분위분배율 0.706
지니계수 0.248

직직직장장장 보보보험험험료료료
1 430,739 1,108,064 0.13 0.13
2 455,948 1,236,835 0.14 0.27
3 629,805 1,376,369 0.19 0.46
4 793,067 1,509,375 0.24 0.70
5 1,012,546 1,862,600 0.30 1.00
평균 670,030 1,452,695 0.20

십분위분배율 0.827
지니계수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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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십십십분분분위위위분분분배배배율율율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형형형평평평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보험료 십분위분배율은 보험료 수준1과 수준2인 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
대비 보험료 수준5인 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나타내며,세대당 보험료
십분위분배율은 지역 보험료 0.350,직장보험료 0.376이었다.십분배분배율
이 작다는 것은 보험료 수준이 낮은 계층의 부담 보험료가 적다는 것을 의
미하므로 지역이 직장에 비해 동일 직역내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며,보험료부담에서의 소득계층간 형평성이 더 많이 확보된 것을 알 수
있었다(표17).
보험급여비 십분위분배율은 보험료 수준1과 수준2인 세대의 진료비 대비

보험료 수준5인 세대의 진료비로 나타내며,세대당 보험급여비 십분위분배
율은 지역 보험급여비 0.706,직장 보험급여비 0.827이었다.십분위분배율이
작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하므로 동등한
필요에 의한 동등한 치료원칙이라는 형평성원칙을 근거로 할 때,지역보다
직장의 소득계층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더 많이 확보된 것을 알 수 있었
다.그러나 지역,직장 모두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유의
하게 많음을 볼 때,소득계층간에 동등한 치료혜택을 받는 다고 볼 수 없
고,선행연구결과,저소득층의 건강수준이 고소득층에 비해 낮아 의료이용
의 필요성이 더 큼을 감안하면 의료이용에 있어서의 소득계층간 형평성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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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보보보험험험료료료 수수수혜혜혜액액액과과과 수수수혜혜혜기기기대대대치치치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형형형평평평성성성 분분분석석석

(((111)))세세세대대대당당당 보보보험험험료료료 납납납입입입액액액과과과 수수수혜혜혜액액액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보험료 수준별 세대당 연간 보험료 납입액과 수혜액 및 수혜기대치를 살
펴보았다.세대당 연간 보험료 납입액은 지역 평균 71만원,직장 평균 63만
6천원으로 지역세대의 연간 보험료 납입액이 7만4천원 많았으며,직장세대
의 사용자부담금을 감안할 경우 1백27만1천원으로 오히려 직장세대의 연간
보험료 납입액이 56만1천원 많았다.
수혜액은 지역세대 평균 50만1천원,직장세대 67만원으로 직장세대가 16

만9천원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직역에 관계없이 세대당
보험료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대당 수혜액도 증가하였다.
세대당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기대되는 수혜액 대 수혜기대치의 비는 지

역세대는 보험료 수준5가 0.76으로 1보다 낮았으며 나머지 수준은 1보다 높
아 수혜기대치에 비해 수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은 보험료 수준
4와 수준5가 0.98,0.72로 1보다 낮았으며,수준1,수준2,수준3은 1보다 높
았다.수혜액과 수혜기대치의 절대값의 차이에서도 지역은 수준1이 11만9천
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수혜액이 수혜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는 수준5가 25만5천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은 수준1이
21만원으로 수혜기대치보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고,수혜액이 수혜기대
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는 수준5가 38만6천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수혜액 대 평균수혜액의 비는 직역에 관계없이 보험료 수준1,수준2,수

준3은 평균수혜액에 미치지 못하였으며,수준4와 수준5는 수혜액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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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의 관계를 감안한 계층내 분배정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수혜액 대 수혜기대치의 비를 가지고 십분위분배율을 산정한 결과,
지역세대는 4.35,직장세대는 4.54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험료부과에서는 지역세대의 형평성이 더 확보되어 있었고,의

료이용에서는 직장세대의 형평성이 더 확보되어 있었으며,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에는 직장세대의 형평성이 더 확보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9).

표19.보험료 수준별 세대당 보험료 납입액과 수혜액의 관계
단위:세대,원

변 수 N 보험료 수혜액
(A)

수혜기대치
(B) A/B 수혜액/

평균수혜액
지지지역역역 보보보험험험료료료
1 14,775 172,863 241,245 121,972 1.98 0.48
2 15,375 364,398 345,282 257,120 1.34 0.69
3 14,474 590,875 469,266 416,923 1.13 0.94
4 15,474 867,266 612,566 611,944 1.00 1.22
5 15,214 1,532,031 825,647 1,081,004 0.76 1.65
평균 15,062 709,547 500,657 500,657 1.00 1.00
십분위분배율 4.35

직직직장장장 보보보험험험료료료
1 19,325 209,063 430,739 220,373 1.95 0.64
2 16,981 325,497 455,948 343,106 1.33 0.68
3 19,059 509,198 629,805 536,746 1.17 0.94
4 19,954 768,652 793,067 810,236 0.98 1.18
5 19,185 1,327,118 1,012,546 1,398,915 0.72 1.51
평균 18,901 635,641 670,030 670,030 1.00 1.00
십분위분배율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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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가가가입입입자자자 111인인인당당당 보보보험험험료료료 납납납입입입액액액과과과 수수수혜혜혜액액액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세대당 보험료 납입액을 동일한 보험료 수준의 가입자수로 나눈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납입액과 수혜액 및 수혜기대치를 살펴보았다.
가입자 1인당 연간 보험료 납입액은 지역 평균 27만3천원,직장 평균 22

만4천원으로 지역세대의 가입자 1인당 연간보험료 납입액이 4만9천원 많았
으며,직장세대의 사용자부담금을 감안할 경우 44만8천원으로 오히려 직장
세대의 가입자 1인당 연간보험료 납입액이 17만5천원 많았다.수혜액은 지
역가입자 1인당 평균 19만3천원,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23만6천원으로 직
장가입자가 4만3천원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보험료 수
준이 높아질수록 수혜액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지역가입자 보험료
수준1의 수혜액은 수준2와 수준3보다 많았다.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기대되는 수혜액 대 수혜기대치의 비는 지역가입

자는 보험료 수준5가 0.76으로 1보다 낮았으며,나머지 수준은 1보다 높아
수혜기대치에 비해 수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수준4와 수준5가 0.98,0.72로 1보다 낮았으며,수준1,수준2,수준3은 1보다
높았다.수혜액과 수혜기대치의 절대값의 차이에서도,지역은 보험료 수준1
이 8만5천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수혜액이
수혜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는 수준5가 7만6천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은 보험료 수준1이 9만6천원으로 수혜기대치보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혜액이 수혜기대치에 미치지 못하
는 정도는 수준5가 10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액 대 평균수혜액의 비는 직역에 관계없이 보험료 수준1,수준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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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3은 평균수혜액에 미치지 못하였으며,수준4와 수준5는 더 많았다(표20).

표20.보험료 수준별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납입액과 수혜액의 관계
단위:명,원

변 수 N 보험료 수혜액
(A)

수혜기대치
(B) A/B 수혜액/

평균수혜액
지지지역역역 보보보험험험료료료

1 20,729 123,211 171,952 86,938 1.98 0.89
2 34,212 163,762 155,171 115,551 1.34 0.80
3 40,411 211,634 168,077 149,329 1.13 0.87
4 49,086 273,399 193,107 192,911 1.00 1.00
5 51,157 455,623 245,546 321,489 0.76 1.27
평균 39,119 273,204 192,773 192,773 1.00 1.00

직직직장장장 보보보험험험료료료
1 42,294 95,525 196,813 100,693 1.95 0.83
2 37,053 149,172 208,956 157,242 1.33 0.88
3 51,793 187,377 231,758 197,514 1.17 0.98
4 62,757 244,398 252,161 257,620 0.98 1.07
5 73,886 344,595 262,914 363,238 0.72 1.11
평균 53,557 224,326 236,462 236,462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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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111...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이 연구는 2004년 12월말 현재,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에 가입된 지
역 및 직장가입자의 2004년 1년간 보험료부과자료 및 보험급여자료에 대하
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직역별 세대당 보험료부담액과 의료이용을
분석함으로써 직역내 계층간 수직적 소득재분배와 직역간 수평적 소득재분
배 효과를 알아보았다.또한 직역 및 보험료 수준별 가입자 1인당 의료이
용을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피보험자의 일반적 특성과 소득유형 및 수
준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의료이용의 차이를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 및 보험급여자료를 이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약점이 있었다.
12월중 지역에서 직장,또는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동되어 해당

직역의 연중 보험료부과자료가 없는 직역변동자와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자,해외여행,군입대등 급여정지자를 제외하였다.이 중 급여제한자는
보험료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보험료
평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는 강서구 지역주민과 강서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을 관리하며,강서구에 거주지를 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
는 거주지가 강서구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또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타 지사의 직장가입자로 적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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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강서구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피보험자의 일반적 특성별 세대구성원의 의료이용량을 알아보기 위해,

세대의 의료이용량을 세대구성원의 수로 나누어 1인당 의료이용량을 구하
였기 때문에,의료이용자 각각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피보험자의 특성으로만 구별하는 제한점이 있다.하지만 이 연구는 세대당
부과보험료에 대한 세대당 의료이용 정도를 통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알
아보는 데 있고,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의료이용정도를 파
악하는 것도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의의가 있으리라 생
각된다.의료이용은 접근의 공평성과 건강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
고,건강수준이 높은 사람이 적게 이용하는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
는 데,건강수준에 관한 자료 없이 의료이용에 관한 자료만을 분석했기 때
문에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논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세대 단위로 구분함에 있어서도 이는

주민등록상의 세대 개념과는 구분되며,주민등록상은 세대원이지만 맞벌이
부부처럼 별도의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자격상 구분이
어려워 별도 세대개념으로 다루었다.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보다 더 많은
세대로 구분될 수 있으며,세대당 보험료부과금액이나 의료이용량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지역
가입자인 경우,재산,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등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따라서 서로 다른 부과기준을 가진 두 집단의 소득재분배
를 직접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동일 직역내 보험료수준간 소득재분배 효과
를 분석하고 타 직역과 비교하는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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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111)))보보보험험험료료료 수수수준준준과과과 의의의료료료이이이용용용

보험료부담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를 분석하고,보험료부담 수준
과 의료이용의 관계를 통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성별 보험료 수준은 직역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는 보험료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대분포도 증가하였으며,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는
보험료 수준이 증가할수록 세대분포가 감소하였다.이는 남자 피보험자가
주로 정규직이 많은 반면에 여자 피보험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피보험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보험료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직장은 60세 이상에서 보험료
수준1로 급격히 낮아졌는데,이는 직장근로자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비
정규직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피부양자수에 따른
보험료 수준도 지역,직장 모두 피부양자수가 많을수록 보험료 수준이 증
가하였는데,이는 보험료 수준과 남자 피보험자 연령과의 상관관계와 마찬
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수가 증가하고,생활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
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피보험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역세대는 여자 피보험자 세대의 외래 방문횟수가 유의하게 많았으며,직
장세대는 남자 피보험자 세대의 입원 및 외래의 방문 및 재원일수와 진료
비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이는 지역의 여자 피보험자 세대가 대부
분 부녀자가정인데 반하여,직장의 여자 피보험자 세대의 상당수는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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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로,지역과 직장의 여자 피보험자 세대의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연령대별 의료이용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의료이용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피부양자수별 의료이용은 입원의 경우 재원일수 및
진료비 모두 지역세대는 피부양자가 1명인 세대가 가장 많았고,3명인 세
대가 가장 적었으며,직장세대는 4명 이상인 세대가 가장 많았고,피부양자
없는 단독세대가 가장 적었다.지역의 경우 피부양자 1명인 세대의 의료이
용이 많은 이유는 피부양수별 연령대 분포에서 60세 이상 피보험자세대 비
율이 여타 연령대보다도 확연하게 높은 20.28%를 차지해,두번째로 높은
피부양자 4명이상인 세대보다는 약 2배,가장 낮은 피부양자 3명인 세대보
다는 5배 이상 높기 때문이며,직장의 경우 피부양자 4명이상인 세대의 의
료이용이 가장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이 적은 30세 미만 피보험
자세대 비율이 6.64%로 가장 낮았으며,의료이용이 평균이상인 30-39세 세
대와 40-49세 세대의 비율이 여타 피부양자수 세대에 비해 높았다.2004년
도 건강보험공단 주요통계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중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8.6%,지역은 7.1%로 직장의 노인
인구 비율이 지역세대보다 더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료 수준별 의료이용을 세대와 가입자 1인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세대별 의료이용은 입원,외래,직역에 관계없이 보험료 수준이 높아질수록
방문 및 재원일수와 진료비가 증가하였으며,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도 보
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이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지역은 입원
의료이용에서 보험료 수준1이 수준2와 수준3보다 높게 나타났고,외래 의
료이용에서는 직역에 관계없이 수준1이 수준2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소
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수준도 낮다는 이선민․문옥륜(1996)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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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추론하면,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수준이 낮아 의료이용
이 많긴 하지만,경제적 접근성에서 보험료 수준4와 수준5에는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입원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보험료,직
역,성,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피부양자수는 재
원일수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래 방문횟수와 진
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보험료,직역,성,연령,피부양자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액 대비 평균수혜액을 가지고 보험료 수준별 의료이용의 정도를 알

아본 결과,세대당 평균수혜액은 보험료 수준1에 비해 수준5의 수혜액이 3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에서는 약 1.4배로
격차가 줄긴 했지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혜액이 적고,높을수록 수혜액
이 많은 의료이용의 불균등 분배가 일어났다.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높음을 감안하면 불균등
분배의 정도는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되며,이는 소득재분배의 역진현상을
의미하므로 의료이용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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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소소소득득득재재재분분분배배배 효효효과과과

직역간 소득재분배 효과와 직역내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십분위분배율,수혜액 대 수혜기대치
의 비를 분석하였다.
보험료 로렌츠 곡선은 지역세대가 직장세대에 비하여 완전평등선과 더

먼 곡선을 보여주었고,지니계수는 지역이,십분위분배율은 직장이 더 높게
나타났다.로렌츠 곡선이 완전평등선과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은 각기 다
른 지불능력에 따른 각기 다른 부담을 의미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음
을 뜻한다.따라서 보험료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확보되어 있었고,직역
간 비교에서는 지역세대의 형평성이 더 확보 되어 있음을 알았다.보험급
여비 로렌츠 곡선에서도 지역세대가 직장세대에 비하여 완전평등선과 더
먼 곡선을 보여주었고,지니계수는 지역이,십분위분배율은 직장이 더 높게
나타났다.이는 보험료부담과 달리 의료전달의 측면에서는 동등한 필요에
따른 동등한 의료이용에 기초한 수평적 형평성 원칙에 반하므로 불균등 분
배가 일어남을 알았고,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
의 결과를 감안하면 불균등 분배의 정도는 더 큼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의료이용 측면에서의 형평성은 확보되지 않았으며,직역간 비교에서는 지
역세대의 불형평성이 더 크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피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상응하여 기대되는 수혜액을 수혜기대치라 하고,수혜액 대비 수
혜기대치와 평균수혜액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세대당 연
간 보험료부담은 지역이 많았으며,의료이용은 직장이 많았다.또한 직역에
관계없이 보험료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대당 수혜액도 증가하였다.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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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의료이용도 보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수준1의 수혜액이 수준2와 수준3의 수혜
액보다 많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수준도 낮아
의료이용이 많아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이 연구 대상자중 지역가입
자에게 일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보험료 수준4와
수준5의 경제적측면의 의료접근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직
역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혜액 대 수혜기대치의 비를 가
지고 십분위분배율을 계산한 결과는 지역 4.35,직장 4.54로 나타났다.이는
수치가 클수록 보험료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보험료대비 의료이용이 많
음을 의미하므로 직장세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보험료부담에 있어서는 지역이 지불능력에 따른 부담원칙
에 의한 형평성이 더 확보되어 있었고,의료이용에 있어서 동등한 필요에
의한 동등한 치료원칙에 의한 불형평성의 정도도 지역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나,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직장세대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고,따라서 형평성도 더 확보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건강보험제도는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병자에게로,젊은 사람
에게서 노인에게로,부양률이 낮은 세대에서 높은 세대로,직장가입자에게
서 지역가입자로의 수평적 재분배와 보험료수준이 높은 세대로부터 보험료
수준이 낮은 세대로의 수직적 재분배가 동시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그
러나 의료이용의 경제적 접근성에서는 소득수준간에 차이를 보여 저소득층
의 경제적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대상자 확대,진료비 본인부
담금 축소,보장성확대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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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이 연구는 2004년 12월말 현재,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에 소속된 지
역 및 직장가입 169,816세대 463,378명의 2004년도 1년간 보험료부과 및 세
대별 보험급여자료를 이용하여,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의 관계를 분석함으
로써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보험료 수준은 피보험자가
남자일수록,연령이 높을수록,피부양자가 많을수록,지역가입자보다 직장
가입자 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보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세대구성원
의 1인당 의료이용도 많았다.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보험
료수준,직역,성,연령,피부양자수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료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확보되어 있었고,의료이용은
보험료 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이 적고,보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이
용이 많아,불균등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저소득층에서의 건강수준
이 낮음을 감안하면 건강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미흡했다.
부담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수혜기대치를 비율로 나타낸 수혜액 대비 수

혜기대치는 보험료수준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계층간 소득재분배가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지역세대와 직장세대의 계층내 분배정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수혜액 대비 수혜기대치를 가지고 십분위분배율을 계산한 결과는 지역
세대는 4.35,직장세대는 4.54로 나타났는데,이는 수치가 클수록 보험료 수
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대비 의료이용이 많음을 의미하므로 보험료
부담에서는 지니계수와 십분위분배율 모두 지역세대의 소득재분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직장의 저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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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서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오히려 직장세대
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지역세대에 비해 형평성이 더 확보
되어 있음을 알았다.그리고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
으나,부담능력에 따른 형평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와
직역간 서로 다른 부과기준으로 인한 형평부과의 문제는 사회연대 논리에
의거한 사회정의와 가치가 개입되며,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수준1에 해당하는 약 20% 정도의 세대는 월

보험료 22,610원(근로소득 기준 월 107만4천원)이하 세대로,2004년도 보
건복지부 공표 4인가족 최저생계비 105만5천원의 120%(126만6천원)이하를
차상위계층으로 볼 때,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되는 세대이다.이 계층은
보험료부담에 비해 의료이용이 현저히 많은 계층으로 건강보험이 재정안정
을 이루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보험료 인상에서는 강
력한 저항세력으로 작용하고,보험급여 정책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위험
분산효과가 큰 중증․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과감하게 확대하지 못하
고 감기약과 같은 소액진료비 중심의 급여정책을 할 수 밖에 없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더구나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인구는 전체국민의 3% 수
준으로 약 10%내외의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
다.따라서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약3조5천억원
(2004년 기준)규모의 재정 중 국고지원금을,공적부조 대상인 의료급여 대
상자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고,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금 그리고 담배부담금에 의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
서 볼 때,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질병에 대한 위험분산 기능을 높이고,차
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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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이상의 결과에서,재원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파

악률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단일보험료 부
과기준을 마련하여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며,의료이
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2005년 현재,60%대에 머물고 있는 보장성
을 선진국 수준인 80%대로 높이고,전국민의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의료
급여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의해 의료접근성이 제한되는 문
제점을 시정하여야 한다.이러한 노력의 결과,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
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위험분산의 기능과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고,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갈 때,의료시장 개방,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의료법인화,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의료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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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RReeelllaaatttiiiooonnnssshhhiiipppBBBeeetttwwweeeeeennnHHHeeeaaalllttthhhIIInnnsssuuurrraaannnccceee
PPPrrreeemmmiiiuuummm CCChhhaaarrrgggeeesssaaannndddMMMeeedddiiicccaaalllSSSeeerrrvvviiiccceeeUUUssseee

Son,MunRak
Dept.ofHealthPolicyandManagement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Cho,WooHyun,M.D,Ph.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mium
chargesandmedicalserviceuse,basedonthedataofpremium charges
and benefitsof463,378 individualsin 169,816 householdswho are
insuredattheGangseobranchlocalorcompanygroupinsurancefor
theyear2004soastograspwhetherithasincomeredistributioneffect.
Gender, ages, occupations, and the number of dependents were
examinedastheholders'traits,yearlypremium ofeachhouseholdto
grasp solvency,and lastly,hospitalization records,the number of
medicalservice uses,and medicaltreatmentfees to analyz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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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serviceuseactualconditions.
Theresultofthisstudy presentsthatmale,olderage,employees,

householdswithmoredependents,andhigherlevelofpremiums,user
moremedicalservice.Asforthefactorsaffectingserviceuse,premiums,
occupations,gender,andthenumberofdependentsturnedouttohave
significanteffects.Asforpremium charges,verticalincomeredistribution
according to socialstratumswasin operation,which showssecured
equity.On the otherhand,the levelofpremiumswasin inverse
proportiontothenumberofserviceuse,whichshowsinequityinthis
regard.Intheanalysisofequityconsideringbothpremium chargesand
medicalserviceusetoo,eventhoughthereisoffseteffecttoincome
redistributionthroughunevendistributionofmedicalserviceuse,there
stillremainsequitybyverticalincomeredistributionaccordingtosocial
stratumsinpremium charges.
Astothecomparisonoftheextentofdistributionbetweenlocaland

companygroupinsurancehouseholds,itturnedoutthatinthematter
ofpremium charges,higherlevelofequity was secured forlocal
insurancehouseholds,asforserviceuse,forcompanygroupinsurance
households,andwhenbothfactorsareconsidered,companyinsurance
householdsturnedouttobenefitfrom betterincomeredistributioneffect
andhigherlevelofequity.
Theresultofthisstudyindicatesthatthereismoreneedtoresolve

controversies on equity in premiums by establishing unifie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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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system.Tosolvetheproblem oflimited accesstomedical
servicesdueto thelow levelofguaranteeataround 60% in 2005,
extensionofthecoverageandbenefitsforthelowerlevelclassshould
beconcentratedonsoastosecurethefinance,inthelongrun,and
80% ofguaranteefordiversificationofrisks,incomeredistribution,and
socialsolidarityreinforcement,whichmakespossiblesocialintegration.2)

KeyWords>>NationalHealthInsurance,insurancepremium charges,
medicalserviceuse,incomeredistribution,equity


	차 례
	국문요약
	Ⅰ.서 론
	1.연구배경
	2.연구목적

	Ⅱ.건강보험과 소득재분배
	1.건강보험제도
	2.소득재분배
	3.선행연구

	Ⅲ.연구방법
	1.연구의 틀
	2.연구 자료 및 대상
	3.변수의 선정
	4.분석내용

	Ⅳ.연구결과
	1.피보험자의 일반적 특성
	2.일반적 특성별 보험료 수준
	3.일반적 특성별 의료이용
	4.보험료 수준별 의료이용
	5.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보험료 수준과 의료이용
	6.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Ⅴ.고찰
	1.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2.연구결과에 관한 고찰

	Ⅵ.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