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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ㆍ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
(2018년 7월 23일 논문접수, 2018년 10월 15일 최종 수정, 2018년 10월 29일 게재확정)

<국문초록>
국내에서는 2012년 1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동일제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한금
액을 부여하는 원칙을 적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4월 1일자로 기존 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를 일괄 인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에 대한 의사, 약사,
제약회사, 정책담당자의 반응을 파악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
터뷰는 개원의사, 병원의사, 약사, 제약회사, 보건정책 전문가인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의약품
선택 요인,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제도 변화에 따라 의약품의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가격도 더 이상 선택
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병원 봉직의사의 경우 병원에서 의약품 목록을 선정하나, 또한
의약품 선택시 제형과 부작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답하였고, 개원의사는 제약회사 직원과
의 인간적 관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답했다. 정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경향이 컸는데,
오히려 제약회사에서 가격을 경쟁할 수 있는 기전이 차단되어, 약값이 상한선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보험 상환에서 참조가격제와 같은 방식을 차용해 자발
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핵심용어: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 제네릭, 포커스 그룹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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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의 신규 발생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도와 2016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2016년은 베타버전)를 분
석하였다. 연도별로 역치 10% 수준에서 재난적 의료비 가구의 발생률을 확인하고, 2015년과
2016년도 자료를 통합하여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연구모형
1). 최종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상태에 새롭게 처하는 가구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모형 2).

재난적 의료비 가구의 발생률(역치 10%)은 2015년 37.5%, 2016년 38.5%로 한 해 동안 1.0%p
증가하였다. 두 개년도 자료를 통합한 분석에 따르면, 주요한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의 특성이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 상태에 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가구주와 가구의 여러 가지 특
성 중에서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취업상태,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원 수, 가구
내 만성질환 개수,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 유무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의 신규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용어 : 재난적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의료보장, 재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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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vernment reported that the healthcare industry would be a repository of the
creation of new government jobs and has promoted the policy for supporting expansion while
visualizing Korean healthcare workers’ overseas expansion project in earnest, but still, a
problem emerges, concerning medical institutions’ overseas expansion. On the other hand, as
Korean medical institutions’ overseas expansion project is revitalized, the importance of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workers, the main axis of the expansion comes to the fore, but there
are insufficient surveys of the opinion and recognition in the workers to be dispatched
overseas about the overseas expansion project. Above all, there is no study of Korean
healthcare workers’ overseas expansion projects with expects in overseas expansion. Thus,
the long-term success mode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overseas expansion project, with
experts related to overseas expansion,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ir overall opinion and
awareness about healthcare workers’ overseas expansion, which may be the cor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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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expansion strategy and draw the factors at a competitive edge for the items
necessary for successful overseas expansion. This study conducted a Delphi survey with
experts related to the overseas expansion of medical services a total of two times, and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in the form of an in-depth open interview. As a result of a
survey with experts, first, The medical institution ident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eeds
that are considered important on a personal level and those that are important at the
government or medical institution level, when the medical personnel are released overseas.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that conducted a survey with experts concerning Korean
healthcare workers’ overseas expansion, which has a high academic contribution. Especially,
this study presented opinions from various aspects of the experts. It has implications in that
it provided basic data on policy decisions related to overseas advance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Key words: healthcare workers’ overseas expansion, The items necessary for overseas
expansion, Delphi analysis, Focus Group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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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1)

김태환*ㆍ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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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가계부채가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총 12차에 걸친 조사 중 중 주요 변수가 포함된 10개 년도 자료에서 연구대상 가구를 선정하
였다. 이질성을 보유한 가계부채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액지표, 신용위험, 부채형태로 구분한
총 13개 지표를 활용하여 확률효과 로짓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소득 이상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도 통제하기 위하여, 실물자산, 금융자산으로 구성된 자산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
하여 분석하였다. 13가지 지표 중 10가지 부채지표가 유의한 수준으로 미충족의료 경험 가능
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세 가지 총액지표에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
고, 신용위험에서는 부실위험가구, 신용불량자경험, 연체경험이, 부채형태별로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기타대출이 미충족의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
면에, 전세보증금, 외상할부의 유의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는 등 부채별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 분야에서 의료이용 및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지위로서의 가계부채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핵심용어 : 가계부채, 미충족의료, 사회경제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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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담배에 부과하던 담배부담금의 인상이나 주류와 같은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목적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부담금 인상 및
신규재원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정책의 건강증진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연구된 국내의 흡연, 음주에 대한 가격탄력성 산출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
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자료원은 OECD Health Data 2013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가입국
인 34개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을 분석기간으로 한 균등 패널데이터를 구
성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건강증진효과로 나타냈다.
분석 결과, 담배부담금의 인상과 주류에 대한 목적세 신설로 담배와 주류에 대한 가격이 1%
상승 시, 건강증진 효과를 정리하면 주류에 대한 목적세 부과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가 평균
약 70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담배부담금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 효과는 평균 약 378억 원이었
고 이를 합하면 1,084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건강위해요인, 조세부과, 건강증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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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1990년대 중후반에 발생한 북한 기근이 생존자의 건강상태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2-12년 동안 건강검진을 통해서 관측된 키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통제하였다는 점이 기존의 설문 연구와 차별된다. 북한 기근이 키에 미친 효과를
코호트별 더미 변수를 만들어 분석한 결과, 성장기에 기근을 경험한 1981-90년 코호트는 기근
이전에 성장을 마친 1966-70년생 보다 남성은 1.9~2.0cm, 여성은 1.1~1.2cm 가량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코호트는 성장기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는 기근을 경험한 세대로서
성장기의 영양 결핍이 누적이 되어 키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건강
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등 기근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이민, 영양상태, 식량 위기, 건강 격차, 북한, 성인기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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