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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acts, vaccination decisions and influenza in Japan
Yoko Ibuka, Yasushi Ohkusa, Tamie Sugawara, Gretchen B Chapman, Dan
Yamin, Katherine E Atkins, Kiyosu Taniguchi, Nobuhiko Okabe, Alison P
Galvani
A b s t r a c t

Background:

Contact

patterns

and

vaccination

decisions

are

fundamental

to

transmission dynamics of infectious diseases. We report on age-specific contact
patterns in Japan and their effect on influenza vaccination behaviour.
Methods: Japanese adults (N=3146) were surveyed in Spring 2011 to assess the
number of their social contacts within a 24 h period, defined as face-to-face
conversations within 2 m, and gain insight into their influenza-related behaviour. We
analysed the duration and location of contacts according to age. Additionally, we
analysed the probability of vaccination and influenza infection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contacts controlling for individual's characteristics.
Results: The mean and median reported numbers of daily contacts were 15.3 and
12.0, respectively. School-aged children and young adults reported the greatest
number of daily contacts, and individuals had the most contacts with those in the
same age group. The age-specific contact patterns were different between men and
women, and differed between weekdays and weekends. Children had fewer contacts
between the same age groups during weekends than during weekdays, due to
reduced contacts at school. The probability of vaccination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contacts, controlling for age and household size. Influenza infection
among unvaccinated individuals was higher than for those vaccinated, and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contacts.
Conclusions: Contact patterns in Japan are age and gender specific. These contact
patterns, as well as their interplay with vaccination decisions and infection risks,
can

help

inform

transmission

and

the
the

parameterisation
design

of

public

of

mathematical

health

policies,

models
to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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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life years in old age: Swedish development 1980–2010
according to different health indicators
Mårten Lagergren, Kristina Johnell, Pär Schön, Maria Danielsson
A b s t r a c t

Aim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healthy life expectancy from 65 years
(HLE65) in Sweden in the period 1980 and 2010 by using two different health
indicators: self-rated health and the global activity limitation indicator (GALI).
Methods: Sources of data for the HLE computations were Swedish national
mortality statistics and the nationwide Swedish Survey of Living Conditions (SSLC),
which have been conducted biennially by Statistics Sweden since 1974. We used
the Sullivan method for calculations of HLE. A decomposition into mortality and
disability effect has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devised by
Nusselder.
Results: Life expectancy at age 65 (LE65) increased by 3.1 years for women and
4.0 years for men from 1980/85 to 2006/11. Regardless of which health measure
investigated – self-rated health or GALI – HLE65 increased between the periods
1980/85 to 2006/2011 more rapidly than LE65 and as a consequence the years
with bad self-rated health and years with activity limitations decreased. These
increases as well as the decreases were significant (p<0.05).
Conclusions: The Swedish LE65 and HLE65 development, as judged by the SSLC
study, are compatible with the postponement hypothesis and there is even a clear
tendency for compression. Thus, the years with bad self-rated health and years
with activity limitations are postponed to a higher age and the number of those
years have decreased. From this respect, the Swedish development looks positive.
The need of old age care in 2010 would have been much higher if it had been
expansion – not postponement – of bad self-rated health and years with activity
limitations during the time period.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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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Inequiti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Adults
Aged 50 and Older
Margaret J. Penning and Chi Zheng
A b s t r a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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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able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is a primary goal for many
health care systems, particularly in countries with universal publicly funded
systems. Despite concerns regarding potentially adverse implications of the 1990s’
health care policy and other reforms, whether and how income inequalities in
service utilization changed remains unclear. This study addressed the impact of
income on physician and hospital utilization from 1992–2002 among adults aged
50 and older in British Columbia. Those with lower incomes were found less likely
to access general practitioner and specialist services but more likely to access
hospital services. Income-related disparities in physician care increased over time;
hospital care declined. Volume of GP and hospital care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income; these differences increased regarding GP services only. Findings of
declines in hospital-care access, accompanied by increasing income-related disparities
in physician-services access, show that inequities are increasing within Canada’s
health care system.
Keywords

aging, administrative data, equity, health care reform, hospital utilization,
physician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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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최민수, 조승현
A b s t r a c 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 correlation of factors that have an
influence on the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ctors on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influencing
factors of happiness. To this end, 430 freshmen in college were selected and tested
on character, self-esteem, self-leadership, and happiness. The measurement tool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30 questions of Character Scale that Choi Min-Soo and Im
Eun-Young(2013) developed and modified by Im Eun-Young(2015), a Self-Leadership
Scale of Manz(1998) classified into behavioral strategy and cognitive strategy that
Wang

Ji-Seon(2011)

translated

and

modified.

a

Self-Esteem

Scale(SES)

of

Rosenberg(1986) that the researcher modified and used, and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f Hills and Argyle(2002) that Choi Yo-Won(2002) translated and the
researcher modified.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for correlation with happiness,
self-esteem was .86, self-leadership was .74, and character was .66, and for
correlation

with

self-leadership,

character

was

.70,

self-esteem

was

.66,

and

correlation between character and self-esteem was .57. Secondly, for direct effect on
happiness, self-esteem was .62, character as .20, self-leadership was .19, and for
direct effect on self-leadership, character was .49 and self-esteem was .38. Thirdly,
indirect effect of character on happiness through self-leadership was .94 and indirect
effect of self-esteem on happiness through self-leadership was .73.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was identified that character, self-esteem, and self-leadership of
college students are the influencing factors on happiness, and that self-esteem is the
biggest influencing factor on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among the three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and that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self-esteem, and self-leadership altogether had a direct influence on happiness.
Moreover, both personality and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had an indirect
influence on happiness through their self-leadership.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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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학. 제68권 제1호 2016년 2월 pp.73-94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최근 10년간 연구경향 특성: 네트워크분석과
내용분석의 활용
최재성, 정세정, 조자영
A b s t r a c 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연구가 어떠한 경향적 특성을 보여왔는가
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연구논문들에 대한 연구경향성분석을
사용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연구경향성분석방법으로 알려진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석방법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모두 취하고 반대로
약점은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사례는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학술
지에 게재된 최근 10년간의 논문 221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분석 및 내용분석 결과 사회복지행정학 연구는 크게 ‘사회(복
지)서비스’와 ‘사회복지조직’의 클러스터로 구분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인적자원과
관련된 연구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천현장 중심의 새로운 주제들
도 등장하나, 전통적인 주제들과는 독립적으로 연구가 수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질적연구, 근거 기반 개입연구, 혼합연구방법, 담론적 논의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
구나 정보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조직혁신 등의 전통적 복지행정 영역의 주제들
도 중요성에 대한 논의에 비해 희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Keywords:

한국사회복지행정, 경향성분석, 내용분석, 네트워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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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고용. 제26권 제1호 2016년 2월 pp.153-172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지연
A b s t r a c t

본 연구는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노후준비는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1차년도 패널자료를 통해 살펴보
는 데 그치었다. 그리하여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PSED) 2차와 7차를 활용하여,
이 중 5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이중차이(DD)와
고정효과모델(FE)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이중차이(DD)와 고정효과
모델(FE) 모두에서 노후준비를 한 실험집단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5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
애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Keywords:

장애인, 노후준비, 삶의 만족도

Full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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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연구. 제9권 제1호 2016년 2월 pp.87-112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사회서비스 제공형
홍현우, 주병기
A b s t r a c t

본 논문에서 사회적기업은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반영하는 성과를 극대화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이 분배, 효율성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기업들이 생산량 결정을 통하여 경쟁
하는 꾸르노(Cournot) 과점시장 모형을 상정하여 영리기업들 간의 경쟁의 결과와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간의 경쟁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 영향을 살펴본다. 주요 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량은 증가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으로 사회후생을 높일 수있다는 것을 보였고 사회후생
개선의 효과의 크기는 사회적 가치의 가중치와 사회적 가치의파급효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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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연구. 제9권 제1호 2016년 2월 pp. 113-14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중손실 측정: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분석
김을식, 이지혜
A b s t r a c t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 급여의 원칙과 통합 급여의 원칙이 수급
가구에게 유발하는 구축효과 즉, 사중손실을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2013년)를 이
용하여측정하였다. 측정은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
데, 이는 수급 여부와 소득 활동 사이에 발생하는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우스만 검정을통하여 수급 여부와 소득 활동 간의 내생성을 검정한 결
과, 유의확률이 0.02로 나타나 내생성이 있다고 판정할 수 있었다. 내생성의 문제
의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변수로는 전기의 기초보장 수급 여부 변수를 사
용하였는데, 하우스만 검정 결과, 매우 강한 도구로 나타났다. 사중손실은 도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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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 결과에서 나타난 처리변수(수급 여부)의 계수값을 활용하
여 측정하였는데,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초보장의 수급은 상당한 크기의 사중손
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의 수급은 평균적으로 시장소득을 596.9
만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당 수급액(489.5만원)의 122.0%에
달하고, 수급 이전의 소득(999.8만원)의 59.7%에 달하는 크기이다. 즉, 수급액 이
상으로 구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원천별로 세분하면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수급액대비 사중손실의 비율 기준)가 60.4%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근로 및 사업 소득이 32.0%, 재산소득이 13.2%로 나타났다. 즉,
사중손실의 절반 정도가 사적 이전을 구축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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