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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WIC 로그램 참여가 어머니가 응답한 1-5세 유아들의 건강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 다.자료는 FFCWB의 공개 자료를 사용하 으며

모델은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델와 고정효과 로짓 모델을 사용하 다. 한,자료

를 가구소득/빈곤선 비율로 세분화하여 WIC참여가 유아들의 건강에 미치는 정

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해서도 조사하 으며 WIC,TANF,푸드스탬 의 상

호작용 항을 추가한 연구도 수행하 다.마지막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향을 수

있는 다른 복지 로그램인 TANF혹은 푸드스탬 를 수혜하지 않은 가구 표본만

사용하여 WIC수혜의 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가장 요한 결과는 WIC 수혜가 유아기 어린이들의 반 인 건강에

정 이고 유효하게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이 결과는 고정효과 순서형 모

델을 사용하여 각 아이가 가지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한 상황에

서 발견했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 빈곤한 가정일수록 WIC수혜가 아이의

반 인 건강에 더 큰 정 인 향을 미치는 역시 발견하 다.WIC,TANF,

푸드스탬 의 상호작용 항을 넣었을 때에도 WIC수혜의 정 인 향은 유효하

으며 TANF혹은 푸드스탬 수혜 계층을 제외하 을 경우에도 WIC수혜는 유아

기 어린이 건강에 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WIC 로그램을 모방한 양 러스 로그램이 있다.

양 러스 로그램은 2005년부터 시행되어 재는 국 으로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양 러스 로그램은 복지 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상 를 오르지

만 실질 인 산 배정은 은 편이다.본 연구를 개선 발 시켜서 양 러스

로그램에도 비슷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해당 로그램의 확 와 효율성 제

고를 한 근거자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WIC,어머니가 리포트한 아이 건강,유아기 건강

학 번 :2010-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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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빈곤은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향을 미친다.빈곤 가정의 부

모들은 부유한 가정의 부모들에 비해서 은 양의 산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은 투자는 직 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에

향을 미치며,이차 으로 그들의 미래 산출에 해서도 향을 미친다.어린 시

의 빈곤이 그들의 삶의 궤 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빈곤이 어린이들에게 끼치는 부정 인 향을 완화할 수 있

다.미국 정부가 어린이들이 빈곤으로부터 받는 악 향을 완화하기 해 개입하는

방법을 Almond,D.andCurrie,J.(2010)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이 세 가지는

소득 증가 로그램, - 로그램,조기 재 로그램이다.소득 증가 로그

램에는 지원,소득세 면제 등이 있으며, - 로그램에는 푸드스탬

로그램,주거 지원 등이 있고,조기 재 로그램에는 간호사 가정 방문 로그램,

WIC(Women,Infants,Children) 로그램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분류 ,마지막 분류인 조기 재 로그램에 해당하는

WIC(Women,Infants,Children) 로그램이 해당 로그램의 수혜 상인 5세 미만

유아들의 건강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한다.

WIC 로그램은 빈곤 가정의 임산부,수유부(출산 후 1년 이내),5세 이하의 어린

이들에게 특정 양소를 포함하는 음식과 함께 양과 건강에 한 평가와 교육을

제공하는 로그램이다.WIC 로그램의 수혜 조건은 다음과 같다.가구 소득이 빈

곤선의 185% 이내여야 하며,보건의료인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이 양 험에 노

출되어 있다고 단되어야 한다. 한 가족 구성원 에서 메디 이드나

TANF(TemporaryAssistanceforNeedyFamilies),푸드스탬 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으로 WIC 로그램 수혜 상이 된다.2013년에는

약 866만 명이 WIC 로그램의 수혜를 받았으며 로그램의 실행에 총 67억 달러

정도가 소요 다.

최근 10년간의 WIC에 련된 연구는 주로 임산부의 WIC 수혜가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해서 다루고 있다.구체 으로 임산부의 WIC수혜에 따른 체

아 출산율,부당 경량아 출산율,조산아 출산율에 한 연구가 있다.그러나 연구

상을 태아 시기를 넘어 아기(출생~만 2세),유아기(만 3~5세)로 하는 연구는 소수

이다. 한 10년 이 의 WIC에 한 연구에는 태아보다 높은 연령의 어린이들의

의학 결과나 양학 결과를 도출하지만 많은 경우 횡단면 자료를 사용한다.본

연구에서는 WIC 수혜의 상으로 유아를 설정하며 FFCWB(FragileFamilies

andChildWellbeing Study)의 공개 패 자료를 사용한다. 한 Das,M.and

Soest,A.V.(1999)에 의해 제시된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델을 사용하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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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도록 하겠다.이를 통해 아이의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변

하지 않는 개인 별 이질성을 효과 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결과 비교와 테스

트를 해서 고정효과 로짓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한 추가 으로 WIC 로그램이 소득 계층별로 어느 정도의 크기의 향을 미치

는 지를 비교하고자 한다.이는 WIC 수혜가능 소득 범 가 해당 년도 빈곤선의

185% 이내이며 이 소득 범 내에서도 산 제한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향력의

스펙트럼은 넓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앞서 소개한 어린이의 건강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개입 로그램으로 첫 번째 소득 증가 로그램,두 번째

- 로그램 분류에 표 으로 TANF,푸드스탬 가 있었다.이 두 로그램

과 WIC 로그램의 상호작용 항을 넣은 모델에 해서도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

다.마지막으로 TANF,푸드스탬 수혜 경험이 있는 그룹을 제외한 자료에서 WIC

수혜의 향을 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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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 연구의 검토

최근 10년간의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연구가 임신 기간 WIC참여로 인한 임신

기간,출생 시 아의 체 ,기타 태아의 건강 산출에 향을 끼침을 보여주고 있다.

WIC 로그램이 태아의 출생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Joyce

atal.(2004)는 다태 임신의 경우 천식과 태아 성장 지연의 험이 크므로 WIC 로

그램의 효과가 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한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 둥이의 경

우 WIC수혜로 인한 태아 성장에 정 인 효과가 찰되었다.Joyceetal.(2008)

에 의하면 WIC과 조산 사이의 계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WIC과 임신체 증가 사

이의 계도 한정 인 것으로 발표되었다.그러나 태아 생장에는 정 인 향을

주었으며 모유 수유와도 어느 정도 상 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Kowaleski-Jones,L.andDuncan,G.J.(2002)에 의하면 임신 WIC수혜는 출생

시 체 의 증가를 가져왔음이 보고된다.Hoynesetal.(2009)에서는 임신 WIC

수혜는 출생 시 아기의 체 증가를 가져오며 한 체 출산 확률을 낮춘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WIC이 아기의 체 증가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WIC수혜

어머니가 학력인 경우 태아의 체 이 증가하 음이 보고되었다.Figlio et

al.(2009)에서는 어머니의 WIC참여가 임신 기간과 태아의 평균 체 에 향을 미

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 다.하지만 WIC참여가 2500g미만 출산 같은 역

출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인다는 것을 발견하 다.Gueorguievaetal.(2009)

에 의하면 WIC 로그램 참여는 부당 경량아 출산의 험을 낮추며,조산아(임신기

간:29-36주)의 출생 험을 감소시킨다고 한다.그러나 극조산아(임신기간:23-28

주)의 출생 험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WIC 로그램이 유아의 양과 건강 산출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Blacketal.(2004)에 의하면,WIC 수혜가 가능하지만 근에 문제가 있어서

참가하지는 못하는 가정의 아(12개월 미만)의 경우 참가하는 가정의 아에 비해

서 체 이 고 키가 작으며,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etal.(2007)는 WIC과 푸드스탬 로그램 참여는 아 학 와 아 상 방

임, 양 련 건강 문제(빈 ,성장 장애, 양 결핍)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낮춘다

는 것을 발견하 다.

이상에서 보듯이 최근 10년간 WIC에 련된 연구는 주로 임산부의 WIC 참여에

따른 태아의 건강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WIC수혜가 아 유아의 건강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에 한 연구의 수는 부족하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WIC 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한 1972년부터의

2000년 반의 연구들을 살펴보면,WIC 로그램이 제공하는 식품 공 , 양⦁

건강 교육과 상담이 가지는 여러 효과들이 연구되었다.이를테면 WIC참여가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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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각 양 섭취 증가,빈 감소,모유 수유 증가,출생 몸무게 증가, 유아의

반 인 건강 호 등에 한 효과들에 해 많은 수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Edozienetal.(1979)에 의하면 WIC참여자들은 그 지 않은 참여자들에 비해서 출

생 시 몸무게와 성장 속도가 증가하 고,빈 발생률이 감소하 음이 보고되었다.

Roseetal.(1998)에 의하면 WIC수혜자들은 철분,아연 등의 10가지 양소의 섭취

가 증가하 음이 찰되었다.Carlson,A.andSenauer,B.(2003)에 의하면 WIC수

혜 아동들은 그 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부모가 응답한 건강 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하지만 이 논문들은 부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다. 한,패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확률효과 즉,시간 불변 비 측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측된

변수들과 상 되지 않았다는 강한 가정을 내포한다.

최근 WIC의 연구에서 여겨 볼 부분은 WIC수혜 상자 실제 참여하는 정

도와 태아 출생에 한 여러 산출물에 해서 비 측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비 을 수용한다는 것이다.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한 해결책을 제시

한다.Bitleretal.(2003)에서는 다양한 조사 자료에서 응답된 WIC 참여율과 WIC

행정 자료를 비교하여 WIC참여에 한 응답률이 과소 응답되었음을 발견했다.

한 WIC참여에 향을 주는 유효한 요소들을 발견했다.Bitler,M.P.andCurrie,

J.(2005)에서도 역시 선택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제시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들을 효과 으로 통제하기 해 고정효과 순서형 모델을 사

용하도록 하겠다.고정효과 순서형 모델을 사용함으로서 각 어린이가 가지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이질성을 측 혹은 비 측 변수 모두에 해서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정효과 순서형 모델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공변량에 의한 WIC참

여 정도나 출생 산출에 한 편의는 통제하지 못한다.따라서 Bitleretal.(2003)에

서 제시하는 WIC참여에 향을 주는 변수들을 FFCWB공개 자료가 허용하는 범

내에서 추가하여 통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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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설계

제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FFCWB(TheFragileFamiliesandChildWellbeingStudy)공개

자료를 사용한다.FFCWB자료는 1998년~2000년 사이에 미국 20개 도시의 75개

병원에서 무작 로 선택된 출산을 조사한 자료이다.fragilefamilies라 함은 결혼하

지 않은 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을 일컫는다.FFCWB의 자료는 태아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아버지의 인터뷰와,태어난 어린이가 한 살,세 살,다섯 살이 되었을 때의

어머니,아버지의 인터뷰를 포함한다.추가 으로 어린이가 세 살,다섯 살 때의 가

정 내 인터뷰와 가정환경 조사 자료도 포함한다.부모 인터뷰에는 아이를 돌보는 부

모의 태도,부모 사이의 계,보육 양식,지리 특성,구성원의 육체 정신 건강

상태,경제 상태,이웃의 특성, 로그램 참여에 한 구체 인 정보가 포함된다.가

정 내 인터뷰에서는 어린이들의 인지,정서 발달,건강,가정환경에 한 정보를

포함한다. 한 FFCWB여러 동 연구들이 부모들의 의료 기록과 취업 기록,투옥

기록,종교,어린이를 돌보는 방식 그리고 조기 교육에 한 자료를 제공한다.자료

설계에 의해서, 략 3/4의 어머니들은 미혼모들로 선정되었으며 1:1 면 방식으로

4898명의 어머니들이 출산한 후 병원에 있을 때 인터뷰하 다.어머니들의 베이스라

인 인터뷰의 응답률은 86%이다.5년 후까지의 후속 인터뷰에는 4139명(85%)의 어

머니들이 응답하 으며 이들에게는 추가 으로 가정 내 인터뷰에 참여하도록 요청

했고 가정 내 인터뷰에는 3024(62%)의 부모와 어린이들이 참여하 다.

FFCWB공개 자료가 본 연구에 합한 은 다음과 같다.

-아기의 건강에 해 출생부터 1년,3년,5년 웨이 까지의 패 자료.

-다양한 공공복지 수혜에 한 정보 기록이 존재하고 WIC에 한 수혜 비율이

높음.

- 유아의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도 민감한 정보인 가정 내 부모의 유

계,동거 계,다른 자녀에 한 상세한 정보 포함.

제 2 종속 변수

종속변수로는 어머니가 응답한 어린이의 건강 정도를 사용한다.혹자는 과연 어머

니가 응답한 어린이의 건강 정도가 실제 어린이의 건강 정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에 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하지만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이 둘 사이에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Caseetal.(2001)에 따르면 부모가 응답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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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 정도는 의사에 의한 건강 평가와 상 되어 있다고 한다.Arcia(1998)에 의

하면 어머니에 의한 어린이 건강 응답은 어린이의 기능 제한과 재 혹은 과거의

건강 상태와 련이 있다고 보고된다.Monetteetal.(2007)에 의하면 어머니가 인지

하는 아이의 건강정도는 아이의 실제 건강과 상 됨이 찰되었다.

FFCWB자료에서 어머니가 응답한 어린이의 건강 정도는 총 다섯 단계로 구분된

다.(poor,fair,good,verygood,excellent).그 지만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poor와

fair로 구분되는 어린이들의 수가 무 기 때문에 이 두 카테고리를 합쳐서

poor/fair로 분류하 다.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어머니가 응답한 어린이

의 건강 정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fair/poor,2=good,3=verygood,4=

excellent.숫자가 높을수록 어린이가 건강하게 리포트 된 것이다.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델을 조사한 이후에 비교와 테스트 목 으로 찰하게 될

고정효과 로짓 모형을 해서 종속변수를 이항 변수로 변형시켜야 한다.이를 해

서 어머니가 응답한 어린이의 건강 정도의 네 카테고리를 둘로 묶었다.이는 다음과

같다.0=fair/poor,good,verygood,1:excellent이다.이 게 묶은 이유는 추후

Ⅳ 분석 결과 -1.기술 통계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 3 독립 변수

가장 요한 독립 변수는 해당 가구의 WIC 로그램 참가여부이다.이는 더미 변

수 형태를 취한다.(1=WIC 로그램 참가,0=WIC 로그램 불참가)

앞에서 지 했듯이,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고정효과 모델의 경우,아이의 개별 이

질성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질성은 통제할 수 없다.즉,WIC

참여나 출생 산출에 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한다.이를 해서 Bitleret

al.(2003)를 참고하여 WIC수혜가능자들 WIC참여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요소

들을 FFCWB공개 자료에서 가능한 한 추가하여 련 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

다.이에 따라 추가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TANF참여 여부 더미(1=TANF10

개월 이상 참여,0=TANF10개월 미만 참여),푸드스탬 로그램 참여 여부 더미

(1=푸드스탬 로그램 10개월 이상 참여,0=푸드스탬 로그램 10개월 미만 참

여),어머니의 메디 이드 참여 여부 더미(1=어머니의 메디 이드 참여,0=어머니의

메디 이드 불참),아이의 메디 이드 참여 여부 더미(1=아이의 메디 이드 참여,

0=아이의 메디 이드 불참),어머니가 히스패닉인지 여부 더미(1=히스패닉,0=히스

패닉 아님),어머니가 흑인이지만 히스패닉 아닌 경우 더미(1=흑인이지만 히스패닉

은 아님,0=그 외),결혼 여부 더미(1=결혼함,0=결혼하지 않음)이다.참고로 조사

가구가 TANF나 푸드스탬 로그램,메디 이드 의 수혜를 받고 있으면 그 가구

는 자동으로 WIC수혜 상이 되기에 편의가 발생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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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공변량을 살펴보면 출생 시 어머니의 나이,출생 시 아버지 나이,어머니

가 백인,흑인,히스패닉이 모두 아닌 경우의 더미(1=백인,흑인,히스패닉이 모두

아닌 경우,0=그 외 경우),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더미(1:어머니

와 아버지가 함께 생활 함,0: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생활하지 않음),출생 시 어

머니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의 더미(1=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고

등학교 졸업 이상,0=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미만),어머니가 15살 때,

친부모와 함께 살았었는지에 한 더미(1=같이 살았었음,0=같이 살지 않았음),어

머니가 종교 활동을 매주 1회 이상 하는 지 여부 더미(1:주 1회 이상 함,0=주 1회

미만으로 함),어머니 스스로가 응답한 어머니의 건강(1=excellent,very good,

0=good,fair,poor),어머니의 출생지가 미국인지 여부 더미(1=미국 출생,0=미국 출

생 아님),아이의 성별(1=여자,0=남자),아버지가 정기 인 일을 하는 지 여부 더미

(1=정기 인 일을 함,0=정기 인 일을 하지 않음),출생 시 아이가 체 이었는

지 한 더미(1= 체 ,0= 체 아님),가구소득/빈곤기 소득,한 집에서 같이

사는 인원,한 집에서 같이 사는 인원 6세 미만 수,어머니가 아이와 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지에 한 더미(1= 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냄,0= 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지는 않음)이 있다.

제 4 분석 방법

WIC 로그램이 유아의 건강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Das,M.andSoest,A.V.(1999)가 제시한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델을 사용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순서형 로짓 모델을 패 자료에 사용할 경우 비 측 개별

효과(ex.개인의 특성)가 독립 변수들과 상 이 없음을 가정하는 확률 효과 모형을

많이 사용하 다.하지만 유아의 건강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들 에

는 측하기가 매우 힘든 것들이 있다.이 비 측 자료들은 짐작컨 다른 변수들과

상 계가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확률효과 모델을 사용 시 일치 추정량을 구할

수 없게 된다.이후에 실시하게 될 테스트를 통해 확률효과 모델보다 고정효과 모델

이 본 연구에서는 더 합함을 보일 것이다. 한 결과 비교와 테스트의 목 을

해서 패 로짓 모형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다.

1)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델

본 연구에서 WIC 로그램 참석 여부와 건강 산출 사이의 계를 나타내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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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델이다.

패 자료의 종속 변수인 유아들의 건강정도가 순서형으로 표시된다.이 종속

변수의 선택을 결정하는 잠재 변수를 
 라 하고 

 를 다음과 같은 선형 함수로

표 된다고 가정하자


      ,   ⋯    ⋯ -----(1)

는 측 가능한 개별 특성을 나타낸다.오차항   는 정규분포로 가정하자.즉,

  ∼   이다.잠재 변수 
 는 찰되지 않고 응답자에 의해서 선택된 

 
가

찰된다.

    i f 
 ≤ 

  i f   
 ≤

⋮
  i f    ≤  



(1)식에서 오차항  을 패 간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오차항  의 합이라 가정하면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식 (1)의  를 고정되어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는 모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 설명변수  와 상 계가 있어도 여 히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

다.여기에  를 로지스틱 분포로 가정하면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이 된다.

하지만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델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패 수가 많고 시계열

측 개수가 작은 경우 따름 모수 문제(incidentalparmeterproblem)가 발생하여 

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편의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NeymanandScott,1948;

Lancaster(2000);Baltagi(2008)).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Chamberlain(1980)은

조건부 고정효과 로짓모형을 고안했으며,Chamberlain의 아이디어인 Chamberlain

추정량를 도입하여  에 한 일치 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Das⦁vanSoest(1999)

의 경우 가능한 모든 Chamberlain추정량에 해서  값을 추정한 후 그것들을 가

평균하여  의 추정치로 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 다.



- 9 -

2)고정효과 VS확률효과

유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 에는 외부 으로 쉽게 찰되지

않은 개인의 특성이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그럼에도 고정효과 모형의 장 을 취하

기 에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어떤 것이 합한지에 한 테스트를

시행한다.

선형 모델에 해서는 하우스만 테스트가 유용할 것이다.하지만 선형 모델과 달

리,이항 종속 변수 모델이나 순서형 모델과 같이 비선형 고정효과 모델에서는 하우

스만 테스트가 합하지 않다.비선형 모델에서 고정효과 추정량은 따름 모수 문제

가 발생하여 일치추정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Greene,Hensher(2009)).본 연구에

서는 테스트를 해 Greene,Hensher(2009)에서 제시한 방법,variableadditiontest

를 시행하도록 한다.1)

고정효과 모델의 경우,T가 작을 때,따름 모수 문제가 발생한다.하지만 확률효과

의 경우,(2)의  가 (1)의  와 상 되지 않는다는 지나치게 강한 가정이 필요하

다.Mundlak(1978)은 둘 사이의 충 인 방법을 제시하 다.

  
  

 는 평균이 이고 표 편차가  이며
 나  와 상 되지 않는 다고 가정한

다.이를 (1),(2)에 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인 확률효과 모델과 Mundlak이 제시한 모델(각 변수의 그룹 평균 변수 추

가)의 LRtest를 실시한다.만약 확률효과 모델이 더 합하다면 LRtest를 실시하

을 때,그룹평균 변수의 계수값 가 유효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에 한 확률효과 모델의 로그 우도 값은 –6550.0577이고 그룹평균

변수를 추가한 확률효과 모델의 로그 우도 값은 -6463.9348이다.이 두 값의 차는

86.1229이며,따라서 차 값의 두 배인 172.2458이 LR test값이다.이는 자유도 15,

0.1% 수 의 카이 제곱 분포값 37.697보다 훨씬 크다.따라서 그룹평균 변수의 계수

값이 0이라는 가정을 기각한다.결과 으로 본 연구에는 확률효과 모델보다 고정효

과 모델이 더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록 합성은 떨어지지만 패 로짓 모델에 해서는 기존의 하우스만 테

1)자세한 사항은 Greene,W.H.andHensher,D.A.(2009).ModelingOrderedChoices.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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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실행하 다.하우스만 테스트에 의해서 1%의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

      이 기각된다.즉,고정 효과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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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건강에 한 답변 평균

체 표본(N=7782) WIC 표본(N=6050)*

1살 3.544 3.497

3살 3.501 3.450

5살 3.516 3.449

총 3.520 3.466
⦁참고:1=fair,poor,2=good,3=verygood,4=excellent

*WIC지원 가능 표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1)1,3,5년의 3개년 가구소득/빈곤선 평균이 1.85를 넘지 않

을 것,(2)(1)혹은 3개년 동안 TANF,푸드스탬 ,메디 이드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표 1.나이 별 어린이 건강 정도 평균

제 4장 분석 결과

제 1 기술 통계

FFCWB자료에서 제공하는 어머니에게 유아의 건강 정도를 묻는 질문은 5단계

로 나타나있다.poor,fair,good,verygood,excellent이다.하지만 poor과 fair에

해당하는 응답의 비율이 무 낮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poor과 fair단계를 합치도록

한다.그리고 건강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지게끔 자료를 정리하 다.정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1=fair,poor,2=good,3=verygood,4=excellent이다.

표1은 해당 자료(FFCWB)의 체 표본과 WIC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가능 표본

의 어린이 나이별 평균 건강 정도를 나타낸다.WIC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가능

표본은 가구 소득/빈곤선 평균이 1.85이하이거나,가구 구성원이 메디 이드나

TANF(TemporaryAssistanceforNeedyFamilies),푸드스탬 로그램에 참가하

고 있는 경우의 표본 수이다.표1을 보면 어린이 건강 정도에 한 어머니의 인식이

체 표본 보다 지원 가능 표본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지원 가

능 표본의 조건을 볼 때 가구의 은 소득의 향임을 유추할 수 있다.(WIC지원

가능 조건에는 가구소득/빈곤선이 1.85를 넘지 않을 것,혹은 TANF,푸드스탬 ,

MEDICAID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 있다.그러나 푸드스탬 의 참여 조건 하나가

가구소득/빈곤선이 1.3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TANF나 푸드스탬 의 경우에

는 이보다도 더 낮은 조건을 요구한다.) 한 표1을 보면 표본들의 평균 어린이 건

강 정도에 한 답변 수가 상당히 높고 균일함을 알 수 있다.그 지만 답변 평균

수가 높고 균일하다는 것이 아이들의 나이가 변화함에 따른 건강 정도가 달라지

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2,표3은 체 표본에서 각각 1살 때 유아의 건강이 3살 때 어떻게 변했는 지

와 3살 때 유아의 건강이 5살 때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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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어린이 건강

건강 1 2 3 4 Total

1
년
차

어
린
이

건
강

1
33.
3

28.6 19.0 19.0 100

2 2.3 33.3 25.7 38.6 100

3 1.4 11.2 42.3 45.1 100

4 0.9 4.3 21.2 73.6 100

Total 1.8 8.5 25.8 63.9 100

⦁1살→3살로 어린이 건강 변화.숫자는 %
1=fair.poor,2=good,3=verygood,4=excellent

표 2.1살에서 3살로 바뀔 때 건강 지표변화

5년차 어린이 건강

건강 1 2 3 4 Total

3
년
차

어
린
이

건
강

1 30.8 30.8 19.2 19.2 100

2 6.8 29.7 37.0 26.6 100

3 1.4 10.3 41.9 46.4 100

4 0.5 3.4 17.5 78.7 100

Total 1.7 8.1 25.6 64.6 100

⦁3살→5살로 어린이 건강 변화.숫자는 %
1=fair.poor,2=good,3=verygood,4=excellent

표 3. 3살에  5살  바뀔  건강 지표 변화

계 도수 비율 누적 도수

1=fair,poor 153 1.97 1.97

2=good 698 8.97 10.94

3=verygood 1,881 24.17 35.11

4=excellent 5,050 64.89 100

표 4.아이의 건강 정도 계 과 도수

가령,어린이의 나이가 1년차 을 때에는 어린이의 건강이 4(=excellent)하다고

답했지만 3년차에서는 3(=verygood)이라고 답한 응답이 21.2%가 된다. 한 어

린이의 나이가 3년차 을 때에 어린이의 건강이 1(=fair,poor) 지만 5년차 때

4(=excellent)라고 답한 비율이 19.2%가 된다.그룹 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비교와 테스트의 목 을 해서 패 로짓 모형을 순서형 로짓 모형의 종속

변수의 네 가지 유형(1=fair,poor,2=good,3=verygood,4=excellent)을 두 가지로

묶어야 한다.두 가지로 묶기 한 기 을 세우기 해 추가 인 조사를 실시하

다.먼 아래 표4를 참고하면 4=excellent에 한 응답이 64.89%로 압도 으로 많

음을 알 수 있다.

한,아래 그림1~4를 참고하면 어린이의 건강정도의 계 간 이동이 WIC 참가

여부에 계없이 2(good)에서 3(verygood)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3(verygood)에서

4(excellent)로 더 활발하게 이동하는 것을 찰할 수 있다.이에 따라 어머니가 응

답한 어린이의 건강 정도의 네 카테고리를 다음과 같이 묶도록 하겠다.0=

fair/poor,good,verygood,1=excellent.



- 13 -

0

20

40

60

비

율

WIC 수혜 그룹

WIC

비수혜

그룹

WIC 수혜 여부

34.71
40.85

그림 4.나이의 변화(3살 -->5살)에 따른 어린이

건강 계 변화 (2=good-->3=very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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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나이의 변화(1살 -->3살)에 따른 어린이

건강 계 변화 (2=good-->3=very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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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나이의 변화(1살 -->3살)에 따른 어린이

건강 계 변화 (3=verygood-->4=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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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나이의 변화(3살 -->5살)에 따른 어린이

건강 계 변화 (3=verygood-->4=excellent)

계속해서 아래 표5를 보면 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을 알 수 있다.표5에서 변

수들의 특성을 나열함에 있어서 체 표본과 WIC에 한 지원 가능 표본으로 나

어서 나타내었다.표5에 의하면 표본들이 WIC에 참여할 가능성은 각각 49%,63%

이다.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WIC 로그램에 한 참여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제 2 결과

1)WIC 로그램 참여가 유아기 건강에 미치는 향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델,고정효과 로짓 모델을 실행한 결과를 표6에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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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782 n=6050

변수 체 표본 WIC지원 가능 표본

주요 독립변수

WIC참여 여부 .515 .624

어머니 특성

어머니 종교 생활 여부 .131 .127

어머니 건강 여부 .617 .578

어머니 메디 이드 참여 여부 .346 .445

아이 출생 시 어머니 나이 25.530(6.010) 24.336(5.672)

히스패닉인 경우 .249 .285

흑인이지만 히스패닉은 아닌 경
우

.457 .512

백인도 흑인도 히스패닉도 아닌
경우

.040 .031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670 .624

어머니가 미국에서 출생 여부 .853 .851

어머니가 15살 때 친부모와 함께
살았는지 여부

.455 .397

아이 특성

아이의 성별(여자=1,남자=0) .478 .481

아이 출생 시 체 여부 .090 .099

아이 메디 이드 참여 여부 .525 .676

아버지 특성

아버지 정기 인 일 여부 .788 .743

아버지 건강 여부 .702 .684

가구 특성

부모의 결혼 여부 .401 .289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삼 여부 .671 .608

가구소득/빈곤선* 3.067(1.413) 2.632(1.258)

동거인 수 3.528(1.567) 3.637(1.652)

동거 인 6세 미만 수 1.593(0.767) 1.633(0.798)

푸드스탬 참여 여부** .196 .252

TANF참여 여부*** .088 .113

어머니와 아이가 부분 시간을
함께 보냄 여부 .983 .981

참고: 호 없는 모든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호 안의 숫자는 표 편차임

* 소득/빈곤선 비율은 FFCWB 자료에 제공하는 자료이다.1= 0-49% ,2= 50-99%,3= 100-199%,4=

200-299%,5=300%+.참고로 2000년 기 3인 가구 빈곤선은 11,531$이다.

** 푸드스탬 참여 여부 더비는 10개월 이상 참여 했을 시 1로 처리하 다.

***TANF참여 여부 더미는 10개월 이상 참여 했을 시 1로 처리하 다.

표 5.변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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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표본 WIC지원 가능 표본

변수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델

고정효과
로짓 모델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델

고정효과
로짓 모델

　 　 　 　 　

주요 독립변수 　

WIC참여 여부 0.263*** 0.166* 0.295*** 0.241**

(0.089) (0.097) (0.094) (0.103)

어머니 특성

어머니 종교 생활 여부 0.419*** 0.131 0.344** 0.045

(0.139) (0.150) (0.148) (0.162)

어머니 건강 여부 0.329*** 0.201** 0.289*** 0.176

(0.092) (0.098) (0.102) (0.108)

어머니 메디 이드 참여 여부 0.217* 0.280** 0.220* 0.284**

(0.126) (0.134) (0.126) (0.134)

아이 특성

아이 메디 이드 참여 여부 -0.058 -0.086 -0.055 -0.093

(0.128) (0.134) (0.128) (0.135)

아버지 특성

아버지 정기 인 일 여부 -0.077 -0.107 -0.058 -0.083

(0.118) (0.125) (0.123) (0.131)

아버지 건강 여부 -0.051 -0.089 -0.026 -0.045

(0.102) (0.106) (0.110) (0.115)

가구 특성

부모의 결혼 여부 -0.153 -0.139 -0.048 -0.012

(0.176) (0.183) (0.186) (0.194)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삶 여
부

0.092 0.056 0.104 0.061

(0.130) (0.138) (0.135) (0.144)

가구소득/빈곤선* -0.016 -0.034 -0.023 -0.044

(0.048) (0.051) (0.050) (0.054)

동거인 수 0.108*** 0.021 0.104** 0.028

(0.040) (0.043) (0.041) (0.045)

동거 인 6세 미만 수 -0.136* -0.125* -0.150* -0.157*

(0.071) (0.075) (0.079) (0.082)

푸드스탬 참여 여부* -0.025 0.005 -0.024 0.007

(0.135) (0.141) (0.135) (0.142)

TANF참여 여부* 0.108 -0.028 0.098 -0.029

(0.175) (0.190) (0.176) (0.190)
어머니와 아이가 부분 시간을

함께 보냄 여부
-1.958*** 0.033 -1.877*** 0.083

(0.308) (0.338) (0.317) (0.343)

측수 3,243 2,791 2,628 2,230
⦁ 호 안의 숫자는 StandardError이다.

⦁***p<0.01,**p<0.05,*p<0.1

*소득/빈곤선 비율은 FFCWB 자료에 제공하는 자료이다.1= 0-49% ,2= 50-99%, 3= 100-199%, 4= 

200-299%, 5= 300%+. 참고로 2000년 기 3인 가구 빈곤선은 11,531$이다.

** 푸드스탬 참여 여부 더비는 10개월 이상 참여 했을 시 1로 처리하 다.

***TANF참여 여부 더미는 10개월 이상 참여 했을 시 1로 처리하 다.

표 6.모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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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각의 모델은 상이 되는 표본을 세부 으로 체 표본과 WIC지원 가능 표

본으로 나 어서 그 결과를 도출하 다.결과 으로 총 네 개의 모델이 구해졌다.

본 연구에서 찰하고 싶은 주요 독립변수인 WIC참여에 한 계수 값은 네 모

델에서 모두 정 이 방향으로 유효하게 나타났다.세부 으로 살펴보면,순서형

로짓 모델에서는 WIC 로그램에 한 참여의 정 인 향이 1%수 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다.하지만 일반 인 로짓 모델의 경우에는, 체 표본과 지원 가능 표

본에서는 각각 10%와 5%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이는 순서형 모델의 경우

아이의 건강에 한 어머니의 응답이 네 개의 카테고리로 처리되어 카테고리 사이

의 이동을 잘 측할 수 있는 반면 로짓 모델의 경우 네 개의 카테고리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묶으면서 카테고리 사이의 이동이 상 으로 불명확하게 찰되기 때

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WIC참여 여부 더미를 제외하고 순서형 로짓 모델의 경우 유효성을 가지는 변수

에는 어머니 종교 생활 여부 더미,어머니 건강 여부 더미,어머니 메디 이드 참여

여부 더미,동거인 수,동거 인 6세 미만 수,어머니와 아이가 부분 시간을 함

께 보냄 여부 더미 이 게 여섯 가지이다.하지만 일반 인 로짓 모델의 경우 WIC

참여 여부 더미를 제외하고 유효성을 띄는 변수는 어머니 건강 여부 더미,어머니

메디 이드 참여 여부 더미,동기 인 6세 미만 수 이 게 세 가지로 모두 앞의

순서형 로짓 모델의 여섯 가지에 포함된다.카테고리가 네 개로 분포한 순서형 로짓

모델보다 두 개로 분포한 일반 인 로짓 모델에서는 응답자의 응답의 변화가 불명

확하게 찰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WIC 로그램 참여 여부 외에 순서형 로짓 모형과 일반 인 로짓 모형 모두에 유

효하게 나타난 변수는 다음 세 가지이다.어머니의 건강 여부,어머니 메디 이드

참여 여부,그리고 동거 인 6세 미만 수이다.어머니의 건강 여부는 아이의 건강

에 유효하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의 건강이 아이의 건

강에 미치는 향의 경로는 유 요인,감염 인 요인,환경 요인 등으로 다양

하게 측해 볼 수 있다.Kahn,R.S.etal.(2002)에서 임신 후 어머니의 지속 이

고 좋지 않은 건강이 유아의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어머니의 메디 이드 수혜 역시 유아들의 건강에 정

인 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doff,A.etal.(2003)에 따르면

어머니의 메디 이드 수혜는 빈곤가정 어린이의 의료 서비스에 한 근성을 높이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urcotte,L.etal.(2005)에 의하면 부모의 메디

이드 참여는 부모의 산 건강 리의 증가를 가져왔다.이와 같이 어머니의 메디

이드 수혜가 어린이의 건강에 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동

거인 6세 미만 수의 경우에는 아이의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일반 으로 동거 인 6세 미만 아동의 수가 많으면 한정된 주거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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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아이에게 할당되는 공간이 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는 정신 혹은 신체

스트 스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가구 내 배분 가능한 자원 역시 한정되어 있으므

로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배분해야 한다면 각 아이들의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측할 수 있다.가족 구성원 수의 증가와 아이들의 산출물

사이의 계를 규명할 때에는 통 으로 Becker의 QQ(Quantity-Quality)모델이

자주 인용된다.이 모델은 각 아이들에게 배분되는 투자의 양과 가정 내 아이들의

수는 반비례 계임을 나타내고 있으며2)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잘 맞물린다.

순서형 로짓 모형에서는 유효한 결과를 보이지만 일반 인 로짓 모형에서는 유효

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는 어머니의 종교 생활 여부 더미 변수,동거 인수 변수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가 부분 시간을 함께 보냄 여부 더미 변수가 있다.어머니의

종교 활동 여부,특히 본 연구에서 더미 처리한 “어머니가 한 주에 두 번 이상 종

교 활동을 하는 가?”에 한 정 인 답변을 한 어머니의 경우 이는 아이의 건강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의 종교 신념 혹은 종교 활동

자체가 아이의 건강에 좋은 기재로 작용하 음을 의미한다. Pearce and

Axinn(1998)에 의하면 가족의 종교 활동이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계 인지에 정

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발견했다.Johnetal.(2007)은 가족의 종교 활동이

아이의 친사회 행동에 정 인 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했다.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종교 생활 여부와 아이의 건강 사이에서 발견된 정 인 계는

이러한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동거인 수의 경우,동거인 수가 늘어나면 유아들

의 건강 상태가 양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하지만 이는 앞의 동

거 인 6세 미만 수의 결과에서 인용했던 Becker의 QQ 모델의 내용,즉 어린이

의 산출과 가정 내 어린이 수의 반비례 계와는 일견 상반되어 보인다.하지만 경

험 으로 Dawson,D.A.(1991)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이 두 명으로 이루어진 가정

의 경우에는 아이의 건강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정 내

어린이의 수가 아닌 어린이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가진 어른의 수가 많아

지면 이는 어린이의 건강에 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어머니와 아이

가 부분 시간을 함께 보냄 여부에 한 더미가 음의 방향으로 유효하게 측되었

다.이는 본 연구의 변수의 특성과 계가 있는 것을 보인다.연구 상이 되는

유아는 0세에서 5세까지로,특성 상 어머니와 아이가 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밖에 없는 계이다.실제로 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1의 더미

를 선택한 비율)이 98.8%이다.즉,그 지 않다고 답한 0.2%의 경우,어머니가 아

이를 부분의 시간동안 돌보지 않음에도 아이의 건강이 좋아진 것이다.이 경우,

응답을 좀 더 세분화해서 0.2%의 아이들이 구와 부분의 시간을 보내었는지를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조부모,친척,어머니의 지인,그 밖의 리모 등의 경우

2) Cáceres-Delpiano, J.(2006)에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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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소득/빈곤선<0.6 0.6<소득/빈곤선<1.2 1.2<소득/빈곤선<2

변수
순서형
고정효과
로짓

고정효과
로짓

순서형
고정효과
로짓

고정효과
로짓

순서형
고정효과
로짓

고정효과
로짓

　 　 　 　 　 　 　

WIC참여 여부 1.490*** 0.498** 0.190 0.340* 0.582*** 0.035

(0.213) (0.246) (0.185) (0.206) (0.143) (0.167)

측수 549 451 728 610 994 862

⦁***p<0.01,**p<0.05,*p<0.1

⦁소득/빈곤선 비율은 FFCWB자료에 제공하는 자료이다.참고로 2000년 기 3인 가구 빈곤선은 11,531$이다.

표 7. 가 득/빈곤  변화에 른 WIC 계수 변화

로 나 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이가 어머니에게서 돌 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

이가 조부모 혹은 리모, 리 양육 센터에서 돌 을 받는 다면,어머니에 하는

돌 을 받을 것으로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이상의 조사는 FFCWB

자료가 허용하고 있지 않다

2)가구소득/빈곤선 변화에 따른 WIC계수 변화

앞에서 본 표10에서 순서형 로짓 모델이든 일반 인 로짓 모델이든 체 표본 보

다 지원 가능 표본에서 WIC참여의 정 인 효과가 더 크게 나왔다는 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체 표본에서 지원 가능 표본을 구별하는 조건은 가구

소득/빈곤선의 평균이 1.85이하이거나,가구 구성원이 TANF(TemporaryAssistance

forNeedyFamilies),푸드스탬 로그램 혹은 메디 이드에 참가하고 있어야 한

다.그러나 푸드스탬 의 참여 조건 하나가 가구소득/빈곤선이 1.3을 넘지 않을

것이며 TANF나 푸드스탬 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더 낮은 조건을 요구한다.결국

체 표본과 지원 가능 표본 의 주요한 차이는 가구 소득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체 표본보다 지원 가능 표본에서 WIC의 정 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가구 소득이 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구 소득이 을수록 WIC

수혜의 효과는 클 것이라고 가정이 가능하다.이를 확인하기 해, 체 표본을 가

구소득/빈곤선 비율의 몇 단계로 나 어서 WIC이 아이의 건강에 미치는 정도를 조

사해 보았다.가구소득/빈곤선 비율의 단계는 0~0.6,0.6~1.2,1.2~2.4로 나 었다.결

과는 표7에 표시하 다.

표7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린이의 건강에 미치는 WIC참여 여부에 한 계수

값은,순서형 로짓 모형이든 일반 인 로짓 모형이든지,소득 수 이 증가하면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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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감소하는 행태를 보인다.이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ex.Currie(2003))이 주장하

고 있는,더 빈곤한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일수록 WIC참여로 인해 더 큰 정 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맥락과 함께한다.

3)WIC과 TANF,푸드스탬 의 다 수혜가 유아기 어린이 건강

에 미치는 향

본 연구의 서론에서 가구의 빈곤이 아동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완화하는 정

부의 개입방법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 바 있다.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소득 증

가 로그램, - 로그램,조기 재 로그램이다.각각의 카테고리를 표

하는 로그램으로,소득 증가 로그램에는 TANF, - 로그램에는 푸드스

탬 ,조기 재 로그램에는 WIC이 있다.그리고 본 연구에서 이 세 가지 로그

램,즉 TANF,푸드스탬 ,WIC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 복지 로그램 ,빈곤 가구의 유아들의 건강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고 일 인 결과가 도출되는 복지 로그램은 WIC 로그

램이 표 이다.이는 그 타겟층이 빈곤 가구의 “유아”들에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반면에 으로 수혜 하는 복지 로그램의 경우(Ex:

TANF),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urrie(1994)에 따르면,가구가

수혜를 받을 때, 수혜를 그들의 다른 수입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한다.어린이의 복지 수 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품에 소비를

하기도 하지만,상 없는 물품에도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한 푸드스탬 의 경우

에도 푸드스탬 수혜에 의해 가난한 어린이들의 양 섭취 증가를 증명할 만한 연

구가 많지 않다.반면에 WIC의 수혜가 빈곤 가구 어린이들의 복지 수 에 미치는

정 인 향에 한 연구 결과는 많이 알려져 있다.이러한 내용에 한 결과가

본 연구 1)의 결과에 잘 반 이 되어 있다.표6을 참조하면 WIC이 유아기 어린이

들의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정도는 정 으로 유의하게 도출된 반면,

TANF나 푸드스탬 의 향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빈곤 가구의 복지 로그램의 다 수혜가 어린이들의 건강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자.어린이 복지 로그램의 다 수혜가 어린이

의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그 수가 다.하지만, 실에서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WIC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로그램에 해서 다 수혜를 받는다.

Reese,K.L.(2007)에 의하면,2004년 기 으로,WIC의 참여가구 에서 TANF를

다 수혜 받는 가구는 11.08% 로 추정되며,푸드스탬 를 복수혜 받는 가구는

38.5%로 추정된다. 한 메디 이드를 다 수혜 받는 가구는 82.58%로 추정된다.

이들 에는 당연히 이 수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다 수혜자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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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과 중복 수혜 

하는

복지 프 그램

체 표본(n=7,782) WIC 지원 가능 표본(n=6,050)

WIC 참여:0.51(4,007) WIC 참여:0.62(3,776)

TANF 0.26(1,053) 0.28(1,053)

푸드스탬프 0.50(1,985) 0.53(1,985)

케 드 0.73(2,910) 0.77(2,910)

표 8. WIC과 중복 수혜 하는 복지 프 그램

TANF  중복 수혜 

하는

복지 프 그램

체 표본(n=7,782) WIC 지원 가능 표본(n=6,050)

TANF 참여:0.18(1,384) TANF 참여:0.23(1,384)

WIC 0.76(1,053) 0.76(1,053)

푸드스탬프 0.94(1,307) 0.94(1,307)

케 드 0.94(1,300) 0.94(1,300)

표 9. TANF  중복 수혜 하는 복지 프 그램

푸드스탬프  중복 

수혜 하는

복지 프 그램

체 표본(n=7,782) WIC 지원 가능 표본(n=6,050)

푸드스탬프 참여:0.35(2,690) 푸드스탬프 참여:0.44(2,690)

WIC 0.74(1,985) 0.74(1,985)

TANF 0.49(1,307) 0.49(1,307)

케 드 0.52(2,412) 0.52(2,412)

표 10. 푸드스탬프  중복 수혜 하는 복지 프 그램

메디 이드와 복

수혜 하는

복지 로그램

체 표본(n=7,782) WIC지원 가능 표본(n=6,050)

메디 이드 참여:0.54(4,168) 메디 이드 참여:0.69(4,168)

WIC 0.70(2,910) 0.70(2,910)

TANF 0.31(1,300) 0.31(1,300)

푸드스탬 0.58(2,412) 0.58(2,412)

표 11. 케 드  중복 수혜 하는 복지 프 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FFCWB공개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설계 시 미혼모 가구

의 비율이 3/4에 달하게 설계가 되었으며,이에 따라 복지 로그램의 다 수혜의

비 이 일반 인 경우와는 다를 수 있다.본 연구 1)WIC 로그램 참여가 유아기

건강에 미치는 향에서 사용된 표본 가구에서 복지 로그램 다 수혜 황을 정

리하여 표 8~11에 표시하 다.

“연구 1)”에 사용된 데이터에서 WIC의 참여자 에서 TANF의 복 수혜 가구의

비율은 약 26%,푸드스탬 의 복 수혜 가구의 비율은 약 50%이다.메디 이드의

경우 7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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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혜 로그램 체 표본(n=7,782)
WIC지원 가능

표본(n=6,050)

WIC과 TANF,푸드스탬 0.13(997) 0.16(997)

WIC과 TANF,푸드스탬 ,

메디 이드
0.12(936) 0.15(936)

표 12. 어린  복지 프 그램 다중 수혜 도

한 WIC과 TANF,푸드스탬 세 가지 복지 로그램을 동시에 수혜 하는 경우

와 WIC과 TANF,푸드스탬 ,메디 이드 네 가지 복지 로그램을 동시에 수혜하

를 표 12에 나타내었다.

앞의 표8-12에서 보듯이 실 으로 빈곤선 부근이나 혹은 그 이하의 유아들의 경

우 복지 로그램의 다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기서는 앞에서

시행한 “연구 1)”에 해 추가 으로 유아들의 복지 로그램의 다 수혜가 건강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다만,MEDICAID의 경우,빈곤 가구 어린이에게 직

으로 수혜를 주는 의 세 가지 복지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연구

1)”에 사용된 자료 경우,WIC의 참여자 MEDICAID와 73%나 복수혜가 이루

어지며,TANF,푸드스탬 와 MEDICAID를 함께 복 수혜를 계산할 경우,78%가

WIC수혜자와 겹치게 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제인 WIC을 심으로

TANF와 푸드스탬 로그램의 다 수혜에 해서만 알아보도록 한다.구체 인

모델은 기존의 모델에서 “TANF참여 더미 변수”와 “푸드스탬 참여 더미 변수”

를 빼고 신에 “TANF나 푸드스탬 참여 더미 변수”,“WIC*TANF나 푸드스탬

참여 상호작용 더미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다.이 모델의 결과는 다음 표13에 나타

내었다.

결과를 분석해 보면 “WIC참여 더미 변수”와 새로 추가된 변수인 “TANF혹은 푸

드스탬 참여 더미 변수”,“WIC*TANF혹은 푸드스탬 참여 더미 변수”를 제외

한 다른 변수의 유효성은 같다.“TANF혹은 푸드스탬 참여 더미 변수”의 경우

“WIC*TANF 혹은 푸드스탬 참여 상호작용 더미 변수”를 추가해주더라도 연구

1)의 로그램 각각의 결과 값과 마찬가지로 유효한 값이 도출되지 않는다.반면에

“WIC참여 더미 변수”의 경우 상호 작용 더미 변수를 추가할 경우 그 지 않은 경

우에 비해서 계수값의 크기는 어들지만 여 히 유효한 값이 도출된다.마지막으

로 “WIC*TANF혹은 푸드스탬 참여 상호작용 더미 변수”역시 유효값이 도출되

지 않는다.이 결과값을 이해하기 해서 표14와 같이 가구소득/빈곤선 특성에 해

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표14를 보면 체 표본 모델과 TANF와 푸드스탬 참가

표본의 가구 소득/빈곤선 특성이 확연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체 표본 모델

의 가구 소득/빈곤선보다 TANF와 푸드스탬 참가 표본의 빈곤선이 훨씬 낮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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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표본 WIC지원 가능 표본

변수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델

고정효과
로짓 모델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델

고정효과
로짓 모델

　 　 　 　 　
주요 독립변수 　

WIC참여 여부 0.217** 0.155 0.265** 0.252**

(0.099) (0.109) (0.105) (0.118)
TANF 혹은 푸드스탬 참여여

부
-0.084 -0.104 -0.036 -0.035

(0.198) (0.208) (0.199) (0.210)
WIC*TANF혹은 푸드스탬 참

여여부
0.089 0.042 0.024 -0.053

(0.214) (0.229) (0.216) (0.233)
어머니 특성

어머니 종교 생활 여부 0.406*** 0.132 0.336** 0.045

(0.139) (0.150) (0.148) (0.162)

어머니 건강 여부 0.318*** 0.198** 0.280*** 0.174

(0.092) (0.098) (0.102) (0.108)

어머니 메디 이드 참여 여부 0.216* 0.293** 0.213* 0.295**

(0.126) (0.134) (0.126) (0.134)

아이 특성

아이 메디 이드 참여 여부 -0.044 -0.082 -0.041 -0.091

(0.129) (0.134) (0.129) (0.135)
아버지 특성

아버지 정기 인 일 여부 -0.101 -0.110 -0.084 -0.083

(0.118) (0.125) (0.123) (0.131)
아버지 건강 여부 -0.054 -0.090 -0.024 -0.044

(0.102) (0.106) (0.110) (0.115)
가구 특성

부모의 결혼 여부 -0.117 -0.136 -0.008 -0.008

(0.177) (0.183) (0.187) (0.193)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삶 여
부

0.078 0.051 0.087 0.055

(0.130) (0.138) (0.135) (0.144)

가구소득/빈곤선* -0.017 -0.036 -0.023 -0.047

(0.048) (0.051) (0.050) (0.054)

동거인 수 0.099** 0.021 0.099** 0.029

(0.040) (0.043) (0.041) (0.045)

동거 인 6세 미만 수 -0.138* -0.127* -0.151* -0.157*

(0.072) (0.075) (0.079) (0.082)
어머니와 아이가 부분 시간을

함께 보냄 여부
-1.762*** 0.030 -1.784*** 0.082

(0.308) (0.338) (0.318) (0.343)

측수 3,243 2,791 2,628 2,230
⦁ 호 안의 숫자는 StandardError이다.

⦁***p<0.01,**p<0.05,*p<0.1

*소득/빈곤선 비율은 FFCWB 자료에 제공하는 자료이다.1= 0-49% ,2= 50-99%, 3= 100-199%, 4= 

200-299%, 5= 300%+. 참고로 2000년 기 3인 가구 빈곤선은 11,531$이다.

** 푸드스탬 참여 여부 더비는 10개월 이상 참여 했을 시 1로 처리하 다.

***TANF참여 여부 더미는 10개월 이상 참여 했을 시 1로 처리하 다.

표 13.복지 로그램 상호작용 변수 추가 모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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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체 범 WIC지원 가능 소득 범

TANF와 푸드스탬

참가 표본 제외 모델

TANF와 푸드스탬

참가 본래 표본

TANF와 푸드스탬

참가 표본 제외 모델

TANF와 푸드스탬

참가 본래 표본

-0.00(0.116) 0.263***(0.089) 1.018***(0.155) 0.295***(0.094)

⦁***p<0.01,**p<0.05,*p<0.1

표 15. 체 표본과 체 표본에서 TANF와 푸드스탬 에 참여한 표본만 제거한 표본에 한 WIC

효과 비교

체 표본 모델
TANF와 푸드스탬

참가 표본

TANF와 푸드스탬

참가 표본 제외 모델

가구소득/빈곤선

평균
2.18 1.00 3.34

⦁소득/빈곤선 비율은 FFCWB자료에 제공하는 자료이다.참고로 2000년 기 3인 가구 빈곤선은 11,531$이
다.

표 14.가구소득/빈곤선 특성

라서 WIC참여 더미 변수의 계수값은 유효하게 나오지만 WIC과 함께 TANF와 푸

드스탬 에 참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의 계수값이 유효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TANF와 푸드스탬 표본의 경우 더 불리한 건강 조건을 가진 그룹이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Lee,B.J.andMackey-Bilaver,L.(2007).푸드스탬 의 경

우 지원 가능 조건이 빈곤선의 130%이며 TANF의 경우 빈곤선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는 WIC의 조건인 185%보다 훨씬 낮다.따라서 TANF혹은 푸드스탬 의 수혜

가구들의 낮은 소득 수 으로 보았을 때,빈곤으로 인한 불리한 건강조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빈곤과 건강의 반비례 계는 여러 연구에서 잘 나타

난다.이 게 TANF나 푸드스탬 참여자들의 불리한 건강조건이 모델 결과에 나

타난 것이다.다만 본 연구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WIC의 수혜가 다

른 복지 로그램의 다 수혜 여부와 상 없이 빈곤선 부근의 유아기 어린이들의

건강에 명확히 정 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4) 체 표본과 체 표본에서 TANF와 푸드스탬 에 참여한 표

본만 제거한 표본에 한 WIC효과 비교

본 연구에서는 추가 으로 FFCWB데이터에서 TANF와 푸드스탬 에 참여한 표

본군을 제외한 표본군을 따로 수집하여 WIC참여가 유아기 어린이들의 건강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 다.

체 표본과 체 표본에서 TANF와 푸드스탬 에 참여한 표본만 제거한 표본에

하여 WIC참여 여부의 더미변수가 유아기 어린이의 건강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한 결과는 표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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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를 분석하면, 체 표본에서 TANF와 푸드스탬 에 참여한 표본을 제거한

경우 유효한 값이 나오지 않는다.반면에 WIC지원 가능 소득 범 에서는 TANF

와 푸드스탬 참가 표본을 제거하더라도 유효한 값이 나온다.이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WIC 수혜 효과가 크다는 “연구 2)”의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TANF와 푸드스탬 에 참여한 표본을 제거함으로서 가구소득/빈곤선의 수 이

폭 상승하게 되어 WIC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하지만 표본

을 WIC지원 가능 표본으로 제한할 경우,WIC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이 결과

역시 낮은 가구소득/빈곤선 집단에서는 WIC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앞의 “연구

2)”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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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논문은 WIC 로그램 참여가 어머니가 응답한 1-5세 유아들의 건강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 다.자료는 FFCWB의 패 자료를 사용하 으며

모델은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델과 고정효과 로짓 모델을 사용하 다. 한,자료

를 가구소득/빈곤선 비율로 세분화하여 WIC참여가 유아들의 건강에 미치는 정

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해서도 조사하 다.

본 연구의 가장 요한 결과는 WIC계수 값이 아이의 반 인 건강에 정 이

고 유효하게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이 결과는 고정효과 순서형 모델을 사용

하여 각 아이가 가지는 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발견했다는 에

서 의의를 가진다. 한 빈곤한 가정일수록 WIC이 아이의 반 인 건강에 더 큰

정 인 향을 미치는 역시 발견하 다.WIC,TANF,푸드스탬 의 상호작용

항을 넣은 모델을 실행 하 을 때에는 WIC수혜의 정 인 향은 유효하 으나

WIC과 TANF,푸드스탬 의 상호작용은 유효하게 찰되지 않았다.이는 TANF,

푸드스탬 수혜 계층의 낮은 가구 소득으로 인한 불리한 건강조건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체 표본에서 TANF혹은 푸드스탬 수혜 계층을 제외하 을 경우에도

WIC수혜는 유아기 어린이 건강에 정 인 향을 끼쳤다.본 연구가 WIC,푸드

스탬 ,TANF등 각 복지 제도가 유아의 건강에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향을 미

치는 지는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하지만 복지 제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제도의 상이 “ 유아의 반 인 건강”이라고 한다면,본 연구는 어도 푸드

스탬 나 TANF보다 WIC이 우 에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가장 표 인 것은 고정효과 모델이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비 측 변수에 의한 편의이다.WIC참여 여부나 건강 산출

측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표 으로 미국의 주마다 WIC참여

율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FFCWB공개 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미국의 각 주에

한 통제나 WIC제도 차이에 한 통제를 하게하지 못하 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WIC 로그램을 모방한 양 러스 로그램이 있다. 양

러스 로그램은 WIC과 비슷하게,최 생계비 비 200% 미만 가구의 유아,

임신부,출산․수유부에게 각 단계에 맞는 음식을 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WIC 로그램은 1970년 에 시작되었지만 양 러스 로그램은 2005년부터 시

행되어 서울 몇몇 지역에서 시범 시행 되었으며 재는 국 으로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양 러스 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 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상 에 랭크되지만 실질 인 산 배정은 은 편이다(이계임

외.(2013)).미국 WIC 로그램의 경우 로그램이 가지는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1980년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그 재정규모가 꾸 히 확 되었다.본 연구를 통해



- 26 -

유아기 어린이들의 건강에 WIC이 미치는 정 인 효과가 발견되었듯이 본 연구

를 개선 발 시켜서 양 러스 로그램에도 비슷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그리

고 이는 해당 로그램의 확 를 한 근거자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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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softheWIC(Women,

Infants,Children)program oninfant

health

Nam,Yonghyun

DepartmentofEconomics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studyexaminedtheinfluenceofWICProgram participationonthehealth

ofinfantsat1-5repliedbymothers.TheopendataofFFCWBwereusedand

thefixedeffectorderedlogitmodelandthefixedeffectlogitmodelwereused

forthisstudy.Moreover,thisstudyinvestigatedhow WIC　particiaption　affect

theinfanthealthaccordingtothedatadividedintofamilyincome/povertyline

ratioand performed additionalresearch using theinteraction termsofWIC,

TANFandFOOD STAMP.Atlast,itexaminedtheinfluenceofWIC benefits

byusingsamplesthatdonotbenefitfrom TANForFOODSTAMPasdifferent

welfareprogramsthatcangiveinfluencesoninfanthealth.

ThemostimportantresultofthisstudyisthatWICbenefitsgivepositiveand

significanteffectsontheoverallhealthofinfants.Inaddition,thisresulthasthe

important contribution that it was discovered in the situation where

heterogeneityofinfantswhicharenotchangingaccordingtotimebyusingthe

fixedeffectorderedmodel.Furthermore,italsodiscoveredthatthepoorera

familyis,themorepositiveinfluencesaregivenbyWICbenefitstotheoverall

healthofinfants.IncaseofadditionoftheinteractiontermsofWIC,TANF

andFOODSTAMP,thepositiveeffectsofWICbenefitswerevalidandincase

ofexclusion ofthebeneficialclassesfrom TANF orFOOD STAMP,W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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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werefoundtogivepositiveinfluencestotheinfanthealth.

Ourcountry has NutrientPlus Program thatimitates the American WIC

program.NutrientPlusProgram hasbeengraduallyexpandedoverthecountry

sinceitsexecutionin2005.NutrientPlusProgram isinahigherrankatthe

surveyaboutsatisfactionoutofthewelfareprogramsinspiteofitspractically

low budgetassignment.fthisstudyisimprovedanddeveloped,itcanenable

NutrientPlusProgram toproceedwithsimilarstudiesandthiscanbeusedas

basicframeworktoexpandtheprogram andraiseitsefficiency.

Keywords:WIC,motherreportedinfant’shealth,infant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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