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캘리브래이션

캘리브래이션(Calibration)이란 모형 경제가 현실 경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 

모수의 값을 적절히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고에서와 같이 구조 모형(Structural 

Model)을 사용하여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캘리브래이션 

과정이 필수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동생산성과 의료비지출 충격에 대한 추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

명하고, 나머지 모형 모수의 추정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모형의 1기는 1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노동생산성의 추정

모형에서 가계의 경제적 특성은 노동생산성, 의료비지출, 저축의 세 가지 상태변수

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가계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노동생산

성 관련 모수의 추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처럼 가계

의 노동생산성이 항상적인(Permanent) 부분과 일시적인(Idiosyncratic) 부분으로 구

성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로그를 취한 노동생산성이 다음과 같은 1차 자기

회귀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log′   log    ∼  
  (16)

를 당기의 노동생산성이라고 하고, ′을 다음기의 노동생산성이라고 하자. 차기

의 노동생산성은 당기의 노동생산성과 매기 실현되는 일시적인 충격(Idiosyncr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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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ck)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의 값이 클수록 당기의 생산

성은 차기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가 0인 경우에는 당기의 노동생산

성 변화는 다음기의 노동생산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가 1인 경우는 당

기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영구적 효과를 갖게 된다. 은 노동생산성의 일시적인 충

격으로써, 확률분포의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는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한다.

노동생산성의 변화는 임금소득에 반영되므로, 본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임금 변

수를 활용하여 식 (16)에 주어진 확률과정을 추정하였다. 가계 의 기 시간당 임금을 


 라고 한다면, 

은 단위 생산성 임금 에 가계 의 기 생산성 
을 곱한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

이며,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ln
  ln  ln



이 된다.

반면에 가계 의   기 시간당 임금은 ln  
  ln    ln  

 가 된다. 이 

식에 를 곱하면  ln  
   ln     ln  

 이 되고, 식 (16)을 이용하여 

ln
  ln  

 를 표현하면 식 (17)과 같다.

ln
  ln  

  ln  ln     
 (17)

이 식을 ln
 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n
  ln  

  ln  ln     
 (18)

식 (18)을 통해 생산성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모수 와 생산성의 일시적 변화

( 
 )의 표준편차 모수인 을 추정하였다. 단위 생산성 임금( )은 모든 가계가 공

유하는 값이기 때문에, 식 (18)의 ln  ln  을 연간더미변수(Year-dummy)로 

대체하면 모수 추정이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가

계의 임금은 데이터에서 관측되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한 가계의 임금만이 관측된

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가계의 경우 모집단에서 확률적으로 무작위로 선택

(Randomly Selected)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한 가계의 임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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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가지고 노동생산성 관련 모수를 추정한다면, 자기 선택(Self-selection) 문제로 

인해 추정치의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식 (19)의 자기선택방정식(Self-selection Equation)을 통해 가계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을 추정한다.


   

  
  

 ∼  
  (19)

이 때 
은 더미변수로 가계 의 t기와 t-1기의 임금자료가 모두 관측된다면 1의 

값을 취하고, 그 외의 경우는 0의 값을 취한다.  
은 기본적인 개인의 특성을 나타

내는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여

부, 나이2, 교육 수준2, 나이 × 교육 수준, 연도더미가 통제변수에 포함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선택방정식을 통해 추정된 각 가계의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을 식 (18) 모집단 방정식(Population Equation)의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자기선

택의 문제를 해결한 후, 모집단 방정식의 모수인 과 를 추정하였다.

1998년부터 2012년도까지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을 표본으로 한정하여 15개 연도의 152,144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연간 임금변수

에 대한 응답에 누락이 많아 월별 임금변수에 12를 곱하여 연간 임금변수를 추정에 

사용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기초 통계치는 <표 Ⅲ-1,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본의 평균나이는 37세이며,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연간 평균임금소득

은 1,430만 원이다. 또한, 응답자의 연간임금소득은 로그 값으로 전환하여 추정에 사

용하였는데, 로그 연간임금소득의 평균값은 7.08이며, 표준편차는 0.61이다.

<표 Ⅲ-1> 기본 통계치 1: 노동패널 데이터(1998~2012)

구분 평균 표준편차

나이 37.12 10.64

연간근로소득(만 원) 1429.55 1060.00

로그연간근로소득 7.08 0.61

자료: 한국노동패널(199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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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본의 여성비율은 38.6%이며, 표본의 70.2%가 혼인 상태에 있다. 교육 수준

은 한국노동패널의 학력변수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무학인 경우 

2의 값을 가지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순으로 3~9

의 값을 갖는다. 예를 들면, 응답자가 4년제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으면 7의 값을 

갖는다. 응답자가 대학원 석사 재학 또는 졸업의 경우 8, 대학원 박사의 경우에는 9의 

값을 갖는다. 샘플에서 응답자의 평균 교육 수준은 7.08로써,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4년제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의 학력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2> 기본 통계치 2: 노동패널 데이터(1998~2012)

구분 평균 표준편차

혼인 상태 70.2% 0.46

여성 비율 38.6% 0.49

교육 수준 7.08 0.61

자료: 한국노동패널(1998~2012).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Heckman의 2단계 추정방법을 적용한 결과, 생산성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모수 은 0.7923, 생산성의 일시적 충격( )의 표준편차 은 

0.3535였다. 이 추정치는 선행연구(전병목, 장용성 2005)의 추정치  (＝0.779)와 

(＝0.367)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 의료비지출의 추정

가계의 의료비지출 충격은 마르코프 과정(Markov Process)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

하여 현재 의료비지출 수준만 주어지면 과거의 의료비지출 충격의 실현 경로와 무관

하게 미래 의료비지출의 확률적 변이과정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세대 

간(청･장년층/노년층) 차이를 허용하였다. 본 절에서는 세대별 의료비지출의 전이확

률행렬(Transition Probability Matrix)의 추정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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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확률행렬의 추정에는 한국의료패널 2008년과 2009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먼저 2008년과 2009년 두 해 모두 데이터에 포함된 응답자를 연령에 따라 청･장년층 

가계와 노년층 가계로 나누었다. 이 때, 연령이 15세 이상 64세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

자는 청･장년층 가계,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노년층 가계로 분류하였으며, 

15세 미만의 응답자는 샘플에서 제외하였다.24) 그 결과, 샘플에 포함된 응답자의 수

는 총 18,444명으로 청･장년층에 속하는 이가 15,853명, 노년층에 속하는 이는 2,591

명이었다.

다음 단계로써, 세대별로 응답자의 의료비지출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그룹으

로 분류하였다.

1. 그룹 1: 의료비지출 수준이 하위 60%에 해당되는 응답자

2. 그룹 2: 의료비지출 수준이 하위 95%에 해당되며, 그룹 1에 속하지 않는 응답자

3. 그룹 3: 의료비지출 수준이 하위 99%에 해당되며, 그룹 1, 2에 속하지 않는 응답자

4. 그룹 4: 의료비지출 수준이 상위 1%에 해당되는 응답자

<표 Ⅲ-3> 세대별 의료비지출 현황: 2008년 기준

세대 구분 평균 의료비지출
각 그룹의 평균 의료비지출

청･장년층 그룹 1의 평균 의료비지출

청･장년층

그룹 1 24,052원 1.0

그룹 2 398,056원 16.6

그룹 3 2,035,906원 84.6

그룹 4 7,068,484원 293.9

노년층

그룹 1 132,997원 5.5

그룹 2 1,068,230원 44.4

그룹 3 4,521,900원 188.0

그룹 4 13,158,182원 547.1

<표 Ⅲ-3>은 세대별･그룹별 의료비지출 현황을 요약하고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관측되었다. 첫째, 청･장년층 가계 중 의료비지출이 가장 높은 그룹 4의 평균 

24) 본 연구의 모형에서 청･장년층 가계는 생산가능인구에 해당되므로, 통계청 기준에 따라 

15~64세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청･장년층 가계로, 65세 이상의 응답자를 노년층 가계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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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출은 7,068,484원으로 의료비지출이 가장 낮은 그룹 1의 평균 의료비지출인 

24,052원의 294배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세대 내 그룹별 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특성은 노년층의 의료비지출 현황에도 동일하게 관측되었으며, 노년층 

그룹 4의 평균 의료비지출은 노년층 그룹 1에 비해 99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청･장년층 가계의 그룹별 의료비지출 격차가 노년층 가계에 

비해 다소 높게 관측되고 있었다. 둘째, 세대 간 의료비 지출에 현저한 격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테면, 의료비지출이 가장 낮은 그룹 1의 경우, 노년층 가계의 평균 

의료비지출은 청･장년층 가계에 비해 5.5배 높았으며, 의료비지출이 가장 높은 그룹 

4의 경우에도 노년층 가계가 청･장년층 가계에 비해 1.9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림 Ⅲ-1> GDP 대비 총의료비지출 비율: 1995~2014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본고에서 구축한 국민건강보험모형은 화폐를 직접적으로 모형에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제변수는 실질변수로 모형에 도입되어야 하며 의료비지출의 절

대금액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25) 모형에서 청･장년층 가계의 의료비지출 충격은 

  ,   ,   ,    중 하나의 값으로, 노년층 가계의 의료비지출 충격은   , 

25) 기업부문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재가 ‘뉴머레어(Numeraire)’로써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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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 하나의 값으로 실현된다. 캘리브래이션 과정에서 한국의료패

널에서 관측된 각 그룹별 평균 의료비지출의 상대비율을 유지한 채, 모형의 GDP 대

비 총의료비지출 비율이 현실데이터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청･장년층 가계 그룹 1의 

의료비지출 수준을 의미하는 모수  의 값을 결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총의료비지출(공공의료비지출과 개인의료비지출의 합)이 

<그림 Ⅲ-1>과 같이 오름 추세에 있는데, 모형의 캘리브래이션 과정에서 데이터에서 

관측된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총의료비지출 7.4%를 타겟팅하였다.

<표 Ⅲ-4> 세대별 의료비지출그룹 이동경로: 2008~2009

청･장년층
2009년

계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2008

그룹 1 7,272 1,970 196 66 9,504

그룹 2 1,993 3,180 313 59 5,545

그룹 3 197 319 92 26 634

그룹 4 42 75 33 20 170

노년층
2009년

계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2008

그룹 1 1,226 272 33 15 1,546

그룹 2 283 546 60 13 902

그룹 3 30 66 3 4 103

그룹 4 8 19 7 6 40

<표 Ⅲ-5> 세대별 의료비지출 전이행렬

청･장년층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1 .765 .207 .021 .007

그룹 2 .359 .573 .056 .011

그룹 3 .311 .503 .145 .041

그룹 4 .247 .441 .194 .118

노년층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1 .793 .176 .021 .010

그룹 2 .314 .605 .067 .014

그룹 3 .291 .641 .029 .039

그룹 4 .200 .475 .17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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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의료비지출 전이확률행렬 추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2009년의 경우에도 

2008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샘플을 세대별 의료비지출 수준에 따라 네 그룹으로 분류

한 후, 샘플에 포함된 모든 응답자에 대해 의료비지출을 추적하여 1년 사이의 그룹 간 

이동 경로를 조사하였다. 세대별 의료비지출그룹 이동경로의 결과는 <표 Ⅲ-4>에 요

약되어 있다. 세대와 상관없이 의료비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 1, 2에 속하

는 가계들(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은 그룹)의 의료비지출 수준은 그룹 3, 4에 속하

는 가계들에 비해 의료비지출의 지속성(Persistency)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테면, 2008년에 청･장년층 그룹 1에 속하는 가계 중 2009년에도 그룹 1인 경우는 전

체 9,504건 중 76.5%에 해당하는 7,272건으로 관측되었다. 반면, 2008년 청･장년층 

그룹 3에 속하는 634개의 가계 중, 2009년에도 같은 그룹에 머무른 경우는 14.5%인 

92개 가계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장년층 그룹 4에서는 보다 심화되어, 

2008년 청･장년층 그룹 4에 속하는 170개의 가계들 중 오직 11.8%만이 2009년에도 

동일 그룹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정 연도에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의료비지출이 특별히 높을 지라도, 이듬해에는 건강 상태가 다소 회복되어 의료비지

출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Ⅲ-4>에 요약된 세대별 의료비지출 그룹 간 이동결과를 토대로 상대도수

를 계산, 세대별 의료비지출의 전이확률행렬을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3. 기타 모형 모수의 추정

지금까지는 모형 내 가계의 저축 수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생산성과 

의료비지출 충격의 추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기타 모형 모수의 추정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하자. 기타 모형 모수는 외생적으로 추정 가능하거나 관련 문헌을 참

조할 수 있는 모수와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모수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후자에 속하는 모수의 경우, 각 모수에 대응하는 모멘트를 선정하여 모형과 현실

의 값이 근사해지도록 모수의 값을 결정해주어야 한다. 이 때, 선정된 모멘트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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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에서 결정되며 선정된 모멘트 모두가 동시에 현실 데이터의 값과 일치해야하

기 때문에, 내생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모수의 숫자가 많을수록 캘리브래이션 과정

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본고에서는 가능한 많은 수의 모수를 

관련 문헌이나 모형 외적으로 추정하여,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모수

의 숫자를 최소화하였다.

<표 Ⅲ-6> 외생적으로 추정 가능하거나 관련 문헌을 참조한 모수

모수 설명 값 타겟/참조

 고령화 확률 0.020
청･장년층 가계 

듀레이션 49년

 사망 확률 0.135 노년 부양 비율 15.2%
 노동참여 시 노동시간 0.398 Chang et al.(2015)


 비차입 제약조건 0 관련 문헌

 위험회피계수 1.0 관련 문헌

 노동의 공급 탄력성 0.4 관련 문헌

 노동소득분배율 60% 노동소득분배율

 감가상각율 6% 관련 문헌

 소비세율 10.0%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율 20.0% 관련 문헌

 이자소득세율 15.4% 관련 문헌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65.0% 벤치마크

 노동생산성의 지속성 0.792 한국노동패널



노동생산성 

일시적 요소의 표준편차
0.354 한국노동패널

<표 Ⅲ-7>는 외생적으로 추정 가능하거나 관련 문헌을 참조할 수 있는 모수에 대

한 캘리브래이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먼저 가계의 고령화 확률()은 청･장년층 

가계의 평균근속연수가 49년이 되도록 1/49로 설정하였다.26) 가계의 사망 확률()

은 모형의 노년부양비율(Old-age Dependency Ratio)이 2013년 한국의 노년부양비율

과 일치될 수 있도록 0.135로 결정하였다.

26) 이는 OECD의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연령기준인 15~64세를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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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노동시간을 뜻하는 모수 는 Chang et al.(2015)을 따라 0.398로 설정하였다. 

관련 문헌을 따라 가계의 무차입제약을 가정하였고(

 ), 위험회피계수()는 1, 노

동의 공급 탄력성을 의미하는 는 0.4로 설정하였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은 

60%, 연간 감가상각율()은 6%로 설정하였다.

모형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10%로 설정하였다. 

이자소득세율과 근로소득세율은 각각 15.4%, 20%로 설정하여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로 설정하였다.27)

<표 Ⅲ-7>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모수

모수 설명 값 타겟


소비의 효용과 노동의 비효용 

간의 상대적 중요성 결정
89.32 고용률, 64%

 주관적 할인율 0.965 이자율, 4%

min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소득 0.023
GDP 대비 총소요비용 비율, 
0.6%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 0.013
금액기준 지역가입자의 

기여비율, 16.6%



청･장년층 가계 그룹 1 
의료비지출

3.524
GDP 대비 총의료비지출 

비율, 7.4%

다음으로 <표 Ⅲ-8>에 요약된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모수의 캘리

브래이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모수 는 소비의 효용과 노동의 비효용 간

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한다. 의 값이 클수록 노동의 비효용이 가계 효용에 미치

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의 값이 증가할수록 가계가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감소

하며 노동참여율 또한 감소한다. <그림 Ⅲ-2>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률은 2009년 

62.9%를 기록한 이래 소폭 상승 중인데, 본고에서는 모형 내 청･장년층 가계의 고용

률이 64.0%가 되도록 (＝89.3)의 값을 결정하였다.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본인부담 실태조사｣에 근거한 통계청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4.0%를 기록한 이래 횡보하여 2013년 기준 62.0%를 기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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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고용률 변화추이: 2006~2015

자료: OECD Data.

<표 Ⅲ-8>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

통
합
급
여

급여항목 선정기준*

맞
춤
형

개
별
급
여

급여항목 선정기준*

구분 없음 167만 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118만 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169만 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182만 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211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2015).28)

다음으로 모수 는 가계의 미래효용에 대한 주관적 할인요소로서, 그 값이 클수록 

가계가 평생기대효용의 현가를 계산할 때 미래의 기대효용에 대한 가중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 값이 증가할수록, 가계의 저축 유인은 증가한다. 이는 의 

값이 증가하면 자본공급곡선이 우하향하여 이자율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함을 

뜻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이자율이 4%가 될 

수 있도록 (＝0.965)의 값을 결정하였다.

모수 min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소득을 의미한다. 한

28) 선정기준은 4인 가족기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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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이후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

편된 바 있다. 기존에는 급여항목의 구분 없이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167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였다면, 2015년 7월 이후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네 가지 급여항목 각각에 대해 독립된 선정기준을 <표 Ⅲ-9>와 같이 적용하고 

있다. 모형 경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급여방식으로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을 

반영하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크다. 다만, 개편 전후를 기점으로 GDP 대비 기초생

활보장제도 운영에 소요된 총비용의 비율을 비교해보니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소요된 총비용은 GDP 대비 0.59%, 2015년의 경우는 0.60%로 큰 차이가 없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모형 경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소요된 총

비용이 GDP 대비 0.60%가 될 수 있도록 m in (＝0.023)의 값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수 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의미한다. 

<표 Ⅲ-10>의 2015년 건강보험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총 

재정 수입의 16.6%를 부담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는 전체의 32.7%를 차

지한다. 본고의 분석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인상정책을 실시할 때 인상에 필

요한 재원을 직장가입자에 부담시킬 경우, 근로자의 노동공급유인 변화에 초점을 두

고 있다. 따라서 모수 (＝0.013)의 값을 조정하여 금액기준 지역가입자의 기여

비율 16.6%를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Ⅲ-9> 2015년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단위: 천 명(세대), 억 원)

구분 총가입자(세대) 수 보험료 부과금액(억 원, %)

직장가입자
15,757
(67.3%)

369,711
(83.4%)

지역가입자
7,656

(32.7%)
73,587
(16.6%)

합계
23,41

(100.0%)
443,298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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