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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지불의사접근법을 이용하여 보건진료소의 편익을 계산하고 기존의

인적자본접근법을 이용한 편익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건진료소가 다른 보건의료

기관에서 제공하기 힘든 무형의 편익을 많이 가진 보건의료기관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전라북도에 설치된 4개의 농촌 지역과 2개의 도서지역 보건진료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보건진료소의 특성을 조사하였고, 해당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 150

명을 대상으로 200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불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불의사금액은 경제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0.250)가 있었으며,

친숙감, 친절함, 보건교육서비스, 의료보호 등의 요인이 지불의사금액에 영향 (R²

=0.23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0원의 지불의사를 가진 응답자들은 보건진

료소 이용이유로 친숙감 (21% ), 친절함 (15.1% )을 높은 비중으로 선택하여 무형의

편익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6개 보건진료소의 지불의사금액 평균은 3,214원이었으며, 이를 각 보건진료

소의 1999년도 일차진료건수에 적용한 편익의 평균은 9,599,563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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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자본접근법에 의한 편익은 보건진료소 설치로 절약된 의료비용과 시간

및 교통비용을 6개 보건진료소의 1999년 일차진료건수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데

평균 17,515,563원이었다.

4) 지불의사접근법의 편익은 인적자본접근법의 편익의 50%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지불의사접근법을 이용하여 편익을 계산해 냄으로써 지역 주민이

보건진료소에 두고 있는 직접적인 의사와 가치를 계량화하여, 많은 가정들이 요구

되고 무형의 편익을 계산할 수 없었던 인적자본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지불의사금액의 기준설정에 있어 타당성의 준거가 미흡한 점과 최근

보건진료소 폐쇄논란으로 인해 편향된 지불의사응답이 통제되지 못한 점이 연구

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 보건진료소, 지불의사접근법, 인적자본접근법, 무형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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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일차보건의료란 단순한 일차진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가족 및 지

역사회를 위하여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으로서

제도적으로는 주민들이 보건의료에 처음 접하는 관문이 되며, 기술적으로는 예방

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 보건의료를 의미한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보건의료의 제공, 건강수준의 향상, 그리고 질병예방을 위한 노력을 의미

하는 것이며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적어도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이 살

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건강

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가 1978년 알마아타에서 열린 범 세계 일차보건관리에 대한 국제

회의에서 서기 2000년까지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부족문제

를 해결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보장하는 서기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는 목표를 선언함으로써 일

차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개념 하에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료의 혜택을 제

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1977 ~ 1980년까지 구미, 옥구, 홍천에서의 종합

보건의료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건진료원 활용이 효과적인 보건정책

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리하여 1980년 12월 31일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 을 공포하고 이를 근거로 1981년부터 전국의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

치하여 간호사로서 일정기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보건진료원을 배치하게 되었다.

보건진료원제도는 실시와 더불어 도서지역을 비롯한 의료소외지역 주민들의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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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진료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도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조직 및

주민들과 더불어 환경위생, 학교보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역사회 보건 업무

수행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인정받고 있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도로교통망의 발달과 자동차의 증가 등 사회 전반적

인 변화와 더불어 의료환경의 많은 변화로 설치 당시의 보건진료소의 취지는 다

소 퇴색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인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

스 및 사회 복지에 대해 높아진 의식은 저렴한 비용의 보다 나은 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의료기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병

으로 고통받는 비율과, 농어촌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질병양상의 변화와 농·어촌의 높은 노인인구 비율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높

은 의료서비스의 요구도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보건진료원들의 활동내

용이 과거와는 달리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만성질환관리와 노인들의

퇴행성질환관리를 위한 물리요법과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자 방문간호, 목욕시설

운영 등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러한 보건복지서비스들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

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인원 감축, 조직의 축소 등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감축 등의 이유

로 일부 보건진료소들을 폐지하였으며, 이에 해당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벽 오지

에서 사명감과 열정으로 20여 년 가까이 일차 보건의료서비스의 최 일선에서 근

무해 온 다수 보건진료원들의 사기가 저하가 우려된다.

이미 보건진료소는 평균 비용 편익비가 1.83으로 그 경제성이 입증된 바 있으

며 (이경호, 1993) 공공보건의료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

율만으로 존폐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보건진료소가 폐

지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과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된 여러 제반 여건이 변화된

점을 고려할 때 보건진료소의 경제성을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

한 기존의 연구에서 보건진료소가 존재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이 느끼는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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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나 친숙도, 보건진료소의 보건사업으로 인해 증진된 건강에 대한 만족감, 보건

의료에 무지한 환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민간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보다 보

건진료원의 정확한 판단에 의한 의뢰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등 무형의

가치를 계량화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한 바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

이라는 일차보건관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무형의 편익이

많은 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외국의 경우 자원정책이나 환경 정책은 물론, 보건의료부문에서도 지불의사접

근법에 의한 비용 편익의 추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drumm on d, 1996)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및 자원 정책, 도시정책, 수자원정책 등 많은 정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김태유 외,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서는 그 시도가 드물지만 간접적

으로나마 무형의 편익을 계량화 할 수 있는 지불의사접근법 (w illin gn ess to pay

approach m eth od )을 이용하여 보건진료소의 편익을 측정해 보고자 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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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보건진료소의 특성인 무형의 편익을 계량화하고자 지불의사 접근법

을 이용하여 보건진료소의 편익을 계산하고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해보고자 하였으며, 지불의사접근법에 의한 편익과 인적자본접근법에 의한 편익

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2)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지불의사를 조사하여 편익을 추계한다.

3) 지불의사에 의한 편익을 인적자본접근법에 의해 추계된 편익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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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의 보건진료원 제도

가 . 도입배경

W HO의 알마아타 회의에서 일차보건의료 전략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각국

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자기 실정에 맞는 일차보건의료인력들을 개발하게 된

다. 미국의 경우 개업간호사 (Nur se Pract ition er )와 의료보조사 (M edical A s sistant )

등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농어촌을 비롯한 의료소외계층의 보건의료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1977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보건개발연구원에서는 종합보건의료시

범사업 (일명 마을건강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시범사업 요소 중 하나였

던 보건진료원의 개발 및 활용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요구 충족에 상당한 기여

를 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0년 12월 31일자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을

공포하였고, 1981년부터 보건진료소를 설치, 24주간의 특별 직무교육을 이수한 보

건진료원을 배치하여 벽오지의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를 제

공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료취약지구를 업무지역으로 지정하여

군수가 보건진료원을 위촉하였는데 농특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정규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 또는 시장으로부터 임명되게 되었다.

보건진료원의 업무는 의료행위와 보건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행위의 범위

는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행위, 환자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

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

한 처치,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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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기구의 삽입, 예방 접종,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이며 이는 농특

법 제 19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시행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하는 진료지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업무의 경우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가

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등으로 규

정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제 이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나 . 보건진료원의 일차진료 서비스

보건진료원이 주로 다루는 상병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60개 보건진료소의

진료건수 24,686건을 대상으로 ICHPPC (Intern at ional Cla ssificat ion of H ealth

Problem s in Primary Care)를 사용하여 분류한 바에 의하면 보건진료원이 주로

관리하는 질환은 상기도 감염·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 51.9%, 급·만성 위염 등

소화기질환 16.3%, 요통·근육통 관절염 등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9.7%,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7.1%, 손상 및 중독이 5.7%, 증상·징후 및 불명확한 상

태 3.1%, 그 외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 신경계, 비뇨기계, 순환기계 등의 순으로

파악된 바 있다 (김진순 외, 1987년).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진료원의 환자 진료지침에 의하면 보건진료원

이 직접 처치할 수 있는 증상 및 질환은 (표 1)과 같고, 의사의 진단 후 진료가능

한 질환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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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건진료원이 직접 처치할 수 있는 증상 및 질환

* 보건진료원 환자진료 지침(보건복지부,1995)

(표 2) 보건진료원이 의사의 진단 후 치료지침에 의해 진료 가능한 질환의 분류

영역 질환

소화기계
소화성 궤양 (위, 식도, 십이지장궤양). 아메바성 장염. 세균성

장염. 기생충증. 간경화증. 담낭질환

호흡,

순환기계

유행성 독감. 기관지 천식. 폐렴. 늑막염. 기관지 확장증. 임파선

질환 (임파선염). 폐결핵. 울혈성 심부전. 철 결핍성 빈혈. 고혈압

악성빈혈
신경계 현기증. 간질. 뇌졸중 후유증

비뇨기계 방광염. 요도염. 신우염. 매독. 임질
내분비계 당뇨병

안이비인후과 유행성 각결막염. 임균성 결막염. 만성 녹내장. 고막염. 재발성중이염
피부과 습진. 대상습진
부인과 당뇨성 소양증
외과 관절염. 디스크. 근긴장증. 선천성 기형. 소아마비. 말초신경증

소아과 전염성 질환

영역 질환

내과

- 단순복통, 속쓰림: 제산제/ 진정제로 호전될 수 있는 증상- 위염,

급성위염.

- 기침, 발열: 진해거담제/ 해열제로 호전될 수 있는 증상- 기관지염,

감기 등.

- 설사, 변비: 지사제 또는 완화제로 3일 내에 호전될 수 있는

질환- 급성장염, 알러지성 위장염, 변비 등.

- 기생충증: 확진후 투약가능- 회충증, 십이지장충증, 요충증 등

- 두통증: 진통제, 신경안정제 등으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 단순근육통, 관절통, 요통, 긴장성 두통,

단순빈혈, 편두통

외과
경미한 사지열상 (진피), 내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자상, 찰과상,

1도화상, 9%미만의 체표면적의 2도 화상, 신경증을 동반 않는 염좌
부인과 단순대하증, 월경전 증후군, 폐경기 증후군
소아과 단순복통, 기침, 발열, 단순구토, 설사, 단순 열성경련

내분비계 당뇨병
이비인후과 급성 국한성 외이도염, 비염, 구내염, 인후염, 편도선염,단순외이이물

피부과
단순피부질환: 백선증, 두드러기, 머릿니, 접촉성 피부염, 땀띠,

교총증, 옴, 기저귀 피부염, 단순포진, 주부습진
안과 단순결막염, 신생아농루안, 다래끼, 안 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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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기준에서 검토해보면 보건진료원들이 일차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질환이 ICD (Intern at ional Classificat ion of Disease )에 의한 질병 소분류

별 의원급의 외래 다빈도 상병 50순위 (의료보험통계연보, 1998)에 포함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러 근거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진료소와 의원간의

상호 협조 의뢰체계가 요구되어지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임상

검사나 방사선 검사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질환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서비스의

질이 동등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농특법 제21조에 의하면 국가와 도는 군에 대해 보건진료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고 보조금은 매년도 운영비의

1/ 2 이내로 하고 도비 지원금은 1/ 3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는 일정액의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금 (5~10% 내외)을 받거나 전혀 외부의 지원금 없이 전액 진

료비 수입으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주민들이 참여하

는 운영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어 실제적 또는 형식적으로 보건진료소 내의 회계

및 사업집행의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수지는 지역형태, 환자

수, 보건진료원의 연령 등의 영향을 받으며, 인구규모, 결혼상태 및 보건진료원의

경력, 설립기간 등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송영희, 1989).

다 . 관련연구

지리적으로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진료소, 병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의

순으로 보건진료소가 가장 접근성이 높고, 지역주민의 70% 이상이 만족하며, 보건

진료원 투입 전보다 흡연인구와 음주인구가 감소하였으며, 피임 실천율이 증가하

였는데 (김영희 외, 1986), 특히 치료서비스 이용수준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원의 투

입요인에 의한 순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송건용 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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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에 보건진료소 미배치 지역과 배치지역에서 보건의료기관 방문수를

1981년과 비교한 결과 보건진료소 미배치 지역에서는 방문수의 현저한 증가를 보

인 반면, 보건진료소 배치지역에서는 병의원과 보건 (지)소 방문수의 증가율이 적

고 약국 방문수는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는 보건진료원의 투입 요인에 의해 의료

이용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있으며, 보건진료소 설

치로 인한 보건의료기관의 대체율은 병의원의 경우 25%, 보건기관의 경우 21%,

약국의 경우 48%로 보고된 바 있다 (송건용 외, 1988). 보건진료소 이용 여부에 대

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인식, 건강행위 등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상태는 두 군

간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보건진료소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건강지식, 건강의 필요

성 인식, 건강행위 이행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정애, 1991).

이외에도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여 년 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를 분류하여 보면 보건진료원의 업무활동에 관한 평가 및 분석

연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진료원의 역할 및 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가 7

편,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10건,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가 4건, 보건진료원

제도에 관한 평가 등의 연구가 7건, 보건진료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2건, 운영수지

및 재정 및 경제성을 다룬 연구가 6건, 보건진료소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가 3건,

기타가 5건 등 총 82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경호(1993)는 인적자본접근법을 이용하여 보건진료원제도의 비용과 편

익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성을 평가한 바 있다. 비용은 초기 건축비용 및 대지비용,

설립 초기에 지원한 의료장비 등의 시설비를 자본비용으로 보고 보건진료원의 인

건비, 의약품비 등의 재료비,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관리비를 경상비

용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고, 편익은 대체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절

약되는 의료비의 감소분을 직접 편익, 대체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음으로 절약된

부대비용 (교통비용, 시간비용)을 간접편익으로 계산한 뒤 순편익과 비용- 편익비

(B/ C rat io)를 구하였는데 최종 집계된 비용- 편익비는 1.86으로 보건진료소가 경제

성 있는 보건의료기관임을 입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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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용 편익 분석

가 . 개념

비용 편익 분석이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

안을 도출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는 순편익 (n et b enefit ) 또

는 비용- 편익비 (b enefit/ cost r at io),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 alu e), 내부 수익률

(int ern al rat e of return )등이 있다(김동건, 1997).

비용 편익 분석에서 사업시행 여부의 판단 기준은 사업의 기대편익이 예상되

는 비용지출보다 큰가 작은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기대되는 편익이 그 사업의 비

용보다 큰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사업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 편익의 분석에서는 단지 실질적인 편익만 거론된다. 직접편익은 보건의료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편익으로 각종 의료비 지출의 감소분이 되

고, 간접편익은 이차적인 편익, 즉 부산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편익을 말하는

데 조기사망의 감소, 즉 수명의 연장분, 작업시간 상실의 방지, 즉 이환율의 감소

분, 질병치료 후 다시 활동을 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취약, 불능 등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의 감소 방지 분 등이다.

유형의 편익은 시장에서 평가될 수 있는 편익을 뜻하며, 적절한 가격을 적용하

면 측정이 용이하다. 그러나 무형의 편익은 시장에서 화폐가치로 평가될 수 없는

편익으로 증진된 건강에 대한 만족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감소와 수명의 연장,

주위 사람들의 근심이나 걱정의 감소, 불편함의 제거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무

형의 편익은 해당 보건사업의 대상인 주민이 위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 얼마만

큼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지불의사접근법

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이경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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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측정 방법

1) 인적자본접근법(human capital approach )

인간을 생산성 있는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기대 노동 수입을 적절한 사회적 할

인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할인된 현재가치가 노동시간의 감소 및 손실로 인한 생

산손실량의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Cooper & Rice , 1976). 인간

생명의 가치 및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체계화된 방법론이 등장한 시기는 1950년대 후

반이다. 이 방법에 의한 질병의 경제적 비용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 재활

에 지출된 비용을 나타내는 직접비용과 질병으로 인한 작업시간의 감소 및 상실

로 인한 산출량의 손실을 나타내는 간접비용이 포함된다(이경호, 1993).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해 질병으로 인한 손실량을 계산할 때는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

다면 반드시 고용되었으리라는 가정을 필요로 하게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정이

없으면 생산량의 손실이 얼마만큼 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

다.

그리고 어떤 질병의 발생 때문에 생긴 근심이나 걱정 등으로 야기된 전체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야기된 사회심리학적

인 비용과 같은 무형의 비용을 계산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질병에서 비롯되는 비용

을 과소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개인

의 수입능력에 의해 파악함으로써 생명가치의 차등화를 가져오는 윤리적인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각 항목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수

치화 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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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불의사접근법(willingnes s to pay approach )

1968년 T homa s Schellin g이 처음으로 제시한 방법으로 죽음과 노동력의 상실

을 특정 수준까지 낮추는데 얼마나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

하여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유승흠, 1985). 즉, 질병의 비용을 그 질병

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의 감소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파악하여 이를 계

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불의사접근법은 어떤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 (w ellbein g )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 가능할 때 그것에 대해 그 사람이 느끼

는 사적 편익 (priv at e ben efit )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비용에 대한 측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행하여진다(이경호, 1993).

첫째,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

를 통하여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감소되거나 0이 된다면 얼마만큼을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많은 직장종사자의 임금수준이 동일질병에 걸

릴 위험이 보다 적은 직장의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임금수준보다 상대적으

로 더 높게 제시된 선호로 보고 이러한 임금편차에 의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즉 한계위험 (margin al risk )의 가치를 파악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셋째, 건강식품이나 안전벨트 등 건강의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

품의 가격에 반영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의 차이를 제시된 선호체계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지불의사접근법의 경우 모든 비용이나 편익을 금액으로 나타낼 수 있어 이상

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은 인적자본접근법에 비해서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평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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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과연 각 개인이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질문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응답을 할 수 있겠느

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어떤 발생 가능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것과 실제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공공재 (public g oods )의 특성을 지닌 질병예방사업의 경우

시행을 위한 기초설문조사시 소비자들은 그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

로 과장된 응답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의도적 평가내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경호, 1993).

3) 조건부 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

조건부평가법(Conting ent Valu ation ; C.V .)은 시장에서 관찰할 수 없는 소비자

의 선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단한 설문을 통해 가상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끌어내는 방법을 포함한다. 환경의 질, 건강 등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흔히 사용된다.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를 묻는 이 평가법은 가상적 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

히 응답자에게 전달되었는가, 응답자가 이 가상적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체득

했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조건부 평가법은 가상적인 상황을 주고 이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 설문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설문방법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된다는 특성을 갖는

다. 따라서 설문을 구성하는 순서라던 지, 설문이 행해지는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

는다. 즉 묻는 순서라던 지, 표현방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조건

부 평가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偏嗜 (bias )의 예이다 (양봉민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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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건부 평가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편기 (bias )

① 가설적 편기 (hypoth etical bias )

어차피 설문자가 설명하는 상황이 가상의 상황이고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므

로 정확히 자신의 지불의사를 보고할 동기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편기이다. 이것과

뒤에 이어지는 전략적 편기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이다.

② 전략적 편기 (str at egic bias )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불의사를 과장하거

나 축소하여 보고함으로써 생기는 편기이다. 응답자가 주어지는 상황을 현실감있

게 받아들일수록 이러한 편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③ 출발점 편기 (start ing bias )

지불의사를 물음에 있어 개방형이 아니라 입찰게임(biddin g g am e) 형식으로

물었을 때 처음 입찰을 시작한 값을 적절한 값으로 인식하여 나타나는 편기이다.

예를 들어 어떤 가상적 상황과 관련하여 1만원의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냐고 물

었을 때 응답자는 이 1만원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적절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이 소비자의 지불의사는 1천원 밖에 되지 않더라도 1

만원을 지불해야 마땅한 상황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④ 매개물 편기 (v ehicle bias )

지불의 방법 등에 따라 응답자가 달리 반응함으로써 나타나는 편기이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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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미국인들은 세금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동일한 금

액이라도 이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응답자들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

게 될 것이다.

⑤ 정보편기(inform ation bias )

응답자들은 질문 도중에 주어지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질문이

주어지는 순서도 응답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정보편기이

다.

(나) NOAA - panel의 가이드- 라인

N OAA (National Oceanic an d Atm ospheric A dministr at ion )에서는 패널을 구성

하여 조건부 평가법이 지켜져야 할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

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화설문이나 우편설문이 아니라 직접대면에 의한 설문이어야 하고,

둘째, 설문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쇼핑센터와 같이 번잡한 곳에서 지나가는 사

람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설문의 방법도 개방형 설문 (open - ended question )보다는 기준제시 설문

(r eferen dum format )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설문에서 제시되는 시나리오는 예견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

게 기술하여야 하며,

다섯째, 자신이 지불의사를 밝힌 금액은 다른 대체용도에 쓸 수도 있었을 금액

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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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방법

① 개방형 설문 (open - ended question )

가상적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바로 대답하게 하는 것으로 제한된

시간, 정보를 가진 응답자가 자신의 선호를 구체적 숫자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는 이 설문 방법을 피하고

있다.

② 입찰게임(biddin g - g am es )

일종의 경매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값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물은 후 다시 다른 값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묻는 등 반복되는 입찰게임을

통하여 최대 지불의사를 끌어내는 방법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처음 입찰 시작시 제시한 값을 응답자가 적절한 값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③ 기준제시 설문 (r eferendum form at )

입찰게임의 경우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반복함에 비해 이 방법은 단 한번 지

불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 반 의견을 묻는 것이다. 대신 설문 대상자를 여

러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 각기 다른 값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 반을 물

은 후 찬성 응답자의 비율을 이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지불의사

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개별응답자의 응답 경향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양봉민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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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인적자본접근법과 지불의사

접근법을 이용한 6개 보건진료소의 편익을 비교해보고자 한다(그림 1).

1) 지불의사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자의 특성과 요인을 분석한다.

2) 보건진료소 설치로 인한 시간 및 교통비용의 감소분을 6개 보건진료소의 일차

진료건수에 각각 적용하여 인적자본접근법에 의한 편익을 계산한다.

3) 지불의사설문에 의한 6개 보건진료소별 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을 구한 뒤, 각각

의 진료건수에 적용하여 지불의사접근법에 의한 편익을 계산한다.

4) 두 방법에 의한 편익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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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불의사접근법에 의한 편익

보건진료소 이용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진료비의 평균 × 연간 일차진료건수

인적자본접근법에 의한 편익

직접편익: 절약된 진료비용×연간 일차진료건수

간접편익: 보건진료소가 존재함으로써 절약된 시간과 교통비용

×연간 일차진료건수

두 방법에 의한 편익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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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료수집

가 . 조사 대상

보건진료소의 제반 여건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설문조사는 전라북도 보건진료

원 보수교육에 참여한 237개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지불의사 설문조사의 경우 전라북도 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보건진료소 중

농촌지역 보건진료소 4곳과 도서지역 보건진료소 2곳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농촌지역 보건진료소 주민 120명과 도서지역 보건진료소 이용주민 30명 등 총

1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나 . 자료수집방법

1) 보건진료소 제반 여건 설문 조사

전라북도 지역 보건진료소의 제반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2000년

10월15일 ~11월 30일까지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기간 중 직접 기입법을 이용하

여 실시하였고, 설문 내용으로는 설치년도, 건축년도, 실제 관할 인구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체의료기관, 대체의료기관과의 거리와 시간, 대체의료기관 이용시 교통

요금, 보건진료원 연령, 보건진료원 경력, 1999년도 일차진료건수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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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진료소 이용에 관한 지불의사 설문조사

국외의 연구 논문과 문헌을 참고하여 설문 내용을 작성한 후 보건진료원들과

의 토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조사는 2000년 11월 20일 ~12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 내용으로는 먼저 보건진료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

고, 보건진료소 이용시 지불용의가 있는 최대금액과 응답자의 개인별 특성, 그리고

보건진료소 서비스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일차진료 제외), 보건

진료소를 이용하는 이유와 이용빈도 등 13개 항목의 폐쇄형 질문을 하였다. 설문

지 응답 작성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국문 해독이 힘든 경우 보건진료원에 의한 면접조사법

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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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사도구와 분석

가 .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사회 주민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함에 있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파악해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장년

층 이상 노인 층이 많은 점과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무조건적

질문방법보다는 기준제시 질문을 주로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전반부에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목적, 보건진료원의 자격, 보건진료소

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내용, 보건진료소에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 내용,

현재 보건진료소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의 총진료비와 주민들이 지불하고 있

는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을 제시하여 지불의사가 있는 금액을 선택 또는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보건진료소 서비스 중 진료 이외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서비

스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빈도와 이유, 그리고 보건진료소

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입찰게

임 (bidding - g am e) 방법을 이용하여 1,000원에서 4,000원까지의 값을 제시하면서

최대 지불금액을 표시하도록 유도하였다.

지불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을 질문함에 있어서는 1999년도의 지역의료보험 기

준 진료일당 진료비를 보건진료소 주민들이 주로 대체의료기관으로 많이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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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의원급의 외래 기준으로 하여 보건진료소에서 기본 투약

일로 정하고 있는 3일을 적용하여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제시하였으며, 비교가

가능하도록 현행 보건진료소의 3일분 약 처방시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같이

제시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응답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직업, 교육정도, 본인이

인지하는 경제상태, 배우자 유무, 의료보장 형태, 현재 질환상태의 위중도 등의 질

문을 하였다.

2) 지불의사금액

입찰게임 방식을 이용하여 유도한 보건진료소 이용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지불금액은 현행 보건진료소 이용금액 900원을 먼저

제시하고 1,000원~4,000원까지의 금액을 단계별로 상향 제시하면서 보건진료소 이

용금액이 얼마가 되어도 여전히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

였으며 4,000원 이상의 경우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고, 그 금액을 지불하고자 한 이

유를 적도록 하였다.

3) 지불의사 관련 항목

(가) 보건진료소 이용빈도

1년 동안에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횟수를 5회 미만, 5회~10회, 11회~15회, 16

회~20회, 21회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보건진료

소의 편익을 크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높은 이용금액을 지불할 의사를 표현할 것

이라고 보았다. 반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저렴한 진료비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

라고 추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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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장 도움이 되는 보건진료소의 서비스

일차진료 외에 상담, 보건교육, 예방접종, 방문진료, 기타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이유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이유에 따라 지불의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교통이 편리해서, 언제라도 올 수 있어서 (이용시간이 편리해서), 나에 대해 잘 알

고 있으므로 편안해서(친숙해서), 치료효과가 좋아서, 다른 의료기관이 없어서 진

료비가 저렴해서, 상담이나 설명을 잘 해주어서 등 7가지 항목 중 3가지를 선택하

도록 하였다.

(라) 연령

연령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외래 이용의 가

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노인들의 경우 가까운 보건진료소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마) 성별

보건진료원들이 대부분 여성이므로 여성 주민이 더 친밀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생각하여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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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직업

직업형태가 수입과 관련이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으며 학생, 농업, 공무원, 회사원, 어업, 무직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

다.

(사) 결혼상태

배우자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배우자의 간병과 같은 지원을 받

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가능

성이 높다는 보고 (F eldtein , 1993 ; Sindelar , 1982)가 있으며, 보건진료소가 가지는

친밀감이나 보건진료소 존재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안심 등과 관련하여 배우자

의 여부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았다.

(아)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적 접근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이용이 많아진다는 의견과 자신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이용

이 떨어진다는 의견(Grossm an , 1972)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영

향을 미치리라고 보았다.

(자) 본인이 느끼는 경제상태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 가계소득의 경우 월소득으로 추계하기 힘들다는 점과

비록 소득이 많다고 하여도 지출이 많은 경우 (자녀 학비, 농업자금 대출 상환 등)

- 24 -



등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묻거나 기입하는 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인지

하는 경제 상태가 지불의사에 반영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상, 상중, 중, 중하, 하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차) 의료보장 형태

의료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진료비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의료보호

의 경우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불의사의 차이가 있

으리라고 보았다.

(카) 질병상태의 위중도

현 질환의 위중도가 높은 경우 등 의료서비스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경우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였으며, 최근 1달 이내 입원

경험 여부로써 질병의 위중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정하였다.

나 . 인적자본접근법에 의한 편익 계산

6개 보건진료소의 업무 실적 자료를 기초로 인적자본접근법(human capit al

approach m ethod))을 이용하여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편익을 계산함에 있어 보건진료소의 여러 보건의료서비스 중 일차진료 서비

스만을 계산에 포함하였는데, 그 이유는 운영상황 보고서의 여러 실적 중 가장 신

뢰할 수 있으며 진료인원의 경우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청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명확한 근거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

사접근법으로 측정한 일차진료 편익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일차진료

서비스 제공건수만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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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 (이경호, 1993)에서는 모성보건, 보건교육, 상담, 결핵관리, 가족계

획, 예방접종, 영유아 보건 등을 편익으로 계량화하였는데, 본 연구자도 보건진료

원들의 활동영역과 보건진료소의 사업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더욱 다양해지고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실적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전제된다면 그 외 보건교육이나 방문간호 등도 보건진료소의

편익으로 추가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1) 직접편익

보건진료소가 존재함으로써 보건진료소가 없는 경우 지역 주민들이 대체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치료 및 치료서비스 비용(예: 의원급의 경우 외래 기준 평균 본

인부담금 3,995원)으로 지불하게 될 비용이 보건진료소 이용(본인부담금 900원)으

로 감소됨으로써 절약된 의료비용(예: 의원급의 경우 3,095원)을 직접적인 편익으

로 보고 1999년 1월~12월까지 1년 동안 보건진료소의 일차진료 서비스 건수를 적

용하여 계산하였다. 지역주민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상병의 경우 진료의 질은

동등하다고 보았다.

2) 간접편익

보건진료소가 존재함으로써 주민들이 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게 되어 절약

되는 시간비용, 교통비용을 들 수 있으며, 역시 연간 일차진료 서비스 건수를 적용

하여 편익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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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비용의 절약 분

196개소의 설문 조사 결과 지역 주민들이 보건진료소가 아닌 대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진료소를 기점으로 대체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은 대중교통인 버스를 기준으로 평균 22.6분으로 파악되었다. 비교 대상인 6개 보

건진료소의 경우에는 각각의 소요시간을 왕복으로 계산하였고, 대기시간은 공통적

으로 10분으로 가정하여 포함하였다. 역시 연간 일차진료 서비스 건수를 적용하였

다.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인 1,200,000원 (통계청, 1998)을 30으

로 나눈 뒤 다시 시간당 (하루 평균 근로시간 10시간) 계산해서 얻은 4,000원을 다

시 분당 (per minute)으로 계산하면 67원이었다. 보건진료소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

들이 주로 노약자임을 감안한다면 과다 추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 보통 보호자와 동반하는 예가 많으나 보건진료

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경미한 질환의 경우이며, 보통 환자 혼자 방문하는

예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시간비용은 제외하였다

(나) 교통비용의 절약 분

지역주민들이 경미한 질환으로 대체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리라고 가정하여 각 지역의 왕복 버스요금을 적용하였다.

다 . 지불의사접근법에 의한 편익 계산

설문에 기입된 최대지불의사 평균 금액을 각 보건진료소별로 구하고, 이를 해

당 보건진료소의 연간 일차진료건수에 적용하여 총편익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계산된 편익에는 유형, 무형의 편익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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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 보건진료소의 현황

14개 시·군의 237개소 중 196개소의 보건진료원이 설문에 응하여 82%의 응답

율을 보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전라북도 지역 196개의 보건진료소의 제반 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보건진료소 설치지역의 특성

시지역에 위치하였다고 답변한 경우는 8개소로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으며 94% (185개소)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표 3).

(표 3) 보건진료소 설치지역의 지역특성

구분 개소 비율 (% )

시지역 8 4

농어촌 185 94

도서지역 3 2

계 196 100

나 . 실제 관할 인구 수

500인 이하의 주민을 관할하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37개소로 19%를 차지하고 있

으며, 2000명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1개소로 파악되었다. 59% (116개

소)의 보건진료소가 501~1000명의 주민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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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건진료소별 실제 관할 인구수

규모 개소 비율(% )

500명 이하 37 19

501∼1,000명 116 59

1,001∼2,000명 40 20

2,001명 이상 1 1

무응답 1 1

계 196 100

다 . 대체의료기관의 이용성향

지역 주민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은 의원급 민간의료기관이었는데 119개소(61% )의 보건진료원들이 응답하였으며, 약

국이나 보건의료기관의 이용율은 각각 15%, 17%로 그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

대체의료기관까지의 거리는 평균 7.9㎞, 평균 소요시간은 버스 기준으로 22.6분이

며, 평균 교통요금은 왕복기준 시 1,367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대체의료기관 이용성향

구분 개소 비율(% )

약국 29 15

보건지소 및 보건소 33 17

병·의원 119 61

무응답 15 8

계 19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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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기타 일반 현황

보건진료원의 평균 연령은 41.4세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1998년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평균 연령 38.4세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경

력은 13.4년이었는데 역시 전국 평균치 11.7년보다 높았다. 보건진료소의 평균 대

지면적은 93.7평, 건물면적은 26.8평으로 파악되었다.

마 . 편익 비교대상 6개 지역 보건진료소의 현황

6개 보건진료소 중 4개의 보건진료소는 농촌지역, 2개의 보건진료소는 도서지

역에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년도는 1983부터 1988년까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설치

되었다고 볼 수 있었으며, 건축년도 역시 1985년에 1개소, 나머지는 1987년 이후로

평균치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세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인구 수는 2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까지 다양하였으며, 대체의료기관

역시 약국, 보건기관, 의원 등으로 다양하였다. 대체의료기관까지의 거리는 도서지

역에 위치한 E보건진료소의 경우 도보로 왕복 12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였고,

기타 지역의 경우 왕복 1시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원의 연령은 40세

미만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며, 년간 일차진료 인원은 1,315명에서 6,752명 정

도였고, 일일 평균 진료인원은 보건진료원의 연간 근무일수를 271일 (일요일 52일,

공휴일 16일, 토요일은 평일의 70%로 가정하고, 휴가 10일을 제외)로 가정한 경우

6명~25명이었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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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편익 비교대상 6개 보건진료소의 현황

보건진료소 A B C D E F

지역특성 농촌지역 농촌지역 농촌지역 농촌지역 도서지역 도서지역

설치년도 1983년 1986년 1983년 1986년 1985년 1988년

건축년도 2000년 1987년 1985년 1987년 1992년 1991년

관할 인구수 890명 400명 1028명 341명 560명 200명

대체의료기관 의원 의원 약국 의원 보건지소 보건지소

″ 거리 15㎞ 7㎞ 4㎞ 4㎞ 3.5㎞ 6.5㎞

″ 시간 20분 30분 10분 10분 60분 30분

교통요금

(버스)
1,380원 1,300원 1,120원 1,200원

-
(도보)

2 ,000원

보건진료원

연령
34세 37세 36세 35세 39세 39세

보건진료원

경력
9년 15년 8년 7년 15년 5년

연간일차진료

건수
6,752 3,173 1,315 2,100 1,615 1,823

일일 평균

진료건수
24.9 11.7 4.9 7.7 5.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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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불의사수준과 관련요인

가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성비는 여성이 68.5%로 남성의 2배 이상이었다. 61세 이상이 59.5%

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노인층임을 알 수 있었으며, 직업 구

성은 87%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무직이 7.5%이었다. 교육정도는

78.2%가 국졸 이하였고, 전문대졸 이상은 4.1%이었다.

본인이 인지하는 경제상태는 ‘중하’와 ‘하’의 비율이 62.6%로 대부분 저

소득층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상’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없었다. 의료보호 대

상자는 5.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최근 한달 이내 입원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

람은 6명 (4,1% )이었다 (표 7).

(표 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 =149)

항목 구분 빈 도 백분율(% )

성별

남

여

무응답

45

98

3

31.5

68.5

연령

31- 40세

41- 50세

51- 60세

61- 70세

71세 이상

무응답

17

16

26

50

37

3

11.6

11.0

17.8

34.2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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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

직업

학생

농업

회사원

공무원

어업

무직

기타

무응답

1

102

1

1

26

11

4

3

0.7

69.9

0.7

0.7

17.8

7.5

2.7

결혼상태

미혼

기혼 (유배우)

기혼 (무배우)

무응답

1

106

40

2

0.7

72.1

27.2

교육정도

국졸이하

중졸. 중퇴

고졸. 고퇴

전문대졸 이상

무응답

115

18

8

6

2

78.2

12.2

5.4

4.1

경제상태

하

중하

중

중상

상

무응답

26

66

46

9

0

2

17.7

44.9

31.3

6.1

의료보장 형태
의료보험

의료보호

무응답

139

8

2

94.6

5.4

최근 1개월간

입원경험

유

무

무응답

6

140

3

4.1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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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불의사금액과 보건진료소 이용이유

전체적으로는 보건진료소 이용이유를 교통 및 이용시간의 편리성(23.3% ), 저렴

한 진료비 (16.3% ) 순으로 답하였는데, 4,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한 응답자

들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편안해서 (친숙해서)’(21.0% )를 가장 큰 비중

으로 응답하였고, ‘상담이나 설명을 잘 해줘서’ (15.1% )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

았다. 이는 계량화가 힘든 친숙감, 편안함, 친절함 등 무형의 편익이 지불의사금액

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높은 지불의사를 가진 경우에 무형의 편익

이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500원 이하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경

우 교통의 편리성과 저렴한 진료비를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

(표 8) 지불의사금액별 보건진료소 이용이유 빈도 (N =447, 중복응답)

이용이유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4,000원 계

교통이 편리해서

(가까와서)

4 15 23 4 15 43 104

33.3% 27.8% 26.4% 26.7% 27.8% 19.1% 23.3%

언제라도 올 수 있어서

(이용시간이 편리해서)

2 15 23 3 16 44 103

16.7% 27.8% 26.4% 20% 29.6% 19.6% 23%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으

므로 편안해서 (친숙해서)

2 3 10 2 5 47 69

16.7% 5.5.% 11.5% 13.2% 9.3% 21% 15.4%

치료효과가 좋아서
0 4 7 1 3 19 34
0 7.4% 8.1% 6.7% 5.5% 8.4% 7.6%

다른 의료기관이

가까이 없어서

0 3 3 0 1 10 17

0 5.5% 3.4% 0 1.9% 4.5% 3.8%

진료비가 저렴해서
4 9 16 4 12 28 73

33.3% 16.7% 18.4% 26.7% 22.2% 12.4% 16.3%

상담이나 설명을

잘해줘서

0 5 5 1 2 34 47

0 9.3% 5.8% 6.7% 3.7% 15.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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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불의사금액과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항목

일차진료 외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보건진료소의 서비스 항목으로는 상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이었으며 방문진료, 예방접종, 보건교육의 순으로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하였다. 기타라고 응답한 10명 중 찜질방이라고 기입한 경우가 4명 있었

다. 보건교육 항목의 경우 선택한 13명의 응답자 중 4,000원의 지불의사를 가진 사

람이 12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표 9).

(표 9) 지불의사금액별 선호하는 서비스항목 (N =149)

서비스 항목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4,000원 계

상담
0 8 16 4 12 39 79

0 44.4% 55.2% 80% 66.7% 52% 53%

보건교육
0 1 0 0 0 12 13

0 5.6% 0 0 0 16% 8.7%

예방접종
1 3 6 0 4 5 19

25% 16.7% 20.7% 0 22.2% 6.7% 12.8%

방문진료
1 3 5 1 2 16 28

25% 16.7% 17.2% 20% 11.1% 21.3% 18.8%

기타
2 3 2 0 0 3 10

50% 16.7% 6.9% 0 0 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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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지불의사금액과 이용빈도

1년동안 21회 이상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2%이었으며, 5회 미만은

5.4%이었다.

(표 10) 지불의사금액별 이용빈도 (N =149)

이용빈도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4,000원 계

5회 미만
0 3 2 0 1 2 8

0 16.7% 6.9% 0 5.6% 2.7% 5.4%

5 - 10회
1 3 10 2 4 12 32

25% 16.7% 34.5% 40% 22.2% 16% 21.5%

11 - 15회
0 4 7 3 4 24 42

0 22.2% 24.1% 60% 22.2% 32% 28.2%

16 - 20회
0 2 3 0 0 17 22

0 11.1% 10.3% 0 0 22.7% 14.8%

21회 이상
3 6 7 0 9 20 45

75% 33.3% 24.1% 0 50% 26.7% 30.2%

마 . 지불의사금액과 경제상태

본인의 경제상태를 ‘상’이라고 한 응답자는 없었고, ‘중하’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44.9%이었다.‘중상’이라고 응답한 9명(6.1% ) 중 4000원의 지불의사

를 가진 사람이 8명이었다 (표 11).

- 36 -



(표 11) 지불의사금액별 경제상태 (N =147)

경제상태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4,000원 계

하
2 6 4 0 6 8 26

50% 33.3% 14.3% 0 33% 10.7% 17.7%

중하
2 6 17 2 7 32 66

50.0% 33.3% 60.7% 50% 38.9% 42.7% 44.9%

중
0 6 7 1 5 27 46

0 33.3% 25% 25% 27.8% 36% 31.3%

중상
0 0 0 1 0 8 9

0 0 0 25% 0 10.7% 6.1%

바 . 지불의사금액과 의료보장

의료보호 대상자는 8명으로 5.4%의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 중 3명은 4,000원

의 지불의사를 보였다. 의료보호의 경우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지불하는 본인부담

금은 무료이다 (표 12).

(표 12) 지불의사금액별 의료보장 형태 (N =147)

의료보장 형태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4,000원 계

의료보험
3 15 27 4 18 72 139

75% 83.3% 96.4% 100% 100% 96% 94.6%

의료보호
1 3 1 0 0 3 8

25% 16.7% 3.6% 0 0 4% 5.4%

사 .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명목변수를 제외한 이용빈도, 연령, 경제상태, 지불의사금액, 교육정도 등 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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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과 Spearman ' s rho correlation을 실

시한 결과 지불의사금액과 경제상태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0.250)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높았다 (표 13). 이는 경제

상태 혹은 지불능력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아진다 (Durum on d, 1996)는 경제학

적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상태는 이용빈도, 교육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이용빈

도와는 역상관관계(- 0.25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이용빈도

가 많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보건진료소가 저렴한 진료비로 저소득층의 일

차 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13)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 p<0.01 * p< 0.05

아 . 다중회귀분석 결과

설문내용에 포함된 보건진료소의 이용빈도, 선호하는 서비스, 이용이유, 연령,

성별, 직업,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 의료보장 형태, 1개월 이내의 입원경험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불의사금액을 종속 변수로 하여 단계별 변수 투입법

(stepw ise)에 의한 다중회귀분석(Multi r egression )을 실시한 결과 지불의사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건진료소 이용이유 중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으

므로 편안해서’와 ‘상담이나 설명을 잘 해줘서’, 진료 외 가장 도움이 되는 서

영역 지불의사금액 경제상태 연령 이용빈도 교육정도

지불의사금액 0.250** - 0.159 0.84 - 0.056 *

경제상태 - 0.162 - 0.252** 0.169 *

연령 0.225* - 0.560**

이용빈도 - 0.012

교육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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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항목 중 ‘보건교육’, 의료보장 형태 중 의료보호’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입력된 변수를 단계별로 투입함에 따라 설명력 (23.7% )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4). 이것은 기존의 편익계산 시 계량화 할 수 없었던 보건진료소에 대한 친

밀감, 편안함 등이 지불의사접근법에 의한 편익의 측정에 포함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보건교육 서비스의 가치를 계량화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의

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저소득층임을 고려하면 경제상태와 지불의사

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자료라고 하겠다.

(표 14)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R² β t Sig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편안해서 0.102 0.319 3.961 0.000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편안해서

·보건교육
0.178

0.363

0.279

4.626

3.564

0.000

0.001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편안해서

·보건교육

·상담이나 설명을 잘 해줘서’

0.209

0.358

0.242

0.180

4.638

3.076

2.312

0.000

0.003

0.022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편안해서

·보건교육

·상담이나 설명을 잘 해줘서’

·의료보호

0.237

0.369

0.229

0.187

- 0.166

4.833

2.944

2.438

- 2.198

0.000

0.004

0.0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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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건진료소의 편익

가 . 인적자본접근법으로 본 보건진료소별 총편익

1) 주(主) 대체의료기관별 총 편익

직접편익의 경우 대체의료기관이 의원이라고 답변한 A와 B, D보건진료소의 경

우 진료비용의 감소분 3,095원을 적용하였고, 약국을 답변한 C보건진료소의 경우

의료이용 감소분을 262원으로 적용하였으며 보건기관이라고 답변한 E와 F보건진

료소의 경우 보건기관 중에서도 같은 섬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를 대

체의료기관으로 선택하였는데 보건지소 본인부담금이 900원 (1999년도 기준)으로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여 진료비용 감소분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6개 보건진료소의 대체의료기관별 평균 편익은 20,941,928원이었다 (표 15).

(표 15) 주 (主) 대체의료기관별 총 편익 (단위 : 명, 원 )

보건

진료

소

년간

진료

건수

직접 편익 간접 편익

총편익대체의료기관
절약된

교통비용

절약된

시간비용
계

의원
보건

기관
약국

A 6,752 20,897,440 675,200 1,769,024 9,317,760 22,619,200 31,936,960 52,834,400

B 3,173 9,820,435 317,300 831,326 4,124,900 14,881,370 19,006,270 28,826,705

C 1,802 5,577,190 180,200 472,124 2,486,760 3,622,020 6,108,780 6,580,904

D 2,100 6,499,500 210,000 550,200 2,730,000 4,221,000 6,951,000 13,450,500

E 1,615 4,998,425 0 423,130
0

12,984,600 12,984,600 12,984,600

F 1,823 5,642,185 0 477,626 3,646,000 7,328,460 10,974,460 10,974,460

평균 2,878 20,94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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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별 대체비율에 의한 총 편익

보건진료소 설치로 인한 보건의료기관의 대체율이 병의원의 경우 25%, 보건기

관의 경우 21% , 약국의 경우 48%라는 분석결과가 있었다 (송건용 외, 1988). 이들

대체율을 기준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의원급 27%, 보건기관 23% , 약국50%의

비율로 다소 수정하여 편익을 계산하였다. 대체의료기관으로 보건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의 편익을 계산할 때에는 보건지소(900원)와 보건소 (1,100원)의 평균 비

용 (1,000원)을 구하여 그에 대한 감소분 100원을 계산에 적용하였다. 시간비용과

교통비용은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로 각 보건진료소가 설문에 응답한 자료를 기준

으로 주 (主) 대체의료기관 이용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6개

보건진료소의 총 편익의 평균은 17,515,563원이었다 (표 16).

(표 16) 의료기관별 대체비율에 의한 총 편익

보건

진료

소

년간

진료

건수

직접편익 (단위: 원) 간접편익(단위: 원)

총 편익의료기관별 대체비율
절약된

교통비용

절약된

시간비용
계의원

(27% )

보건기관

(23% )

약국

(50% )

A 6,752 5,642,309 155,296 884,512 9,317,760 22,619,200 31,936,960 38,619,077

B 3,173 2,651,517 72,979 415,663 4,124,900 14,881,370 19,006,270 22,146,429

C 1,802 1,505,841 41,446 236,062 2,486,760 3,622,020 6,108,780 7,892,129

D 2,100 1,754,865 48,300 275,100 2,730,000 4,221,000 6,951,000 9,029,265

E 1,615 1,349,575 37,145 211,565 0 12,984,600 12,984,600 14,582,885

F 1,823 1,523,390 41,929 283,813 3,646,000 7,328,460 10,974,460 12,823,592

평균 2,878 2,404,583 66,183 384,453 3,717,570 10,942,775 14,660,345 17,51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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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의 비

직접편익은 의료기관 이용시 지출된 의료비용의 감소 또는 절약분이며 간접편

익은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다. 경미한 질환의 일차진료 서비스를 담당

하는 보건진료소의 특성상 직접편익의 비율은 의료비 지출이 많이 요구되는 특수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반하여 교통비용과 시간비용

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간접편익의 비중이 큰 것은 보건진료소가 설치 취지에 맞

게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의 비는 평균 5.2였다. C와 D보건진료소의 경우 대체의료

기관인 약국이 10분 거리에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의 비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대체의료기관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용이 간접비용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E보건진료소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도보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며 이때 소요되는 시간비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접비

용의 비중(8.1)이 가장 컸다(표 17).

(표 17) 보건진료소별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의 비

보건진료소 직접편익 (D ) 간접편익 (I) I / D

A 6,682,117 31,936,960 4.8

B 3,140,159 19,006,270 6.0

C 1,783,349 6,108,780 3.4

D 2,078,265 6,951,000 3.3

E 1,598,285 12,984,600 8.1

F 1,849,132 10,974,460 5.9

평균 2,855,218 14,660,34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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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감도 분석(Sensit ivity Analysis )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기관 접근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보건진료소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지역주민 100%가 대체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적자본접근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총편익을 대체

의료기관의 이용율 수준별로 구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50% 이용율을 적용한 결과 지불의사접근법에 의한 편익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냄을 볼 수 있었다(표 18).

(표 18) 인적자본접근법 총 편익에 대한 민감도 분석

보건진료소
주 (主)

대체의료기관

총 편익 (단위: 원)

대체의료기관 이용율

90% 70% 50%

A 의원 47,550,960 36,984,080 26,417,200

B 의원 25,944,035 20,178,694 14,413,353

C 약국 5,922,814 4,606,633 3,290,452

D 의원 12,105,450 9,414,650 6,725,250

E 보건기관 11,686,140 9,089,220 6,492,300

F 보건기관 9,877,014 7,682,122 5,487,230

평균 18,847,736 14,659,233 10,470,964

나 . 지불의사접근법을 이용한 총 편익

A보건진료소의 경우 설문 응답자 30인의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3,672원이었는

데, 이 지역 주민들의 경우 군 단위의 의원급을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교통비

용의 감소분을 보건진료소 지불의사금액에 많이 고려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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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건진료소의 경우 지역주민 모두 4,000원 이상의 지불의사를 보였는데, 이

지역은 보건진료소 존폐논란이 있었던 지역으로 편향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보건진료소의 경우 설문조사 대상 30인의 지불의사 평균 금액은 1,833이었는

데 설문의 지불의사금액이 실제 보건진료소의 이용금액 상향조정과 아무런 관련

이 없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의사금액을 높게 선택하는 것을 꺼리는 경

향이 있었고, 보건진료소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진료비가 상승하는 것을 부정

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F보건진료소의 경우 15명 중 11명이 설문에서 제시한 범주 이상의 금액을 적

어냈는데 그 중 5,000원이 2명, 10,000원 8명, 15,000원 1명으로 10,000이상의 지불

의사를 가진 주민이 응답자의 60%였다. 지불의사의 이유로는 대다수가 교통비 (선

박 운임비)를 고려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준제시 금액이상 직접 기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평균을 구했을때 A와 F보건

진료소의 경우에 평균 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다른 보건진료소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었다 (표 19).

(표 19) 지불의사접근법을 이용한 보건진료소의 총 편익 (단위 : 원 )

보건진료소 년간 진료건수 지불의사금액의 평균 총 편익

A 6,752 3,672(3,683) 24,793,344 (24,867,616)
B 3,173 4,000(7,400) 12,692,000(23,480,200)
C 1,802 2,345(2,413) 4,225,690(4,348,226)
D 2,100 1,833(1,833) 3,849,300(3,639,300)
E 1,615 3,200(3,400) 5,168,000(5,814,000)
F 1,823 3,767(7,867) 6,867,241(14,341,541)

평균 2,878 3,214(4,433) 9,599,263 (12,748,481)

( )안의 금액은 제시된 금액이상 직접 기입한 금액을 포함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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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인적자본접근법과 지불의사접근법에 의한 편익의 비교

의료기관별 대체비율로 계산한 인적자본접근법 편익은 연간 일차진료건수가

가장 많은 A보건진료소의 경우 38,619,077원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17,515,563원이

었다.

지불의사접근법에 의한 편익은 D보건진료소에서 가장 적었으며 평균 9.724,960

원이었다. D보건진료소의 경우 인적자본에 대한 지불의사접근법의 편익비가 2.35

로 평균 (1.89)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D지역 주민들의 지불의사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E보건진료소의 경우도 인적자본접근법에 의한 편익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경우 간접비용 (즉, 시간비용; 교통비용은 도보인 관계로 없

음)의 비율이 8.1로 높은 데서 기인한 것이며 E보건진료소의 직접편익은 가장 낮

음을 알 수 있다(표 20).

(표 20) 인적자본접근법의 편익과 지불의사접근법의 편익 비 (단위 : 원 )

보건진료소 인적자본접근법 편익 (H ) 지불의사접근법 편익 (W ) H/ W

A 38,619,077 24,793,344 1.56

B 22,146,429 12,692,000 1.74

C 7,892,129 4,225,690 1.87

D 9,029,265 3,849,300 2.35

E 14,582,885 5,168,000 2.82

F 12,823,592 6,867,241 1.87

평균 17,515,563 9,599,563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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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보건진료소는 우리나라 의료취약지역의 최 하부 단위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진료원이 지역내 상주하면서 포괄적이고 다양한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다른 보건의료기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형의 편익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불의사접근법을 이용하여 무형의 편익을 포함한

보건진료소의 편익을 계량화하고 인적자본접근법에 의한 편익과 비교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화폐가치화 할 수

있었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응답자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많았

으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자 하였다.

2) 최고 기준액인 4,000원의 지불의사를 가진 응답자들은 보건진료소를 이용이

유로 친숙감, 친절감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지불의사가 높은 경우에 무형의 편익

이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전체적으로는 거리의 근접성, 이용시간의 편리

성, 저렴한 진료비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3) 6개 보건진료소의 평균 최대 지불의사금액은 3,214원이었으며, 보건진료소

별 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을 1999년도 1년 간의 보건진료소 일차진료 서비스 실적

에 적용하여 총 편익을 계산한 결과 평균 9,599,563원이었다.

4) 인적자본접근법의 경우 보건진료소 설치로 인한 의료비용과 시간 및 교통비

용의 감소분을 편익으로 보았다. 보건진료소가 없다고 가정하여 1년간의 일차진료

서비스 건수를 근접 의료기관별 대체비율에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6개 보건진료

소의 편익의 평균은 17,515,563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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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불의사접근법에 의한 편익을 1로 하였을 때 인적자본접근법에 의한 편익

은 평균 1.82이었다.

본 연구의 지불의사접근법에 의한 편익추계는 몇 가지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설문조사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 조사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노령화와 상대적으로 교육정도가 낮은 농촌 인구의 특성 상

보건진료원이 면접 조사가 병행됨으로써 이로 인한 편견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과 편의상 임의로 보건진료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존폐논의가 있었

던 일부 보건진료소의 경우 지역 주민의 반응이 의도적으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등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지불금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편의상 대체의료기관 중 의원급의 평균

본인부담금과 보건진료소의 현재 본인부담금을 상·하한선으로 정하였고 지불금

액의 단계를 임의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범위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일차진료실적만을 적용하여 편익으로 계산하였

으므로 앞으로 상담이나 보건교육, 예방접종, 방문진료와 같은 다양한 영역을 편익

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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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보건진료소 특성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생으로서 보건진료원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내에서 행하시는 보건진료원 여러분의 여러 활동

들에 대해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알차고 유용한 보수교육 되시길 바라며 보건진료소와 관련된 논문작성을 위해 다

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보건진료소 명칭

지역특성 도시지역 농 어촌지역 도서지역

보건진료소 설치 년도 19 년

실제 관할 인구수 명

주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지 못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지소 보건소 의원 또는 병원

근접의료기관과의 거리 Km

근접 의료기관 이용시 소요시간 분

근접 의료기관 이용시 교통비 (버스기준) 원

보건진료원의 연령 19 년 생

보건진료원의 경력 년 개월

보건진료소 기본사업 외 특수사업 (예: 찜질방 운영, 목욕탕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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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지불의사에 대한 설문조사

우리는 병을 앓거나 몸이 불편하면 약국, 보건소, 동네병원, 종합병원 등 여러 의료

기관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어촌에는 도시처럼 많은 의원이나 병원이

없고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쉽게 의료기관에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

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면단위 이하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서 24주간의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 흔

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일차진료 및 검사, 투약을 할 수 있는 보

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보건사

업을 실시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관할 지역주민이 주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 어 있으며 보건진

료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으므로 이용시간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 응급상황시에도 신속하게 의료인의 도움 (응급처치, 진료의뢰)을 받을 수 있

고 보건교육, 예방접종, 노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 결핵관리, 영유아 및 임산부관리, 환자 개인이나 지역의 방문진료, 식수

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전염병관리 등 여러 보건사업을 복합적으로 수행하

고 있습니다.

◇ 타 의료기관과는 다르게 관할 주민이 한정되어 있고,(주로 500~1000명) 각

종 사업들이 개인 ·가족· 마을단위로 관리되어 보건진료원은 환자 방문시

방문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상황을 파악하고 관심을 갖게 되므로 가족 주치

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보건진료소에서는 농어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만 진료

및 치료, 투약이 이루어지므로 사용가능한 의약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각종 임상검사나 방사선 검사는 보건진료소에서 직접 받으실 수 없으며, 의

뢰는 가능합니다.

◇ 의원을 이용하시는 경우 진료, 검사, 3일분 투약을 포함한 총진료비는 평균

13,000원 정도이며 이 중 귀하께서 지불하시는 금액은 평균 4,700원 정도입

니다.

◇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경우 진료 및 3일분 투약을 포함한 총진료비는

4,200원이며, 이 중 귀하께서 지불하시는 금액은 9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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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 귀하께서는 보건진료소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지난 1년동안에)

□ 5회미만 □ 5~10회 □ 11~15회 □ 16~20회 □ 21회이상

- 귀하께서 보건진료소에서 받으신 보건의료서비스 중 진료 외에 가장 도움이 되

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상담 □보건교육 □예방접종 □방문진료 □기타

- 귀하께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교통이 편리해서 (가까와서) □ 진료비가 저렴해서

□ 언제라도 올 수 있어서 (이용시간이 편리해서)

□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편안해서(친숙해서)

□ 치료효과가 좋아서 □ 상담이나 설명을 잘 해줘서

□ 다른 의료기관이 가까이 없어서

현재 귀하께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경우 내시는 금액은 900원입니다.(다음

내용은 귀하가 지불하시고자 하는 의사를 알아보기위한 것으로 앞으로의 진료비

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료소 이용금액이 1,000원이 되어도 여전히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예 □아니오

- 진료소 이용금액이 1,500 원이 되어도 여전히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예 □아니오

- 진료소 이용금액이 2,000 원이 되어도 여전히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예 □아니오

- 진료소 이용금액이 2,500 원이 되어도 여전히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예 □아니오

- 진료소 이용금액이 3,000 원이 되어도 여전히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예 □아니오

- 진료소 이용금액이 4,000 원이 되어도 여전히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예 □아니오

- 위의 금액 이상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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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결정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의 연령은? 세 성별은? □ 남자 □ 여자

- 귀하의 직업은?

□ 학생 □ 농업 □ 공무원 □ 회사원 □ 어업 □ 무직 □ 기타

- 귀하의 결혼상태는 ?

□ 미혼 (무배우) □ 기혼 (유배우) □ 기혼 (무배우)

- 귀하의 학력은?

□ 국졸이하 □ 중졸·중퇴 □ 고졸·중퇴 □ 전문대졸 이상

- 귀하의 경제상태는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 상 □ 중상 □ 중 □ 중하 □ 하

- 귀하의 의료보장 형태는

□ 의료보험 □ 의료보호 □ 기타 ( )

- 최근 1개월이내에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입원하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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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t

A B en e fit A n aly s i s of

Com m unity He alth P ractit ioner P o s t

u s in g W illin g n e s s T o P ay A ppro ac h

Park, Yun Geong

T 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 irecte d by Profe s s or Chong Y on P ark , Ph .D )

T his stu dy w as to confirm that CHP post is a health care in st itut ion that

has en orm ou s int angible benefit s that cann ot be easily provided in other such

in st itution s by estim atin g it s benefit s u sing the w illin gn ess to pay approach

m ethod " and an aly zing th em in comparison to th e ben efit s est imated by

“hum an capital approach m eth od". T he CHP post s est ablish ed in the four

rural areas and tw o islan d areas in chollabuk - do has been select ed ran domly

to ex amine the characterist ics of CHP post s and qu est ionnaire surv ey s w ere

conduct ed to 150 resident s w ho u se th e relev ant CHP post during Nov ember

25 to December 10, 2000.

T he m ajor findin g s of this stu dy are as follow s .

1) T he av erage paym ent that th e u ser s w ere W T P to m ake w as 3,214 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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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d applying this to the number of primary m edical care carried out at each

CHP post in 1999, the av erag e ben efit w as 9,599,563 w on .

2) T he relat ion ship betw een the economic statu s and W T P respon ses w as

positiv e correlat ion and stat ist 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 s in w illin gn ess to

pay respon se in clu ded familiarity , fr iendlines s , h ealth care education an d

m edical care in surance . In addit ion that had the W T P of 4,000 w on , familiarity

an d frien dlines s w ere select ed in high priority as reason s for u sin g the CHP

post , so it w as recognized th at th e int an gible ben efit w as th e m ore import ant

con sideration .

3) T he ben efit for the w ere estim ated by applying

the am ount of reduct ion in m edical cost , tim e as w ell as tr an sfer cost s to the

number of prim ary m edical care an d the av erage benefit w as 17,515,563 w on .

4) T he b enefit of the W T P approach m ethod compared to HC approach

m ethod is un der stood to be 50%.

T his study w a s att empted in oder to ov ercom e the limit at ion s of the HC

approach m ethod in it s inability to estim ate int an gible ben efit s an d depen dency

on hypotheses by accomplishin g to est imate the benefit s u sing the W T P

approach meth od th at m easures direct opinion and v alu es placed on the CHP

post by th e community resident s .

how ev er there are other limit ation s , the respondent s might hav e some preju dice

by establishing th e st an dard of payment th ey are W T P and the current debat e

on closing dow n the CHP post

Key w ord : community h ealth pract it ioner post , in tan gible benefit , w illin gn ess

to pay approach , human capit 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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