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국민건강보험 모형의 구축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Hsu and Liao(2015)의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

rium Model)의 변형된 형태로서, 본 연구와 Hsu and Liao(2015) 모형의 공통된 특징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두 모형 모두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의 한 형태로, 

모형 경제의 핵심인 가계부문이 연령에 따라 청･장년층 가계와 노년층 가계로 구분

된다. 청･장년층 가계는 확률적으로 노년층 가계로 전환되고 노년층 가계는 확률적

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본고의 모형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하

면서도 향후 연구에서 고령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두 모형 모두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Heterogeneous Agent Model)의 

한 형태로, 가계부문은 이질적 가계들로 구성된다. 즉, 각 세대별로 노동생산성, 의료비 

지출, 그리고 자산 수준이 상이한 가계들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가계가 각자의 경제

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의사결정을 하며 그에 따라 효용수준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된 바 있는 대표자 모형(Representative Agent 

Model)에서는 불가능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변화에 대한 모의국민투표를 가

능하게 하였다. 셋째, 모형에서 정부의 역할은 가계부문에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으

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이뤄

진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한편, Hsu and Liao(2015)과 달리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이 건강보험료율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관련 재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가정하

여 모형의 현실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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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통계특성

먼저 모형경제의 핵심인 가계 부문의 인구통계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모형에는 

무수히 많은 가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9) 연령에 따라 청･장년층( )과 노년층( )

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청･장년층 가계는 생산가능인구10)에 해당되며 자발적

으로 일을 하거나 혹은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노년층 가계는 비생

산인구인 은퇴자로 가정한다.

모형에서의 1기간은 현실의 1년에 해당되는데, 청･장년 가계는 매년 의 확률로 

노인이 되며, 노년층 가계는 매년 의 확률로 사망한다. 확률값 와 는 각각 가

계의 평균근속연수와 평균수명을 결정한다. 모형에서 가계의 상속 동기는 고려되지 

않으며, 사망자의 재산은 전체 인구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망

자의 수만큼 청･장년층 가계가 유입된다는 다소 강한 가정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모형의 설정에 따르면, 청･장년층 가계와 노년층 가계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와   로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

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수의 비율로 정의되는 노년부양비율(Old-age Dependency 

Ratio)은 고령화 확률을 사망확률로 나눠준 에 해당된다.

9) 모형의 인구는 메져(Measure) 1로 표준화하였음.

10)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를 의미함.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대상인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 

정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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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주체

가. 가계

가계는 재화소비, 노동공급, 저축, 건강보험료 납부, 납세를 담당하는 경제의 핵심

주체이다. 개별 가계의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선호체계

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모형에서 각 가계는 동일한 선호체계를 가지는데, 식 (1)에서

와 같이 일정상대위험회피(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를 특징으로 하는 효용함

수를 상정하였다.

  


    

 


  

(1)

식 (1)에 따르면 매기() 가계는 소비( )를 통해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노동 

공급에는 비효용이 발생한다. 는 노동공급시간을 의미하는데,11) 본 연구에서는 노

동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였다.12) 이는 개별 가계가 노동시장에 참

여하여 기업부문에 노동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개별 가계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는 0의 값을 

가지며,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는 시간만큼 일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효

용함수의 모수 와 는 각각 상대적 위험회피도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을 나타내

며, 모수 는 소비와 노동이 개인의 효용수준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한다. 

한 가지 유념할 점으로, 모든 가계가 동일한 선호체계를 가진다는 가정은 사전적

(Ex-ante)으로 모든 가계의 효용함수가 식 (1)으로 표현되며 동일한 모수값을 공유한

다는 것을 의미할 뿐, 사후적(Ex-post)으로 모든 가계의 효용수준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11) 일반적으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가정함.

12) Rogerson(1988), Chang and Kim(2006), Chang and Kim(2007), Lim(2016) 등 많은 선행연구

에서 노동의 비분할성을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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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계가 동일한 선호체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개별 가계는 앞서 언

급한 연령을 제외하고도 노동생산성, 의료비지출, 저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상이하

다. 먼저 노동생산성에 대해 살펴보자. 모형경제에서 노년층 가계는 일할 수 있는 선

택권이 없는 것으로 은퇴가계로 가정하였으므로, 노동생산성에 대한 언급은 무의미

할 것이다. 청･장년층 가계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매기 식 (2)로 표현되는 이행확

률분포(Transition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따라 확률적으로 변화한다.

 ′  Pr   ≤ ′   (2)

각 가구의 임금소득은 노동생산성, 노동시간, 단위당 임금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

는데, 단위당 임금이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면 노동생산성이 확률적으로 변화한다

는 것은 임금소득이 시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불완

전성을 가정한다면, 노동생산성의 확률적 변동은 개별 가계의 저축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을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계에 부과되는 차입제약의 형태로 자본시장의 불완전

성을 상정하였다. 즉, 각 가계의 저축수준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차입에는 제약

이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별 가계가 평생기대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위험회피적 성향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소비수준이 변동하는 것

을 회피하고자 하므로, 임금소득(노동생산성)의 변동성은 가계의 저축에 대한 유인

으로 작용을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축이 전혀 없는 가계의 노동생산성이 전기에 비해 하락하여 

임금소득이 감소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가계는 임금소득의 감소로 줄어든 예산으

로 인해 소비수준을 감소시켜야 할지 모른다. 완전자본시장하에서라면, 이 가계는 차

입을 통해 전기와 동일한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수도 있으나 본 연구

의 모형경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위험회피적인 가계는 이와 같은 불리한(Negative) 

노동생산성 충격으로 인한 소비규모 축소에 대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

은 시기에 자산을 축적하여 소비수준의 기간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꾀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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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의료비지출의 변동성 또한 

가계 소득수준의 변동을 야기한다.13) 청･장년층 가계와 노년층 가계 모두가 매기 의

료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의료비지출의 변동성은 의료비지출 충격의 형태로 모형 경

제에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계의 의료비지출()도, 앞서 살펴본 노동생산성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이행확률분포에 따라 확률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

였다.


 ′  Pr   ≤ ′   ∈ { } (3)

식 (3)은 가계의 의료비지출 규모 및 변동의 확률적 속성이 연령( )별로 다를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노년층 가계가 청･장년 가계에 비해 의료비 지출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렸을 경우의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음을 모

형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의료비지출을 보전해주기

는 하지만, 보장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므로 가계의 자기부담금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의 변동성 또한 노동생산성과 마찬가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변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이며, 이는 가계의 저축에 대한 추가의 동기로서 작용

을 한다.

나. 기업

생산 부문은 한 개의 대표 기업(Representative Fir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

들이 그 기업을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생산기술(Cobb-Douglass Production Technology)을 가지

고 있다.

13)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서 소득수준은 의료비지출을 감안하여 실제로 소비에 사용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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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 (4)에 따르면,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각각  ,   만큼 투입하면,   만큼의 생산

량을 거두게 된다. 여기서 모수 는 노동소득분배율(Labor Income Share)로서 기업

이 생산한 총 재화 중 노동시장을 거쳐 임금소득으로 가계부문에 분배되는 비율을 의

미한다. 여기서 은 노동공급에 참여한 가계의 총노동시간을 의미하며, 는 생산에 

투입된 총자본으로서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가계부문으로부터 임차하며, 생산에 투입

된 자본은 의 비율로 감가상각 된다. 

기의 단위노동시간당 임금과 자본 임차비용이 각각 와 로 주어진다면, 기업

은 식 (5)에서와 같이 이윤을 극대할 수 있도록 노동투입량(
⋆ )과 자본투입량(

⋆ )

을 결정한다.14)

max 



    

 (5)

기업의 이윤극대화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일계조건(First-order Condition)식으

로 표현될 수 있다.

  
⋆   

⋆   (6)

   
⋆ 

⋆  (7)

식 (6)과 (7)은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면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각각 

임금과 자본임차비용과 같아지도록 노동투입량과 자본투입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14) 1차 동차(Homogeneous of degree 1)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하였으므로 기업이 

최적 노동･자본투입량을 생산에 사용할 때의 이윤은 0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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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

모형에서 정부의 역할은 가계부문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달성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2015년 국민건강보험 총재정수입 44.3조 원 중 지역가입자가 기여하는 부분은 7.4조 

원으로 16.6%에 달하는 만큼 지역가입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현실에서 지역

가입자는 주로 자영업자와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형에서는 직업의 구분이 없

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은퇴자인 노년층 가계와 청･장년층 가계 중 노동시장에 참

여하지 않는 가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모형 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로 고정되어 있다고 상정해보자. 

이 경우 의료비지출 수준이 인 가계의 의료비 중 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보장

되며, 자기부담금인  만 가계가 직접 지불하게 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 노동생산성이 인 근로자는 임금소득 에 보험료율 을 적용한 

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즉, 노동생산성이 높은 근로자 가계일수록 높은 수

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청･장년층 가계와 노년층 가계는 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의료비지출금액에 비례하여 부과하지 않고, 임금소득이 높

은 가계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노동유인을 왜곡시킨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총수입보험료와 총지급보험금이 일치하여 건강보험 재정균

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균형 보험료율( ) 수준을 결정한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보험료율( )은 모형 모수가 아닌 내생변수라는 것이다. 즉, 모형의 모든 모수값이 

주어져 있을 경우 정부의 정책변수인 보장률()이 변화함에 따라 모형의 균형상태가 

변동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균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율

( )이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미만인 가계에 한하여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정부가 금전적으로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



국민건강보험 모형의 구축 23

비가 극도로 낮은 가계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비수준을 증대시킬 경우 그 가계의 효

용 증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15) 저소득층 보조금지원은 사회전체의 효용수준을 증

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후생(Social Welfare) 증대의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Hubbard et al. 

(1995)의 방식을 채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소비세, 근로

소득세, 이자소득세를 통해 조달된다.16)

<표 Ⅱ-1> 정부 재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타 정부 재정

지출 수입 지출 수입

건강보험급여비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급여 근로소득세

정부소비 이자소득세

소비세

국민건강보험재정과 기타 정부 재정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표 Ⅱ-1> 

참조). 선행 연구들에서 정부 활동이 단일 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이

었다. 반면, 본 연구의 직접적인 목적 중 하나가 정부가 정책변수로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변화시킬 때, 건강보험 재정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험료율은 얼

마나 변화하여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기타 정부 

재정으로부터 독립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라. 가계의 최적의사결정

정부의 과세정책, 국민건강보험제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체적 형

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 때    시점에서의 가계 최적의사결정

은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5) 이는 한계효용 체감법칙에 근거함.

16) 자세한 내용은 ‘라. 가계의 최적의사결정’에서 설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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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 E0
  

∞

  (8)

s.t.

      기 가처분소득, ∀ ≥ 

매기(∀ ≥ )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개별 가계수준에서(At the individual level)17) 

실현되는 노동생산성･의료비지출 충격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청･장년층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노동 공급 여부에 대한 각자의 선택과 전기( )에 결정된 당기()를 

위한 저축( ), 그리고 당기의 의료비지출( )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노년층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전기( )에 결정된 당기()를 위한 저축( ), 그리고 당기의 의료비

지출 수준( )에 의해 결정된다.18)

일단 가처분 소득 수준이 정해지고 나면, 개별 가계는 주관적 효용 할인율()에 의

해 할인한 평생 기대효용의 현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당기의 가처분소득을 소비세

( )를 감안한 당기의 소비( )와 미래를 위한 저축(  )으로 사용한다. 이 때 소비

는 당기 효용을 증가시키며 저축은 차기 이후의 효용 증가에 기여한다. 이처럼 소비

와 저축 사이에 일종의 시점 간 효용의 상충 관계가 존재하므로, 가계의 최적의사결

정은 당기의 가처분소득을 적절히 당기 소비와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배분하여 평생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로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노동생산성 및 의료비지출 충격이 마르코프 과정(Markov 

Process)을 따른다고 가정한다.19) 이 가정은 식 (8)의 가계 최적의사결정 문제를 재귀

함수(Recursive Function)의 형태, 즉, 가치함수(Value Function)에 의해 표현하는 것을 

17) ‘개별 가계수준에서(At the individual level)’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노동생산성과 의료비

지출 충격 모두가 가계 간 독립적이며 경제 내 서로 다른 충격에 직면한 가계들이 공존

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임.

18) 개별 가계는 단위노동시간당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노동생산성 

충격만 결정되면 자신의 임금소득을 알 수 있음.

19) 마르코프 과정이란 어떤 상태(State)로 들어갈 확률이 그 직전 상태에만 의존하는 확률과정을 

뜻함. 의료비지출 충격이 마르코프 과정을 따른다는 것은 가계의 현재 의료비지출 수준만 

주어지면 과거 의료비지출 충격의 실현 경로와 무관하게 미래 의료비지출의 확률적 변이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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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케 하는데, 이는 동적계획법(Dynamic Programing)에 의해 모형의 최적해(Optimal 

Solution)를 도출해 내기 위해 필수적이다.20)

모형에서 이질적 가계(Heterogeneous Households)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노동생

산성, 의료비지출, 저축의 세 가지 상태변수(State Variable), 그리고 연령에 의해 구분

된다. 청･장년층 가계의 이질성(Heterogeneity)은 노동생산성(), 의료비지출(), 

그리고 저축() 수준에 의해, 노년층 가계의 이질성은 의료비지출()과 저축() 수

준에 의해 완벽히 표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들 변수를 상태변수라고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청･장년층과 노년층 가계의 상태변수가 주어진 경우, 각 가계의 최적의

사결정 문제가 어떻게 가치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청･장년층 가계의 가치함수

가) 노동공급선택 직전의 가치함수

 

 max∈ 


 i f ≠


 i f  

(9)

상태변수가 ()로 주어진 경우, 청･장년층 가계는 당기 소득 수준을 결정하

는 노동공급 선택을 한다. 노동공급에 관한 결정은 이미 노동생산성 충격의 크기가 

실현된 후의 의사결정이므로, 가계입장에서 노동에 참여할 경우의 임금소득은 주어

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가계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였을 경우 평생기대효용(
 )이 

노동시장에 불참하였을 경우의 평생기대효용(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노

동시장에 참여한다.

식 (9)에 따르면, 의료비지출 충격의 크기가 실현가능한 의료비지출 충격 중 가장 

높은 금액인 에 해당되는 가계는 노동시장에서 참여할 수 없다. 개인의 의료비지

20) 본 연구의 가계 최적의사결정문제는 해석학적인 해(Analytic Solution)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문제로서, 수치 해법(Numerical Solution)에 의해서만 문제의 해를 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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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결국 건강상태의 척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추정상의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개인의 의료비지출과 노동생산성 충격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계의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상태(본고의 경우에는 의료비지출 수준에 해당)와 

노동생산성 충격 간의 독립성 가정은 다소 강한 가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가계의 의료비지출이 실현가능한 의료비지출 충격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실현

되는 경우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가지는 문제

점을 일부 보완하였다.

나)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의 가치함수


  max′    

{    ′′′    ′′  } (10)

s.t.

  ′  





≡           


≡ max min 



먼저 청･장년층 가계가 노동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의 가치함수를 살펴보면, 목적

함수 부분은 당기의 효용( ), 그리고 미래 효용에 대한 기대값을 주관적 할인율 

로 할인한 나머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당기의 효용  은 노동공급으로 인해 

비효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의 기대효용을 계산할 때에는 차기에 청･
장년층으로 남아있을 확률( )과 노년층으로 전환될 확률()을 반영한다. 또한 

차기의 상태변수 중 의료비지출과 노동생산성은 마르코스 과정을 따라 변동하기 때문

에, 개별 가계는 당기 수준에 근거하여 차기 이후의 효용수준을 합리적으로 예측한다.

예산제약식 우변에서 
은 임금소득(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차감 후)과 원금

을 포함한 이자소득(원금포함, 이자소득세 차감 후)의 합에서 의료비지출 자기부담

금을 차감한 금액, 즉 의료비지출 후의 세후 가처분소득을 뜻한다. 
은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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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자 자격조건을 만족한 가계에 제공되는 정부보조금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의

료비지출 후의 세후 가처분소득(
 )이 정부가 정한 세금을 고려한 최저생계비인 

 min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다. 개별 

가계는 
와 

의 합으로 정의되는 재원을 평생기대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당기 소비()와 차기를 위한 저축(′)에 사용한다.

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가치함수


  max′  

{    ′′′ 

  ′′  } (11)

s.t.

  ′  
 




≡        


≡ max min 



다음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가계의 가치함수를 살펴보도록 하자. 목적함

수 부분은 식 (10)에서 주어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계의 가치함수와 유사하게 구

성되어 있으며, 유일한 차이는 당기의 효용()에서 노동의 비효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산제약식 우변에서 
은 이자소득(원금포함, 이자소득세 차감 후)에서 의료

비지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의료비지출 후의 가처분소득을 의미한다.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노동공급을 하지 않는 가계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은 기초생활비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

는 가계에 한하여 제공되는 정부보조금을 뜻한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계의 가치함수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가계의 가치

함수를 비교해 보자. 노동공급을 하는 경우의 당기 효용은 노동공급을 하지 않을 경

우에 비해 노동의 비효용만큼 하락하는 반면, 임금소득으로 증가한 가처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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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예산제약을 완화시켜 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당기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가계는 이와 같은 상충효과를 감안하여 노

동공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높은 가계일

수록 임금소득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포기할 경우의 기회비용이 크며 노

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높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인상정책이 상당한 폭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진 

경우를 상정해보자. 청･장년층 가계의 입장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실질 임금소득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의 유인은 하락한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정책을 펼칠 때, 청･장년층 가계의 노동공급유인 왜곡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균형 달성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라) 가계의 노동공급 결정요소

한 가계의 노동생산성, 의료비지출, 자산 수준이 각각 , , 로 주어져 있다고 

상정해보자. 이 가계는 어떻게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노동생산성과 의료비지출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자산 구간 [(,), (,)]의 존재로 귀결된다. 즉, 가계 자산 수준()이 

[(,), (,)] 구간 내에 속하는 가계만이 노동을 공급하며 저축 수준이 이 

구간을 벗어나 있는 가계는 노동을 공급하지 않는다. 이 때, 가계의 노동생산성이 충

분히 높다면, 이 자산 구간의 하계() 값은 0이 될 수 있다.

<그림 Ⅱ-1>은 노동생산성과 의료비지출이 특정 값으로 주어진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자산 구간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Ⅱ-1>의 수평축은 자산 수준을, 수직

축은 노동 공급에 대한 더미변수(노동 공급을 할 경우 1, 노동 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는 

0의 값을 취함)를 나타낸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자산 수준이 에 미달하거나 를 

초과하는 가계는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자산 수준이 [ ,  ]의 구간에 해당하

는 가계만 노동 시장에 참여한다.21)

21) 본고에서 다루는 가계의 최적의사결정 문제는 수치 해석적 방법에 의해서만 해의 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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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자산 구간22)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자산 구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자산 구간의 상계( )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본고에서 채택한 가계 

효용함수에 따르면, 가계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효용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하는 

폭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소비의 한계효용체감 법칙), 노동의 비효용은 일정한 값으

로 고정되어 있다. 만약 어떤 가계의 자산 수준이 매우 높아,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비 한 단위를 증가시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증가폭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 경우 노동의 비효용을 감수하며 임금소

득으로 소비를 증가시켜봐도 가계의 효용은 거의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계의 효용극대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 변수인 자산 수준()을 특정 그리드(Gird)위에 이산화(Discretization)

하는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자산 수준이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를 초과할 경우 

수직축의 값이 즉각적으로 0으로 떨어지지는 않음.

22) <그림 Ⅱ-1>은 의료비지출 그룹 3에 해당되는 가계의 자산 구간을 묘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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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노동생산성 수준이 가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자산 구간의 하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초

생활보장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가계의 경우, 노동의 비효

용을 감안하면 노동공급을 통해서 임금소득을 얻는 것보다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

를 지원받는 것이 효용극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자산 

수준이 고려되기 때문에 자산 수준이 충분히 낮은 가계의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노동

시장에 불참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자산 수준이 낮은 가계일지라도 

노동생산성이 충분히 높다면 노동공급을 할 경우의 임금소득이 높아 노동 비효용의 

효과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최저생계비를 지

원받는 것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계의 노동시장 참

여를 결정하는 자산 구간의 하계()의 값은 0에 수렴하게 된다. 즉, 노동생산성이 충

분히 높은 가계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자산 구간의 상계( )만 존재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노동생산성 수준이 가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Ⅱ-2>는 의료비 지출이 동일한 경우, 노동생산성 수준에 따라 가계의 노

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자산 구간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묘사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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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상단의 그래프는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의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

결정(수직축)을 자산 수준(수평축)에 따라 묘사한다. 하단의 그래프는 동일한 내용을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두 그래프의 비교를 통해 

노동생산성이 높은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자산 구간’의 폭이 넓음을 알 

수 있다.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의 임금소득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기회비용이 크다.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자산 

구간의 상계는 증가하고 하계는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비지출 수준이 가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그림 Ⅱ-2>를 통해 의료비지출이 동일한 경우, 노동생산성 수준에 따라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자산 구간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

았는데, <그림 Ⅱ-3>은 <그림 Ⅱ-2>에 의료비지출이 상이한 그룹(    )

의 노동공급 결정을 추가하였다.23) 먼저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자산 구간의 하계

를 비교해보면, 의료비지출이 가장 높은 에 해당하는 가계의 하계는 양의 값인 반

면, 의료비지출이   에 해당하는 경우 하계 값은 0임을 알 수 있다. 의료비지출

이 감소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자산 수준을 고려한)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 Ⅱ-3>에서 묘사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23) 의료비지출이 에 해당되는 가계는 노동공급을 할 수 없도록 가정하였으므로, <그림 Ⅱ-3>은 

의료비지출이 인 가계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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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의료비지출 수준이 가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한편, <그림 Ⅱ-3>에 따르면, 의료비지출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자산 구간의 상계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료비지출이 증가할수록 가

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에서 소비가 결정되며, 소비의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노동공급을 통한 임금

소득이 소비 증가로 연결될 때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가계는 상대적으

로 높은 자산을 축적하고 나서야 비로소 노동공급을 중단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의료

비지출 증가는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자산 구간 상계의 증가로 이어진다.

2) 노년층 가계의 가치함수

   max′       ′′  (12)

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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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ax min  

노년층 가계의 가치함수는 노동공급을 하지 않는 청･장년층 가계의 가치함수와 거

의 동일한 형태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청･장년층 가계는 확률적 고령화를 감안하여 

미래기대효용을 도출하는 반면, 노년층 가계는 확률적 사망을 고려하여 미래기대효

용을 계산해 낸다는 것이다.

3. 정상상태균형(Stationary Equilibrium)

가. 국민경제순환 3부문 모형

지금까지 모형경제를 구성하는 세 경제주체, 즉,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상호 작용은 <그림 Ⅱ-4>의 국민경제순환 3부문 모형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면,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은 필연적일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보험료율의 인상은 청･장년층 가계의 실질

임금소득의 변동을 통해 노동공급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즉,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이 실질임금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어떤 이들은 힘들여 일하는 대신 여가를 선

호할 수 있으며, 이는 총노동 공급곡선의 좌상향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균형에서 총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는 곧 국민건강

보험 재정 수입의 주부담자인 직장가입자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

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균형을 위한 보험료율의 추가적 인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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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국민경제순환 3부문 모형

요약하자면, 정부의 보장률 인상정책은 가계의 노동공급유인을 변화시키고, 이는 

노동시장의 균형을 통해 정부가 필요한 충분한 재원의 확보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DSGE 모형은 이와 같은 일반균형효과(General 

Equilibrium Effect)를 정확히 반영하여 보장률 인상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일반균형 개념에 대한 

정교한 정의가 필수적이다.

나. 정상상태균형

정상상태균형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청･장년층, 그리고 노년층 가

계의 가치함수, ,  , 둘째, 청･장년층 가계의 노동공급선택 여부에 

따른 가치함수, 


 , 셋째, 청･장년층 가계의 노동공급, 소비, 

저축에 대한 결정,   ′  , 넷째, 노년층 가계의 소비, 저축

에 대한 결정,   ′  , 다섯째, 청･장년층, 그리고 노년층 가계의 인구분포, 

   , 여섯째, 생산요소가격,  , 일곱째, 기업의 생산요소 투입량, 

, 여덟째, 국민건강보험료율,  , 아홉째, 정부지출, . 이와 같은 정상상태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여섯 가지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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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가계는 평생기대효용(Discounted, Expected Lifetime Utility)을 극대화하는 노

동공급(), 소비(), 저축(′)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가계의 결정은 앞서 살펴본 

가치함수의 해(Solution)이다.

2. 기업의 생산요소 투입량 (  )는 기업 이윤을 극대화시킨다.

3. 생산요소시장의 청산

(a) 노동시장:

   ･1{   }  (13)

이 때 1{･}은 인디케이터(Indicator) 함수로서, 괄호안의 명제가 참이면 1, 거짓이

면 0의 값을 취한다.

(b) 자본시장:

′ ′  ′   (14)

4. 최종생산재 시장의 청산:

    ′        (15)

이 때  와 은 각각 모형경제의 총소비와 총의료비지출을 의미한다.

5. 균형 보험료율( )은 국민건강보험 재정균형을 달성한다.

6. 청･장년층, 그리고 노년층 가계의 인구분포(    )는 매기 

동일하다.

본고에서 정상상태균형을 정의하는 방식은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 개별 가계 입장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의료비지출의 변동에 의해 매기 경제적 

실질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계의 인구분포 자체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측면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달라지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모형경제

가 정상상태에 있다고 하여 정상상태(Stationary) 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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