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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방 의료 지출의 필요성이 증 되는 세계 흐

름 속에서 OECD국가들을 상으로 방 의료비 지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 의료비 지출 효과는 비가시 이며,공공재 인 특징

집행과 효과 사이에 장기 시차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공공선택론 입장에서

‘정치 으로 안정 인 나라일수록 방 의료비 지출 비 이 높

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 다.정치 안정성은 정부형태와

의회분 도로 측정하여 분석하 다.의회분 도는 락소와 타게페

라(Laakso& Taagepera,1979)의 ‘유효정당 수(effectivenumberof

parties)’를 통해 계산하 다.

분석 결과 통령제인 국가가 그 지 않은 국가에 비해 방

의료비 지출 비 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통령제 국

가를 순수 통령제 국가와 의의 통령제 국가로 세분하여 분

석한 결과,순수 통령제 국가의 방 의료비 지출 비 증

가 더 크게 나타났다.의회분 도의 경우,유의미하게 방 의료

비 지출 비 과 음(-)의 계로 분석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정치

으로 안정된 국가일수록 방 의료비 지출의 비 이 높을 것이

라는 가설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가용 데이터 변수 설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

다.그럼에도 불구하고,본 연구는 기존 정부 지출 결정요인 연구

에서 미흡했던 각 국가의 정치 환경 변수를 설정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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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목 필요성

한국은 고령화와 노인인구증가,만성질환으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이 나날이 증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비록 한국만의 문제가 아

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크게 의료보장성 강화,의료 달체계의 효율성

증 ,의료의 질 향상,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 역에 걸쳐 수

많은 정책과제들이 산 해 있다.이러한 정책과제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

정 략  “맞춤형 고용·복지”의 국정과제48(의료보장성 강화 지속가

능성 제고)과 국정과제49(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반

되어 있는데,의료보장성 강화와 련하여 4 증질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상한제 개편,3 비 여(상 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반면, 방 건강

리 기반 마련,국민 심의 효율 의료공 체계로 개편,응 의료체계

개선, 화된 공공의료 체계 구축,보건의료자원의 정 수 질 향

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49와 련하여서는 앞으로 보다

극 인 정책 개발·추진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이와 련하여 한국의 보

건의료시스템이 사후 성기 치료에 집 되어 있어 사 방 건강

리,만성질환 리 등에 한 정책 심이 미흡하다는 문제 이 지

속 으로 지 되어 왔다.(이상 ,2015)

그러나 방 의료에 한 요성 인식 강조는 이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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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랑스 리 OECD(경제 력개발기구)본부에서는 ‘경제

기하 보건의료시스템의 우선순 ’라는 주제로 OECD 보건장 회의가 개

최되었다.당시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 은 건̀강한 선택' 련 의제발표

를 통해 “다른 OECD 국가들처럼 한국에서도 만성질환 증가,노인진료

비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의 새로운 기를 맞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증

진을 해 국가 차원의 사 방 통합건강 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보건소를 심으로 건강검진부터 만성질환 리,건강증진

사업을 연계해 통합건강 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1)

이보다 앞서 1995년 1월 제정되고 1995년 9월 시행된 국민건강증진

법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양개선’2)등에 하여 국가

와 지자체,국민에게 책임을 부과3)하고 있다.해당 법에 의거하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이 설립·운 4)되고 있다. 한 동법에 근거하여 국민건강

1)간호신문,‘사 방 통합건강 리체계 구축(2010.10.12)’기사 발췌·요약 (h

ttp://www.nursenews.co.kr/Article/ArticleDetailView.asp?typ=2&page=1&arti

cleKey=1344)

2)건강증진법 제 2조(정의)

1."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질병 방, 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는 집단으로 하여 건강에 유익한 행 를 자

발 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

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3)건강증진법 제 3조(책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한 국민의 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운 )

① 보건복지부장 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 의 효율 인 운 과 국

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

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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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종합계획5)이 수립되어 있으며,이는 한민국 보건 정책에 주요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계획된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건강생활실천확산(

연, 주,신체활동, 양),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 험요인 리(암,건강

검진, 염,심뇌 질환,비만,정신보건,구강보건),감염질환 리(

방 종,비상방역체계,의료 련감염,결핵,에이즈),안 환경보건(식품정

책,손실 방,건강 향평가),인구집단건강 리(모성건강, 유아건강,노

인건강,근로자건강증진,군인건강증진,학교보건,다문화가족건강,취약

가정방문건강,장애인건강),사업체계 리(기반,평가,정보 통계,재

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2011). 부분 사 방 의료보

건에 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추세는 비단 한국만

의 상이 아니다.의료비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향후 될 것으

로 견되며,이러한 부담의 완화를 한 국제 흐름은 방 보건 정

책의 수립 집행을 통해 사후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고,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측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 의료비 지출의 요성을 인지하고,각 국

가의 공공의료비(정부지출 의료비)6)지출에 있어서 방 의료비 지출

비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질병이나 재해 따 가 일어나기 에 미리 처하여 막는 일’이라는

‘방’의 사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 의료는 사후 으로 이미

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5)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 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 원회의 심

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이 경우 미리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를 거쳐야 한다.

6)공공의료비는 앙 지방정부와 공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것이고,민간의

료비는 개인 본인부담,민간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공공의료비를 엄 히 분리하지 않고,정부지출 의료비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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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증 ( 응 )치료’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

다.즉각 으로 효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 치료에 비해 방은

그 효과가 긴 시간에 거쳐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비가시 이며,공공재

성격이 있다.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과소 공 될 가능성이 있다.

재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인의 높은 시간할인율

개인의 합리 무지를 고려해볼 때 방 의료의 이러한 특성은 정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본 연구는 이 에 착안하여 정치 으로

안정 인 나라일수록 방 의료비 지출의 비 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을 세우고 검증하고자 한다.

정부 지출을 결정하는 행 자로서 국회,정당 등 정치인 국가형

태가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기존의 국가 간 정부

지출을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

황이다.동일한 선거 제도 하에서 동질성 높은 정치 환경을 갖은 단일

국가 내에서의 비교가 아닌 국가 간의 비교는 각 국가에 공통으로 용

할 수 있는 변수를 찾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이는 정치 환경이

다양해질수록,다시 말해 연구 상이 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어려워 질

것이다.즉,정부 지출에 있어서 정치 요소를 고려할 경우,국가 간 비

교를 한다는 것은 난도가 높아지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이는 기존 연

구에서 국가 간 재정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정치와 련된

연구가 상 으로 게 연구된 원인 하나라고 생각한다.이에 본 연

구는 각 국가의 정치형태 락소와 타게페라(Laakso& Taagepera)의

유효정당 수를 이용한 의회분 도를 통해 정치 안정성을 측정하고,정

치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출 항목인 방 의료비 지출에

이러한 요인이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미진했던 정부지출 결정 요인에 있어서 이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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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과 향후

요성이 차 부각될 방 의료비 지출이 일정 조건 하에서는 정

수 이하로 공 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에

서 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제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는 OECD34개국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의 데이터

각 국가의 정치형태와 의회분 도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OECD국

가들은 일정 수 의 경제 개발을 이룬 선진국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이

기 되며,당면한 치료 주의 지출보다는 방으로의 패러다임 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된다. 한 데이터 확보가 상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정치형태와 의회분 도를 구하는데 사용한 유효정당수를 제외한 자

료의 출처는 OECD이다.정치형태는 김춘순(2013)의 연구를 참고하 고,

유효정당 수는 락소-타게페라(Laakso& Taagepera)의 유효정당 수로

데이비드 (DavidFarrell)의 서(2012, 용주 역)를 참고하 다.분

석은 ‘통합한 최소제곱법(PooledLeastSquares:PooledLS)’사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진행하 으며, 분석에 사용된 사용한 로그램은

StataMP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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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논의 선행연구 검토

제1 련 이론의 검토

1.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방 의료비 지출 분류7)

OECD는 PublicExpenditureon health(OECD,1997),Measuring

Health Care 1960-1983(OECD,1985)에서 출발하여 OECD Health

Systems(OECD,1193)로 보건의료데이터를 집 성했다.이러한 통계는

학계는 물론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도 국제비교를 한 표 으로서 기능

을 해왔다.1990년 후반에 들어서 OECD국가들 사이에서 자국 내의

보건계정체계를 재검토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국내의 시계열 인 일

성 뿐 만이 아니라 국제비교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국민의료비 데이터

와 이를 한 공통 기 에 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다.이에 OECD주

도하에 마련된 A System of Health Accounts(OECD,2000:이하

OECD/SHA)는 당시까지의 논의를 집 성하면서도 의료비 추계방식의

획기 인 환을 도모하기 한 지침 내지 제안서라고 할 수 있다.국제

보건기구(WorldHealthOrganization:WHO)에서도 회원국가 의료제도

의 수행성과 평가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World Health

Report2000(WHO,2000)의 발간을 계기로 보건계정의 구축을 강조8)하고

7)이하의 내용은 정형선(2012)와 OECD(2014)을 참고하여 재구성하 다.

8)WHO는 OECD/SHA가 비교 선진국인 OECD 회원국을 한 것이므로

WHO 체 회원국을 상으로 하는 보건계정 가이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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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는 OECD EUROSTAT와 함께 OECD/SHA에 따른 국민

보건계정의 수집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보건의료분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커지면서 보건의료제도와 보건의료정책에 한 분석을

해 좀 더 시성 있고 비교 가능한 보건의료비 지출데이터 확보의 필

요성이 커지며,이에 따라 매뉴얼 개정작업이 시작되었다.그 결과 2011

년 10월 'SHA2011'이 공식 발간되었고,2012년 10월의 OECD보건계정

문가회의에서는 신보건계정(SHA2011)으로의 이행을 결정하 다.(정

형선,2012)

OECD/SHA에서는 국가 단 의료비의 총량치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TotalHealthExpenditure(국민의료비)'를 주요 사용했으나,SHA2011에

서는 ’CurrentHealthExpenditure(경상보건지출)'를 총량치로 하여 국제

비교에 사용하는 것으로 환하 다.(정형선,2012)

경상보건지출은 거주민(residents)의 지출이며,‘보건의료’는 기본

으로 ‘기능’에 따라 정의된다.이는 질병 방,보건증진,치유,재활,장기

돌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즉,수행되는 활동의 기능 유형에 따라 보

건의료(health care)포함할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가 공 하는가(who

doesit)보다는 무엇이 수행되는가(whatisdone)에 이 맞추어진다.

경상보건지출은 개인에게 직 주어지는 서비스 내지 재화에 한 지출

을 의미하는 개인 보건지출(Expenditureonpersonalhealth)과 공 을

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련 지출인 집합 보건지출(Total

Expenditureoncollectivehealth)로 구성된다.이러한 기능 심의 분류

는 보건의료체계가 국가 간에 다르더라도9)보건계정체계는 보건의료의

보고 이를 한 NHA(NationalHealthAccounts)ProducersGuide(WHO,

2003) 안을 제시한 바 있다(정형선,2012).

9)보건의료체계는 국가를 단 로 한 임워크로 각종 경제주체,공공행정,사

회참여 활동과 연결되어 있고,그만큼 정치·경제·문화로부터 복잡한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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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를 ‘기능’에 따라 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지출데이터의 ‘국제성’을 높이

게 된다.즉,국가마다 보건의료체계의 재원 조직이 다르며,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범 도 서로 다른 바,국제 인 에서 기능 으로

정의된 보건의료체계의 공통 인 범 를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해 보건의료활동의 역을 한정 짓는 것으로 의

미한다.SHA2011에서는 국제 에서 보건의료활동의 범 를 정함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의 기능별 분류(ICHA10)-HC)가 사용되며,여기에는

“ 격한 보건의료 지식을 용하여,인간의 건강 상태를 개선,유지하고,

그 악화를 방하며,불건강(ill-health)의 향을 완화하는 것을 1차

목 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정형선,2012)

기능별 분류(ICHA-HC)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1)HC.1Servicesofcurativecare(치유서비스)

치유서비스는 ‘질병/손상의 증상을 경감’시키거나,‘질병/손상의 심각

성을 완화’시키거나, 는 생명이나 정상 기능을 하는 ‘질병/손상

의 악화/합병증을 방지’하는 것을 1차 의도로 하는 보건의료

(contact)를 의미한다.치유서비스를 한 은 보건의료체계와의 개인

을 의미하며,진단을 하거나,처방을 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거

나,임상 경과를 측정하거나,진단 경과 측정을 한 상,임상병

리 기능검사에 의해 이러한 과정을 보완하거나 하는 일련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은 의약품 기타 의료재화와 같은 치료수

단을 포함할 수도 있고,추가 인 후속 조치가 요구되는 치료시술을 포

받게 된다(정형선,2012).

10)ICHA:InternationalClassificationforHealthAccounts

11)이하의 분류는 정형선(2012)과 OECD(2014)를 참고하여 재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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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할 수도 있다.환자 기록을 작성하고 업데이트 하는 등의 일상 인 행

정 차 도한 서비스의 필수 인 부분이다.만성질환에 한 응과

질병 리를 한 행 부분 인 회복이 기 되는 경우에는 치유서비

스에 해당되며,건강상태의 하가 측되고 의존 보살핌의 증가가 동

반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HC.3)로 분류된다.

(2)HC.2Servicesofrehabilitativecare(재활서비스)

재활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서 이들이 최상의 기

능을 유지하고 한 삶의 질을 확보하며 공동체와 사회에의 통합을 성

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이든 만성이든,선

천 이든 후천 이든 여러 가지의 건강상태(질병,장애 손상)와 련

해서 래된 ‘기능 ’어려움을 경험하는 개인에 의해 소비되는 서비스이

다.재활서비스는 ‘신체 기능’에 을 맞추는 에서 ‘건강상태’에 1차

인 을 맞추는 치유서비스와 차이가 있으며,재활은 ‘회복’을 목

으로 지속 이고 반복 으로 소비되는 반면에,장기요양서비스는 ‘유지’

가 목 이라 두 개념 역시 구별된다.

(3)HC.3Servicesoflong-term nursingcare(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 인 의존 상태에 있는 환자의 통증과 고통

을 이고 건강의 악화를 감소시키거나 리하는 것을 1차 목 으로

하여 소비되는 일군의 의료 퍼스 어 서비스로 구성된다. 형

으로 ‘의존성(즉,장애,활동제한,참여제약 등)이 높아진 환자’에 한

‘통합 서비스 패키지’와 ‘지속 /반복 으로 장기간에 걸친 지원’을 포함

한다.장기요양서비스로 분류하는 핵심 기 은 ‘목 ’으로, 를 들어,정

신병원서비스가 의료 간호서비스를 통해 성기 필요성을 다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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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할 경우는 ‘치유 (입원)서비스’로 분류되는 반면,간호서비스

와 계속 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

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는 정신 ‘장기요양서비스’로 분류된다.

(4)HC.4Ancillaryservicestohealthcare(보조서비스)

SHA201１은 ‘보조서비스’가 ‘진단 모니터링 등을 목 으로 하는

서비스 패키지의 필수항목이 되는 경우가 많고,따라서 그 자체로 치유

라든지 질병 방이라는지 하는 목 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보조서비스의 독립 인 소비는 HC.1~3,HC6모두와 련이 있을 수

있다.임상검사서비스, 상진단,환자 이송 등이 포함된다.

(5)HC.5Medicalgoodsdispensedtoout-patients

(외래환자 의료재화)

의약품/기타비내구제(Pharmaceuticals and other medical

non-durablegoods)와 치료용구/기타의료재화 (Therapeuticappliances

andothermedicaldurables)로 구성된다.의약품/기타비내구재는 질병의

‘진단,치유,완화 는 처치에 사용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의약품과

내구성 의료재화’로 구성되며,치료용구/기타의료재화는 ‘안경/기타시각제

품,보청기,기타정형기구/보철,의료기술장비 포함한 기타의료내구재’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6)HC.6Servicesofpreventionandpublichealth

( 방 공공보건 서비스)

방은 손상/질병의 발생 건수나 증도 손상/질병으로 인한 후

유증과 합병증을 피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은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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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략을 기 로 하는바,이러한 건강증진 략은 직 인 건강결정요소

를 통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에 한 것이다.

방은 1차,2차 3차 방12)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SHA2011에서

의미하는 방서비스는 1차 방과 2차 방으로 한정된다.3차 방을

제외하는 이유는 3차 방이 질병 련 합병증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치

유 재활의 성격을 가지며 복되기 때문이다.

(7)HC.7Healthadministrationandhealthinsurance

(보건 리 보건보험)

동 항목은 보건의료체계의 기능을 리하고 지원하며,보건의료체계

의 효과성,효율성,형평성을 유지·증 시키기 한 집합서비스로 직

인 보건의료서비스보다는 보건의료체계에 을 맞추며,특정 개인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모든 상자에게 혜택을 다. 이들 서비스의 지

출은 부분 정부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그 다고 정부에 의해서만 발생

하는 것은 아니다.

12)1차,2차 3차 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정형선,2012).

-1차 방: 방백신과 같이 질병과 험요인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건 서비스로 1차 방의 목표는 험이 어떤 결과를 내기 에 험 자체

를 감소시큰 것에 있다.이를 통해 발병을 이고,신규 사례를 감소시키며,

응 상황을 견하고 질병의 심각성을 일 수 있다.

-2차 방:검사 등을 통해서 가능한 기에 질병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건서비스로 진단이 이루어지기 에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통 임상검사 상서비스를 수반한다.2차 방을 통해 비용을 이고,

외과 개입의 가능성을 여 질병의 진행과 증상의 응 성 는 질병의 축

(stockofillness)을 방한다.결핵,당뇨병,유방암 등과 같은 질병에

한 검사가 그러한 이다.

-3차 방은 이미 발생한 질병/손상의 악화 합병증을 피하는 시도를 통

해 그러한 질병/손상의 부정 향을 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건서비스

로 화상으로 손상된 에 조기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을 완 히 펼

수 있고 움직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수술이 3차 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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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코드명

영어명 한글명

HC.1 services of curative care 치유서비스

  HC.1.1 In-patient curative care 입원치유서비스 

  HC.1.2 Day curative care 당일입퇴원치유서비스 

  HC.1.3 Out-patient curative care 외래치유서비스 

  HC.1.4 Curative home care 재가치유서비스

HC.2 
services of Rehabilitative 

care
재활서비스 

  HC.2.1 In-patient rehabilitative care 입원재활서비스

  HC.2.2 Day rehabilitative care 당일입퇴원재활서비스

  HC.2.3 Out-patient rehabilitative 
care 외래재활서비스

  HC.2.4  Rehabilitative home care 재가재활서비스

HC.1-2 Expenditure on Curative 
care and Rehabilitative care 치유 및 재활 서비스 비용

HC.3  services of Long-term 
nursing care 장기요양서비스

  HC.3.1 In-patient Long-term  
nursing care 입원장기요양서비스

  HC.3.2 long-term nursing day care 주간장기요양서비스

  HC.3.3 long-term  nursing care at 
home 재가장기요양서비스 

HC.4
Ancillary services to health 
care 보건보조서비스

  HC.4.1 Clinical laboratory services 임상검사서비스

  HC.4.2 Diagnostic imaging services 영상진단

[표1] OECD의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SHA)의 

보건의료 기능별 분류 주요 코드

(8)HC.9Expenditureonservicesnotallocatedbyfunction

(기능미분류 지출)

잔차의 성격으로 HC.1~HC.7을 제외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을 의미

한다.

이상의 내용 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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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4.3 
Patient transportation and 
emergency rescue services 환자이송 및 응급구조서비스

  HC.4.9 All other miscellaneous 
ancillary services 기타 보조서비스

HC.1-4 Expenditure on medical 
services 의료서비스 비용

HC.5 Medical goods dispensed to 
out-patients 외래환자용 의료재화 

  HC.5.1 Pharmaceuticals and other
medical non-durable goods 의약품/기타비내구재

  HC.5.2 Therapeutic appliances and
other medical durables

치료용구/기타의료내구재

HC.1-5 Total Expenditure on 
personal health 개인적 보건 총지출

HC.6 services of  preventive care 
and public health 예방 및 공공보건 서비스

HC.7 Health administration and 
Health insurance 보건관리 및 보건보험 

HC.6+7 Total Expenditure on 
collective health 집합적 보건 총지출

HC.9 Expenditure on services not 
allocated by function 기능미분류지출

HC.1-9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보건경상경비

HC.R.1 Investment on medical 
facilities 보건설비투자

HC.1-9+HC.R.1 Total Expenditure health 총보건지출

자료:OECD(2014)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의료비 지출에서 HC.6

이 차지하는 비 을 종속변수로 삼고자 한다.

2. 방 의료의 특성

매슬로의 동기이론(Maslow'smotivationtheory)에 따르면,인간의

욕구는 생리 욕구(PhysiologicalNeeds),안 의 욕구(Safety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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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존경의 욕구(Esteem

Needs),자아실 의 욕구(Self-ActualizationNeeds)순으로 발달한다.이

러한 인간의 욕구는 의료 기술의 발달 의료 정책에도 향을 미쳤다.

생리 욕구를 우선시 하던 단계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신체 기능을 정

상화하기 한 응 의료가 최우선 과제 다.그러나 1948년,WHO에

서 발표한 건강의 정의는 이보다 진보했다.‘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

하지 않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완 한 신체 ,정신 사회 안녕상

태’로 건강을 정의했다.이는 과거의 생리 욕구뿐 아니라 안 의 욕구

와 사회 욕구를 건강의 개념에 포 함을 의미한다.이런 변화는 1986

년 발표된 오타와 헌장에 반 되었다.WHO의 오타와헌장(1986년)에서

는 건강 진을 목표로 웰빙13)을 주장하 다.그 달성을 해서는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목표를 확인,실 하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환경

을 개선하거나 변화하지 않은 환경에 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다.여기에서 보다 발 된 형태의 정책권고인 건강증진정책에 한 방콕

헌장(2005)에서는 건강증진의 략으로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건강에

한 지지와 연 구축,건강의 결정요인을 한 지속가능한 정책에 투자,

역량강화,건강형평성 보장을 한 법제도 정비,공공과 민간부문의 트

쉽 형성 등을 강조하 고,건강생활의 장(場 :setting) 근,다부문

인 근,성 인지 근,문화 근,정보과 교육 의사소통,근거

심 근과 연구,모니터링,평가,변화를 한 조정과 리,국제 수 에

서의 건강증진노력 등의 근을 권고하 다(최은진 외,2011).이는 치료

에서 방으로의 패러다임 환을 의미하며,이는 특정 국가만의 흐름이

아니라 세계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 흐름

13)WHO(세계보건기구)는 웰빙을 ‘건강이란 단순히,병이 없는 는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신체 ,정신 ,사회 그리고 으로 완 히 양호한

상태이다’로 정의하고 있다(생명과학 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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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주:해당년도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국가(칠 ,아일랜드,터키, 국)는 제외함

자료:OECD『HealthData』

[그림1] 각 국의 예방적 의료비 지출 비중(2010)

과 별도로 정부의 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방 의료비 비 은 [그

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방 의료를 통한 효

과의 공공재 성격을 생각해볼 수 있다.공공재는 한 집단의 어떤 상

을 해서 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

원에 의해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배제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공공재는 무

임승차,즉 과소생산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 으로 정한 방 수 에 해서는 공공보건학자(public

healthprofessionals)와 보건경제학자 사이에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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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학자들은 건강을 증진시키기 한 목 으로 더욱더 높은 수 의

방을 강조하는 반면에 보건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방의 한계 효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 이 최 방 수 이다(정완교,2009).어떤 입

장을 취하든 방 의료의 효과가 공공재 성격을 가진다면 과소 공 되

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컨 , 방 종의 경우에는 방 종을 한 개

인이 질병에 감염될 확률도 어들지만,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험

한 인다.즉,특정 상을 상 로 실시한 정책이지만 그로 인한 효과

는 모든 구성원이 리게 되며,한 공간에 있는 구나(배제불가능성)동

일한 효과(비경합성)를 릴 수 있다.이러한 공공재로서의 방 의료의

효과는 비가시 이고,불확실하다는 측면만큼이나 정치인의 의사 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3.공공선택론 에서의 개인 정치인의 선택

공공부문에 한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해 경제학 방법을 원용한

이론인 공공선택론(publicchoicetheory)에 따르면 정부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어느 정도 규모로 그리고 어떤 재원조달 방법을 통하여 공 할

것인가에 한 결정은 궁극 으로 정치 과정을 통해 내려질 수밖에 없

다.

합리 선택과 방법론 개인주의를 가정하는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치가가 득표 극 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14).

14) 공공선택론은 기본 으로 ‘합리 선택’과 ‘방법론 개인주의’를 가정하고

있다. 합리 선택이란 사람은 '경제 인간'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 이익을 우선시하며 재보다 나은 상황을 하여 계산

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이기 인 합리 선택이 개인

선택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선택에서도 나타난다는 입장이다.이를테면 국회

의원이 공공선택과 련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사회 체의 공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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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개인은 직 으로 집합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자신들이 선출한 표자에게 선택권을 임하는데 이러

한 임된 표로서 정치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략을 선택을 하고자 할

것이다.다운스의 표극 화 모형은 투표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 화 하고,

정치가는 표를 극 화하고자 한다고 가정한다.투표자는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표해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던질 것이고,정치가는 이에

부응하여 투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며 이 과정

에서 개인의 선호가 집단의 선호로 반 된다고 본다.그러나 이러한 개

인의 선호의 표명을 방 의료의 정책 효과가 가지는 공공재 인 측면

과 비가시 이며 불확실한 특성이 개인의 합리 무지와 결합될 경우에

는 정치인이 득표를 극 화하기 해서 투표자의 의견을 반 한다고 하

더라도 사회 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수 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개인의 정치 의사 결정의 경우 정보 수집에 따른 한

계 편익이 매우 작은 반면 정보 수집을 한 비용은 크게 느껴지기 때문

이다.결국 득표를 극 화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투표자 에 확실하게

보여 질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이러한 은 방 의료

가 정책의 우선순 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 정치인은 미래가치를 재가치로 환산할 때 시간할인율이 높아

단기 이익에 주목하게 된다.이를 펠드스타인(feldstein)이 ‘근시안

사고’라고 비 하 다. 방 의료의 효과는 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차가 존재하고,이러한 시차의 존재는 보건의료 정책을

해서 보다 소속정당의 이익이나 자신의 재선(再選)과 같은 개인 이해 계

에 심리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이다.방법론 개인주의란 .모든 사

회 실체(實體)는 기본 으로 개인 행 자들의 집합(sets)이라는 시각이다.

즉,공동체가 아닌 개개인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와 같은

개념은 실질상 개인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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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집행하는 시기와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정치

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즉,임기 내 가시 성과를 통해

재선 등의 소기의 목 을 달성해야 하는 정치가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

로 작용하여 과소 공 할 유인이 있으므로, 방 의료비 지출의 결정

요인을 볼 때 정치인의 선택을 반 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는 것은 매

우 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정부형태와 정치 안정성15)

헌법학에서 정부형태는 의회와 행정부의 계를 설정하는 구조와 그

작동형태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정부형태는 크게 의원내각제와 통령

제로 나 수 있다.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수상과 각료를 매개로 행정

부와 입법부가 융합된 형태이다.다만,입법부는 행정수반을 불신임할 수

있다.반면, 통령제의 경우,입법부의 의원과 행정부수반은 개별 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이에 따라 입법부는 행정부를 불신입할 수 없으

며,원칙 으로 통령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김춘순,2013)

통령제는 행정부의 안정을 보장한다.법 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비교 정국이 안정되고 국정 운 의

지속성과 일 성이 보장된다.다당제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빈번하게 총리가 교체되어 정국 불안을 래 하지만,임

기의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통령제에서는 통령의 임기가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되어 있어서 외형 인 정국안정이 이루어진다.따라서 지

속성 일 성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외 차원의 국가안보

나 외교 역 부분에서 특히 통령제의 임기 보장은 장 으로 인식된

15)이하의 내용은 정 희(2006)와 김춘순(2013)을 참고하여 재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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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 희,2006)

이에 비해 의원 내각제는 정치 불연속성으로 정국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의회 내에 군소정당이 난립하거나 정치인의 타 태도

가 결여되어 있을 때,의회가 연립정권과 내각에 해 자주 불신임권을

발휘함으로써 잦은 정권교체로 이어져 정치의 연속성을 기 하기 어려워

지고,이는 결국 정국불안을 래한다.내각제에서 내각의 각료들은 의회

의원들로 내각의 표인 총리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내각은 의회의 신

임에 의해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 인 측면이 있다.이로 인해 내각

제에서의 내각은 의회의 의 을 살펴서 정치 생명을 연장코자 하는 측

면이 강하기 때문에 통령제에 비해 내각이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한 강력하고 지속 인 책임정치를 구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

집권 여당이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여 여소야 상

황에서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그 내각이 단명할 수 있고,이러한

상이 일시 인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당기간 계속해서 빈번히 일어난다면

결국 정치 불안으로 연결된다.물론 통령제에서도 여소야 상으

로 발생하는 정국 불안을 해소하기 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도 하지

만, 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의 연립정부란 실상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의회통과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한 방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

에 내각제에 비하여 연립정부 구성이 외형 으로는 구조 안정성을 유

지한다.일례로 미국의 경우 여소야 정국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내각구성은 통령이 하기 때문에 통령 의지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내

각의 각료를 해임할 수 있고,연립정부를 기한다고 해도 통령이 하

야하지 않기 때문에,야당과 연립하지 않고 각 정책 사안별로 야당의원

을 설득하는 방식을 취한다.(정 희,2006)

연립 내각은 내각제에서 복수정당에 의해 구성되는 내각으로,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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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정당의 다수 의석을 획득할 수 없을 때, 는 소수정당에

한 타 의 방법으로 사용된다.즉 연립내각은 양당제가 확립되지 않은

복수 정당 국가에서 1개 정당만의 힘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힘들 때 정당

간의 제휴를 통해 의회 내의 다수 를 형성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다.이 게 소수정당들이 연합하여 다수 를 형성할 경우 정책방향이 뚜

렷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책임의 소재가 더욱 불분명해지며,정권욕만 앞

서 정책 인 타 이 없이 연합할 수도 있는 단 이 있다. 랑스의 제

3·4공화국 당시에는 거의 단독내각이 불가능했고 연립내각이 일반 인

형태이기도 했다.(정 희,2006)

이 밖에 내각제에서 연립내각이 아니고 단독내각인 경우에도 집권

여당의 기율이 약해 집권당 의원 상당수가 야당과 조하여 내각 불

신임안을 자주 통과시킨다면 정권교체의 빈도가 높아져 정국 불안 정

치 불연속성이 야기된다.물론 내각제의 표 국가인 국에서는 동

일한 인물이 총리에 장기 등용되거나 내각교체 시에도 직 각료들이 교

체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가 많고, 에서 언 한 정국 불안정 상은

국식 총리 심형 내각제 보다는 행정권이 의회에 보다 집 된 의회

심형 내각제에서 주로 나타나는 상이다.(정 희,2006)

본 연구에서는 김춘순(2013)을 참고하여 정부형태를 분류하 다.해

당 연구에서는 정부형태 분류기 으로 두 가지를 활용한다.첫째는

OECD에 의한 분류로서 크게 통령 심제와 의원내각제 2개의 기본형

으로 구분한다.둘째는 Lienert(2005)의 분류기 으로서,정부형태를 통

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분류하고, 통령제는 다시 순수 통령제(미국

등)와 수정 통령제(한국,핀란드 등)로 구분하고,의원내각제는 입헌공

화제(독일,아이슬란드 등),입헌군주제(일본,네덜란드 등),그리고 국

식 웨스트민스터형으로 구분한다.본 연구에서는 이 통령제(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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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제+수정 통령제)와 의원내각제(입헌공화제+입헌군주제+웨스트민스

터형)로 분류하고, 통령제는 다시 한 번 순수 통령제와 수정 통령

제로 분류해 연구를 진행하 다.

제2 선행연구의 검토

1.정부지출에 한 선행 연구16)

1인당 GDP와 같은 소득 변수는 재정지출에 해 가장 요한 설명

요인으로 분류된다.바그 (Wagner,1883)는 정부지출이 소득과 인구 그

리고 산업화에 따라 증 된다는 소 ‘바그 의 법칙’이라는 재정의 지속

인 팽창 법칙을 주장하 는데,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 크기가 늘어남을 의미한다.이와

련하여 TaitandHeller(1982),Randolphetal.(1996)과 Fay(2000)등

이 수송 통신과 같은 경제사업 분야의 재정지출 수 이 1인당 소득

변화에 가장 먼 직 으로 반응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고,고

선(2004),김의섭․황진 (2006),황진 (2007) 류덕 (2008)에서도 1

인당 GDP가 재정지출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설정된 바 있다.

(박승 ·홍인기,2015)

재정지출에 있어서 소득 변수가 차지하는 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는 통제변수로서 년도 1인당 GDP를 사용하고자 한다.이는 지출

은 결정하는 시 은 과거에 그 시 에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

다.GDP와 련한 변수로는 년도 1인당 GDP외에도 재정 자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증 에 한 안으로 방 의료가 강조되는 을 고려

16)이하의 내용은 박승 ·홍인기(2015)를 참고하여 재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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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GDP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부채 비율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한다.

인구연령구조와 인구집 도 련 변수는 공공선택이론과 재정학 이

론에서 재정지출 구성과 수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최근 출산․고령화의 진 으로 인해 인구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에 많은 심이 모아지고 있다.인구구조와 재정지출

구성에 한 Turner(1984),Dao(1995)와 Dangetal(2001)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인구구조가 재정지출 구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선(2004),김의섭․황진 (2006),황진 (2007)등에서도 인구연령구

조 련 변수들이 재정지출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승 ·홍인기,2015)

방 의료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의료부담에 한 안으로 강조

되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비율을 통제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경제개방에 한 용변수인 무역액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연구에는

Cameron(1978)과 Lindbeck(1975)의 연구를 들 수 있다.먼 Cameron(1

978)은 공공부문의 팽창이 왜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가에 한 최상의 설

명요인으로 해외 생산자 소비자에 한 경제개방도 외의존성을

꼽았다.Lindbeck(1975)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정부기능의

확 가 물가와 고용수 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경쟁으로부터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해 직업훈련 장려

,실업 여,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소득을 보 해 주는 정책을 사용

하기 쉽다고 하 다.국내에서도 고 선(2004),김의섭․황진 (2006),황

진 (2007) 류덕 (2008)등이 경제개방도를 정부지출의 설명요인으

로 사용한 바 있다.(박승 ·홍인기,2015)

경제 개방도는 각국의 경제에서 세계화가 차지하는 비 이라고 할

수 있으면,개방도가 높을수록 즉,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타국과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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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향력은 클 것이다.90년 에 들어와 냉 이 종식되고 나

라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자 그리고 기술진보로 정책담당자들 사이의 의

사소통이 쉬어지고 그 속도도 빨라지면서 선진국 제도들을 다른 나라들

이 모방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방 의료 정책의 경우,세계기구

를 심으로 그 요성이 부각되어 오며,세계 흐름으로 타 국의 정책

의 흐름이 자국의 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한 바,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의존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기존의 연구 방 의료의 목 을 고려하여 정부지출을 결정하

는 요소 소득,정부부채,인구구조,경제개방을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2.의료비 지출에 한 선행연구

기존의 의료비 지출과 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의료비 지출에 미치

는 향 요인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17).집단별18)분석도 존재한

17)국내 연구로는 ‘패 자료 분석을 이용한 ·고령자 단독가계의 의료비지출

향 요인(윤정혜 외,2010)’,‘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향을 미치

는 요인(손수인 외,2010)’,‘사망 련 비용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향(석

상훈,2012)’,‘의료보장제도별 노인의료비 증가에 한 연구(남궁은하,2010)’,

‘노인의료비 지출증가와 효율 리(김진수,2011)’,‘노인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노인독신가계와 노인부부가계를 심으

로(오지연 외,2010)’,‘국가 일반건강건진의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에 한

향 분석(지선하,2014)’,‘국가경제 수 별 국민의료비 향요인에 한 연구:

소득불평등 향 탐색을 심으로(김철수 외,2010)’,‘만성질환 노인의 가구

유형별 의료비 부담 련 요인에 한 연구(문진 외,2014)’등 다수의 연구

가 있다.

18)‘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손수인 외,2010)’,‘의

료보장제도별 노인의료비 증가에 한 연구(남궁은하,2010)’,‘노인의료비 지

출증가와 효율 리(김진수,2011)’,‘노인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노인독신가계와 노인부부가계를 심으로(오지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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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 지출의 효과성과 련된 연구19)는 기는 하지만,최근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세계 으로 방 의료가 부각되는 이유 하나는 만성질환과 삶

의 질 측면에서이다.만성질환이란 장기간에 걸친 지속 인 리가 필요

한 질환으로서,이환되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할 뿐만 아

니라 발 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방이 가능하나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정의된다.이러한 을 고려해 볼 때, 방 의료비 지출 결정

요인에 있어서 만성질환과 련된 변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

다.OECD(2010)자료에 따르면,평균 체 을 가진 사람보다 비만인 사

람의 보건의료비용이 최소 25% 높고,그 증가속도 역시 빠르다고 하

다.이러한 측면에서 비만에 한 정부의 개입은 비만인 사람들의 건강

한 삶의 기간을 늘려 보건의료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을 것이다.20)비만은 당뇨병,고지 증,뇌졸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하고,비만인이 정상인보다 당뇨병,

담석증 고지 증 등의 유발이 3배 이상이 높으며,유방암, 장암

불임 등의 유발이 1-2배가 높다는 연구결과( 한비만학회(2009):김상

(2013),재인용)도 있으므로,다양한 만성질환의 기 원인으로 비만을 통

제변수에 넣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으나,비만에 한 데이터는 결측치가

2010)’,‘만성질환 노인의 가구유형별 의료비 부담 련 요인에 한 연구(문진

외,2014)’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19)‘국가 일반건강검진의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에 한 향 분석(지선하,

2014)’등이 있다.

20)해당 연구에 따르면 방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일본의 경우 만성질환으

로 인한 사망자를 연간 155,000명,이탈리아는 75,000명, 국은 70,000,멕시

코는 55,0000명,캐나다는 40,000명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이러한 략

에 드는 연간 1인당 비용은 멕시코는 12달러,일본과 국은 19달러,이탈리

아는 22달러,캐나다는 32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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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자료 가용성 측면에서 제한되는 바,본 연구는 주요 만성질환

하나인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통제변수로 추가하 다.

3.정당 수와 정치 안정성에 한 선행 연구21)

의 정치과정론에서는 ‘정치체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정당체계(politicalpartysystem)'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Lijphart,1994,Dalton,1998:진 재(2000),재인용).정당체계

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치체계 내에서 유효하게 정치행 를 하는 정당의

수(number of politicalparties)를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시작된다

(Laakso& Taagepera,1979:진 재(2000),재인용).양당제인가 다당제

인가를 구분 짓는 것은 궁극 으로 정치체계의 속성을 이해하는 한 골간

이나 쉬운 일은 아니다).왜냐하면 정당체계는 결국 득표수(votes)와 의

석수(seats)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이때 득표수와 의석수가 완벽한 양당

제를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곤 다양한 종류의 다당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락소와 타게페라(Laakso& Taagepera)는 정당체계를

객 으로 이해하기 해서 유효정당수란 개념을 생각해냈다.유효정당

수란 개념은 결국 정치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정당들이 얼마나 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계산해보자는 것이다. 향력을 지니고 있는 정당은 정

당체계에 포함시키고,그 지 않으면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여기

서 향력이란 조 모호한 개념이나 주로 의석수가 많으면 향력이 큰

정당이라는 논리 가정이 숨어 있으며,정당의 의석수가 일개 정당에

몰릴수록 유효정당 수는 상 으로 작은 수치로 계산된다.정치체계 내

에서 향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선거에서의 득표(votes)나 입법부 내

21)이하의 내용은 김지희(2000)와 진 재(2000)을 참고하여 재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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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석수(seats)의 두 가지인 셈이다.(진 재,2000)

락소와 타게페라(Laakso & Taagepera, 1979)의 ‘유효정당수

(effectivenumberofparties)’ 입하트(Lijphart,1994)도 언 하 듯이,

지 까지 객 으로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정당체계 정의법이다.

경험론자들에게 회자되고 심지어는 비경험론자들에게도 언 되는 락소와

타 페라의 정당체계 계산방법은 다당제를 구체 으로 3당제인지,4당제

인지,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를 소수 자리까지 표 하여 으로써

정당체계의 속성을 악하고 정치체계의 역동성을 인지하는데 객 성을

제공하여 왔다.(진 재,2000)

득표수나 의석수를 가지고 유효정당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

념이 허흰달-허쉬만(Herfindhal-Hirschman)의 집 계수(CI:Concentratio

nIndex)이며 보다 근원 으로는 래이(Rae,1967)에 의해서 제시된 편

계수(FI:FractionalizationIndex)이다.어느 것을 심으로 생각하여도 락

소와 타게페라에 의해서 고안된 유효정당수의 계산을 이끌어 내는데 논

리 차이 은 없다.유효정당수 계산은 다음의 삼 단계 논리 과정을

거친다.(진 재,2000)

이때 CI는 각 정당이 얻은 의석수의 백분 비율(···········)을

제곱의 합으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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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절도

 의회내에의석을보유한정당들의수

 총의석수

 각정당이차지한의석수

락소와 타 페라의 유효정당수 개념에 근간을 이루는 래이의 편계

수는 일종의 의회분 도(parliamentary Fractionalization)22)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락소-타 페라의 유효정당수가 래이의

의회분 도에 기반을 두고 구해진 식으로 두 식은 동 의 양면과 같이

한 가지 수치를 알면 다른 수치를 구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의 의회분 도 지수를 구하기 해 락소-타 페라의 유효정당 수를

이용하 다.

래이의 의회분 도를 사용하여 블롱들(Blondel,1968)은 내각제 정부

의 안정(지속성)은 그 나라의 정당체계의 양상으로부터 강한 향을 받

는다고 주장하 으며,테일러와 허만(Taylor& Herman,1971)역시 196

개 정부를 상으로 정당체계의 수 (數的)구조가 내각안정성의 결정인

자임을 경험 으로 입증하고자 시도하 다.즉,이들은 내각의 안 성은

단순히 의회 내 수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상 인 규모에 의해서 향

22)의회분 도 산식은 김지희(2000)연구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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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수와 규모를 동시에 고려한 의회분 도

(parliamentaryFractionalization)지표인 이(D.Rae,1967)의 원내정당체

계의 분 화 지표(FragmentationIndex,IF)를 채택하여,내각 안정성과

의회 내 정당체계의 분 화(의회분 도)사이에 강한 통계 연 성이 존

재한다는 사실을 추 해내었다.(김지희,2000)

비단 의원내각제뿐만 아니라 민주 통령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의회 내 정치세력의 통합·분열양상이 내각의 안정성에 강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의회 내의 세력배분양상이 내각안정성에 미치는 향은

주로 의원내각제의 경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통상 인 인식이다.즉,

의원내각제는 체제의 특성상 의회와 내각이 높은 수 의 상호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포우엘(Powell,1982)은 헌정체제의

성격을 불문하고 의회 내 다수세력 확보 여부가 행정부의 안정성과 강한

정방향의 상 계를 갖는다는 경험 근거를 제시하 다. 한 스테

과 스카치(Stepan& Skach,1994)는 통령제 하에서는 통령과 의회

가 각각 선거에 의해 독립 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안정 인 임기를

갖고 있는 계로 구조 인 상호독립성을 나타내나,이러한 상호독립성

때문에 통령이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양자 간의 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그리고 이러한 교착상

태에 착할 경우,“ 통령은 요한 정치문제가 있을 때에 의회의 지지

를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 ‘야당 의원들에게’장 직을 부여하는 방법을

쓰며,이러한 목 을 해 장 들을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다(Stepan&

Skach,1994)"고 지 하고 있다.한편 이와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아버

바크와 로크먼은 ”의원내각제이든 통령제인든 실제 권력은 정치 지

지와 종속의 네트워크를 장하고 있는 정당의 지도자들에게 놓여 있으

며,따라서 통치권 의 조직화에 있어서는 양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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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rbach& Rockman,1997)"고 주장하면서, 통령이 필연 으로 가

질 수밖에 없는 당 성을 근거로 민주 통령제 하에서의 의회 내의

세력배분양상이 지니는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즉, 통령의 국정수행

행 는 의회 내 반 세력에 의해 특정 정당의 이익을 보장하기 한 정

행 로 비추어지게 마련이며,따라서 “이들은 통령의 정책 로

그램에 반 하는 것을 의무와 권리(Aberbach& Rockman,1997)”인 것

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처럼 민주 통령제의 경우에는 통

령의 국정운 이 의회에 의해 상당한 견제를 받기 때문에 정당의 수와

각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규모)에 따라 의회 내의 정치세력이 어

느 정도 분열되어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의회분 도가 통령의 국정운

방향에 심 한 향을 미치게 되고,이에 따라 직 국정을 수행하는

(즉 정책을 구체 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서의)내각의 구성·재구

성에 압력을 미친다고 본다.(김지희,2000)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유효정당 수가 정치 안정성에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의원내각제뿐만 아니라 통령제에서도

정당의 수가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령제 국가를 포함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OECD국가들의 자료를 통해

정치 안정성을 리하는 변수로서 유효정당수를 반 한 의회분 도가

방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 다.

4.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

본 연구와 기존연구의 차이 은 다음과 같다.

우선,새로운 종속변수의 설정이다.정부지출의 기능 분류에 있어

서 의료비 지출을 분석단 로 한 연구는 있었으나,의료비 지출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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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하여 연구된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다.기존에 정부 지출 독립

변수로서 정치 요인을 반 한 연구들은 비교 이론 모형이 비교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와 련된 연구가

부분이었다.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종속변수를 설정하여,정부지출에

있어서 정치 요인을 고려해보고자 한다.새로운 종속변수는 특성 상

정치 요인과 한 계가 있어야 하는 바, 방 의료 지출은 이러

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로 설정한 정치 안정성과 련하

여 기존의 정부지출 연구에서는 정책참여자로서 정치인과 그들로 구성된

정당에 한 간과해온 측면이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 하여 진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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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설계 분석 방법

제1 연구문제의 설정

방 의료의 요성과 필요성에 해서는 이미 1990년 부터 강조

되어 오고 있으나,실제 황은 각 국가 별로 차이가 있다.‘이러한 차이

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재선과 정권획득

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 높은 시간할인율을 고려할 때 효과가 비교 먼

미래에 나타나고,그 효과마 비가시 이며,공공재 성격을 지닌 방

의료 정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

지하고,정치 으로 안정된 국가일수록 미래를 향한 방 지출의 비

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각

국가의 정치 안 성은 방 의료비 지출 비 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가?”이다.

제2 변수의 선정 모형

1.변수

(1)종속 변수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정치 안 성이 방 의료비

지출 비 에 미치는 향이다.따라서 방 의료비 지출 비 이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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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별

기능별    

     

정부지출

(HF.1)

민간지출

(HF.2)

경상지출

(HC.1~9)

개인의료비 

(HC.1~5)

예방

/ 공 중 보 건

(HC.6)

보 건 행 정 

관리, 기타

(HC.7~9)

자본지출

자료:OECD(2014)재구성

변수이다.의료비 지출은 주체에 따라 민간과 정부로 나 수 있으며,정

부의 의료비 지출 방 지출 비 을 종속변수로 삼고자 한다.즉,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다음과 같다.

방 의료비 지출 비 (pre_ex)

=정부가 부담하는 방 의료비

/국민의료비 정부 부담하는 의료비

이상의 내용을 국민의료비 지출구조를 재원조달과 기능별로 분류하

여,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재원조달과 기능별 분류

다시 말해,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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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국가 수 국가

대통령제

순수대통령제 3개 , 시코, 미

수정대통령제 10개 

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

리, 아 랜드, 한 , 폴란드, 포

갈, 슬 키아, 슬 베니아

원내각제 21개 

체코, 독 , 그리스, 아 슬란드, 

스라엘, 탈리아, 스 스, 벨 에, 

마크, 본, 룩셈 크, 란

드, 웨 , 스페 , 스웨 , 

키, 주, 나다, 뉴질랜드, , 

에스토니아*

료: 춘순(2013)

* 에스토니아  경우, 에스토니아  

페 지(http://www.vm.ee)에서 별도 함

[표2] OECD국가의 정부 형태

친 색칠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 이다.

(2)독립변수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정치 안정성이다.정치 안정성은 두 가지

변수로 반 하 다.

첫째, 통령제 여부이다. 통령제는 순수 통령제와 수정 통령제

로 분류하여, 의의 통령제(순수 통령제+수정 통령제)와 의의

통령제(순수 통령제)를 각각 반 하 다.각 국가 별 정부형태에 한

분류는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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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유효정당 수 2.390 3.500 7.470 2.990 5.720 3.070 4.900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4.520 5.030 2.380 3.400 2.400 2.310 3.840 3.210 6.930 

Japan Korea
Luxembo

urg Mexico
Netherla-

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Spain

2.530 2.380 3.720 2.770 5.360 3.170 4.660 3.560 2.460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
-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2.730 5.470 4.670 2.460 4.190 4.990 - 2.320 1.990 

자료: ( 용주 역,2012)

[표3] OECD 국가들의 락소-타케페라 유효정당 수: 2000년대 경향

둘째,Rae의 의회분 도 지수( 는 편화 지수)를 사용하 다.의회

분 도 지수(FI)는 다음과 같다.

락소와 타 페라의 유효정당수와 동 의 앞뒤와 같은 개념으로 두

지수의 계를 고려하여 각 국가의 락소와 타 페라의 유효정당수를 통

해 의회분 도 지수를 구하 다.본 연구에 사용된 락소-타 페라의 유

효정당 수는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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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명)
조작적 정의 자료 출처

종속변수
예방적 의료비 

지출 비중

= 정부의 예방적 의료

비 지출액 /정부의 의료

비 지출액

OECD

설명변수

: 정치적 안정성

정부 형태

(순수)대통령제인 경우

=1, 의원내각제(또는 수

정대통령제) 경우=0

김춘순(2013)

의회분절도    
 

  



 

파렐

(전용주 역,

 2012)

통제 

변수

사회경

제적 

요인

전년도 1인당 

GDP

= t-1기 GDP

 / t-1기전체인구
OECD

무역의존도
= 수출액+수입액

  /GDP
OECD

고령화비율
=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OECD

재정적자 비율
= 재정적자

  /당해년도 GDP
OECD

의료

관련 

요인

당뇨로 인한 

사망자비율

= (당뇨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인구수) *100,000
OECD

[표4] 변수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통제변수로는 방 의료 그 효과의 특성,이론 선행연구 등

을 참고하여 사회·경제 요인으로서 년도 1인당 GDP,무역의존도,고

령화비율,재정 자비율을 고려하 고,의료 련 요인으로서 당뇨로 인

한 사망자 비율을 고려하 다.변수 변수의 조작 정의,출처는 아래

[표4]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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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형

정치 안 성이 방 의료비 지출 비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해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모형1)

방 의료비 지출 비

= α + β₁(정부형태)+ β₂( 년도 1인당 GDP)+ β₃(무역의존

도)+β₄(고령화율)+β₅(재정 자비율)+β₆(당뇨로 인한 사망

자 비율)+β₇( 아사망률)+ε

(모형2)

방 의료비 지출 비

=α +β₁(의회분 도)+β₂( 년도 1인당 GDP)+β₃(무역의존

도)+β₄(고령화율)+β₅(재정 자비율)+β₆(당뇨로 인한 사망

자 비율)+β₇( 아사망률)+ε

이상의 모형에 한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향력의 방향

즉,회귀계수의 기 부호를 추정해보면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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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명)

기

대

부

호

의미 추정 이유

설명

변수

‥

정치적 

안정성

대통령제 여부 +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

수록(=대통령제인 경

우) 예방적 지출 비줄

이 높을 것이다. 

정치인의 높은 시간할

인율과 예방적 지출 

효과의 비가시성에 따

른 개인의 합리적 무

지 등으로 인하여 정

치적으로 불안정한 나

라일수록 예방적 의료

비 지출의 비중이 낮

을 것이다.

의회분절도 -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

수록(=의회분절도 지

수가 낮을수록=경쟁관

계에 있는 유효정당이 

적을수록)예방적 지출

의 비중이 높을 것이

다.

통

제

변

수

사

회

경

제

적 

요

인

전년도 1인당

GDP
+/-

일의적이지 않을 것이

다.  

소득과 재정지출액은 

일반적으로 (+) 관계로 

알려져 있고, 지출 비

중은 구성 요소 간의 

소득탄력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무역의존도 +

무역의존도가 높을수

록 예방적 비중이 높

을 것이다. 

개방도가 높은 국가일

수록 예방적 의료 중

요성이 강조되는 세계

적 흐름에 따라 지출 

비중이 높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높은 

개방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과 관련

된 지출을 늘리는 방

향으로 작용하므로 전

체 정부지출에서 차지

하는 예방적 의료비 

[표5] 변수의 기대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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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볼 경우에는 

경제·산업 기능으로의 

자원 배분이 강화되어 

줄어들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지출 내에서 예방적 

의료비 지출과 그 외 

지출의 비중을 살펴보

므로, 무역의존도와 예

방적 지출 사이에 정

(+)의 관계를 예상한

다.

고령화비율 +

고령화 비율이 높을수

록 예방적 비중이 높

을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부담 

완화 방안으로 예방적 

지출이 강조되므로 고

령화 비율이 높을수록 

예방적 비중이 높을 

것이다.

재정적자 비율 -

재정적자가 높은 국가

일수록 예방적 의료비 

지출이 낮을 것이다.

재정적자가 심한 국가

일수록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에 대한 비중이 높을 

것이다.

의

료

관

련 

요

인

당뇨로 인한 

사망자비율
+

당뇨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을수록 예방

적 지출의 비중이 높

을 것이다. 

예방적 의료비 지출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

은 나라일수록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적 지출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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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정치적 

요인

정부 형태
î

예방적 

의료비 

지출 비중

의회분절도

è

통제변수

사회경제적

요인

전년도 

1인당 GDP

무역의존도

고령화비율

재정적자 

비율

의료관련 

요인

당뇨로 

인한 

사망자 

비율

ì

[그림3] 연구의 분석틀

제3 연구의 분석틀 가설의 설정

1.연구의 분석틀

방 의료 정책의 특성과 각 국가 직면하는 정치 환경으로서의 정부

형태 정책참여자로서 정치인의 이해 계를 고려하여 설명변수로서 정

치 안정성을 설정하고,기존의 정부지출에 련된 선행연구 방

의료의 요성이 두된 배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그림3]과 같은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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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정치 안정성이 방 의료비 지출 비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목 이다.이러한 연구 목 하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가설1:정치 안정성이 높을수록 방 의료비 지출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1-1:(순수) 통령제 국가인 경우,의원내각제(+수정 통령제)국

가에 비해 방 의료비 지출 비 이 높을 것이다.

가설1-2:의회분 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방 의료비 지출 비 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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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예방적 

의료비 

지출 비중

310 3.42785 2.171654 0.025 10.073

정부형태1 374 0.3235294 0.4684494 0 1

정부형태2 374 0.0882353 0.2840167  0 1

의회분절도 363 0.70036 0.097838 0.497 0.866

전년도 

1인당 GDP
374 28891.361 12170.590 8171.0 84920.0

무역의존도 374 87.687877 50.923064 20.257892 348.39298

고령화비율 374 14.155 3.5478 5.2 23.0

재정적자

비율
370 45.466 32.5514 0.8 183.5

당뇨병 

인한 

사망자 수

354 25.123 23.3337 6.3 152.1

*분석은 결측치를 제거하고 유효한 296개의 측치에 해 이루어짐.

[표6] 변수의 기초 통계량

제4장 실증분석결과

제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통해 테이터가 갖는 추이를 살펴보면 [표6]과 같다.

종속변수인 방 의료비 지출 비 의 경우 평균은 약3.4%이고,최

댓값은 10%가 넘는 수치이나,최솟값은 0.025%의 수 으로 이러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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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는 요인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설명변수인 정부형태는 통령제를 순수 통령제만 포함(정부형태2)

하느냐,안 하느냐(정부형태1)에 따라 구분하 다.(순수) 통령제인 경

우 1을 부여하고,아닌 경우 0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므로 최댓값은 1,최

솟값은 0이 된다.

다른 설명변수인 의회분 도는 최댓값이 0.86이고,최솟값이 0.497

이다.의회분 도는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나타날 수 있다.1에 가까울수

록 일당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의회분 도가 0.5라는 것은

유효정당 수가 2로서 세력이 비슷한 두 당에 의해 의회가 구성되는 양당

제에 가까운 구성을 가진 국회를 보유한 국가라는 의미이다.

통제변수인 년도 1인당 GDP의 최댓값은 약 84,920달러이고,최솟

값은 약 8,171달러이며,평균값은 약 28,891달러이다.무역의존도의 경우

최댓값은 300%가 넘는 수 (348%)이고,최 는 50%수 이며,평균은

87.68% 수 이다.고령화비율의 경우,평균 으로 약14%이나,최댓값은

23%로 고령사회23)인 국가가 있음을 의미한다.재정 자비율의 경우

23) 고령 사회란 통상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사

회를 말한다.UN에서 정한 기 으로 볼 때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며

UN기 을 따르면 고령화 단계는 다음과 같다

-고령화사회(Ageing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Aged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후기고령사회(post-agedsociety)혹은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를 후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국

독일 랑스 등은 70년 에 고령사회가 다.일본의 경우는 70년에 고령화

사회로,이어 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한국은 2000년에 노인인구가 체

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2020년경에는 노인인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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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솟값은 0.8이고,최댓값은 183.5이며,평균은 45.466임을 알 수 있다.당

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경우 최댓값은 152명이고,최솟값은 6.3명이

며 평균은 약 45.5명이다.

제2 상 분석

본 연구의 다 회귀 분석을 시작하기 에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련성을 분석하기 한 상 분석을 실시하 다.이는 하나의 변수

가 다른 변수와의 련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의 련성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

회귀분석에 들어가기 에 변수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보고 회귀 분석

에 합한 지를 측할 수 있다.독립변수 들 간의 상 계에 해 살

펴보면 [표7]과 같다.[표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변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경우,다

공선성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표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계가 있지만 상호 간의 상 계가

0.8이상인 변수들은 없기 때문에 다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2026년경엔 20%를 넘어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최신시사상식 핵심 용어 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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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태1

정부

형태2

의회

분절도

전년도 

1인당 

GDP

무역

의존도

고령화

비율

재정

적자

비율

당뇨병

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

정부형태1 1.0000

정부형태2 0.3967*** 1.0000

의회분절도
-0.2823

***

-0.3916

***
1.0000

전년도 

1인당 GDP

 

-0.2609

*** 

-0.0781  0.1279

**

1.0000

무역의존도 -0.0353
-0.2692

***

0.4121

***

0.3696

***
1.0000

고령화비율
-0.3468

***

-0.4917

*** 
0.0857  

0.2192

***
-0.0239 1.0000

재정적자비

율
-0.0674 -0.1093* 

-0.1261

**
-0.0804

-0.3141

***

0 .5055 

***
1.0000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

0.3200

***

0.6779

***

- 0 . 1 9 8 0 

***

-0.3467

***

-0.1974 

***

-0.6057

***

-0 .1164 

**
1.0000

*p<.1;**p<.05;***p<.01

[표7] 변수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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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 정부 형태

모형 (2)

: 의회 분절도

대통령제

대통령제

(연도  

통제)

순수

대통령제

순수

대통령제 

(연도   

통제)

의회

분절도 

의회

분절도

(연도

통제)

상수  4.335***  4.296***  4.767***   4.693***   8.274***   8.327***  

대통령제
 0.686*** 

(1.21) 

 0.668**

(1.21)  
- - - -

순수

대통령제
- -

 3.274***

(2.23)

 3.370***  

(2.25)
- -

의회

분절도
- - - -

 -5.103***

(1.24) 

 -5.313***  

(1.25)

전년도 

1인당 

GDP

 0.000***

(1.33)

  0.000**

(1.51) 

 0.000

(1.45)

  -0.000

(1.66) 

  0.000**

(1.30)  

 0.000

(1.48)  

무역

의존도

 -0.010***

(1.31) 

-0.010*** 

 (1.32)  

-0.005** 

(1.45)

-0.005** 

(1.46) 

 -0.006**

(1.51) 

 -0.006**  

(1.52)

고령화

비율

-0.066

(2.39)  

-0.077

(2.45) 

-0.045

(2.37) 

 -0.057

(2..41) 

 -0.084   

 (2.30)

-0.097*   

  (2.35)

재정적자

비율

-0.015***  

(1.62)

 -0.015*** 

(1.64)

 -0.014***

(1.60)  

 -0.014***  

(1.63)

 -0.015***

(1.61) 

 -0.015***  

(1.63) 

당뇨병 

인한 

사망자 

비율

 0.017***

(1.85)

 0.016**

(1.91)  

-0.002

(2.65)  

 -0.005

(2.76) 

 0.017***

(1.84)  

 0.015**

(1.92)   

R²= 

0.2177 

수정된 

R²= 

0.2014

R²=

0.2237 

수정된 

R²=

0.1792

R²=

0.2708

수정된 

R²= 

0.2557

R²=

0.2815 

수정된 

R²=

0.2403

R²=

0.2401 

수정된 

R²=

 0.2243

R²=

0.2502

수정된 

R²=

0.2072

*p<.1;**p<.05;***p<.01

괄호 안에 수치는 VIF임

[표8] 다중회귀분석 결과

제3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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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두 가지 모형으로 이루어졌다.모형(1)은 정부 형태를 반 하

여 분석을 진행하 고,모형(2)는 의회분 도를 반 하여 분석하 다.모

형(1)의 경우,정부의 형태를 의의 통령제와 순수 통령제로 분리하

여 분석하 다. 한 각각의 모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측되지 않는 특징을 통제하기 하여 연도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독립변수들 에 서로 상 이 높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회귀계수의 추정 정 도가 매우 나빠지는 상이 다

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다.일반 으로 다 공선성을 단하는 방법으로

는 VIF가 5이상이면 다 공선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이

며 10이사이면 다 공선성을 유발하는 변수라 단한다.[표8]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본 연구의 모형은 모든 변수의 VIF가 5보다 낮아서 다

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본격 으로 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본 연구의 설명변수인 정치 안정성과 련되어, 통령제인

국가가 그 지 않은 국가에 비해 방 의료비 지출 비 이 높음을 알

수 있다(p<.01).특히,순수 통령제 국가만을 비교했을 경우,정부 형태

가 방 의료비 지출 비 증 에 미치는 향은 의의 통령제 국

가와 비교했을 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의회분 도의 경우,유의미

(p<.01)하게 방 의료비 지출 비 과 음(-)의 계로 분석되었다.이

는 정치 으로 안정된 국가일수록 방 의료비 지출의 비 이 높을 것

이라는 가설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년도 1인당 GDP에 한 결과는 모형 별로 달라 일의 으로 단

하기 힘드나,계수 추정값이 0에 가까워 의료비 지출에 있어 방 의

료비 지출 비율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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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의 경우, 상과 달리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수

(p<.05)에서 방 의료비 지출 비율과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방 의료비 지출에는 상했던 것만큼 타 국과의

계에 의해 향 받지 않거나 그것 압도할만한 각 국의 개별 상황이 더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향 방 의

료비 보다는 응 의료비의 비 을 증 시키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추후 의료지출에 있어서 경제·산업과 련된

지출(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 등)의 효과를 함께 고려해 볼 필

요성이 있다는 생각과 연결되는 지 이다.

고령화 비율의 경우 상과는 달리 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이는 두 가지 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첫째,

재 노인에 한 응 치료비의 지출로 인하여 방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 없을 가능성과 둘째, 방 지출의 효과로 인한 고령화

가속화가 더 높은 비율의 응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했을

가능성이다.후자의 가능성과 련하여 OECD(2010)에 따르면,비만에

한 정부의 개입은 비만인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기간을 늘려 보건의료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나, 한 고령화를

진하여 보건의료 지출 증 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보건

의료비 지출을 통해서는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보건의료비 지출의

최소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을 고려해 볼 때, 방

지출의 의도치 않은 효과이지만,부정 효과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자의 경우, 방 의료의 효과에 한 분석에 기반을 둔 정책을

통해 차 방 지출의 비 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24).

24)이는 암묵 으로 방 의료 지출이 응 지출보다 비용 비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가정하고 말하는 것이나,이는 다른 연구의 상일 것이다.건강

보험심사평가원(2011)에 따르면 지출과 결과 사이에 장기 이고 불확실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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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 비율의 경우, 상했던 로 유의미한 수 (p<.01)에서 (-)

의 부호로 나타났는데,이 역시 한정된 재화에 한 높은 시간 할인율이

용된 정치 선택의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며,고령화 비율

과 마찬가지로 방 지출에 한 효과 분석에 기 하여,바람직한 방

향으로의 이행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의 경우, 상과 동일하게 방 의

료비의 지출 비 을 늘리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가 존재하며 규모의 인구집단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을 고려할 때,

방이 사후 치료에 비해 비용이 덜 들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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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정책 함의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우선

정부지출에 있어서 정치 요인이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 으로 확

인하 다. 방 의료비 지출의 경우 보건경제학자와 공공보건학자 간

에 최 공 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실에서는 그 어떠한 기 으

로도 과소 공 될 가능성이 있다.즉,정치 안정성에 따라 정치인은 비

가시 이고 불확실하며,집행과 효과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하는 방

의료비 지출 보다는 응 의료비 지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

하므로,투표를 통한 의제 민주주의 내에서 정책의 우선순 를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이에 본 연구가 정치인 보다 긴 시계

(視界)를 가지고 있는 료 개인의 정보 획득 비용을 낮춰 수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의 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방 의료가 강조되는 정 원인으로는 경제 발 에 따른 생활

수 과 인간의 욕구 차원의 상승을 생각해볼 수 있고,부정 원인으로

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부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을 고려해볼 때,고령화 비율이 높거나 만성질환자가 많거나 재

정 자가 심한 나라일수록 방 의료에 힘써야 하나,본 연구 결과로는

만성질환자 련 요인을 제외하고는 반 의 결과가 나타났다.이는 정부

지출액의 기능 간 배분의 정성에 해 고민해보게 한다.정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나 재정 자의 증가 속도뿐만 아니라,제

로 된 방향으로 배분되고 있는지에 한 심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25).

25)박승 ·홍인기(2015)에 따르면 한정된 재원을 이용하여 국가의 정책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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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방 의료 지출의 필요성이 증 되는 세계 흐름 속에서 OECD

국가들의 자료를 가지고 방 의료비 지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살펴보았다.기존 정부지출에서 주로 연구되는 사회·경제 인 요인

외에도 방 의료비 지출 효과의 비가시성 공공재 특성, 방

지출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장기 시차가 존재한다는 특징 등을 고려하

여 정치 요소를 반 한 실증분석을 하 다.

다양한 정치 환경으로 인하여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 정치 요소

를 고려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그러나 한 국가의 정부 형태나 정부의

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주체인 정치인에 한 고려 없이 정

부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그 결과를 논의하는 것은 실을 얼마나

반 하는가에 있어서 한계 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시도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정치 안정성이 높을수록

방 의료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 지출을 결정하는

달성하기 해서는 재원의 효율 인 배분이 요하며 이를 해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첫째,기능별 재정지출의 경제 효과를 분

석해야 한다.즉,각 기능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와 소득분배 효과를 악함

으로써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해 어느 분야에 더 많이 지출하여야 하는

지 결정할 수 있다.둘째,기능별 재원배분의 변화 추이를 검해야 한다.어

느 한 분야에 한 지출의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아지면 다른 문야

에 한 지출의 증가율이 상 으로 낮아지거나 감소하게 된다.이 경우 증

가율이 낮아진 분야에 재정 측면에서 야기된 경제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재원배분의 변화 양상이 경제·사회 재정수요를 얼마나 충분히 반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재원배분 속도

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한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셋째,기

능별 재원배분 수 의 국제비교가 필요하다.이를 통해 어느 분야의 재정지

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어느 분야의 재정지출이 부족한지를 검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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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정치 요소를 간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언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다.

정치 안정성을 측정하기 해 사용한 유효정당수를 개별 국가의 각 시

기 별로 구하지 않고,2000년 경향성으로 반 하 기 때문에 횡단면

분석을 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에 있어 제한이 있다는 과 설명변수로

정치 안정성을 리한 지표로서 의회분 도에 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특히,동태 인 차원의 정당연합(partycoalition)등을 고려해보면

의회분 도 계산에 기 가 된 락소-타게페라의 유효정당수에 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26).

통제변수에 있어서 정부지출에 한 선행 연구와 방 의료의 특

성 방 의료가 강조되고 있는 실 이유를 고려하여 변수를 설

정하 으나,데이터 가용성의 문제로 인하여 의료수 을 리하는 변수

로 주로 쓰이는 CT MRI의 보 률과 만성질환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서 비만율 변수를 신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사용한

등이 한계일 수 있다.해당 지표와 련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Health

Organization,WHO)의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살펴보았으나,이 역시 결

측치가 많아 부득이하게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을 의료 련 변

수로 설정하 다.추후 이에 한 보완을 통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길 기 한다.

이상의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가 간 정부지출 비교에 있

어서 기존 연구에서 미흡했던 정치 환경에 한 고려를 진행하여,유

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26)이와 련된 연구로는 진 재(2000)의 ‘유효정당수(EffectiveNumberof

Parties)계산법의 문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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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향후 정부지출 결정요인에 한 연구에 있어서 사회·경제 요인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 요인도 고려하는데 진제가 될 수 있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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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Determination

ofPreventiveHealthCare

ExpenditureFactors:witha

FocusonthePolitical

StabilitiesofOECDCountries

Choi,Misun

DepartmentofPublicPolicy

The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With the worldwide growing needs ofpreventive health care

expenditure,thisstudy discussesthefactorsthataffectpreventive

healthcareexpendituresinOECDcountries.

Preventivehealthcareexpenditureisinvisibleanditpossessesa

characteristicofpublicgoods.Thereexistsalongtimelagbetween

the date ofenforcementand the date when itactually becomes

effective.Considering thesecharacteristics,based on ‘publicchoice

theory’,thisstudyhypothesizesthatpoliticallystablecountries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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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ave higherpercentage ofpreventive health care expenditures

comparedtototalhealth careexpenditures.In thisstudy,political

stabilityhasbeenassessedbygovernmentsystem andparliamentary

fractionalization. The parliamentary fractionalization has been

determined based on ‘effectivenumberofparties’from Laakso&

Taggepera,1979.

Asa result,itwasfound thathigherpreventivehealth care

expenditurewasspentbygovernmentsthatadoptpresidentialsystem

than thosethatdid not. Moreover,thegovernmentsthatadopts

presidentialsystem werefurtherclassifiedintotheonesthathave

pure presidentialsystem and extended presidentialsystem.The

governmentswithpurepresidentialsystem werefoundtohavehigher

percentage of preventive health care expenditure. In case of

parliamentfractionalizationandpreventivehealthcareexpenditure,a

statisticallysignificantnegativerelationshipwasshown.Theseresults

supportourhypothesisthatpoliticallystablecountriestendtohave

higherpercentageofpreventivehealthcareexpenditure.

There are still some limitations that there may be other

unpredictablevariablesandthatonlyavailabledatawereusedforthe

current study. Neverthel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significantresultshavebeenfoundwithinvariablesrelatedtopolitical

environments which has notbeen deeply considered in the past

studieswhendetermininggovernmentexpenditure.

Keywords:Preventivehealthcareexpenditure,publicchoice

theory,politicalstability,governmentsystem,

parliamentaryfractionalization,effectivenumber

ofparties

StudentNumber:2010-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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