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의학박사 학위논문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불용의: 가나 

볼타지역에서 조건부가치측정 연구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료관리학 전공 

장현갑  



초   록 

 

배경 및 목적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

로,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Social health insuran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은 대개 강제가입이 아니면서 본인부담률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빈곤층의 가입정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본인부담의 감소

가 빈곤층의 가입증가에 유효한 정책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본인부담

을 줄이면서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보험가입을 저해하여 특히 빈곤층

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빈곤층을 포함한 보

편적 건강보장을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

에 따른 보험료 지불용의금액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목표와 관련된 가나와 다른 국가에서의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목표를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핵심이해관계자와 주민에 대한 일대일 면접과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의 장애요인에 대한 1차 질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볼

타주의 주민으로 구성된 5개의 초점집단과 23명의 주요이해관계자였다. 이를 

통해 양적조사의 개념적 틀과 지불용의 조사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보험료 지불용의액 제시금액 구간과 지불용의 유도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차 질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1차와 동일하게 볼타지역의 12명을 

대상으로 최대지불용의액을 조사하는 1:1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음으

로 볼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양적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조사문항을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



조사를 볼타지역 18세 이상, 70세 미만 그룹에서 실시하였는데, 3단계 추출(인

구비례 집락추출, 가구 무작위층화계통추출, GRID를 통한 가구원 무작위추출)

을 통해 918가구 918명의 성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중 핵심변수에 대한 

결측이나 오류값을 가진 응답자를 제외한 86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인 경제적 변수는 경제적 수준과 관련된 7개 변수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연속형 변수로 도출하였고, 3분위로 구분하여 빈곤층, 중

간층, 부유층을 구분하였다. 현재건강보험, 본인부담 2/3로 감소, 본인부담 1/3

로 감소로 구성된 세 개의 시나리오에서 응답자의 건강보험료 지불의사를 측

정하기 위하여, 가상의 시장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활용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

법은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델을 사용하였고, 이를 정규분포 가정 하에 

Hanemann (1984)의 확률효용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수준별로 본인부담 수준

에 따른 보험료지불의사를 분석하였다.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지불용의 변화

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은 세 시나리오의 관찰을 통합하여 확률효과모형을 통

해 반복측정 데이터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영향분석을 위한 변수는 사회경제

변수, 건강수준변수, 의료서비스 관련 변수, 보험제도 관련 변수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추정된 본인부담 수준별 지불용의 금액은, 현

재 보험제도에서 32.57 세디(95% CI: 31.01-34.12), 본인부담 2/3 시나리오에서 

40.30 세디(95% PI: 38.11-42.50), 본인부담 1/3 시나리오에서 49.00 세디(95% 

PI: 46.22-51.78)로 조사되었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된 최대지불용의금액

도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조사했을 때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이 낮아질

수록 증가하였다.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추정된 현재 보험에서 빈곤

층의 지불용의금액은 27.57세디, 중간층의 지불용의금액은 32.37세디, 부유층

의 지불용의금액은 36.65세디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인부담이 2/3으로 줄어

든 시나리오에서 빈곤층의 지불용의금액은 30.27세디, 중간층의 지불용의금액



은 40.92세디, 부유층의 지불용의금액은 47.98세디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이 1/3으로 줄어든 시나리오에서 빈곤층의 지불용의금액은 35.46세디, 

중간층의 지불용의금액은 49.26세디, 부유층의 지불용의금액은 60.07세디로 분

석되었다. 보험료 지불용의의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도시여부, 경제적 수준, 

선호의료기관 대기시간, 급여에 대한 지식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인

부담 수준에 따른 보험료 지불용의 변화의 영향요인은 경제적 수준, 성별, 교

육수준, 병원급 의료기관 선호여부,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찰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층의 보험가입확대를 위한 본인부담 정책의 타

당성 파악을 위해,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지불용의금

액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수준과 상관

없이 본인부담이 감소할수록 지불용의가 증가하지만, 빈곤층에서 지불용의 증

가는 비빈곤층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효용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호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이 좋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효용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랜드연구소의 1987

년 연구에서 본인부담이 감소할수록 의료이용량이 증가하고, 빈곤층에서 이러

한 증가가 더욱 크다는 결과가 시사하는 방향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개발

도상국에서는 선진국과 다르게 본인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증가되

는 사회적 후생의 상당부분이 빈곤층이나 취약계층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편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은 

보험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순히 전체적인 본인부담을 낮

추는 정책만으로는 빈곤층의 보험가입 정체를 해결하기보다는 보험가입의 불

형평성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높은 본인부담은 빈곤층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억제시키고,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 개선 정책을 쓸 때에는, 1) 

본인부담 개선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가 아닌 누진적 조세 등

을 통해 조달하거나, 2) 추가 소요 재원을 보험료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

한 3) 본인부담 감소를 위한 급여항목의 설정에서 빈곤층의 혜택이 증가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어 : 건강보험, 지불용의, 조건부 가치측정, 본인부담,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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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보편적 건강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부각 및 한계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에 대한 국제보건기구(WHO)의 정

의에 따르면, 보편적 건강보장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양질의 건강증진, 예방, 치

료, 재활 및 완화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

제적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1) 

1978년 알마아타 선언 이후에 일차보건의료강화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

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져 왔다.(2) 일차보건의료강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한정된 재원으로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

해 ‘Health for all’로 대변되는 취약계층의 보편적인 의료접근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차보건의료의 중요성은 2008년 World Health Report 2008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3)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

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보건의료 재원조달체계(Health financing system)가 부각

되면서, 의료전달체계에서 재원조달체계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WHO는 2010

년 “Health systems financing: the path to universal coverage”라는 제목의 

World Health Report를 통해 재원조달체계를 강조하였고, 국제연합(UN)도 2012

년 결의안을 통해 보건의료에서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기전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4, 5)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Social health 

insuran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4, 6) 건강보험방식은 보건의료서비스

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 제고, 재정적 위험 분산, 구매력 확대에 의한 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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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공급 증가효과와 의료서비스의 적정가격 유지 등의 경제적 편익효과와 함께 

추가적인 보건의료재정확보의 용이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 정부에서 선호되고 

있다.(7) 

그러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을 도입한 여러 개발

도상국에서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대다수를 차지

하는 빈곤층의 보험 미가입과 형평성이 최근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6-8) 제

도 도입 초기에는 중위 소득층 및 상위 소득층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이 늘어나

면서 국가 전체의 가입률이 상승되지만, 빈곤층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서 가입률이 정체되는 현상이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의 달성을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유효한 정책이 필수적임을 

생각할 때, 빈곤층의 건강보험 가입률 정체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제도에서 어떤 

제도적 개선이 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2) 건강보험 가입정체의 원인과 본인부담 문제 

 

빈곤층이 국가에서 권고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1) 국민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 2) 보험제도적 요인, 3)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로 한정하여 주요한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보험료, 2) 본인부담, 3) 서비스의 질, 4) 서비스의 접근

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험료와 본인부담의 문제는 보험제도적 문제에 속

하고,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의 문제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이다.  

그런데 보험료의 경우 보험가입과의 상관성이 높지만 현재 개발도상국이 직면

하고 있는 가입률 정체의 현실적인 원인 또는 해결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건강보험을 도입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세금과 목적세를 통해 상

당한 보험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개인에 대한 보험료는 받지 않거나 소득

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있고 빈곤층에게는 보험료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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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거나 경감하고 있다.(9) 

가나의 경우 보험료는 전체보험재정의 4.5%에 불과하며, 일인당 보험료는 세계

은행(World Bank)의 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가나의 일인당 국민소득의 0.2~1.4%

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나의 일인당 국민의료비에 비해서도 3.7~24.6%에 그치고 

있다.(10) 필리핀의 경우에도 일인당 보험료는 공식 부문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1.25%에 불과하며, 베트남도 공식 부문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1.5%에 불과하고 

보험재정에서 정부 부담이 약 50%에 달하며 증가추세에 있다.(11, 12) 즉 보험

료에 대해 국가의 세금을 통해 상당한 지원이 있고, 이로 인해 소득수준이나 평

균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에 비해 보험료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부

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층의 가입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여 보험료를 더 낮추더라도, 여전히 빈곤층에게는 건강보

험이 그들의 미충족 의료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입률 정체의 다른 보험제도적 원인으로 높은 본인부담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은 대개 기본적인 진료와 검사 및 약품은 무료로 

제공하나, 임상병리검사, 영상검사, 고가 약품 등 많은 부분에서 높은 본인부담

을 내도록 하고 있다. 높은 본인부담은 특히 빈곤층에서 의료접근성에 큰 영향

을 준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9, 13-17) 

본인부담을 감소시키면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지 않는 한 전반적인 

보험료는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를 높

이게 되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오히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개도국 건강보험은 공식부문은 의무가입으로, 

대부분의 빈곤층이 속하는 비공식 부문은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

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강

제가입을 통한 전국민보험을 곧바로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신 한국을 포함

한 여러 사회보험 선진국과 같이 소득이 파악되는 민간과 공공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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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부담 정책을 통한 빈곤층 건강보험 가입확대전략이 유효한지 평가

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빈곤층이 보험가입에 대해 부

여하는 가치가 비빈곤층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

하다. 보험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는 보험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편익으

로 생각할 수 있고 이는 보험료에 대한 지불의사로 측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찾기가 어렵다.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의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최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실시되었는데, 가나, 나이지리아, 

이란, 중국, 부르키나파소, 인도에서 연구가 있었다.(20-25) 이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기반건강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을 통해 지불의사

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였다. 인도의 연구에서는 인도에

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방식 별로 지불의사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으

나,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험에서 본인부담을 결정하는 정률부담제(co-insurance), 일정액 

공제제(deductible), 급여상한제(reimbursement ceiling)라는 세 가지 방식을 한가

지씩 제외한 시나리오 별로 지불의사를 측정했으나, 중국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본인부담 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이지,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지불의사에 대한 정

보는 분석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 결과에서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보험료 지불

의사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먼저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량에 관한 연구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미국 랜드연구소가 

본인부담 수준과 최대본인부담이 의료이용과 의료비 및 건강에 대한 영향을 분

석한 연구로, 미국 6개 지역에서 전체 연구 대상자 7,791명 중 5,814명을 대상으

로 1974년에서 1982년까지 행위별 수가제 방식에 대해 대규모로 무작위 대조 

시험을 실시하였다.(26) 이 연구에서 본인부담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의료이용량

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컸다. 그리고 본

인부담의 감소로 인해 불필요하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낮은 서비스를 더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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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지는 않았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본인부담이 늘면 꼭 필요한 서비스도 덜 

이용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유사한 연구로 Ridde와 Morestin (2011)은 아프리

카에서 연구된 본인부담과 의료이용간의 관계에 대한 종설 연구를 통하여 본인

부담을 없애면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빈곤층에서 가장 혜택을 보게 

된다고 보고하였다.(27) 이는 빈곤층에서 본인부담이 줄수록 보험료 지불의사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보험료 지불의사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다른 연구로 본인부담 수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위에서 언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Dror 등(2007)의 연구에 따

르면 저소득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보험료 지불의사가 낮지만 소득 대비 지불

의사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이 보험혜택이 증가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보험료 지불의사도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Dong 등(2003)과 Asgary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보험료 지불의사는 의료이용

횟수, 교육수준,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질 등과 관련이 높았다. 빈곤층

이 보통 교육수준이 낮고, 전달체계가 취약한 시골이나 빈민지역에 거주해 의료

이용횟수도 적은 것을 고려할 때, 보험혜택의 증가가 보험료 지불의사 증가와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원조달체계 문제 외의 의료전달체계 관점에서 건강보험 가

입 정체의 원인을 찾아보면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문

제를 생각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체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취약하

고,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따라 보험가입이 정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8) 그

러나 이러한 건강보험 외부의 의료서비스체계로 가입 정체 문제의 초점을 옮기

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제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제도적 요인과 

가입 정체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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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나의 건강보험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가나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사회건강보험을 도입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면서, 상당한 수준의 공식적 또는 비

공식적 본인부담이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 연구대상국가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가나의 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현재 제

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도입과정 

가나는 독립 이후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무상의료를 제

공하였다. 1970년대 경제성장의 정체와 함께 공공의료체계가 점차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짐에 따라 병원 서비스에 대한 낮은 본인부담이 도입되었고,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되었다. 이후 계속되는 보건의료비의 정부지출긴축으로 의

약품의 공급이 부족해졌고 서비스의 질이 악화되었다.(29) 

이에 따라 1983년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을 확대하

여 이른바 “cash and carry”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본인부담제도는 일부 

의료기관의 재정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악화시켰

다.(30) 

1990년대에 들어서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NGO가 주도하여 지역기

반 건강보험제도(Community based health insurance scheme)를 도입하였다. 이

러한 지역기반보험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가입자의 만족도도 좋았으나,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원의 한계로 인해 한정된 서비스만을 급여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보였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의료이용에서 기존의 

“cash and carry” 체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가나 국민들의 불

만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2000년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존 보

건의료체계의 개혁이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였고 2003년 가나국민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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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제 650호에 의해 도입되었다.(31, 32) 

 

□ 현재제도 

- 재원 

가나 건강보험의 재원은 2011년 기준으로 세금이 전체의 72.7%를 차지하고 있

고, 사회보장기금의 분담금이 17.4%, 보험료가 4.5%, 이자수입, 해외원조 등 기

타 수입이 5.4%를 차지하고 있다.(10) 세금수입은 2.5%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조달하고 있다. 그리고 공식부문 노동자로부터 징수되는 사회보장기금

에서 2.5%의 분담금을 건강보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은 보험료로 징수하고 있는데,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에 따라 지역별

로 연간 7.2 세디(약 3.7 USD, 2013년 공식환율기준)에서 48 세디(약 24.6 USD)

를 징수하고 있다. 

비공식 부문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18세 미만 자

녀, 70세 이상, 임산부, 빈곤층이 이에 해당된다. 빈곤층의 기준은 가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인 1) 수입원이 없고, 2) 고정된 거주지가 없고, 3) 동거하는 사람이 

고용되거나 고정된 거주지를 가지지 않고, 4)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부양

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4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여 기준이 매우 까다

롭다.(33) Ramachandra와 Hsiao의 연구(2007)에 따르면 가나 보건부는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는 빈곤층을 174만 명으로 추정하였고 이는 전체 인구의 약 9%에 

해당되나, 실제 빈곤층이 약 40%에 달하고 극빈층이 25% 이상임을 고려할 때 

많은 빈곤층이 보험료 납부와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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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가나 건강보험 재원 및 배분(출처: Mensah SA, 2013(35)) 

 

- 보장성 및 급여 

가나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률은 2011년 기준 가나 전체 국민의 33.3% 

(8,227,823명)에 그치고 있는데,(10) 가입자 중에서 취약계층으로 보험료가 면제

되는 58.3%와 공식부문에 해당되는 4.8%를 제외하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비공식

부문 가입자는 약 303.6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나 노동자의 약 88%

가 비공식 부문에서 종사한다는 조사결과와(36) 가나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73% (2011년, World Bank)라는 것을 고려하면 비공식 부문에서 건강보험 가입

률이 아직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건강보험의 가입률이 재산

이 많을수록 높고, 재가입률은 도시지역에서 높다는 것을 지적하였다.(37-40) 또

한 건강보험 가입률의 추세를 볼 때,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확대되었

으나 2011년에 들어서 가입자 수의 증가가 상당히 정체되고 있고,(10) 간접세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재원을 부담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빈곤층이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유층이 누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상태이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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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senso-Okyere 등(1997)이 가나 국민건강보험 도입 전 실시한 연구에

서는 비공식 부문에서 90%가 넘는 응답자가 보험가입을 희망하고, 63.6%가 매

달 5,000세디($3.03)를 보험료로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20) 이러한 차이는 

적정한 거리에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이거나 

혹은 보험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 비용을 청구하는 

본인부담의 문제일 수 있다. 또는 개인의 보험에 대한 이해나 가입절차의 문제

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Table 1-1. 가나건강보험의 가입자 추세  

 

 

가나 건강보험은 진료케이스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일차의료에 대해서는 포

괄적인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의에 의한 진료에서도 제외기준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와 입원 모두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33) 가나 

건강보험에서 명시하고 있는 급여 제외기준은 재활, 보장구, 성형수술, 심초음파, 

HIV 항바이러스제, 심혈관조영, 투석, 심장 및 신경계 수술, 암(유방암, 자궁경부

암, 전립선암은 급여), 장기이식, 해외진료와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원이 지원되

는 결핵 등의 서비스이다. 약품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600종 정

도의 제네릭 약품을 급여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체의 본인부담이나 급여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CT나 MRI 등의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하고, 각종 검사의 

급여기준을 지정하고 있고, 오리지널 약품은 본인의 선택 또는 의료인의 처방에 

따라 구입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환자의 본인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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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zili 등(2011)에 따르면 가나 건강보험이 급여항목으로 지정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본인부담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2) 국민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에 대한 가장 신뢰성 있는 조사인 Ghana Living Standard 

Survey는 5기 조사가 2005~2006년에 실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가나 국민의료

비에서 본인부담은 48%에 달한다. 하지만 이 시기는 가나 건강보험이 도입된 

초기이므로, 2012~2013년에 실시되어 곧 공개될 6기 데이터를 관찰할 필요가 있

다. WHO의 World Health Organization National Health Account database에 따

르면 2012년 국민의료비에서 본인부담의 비율은 29%이다.(43) 그러나 이 조사에

서 2005년, 2006년 본인부담 비율이 각각 21%, 29%로 Ghana Living Standard 

Survey의 48%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WHO에서 가나 데이터의 출처와 

조사방식을 나타내지 않아 현재로써는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44) 이

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가나의 건강보험은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재정적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접근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곤층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

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의 문제가 있으므로, 본인부담 지표 이상의 불형평

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지불제도 

가나의 건강보험제도는 초기에 행위별수가제로 시작하였으나, 높은 행정비용으

로 인한 비효율성으로 2008년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약품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등재된 600여 종의 약품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로 지불하고 있다. 

가나의 포괄수가제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에 기반하여 529개의 입원환자군, 

17개의 외래환자군으로 나누어 총 546개의 환자군별로 기준수가를 책정하고 있

다. 그리고 환자의 중증도, 요양기관 분류(공공병원, 민간비영리병원, 민간병원)

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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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의 건강보험제도 소결 

가나의 건강보험은 도입된 후 약 10년 동안 가입자 수와, 보험 급여 등에서 지

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건강보험을 도입하

고자 하는 여러 개발도상국에게 가나의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그러나 가나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60% 이상은 공식부문에 종사하거나 보험

료가 면제되는 집단에 속해 있고, 가나의 생산가능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

공식부문 종사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보험재정의 72.7%가 조세에 의해 조달되고 있고, 공식부문에서 기여하는 

비율은 17.4%이지만, 비공식부문에서 납입하는 보험료에 의한 기여는 4.5%에 불

과한 상태이다. 또한 가나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본인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재산이 많을 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보험의 재가입률이 높다는 가나에서의 기

존 연구결과는 비공식 부문의 건강보험 미가입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찰결과들은 가나의 건강보험제도가 개발도상국 중에

서 선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개발도상국 건강보험제도의 

빈곤층 가입률 정체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나에서 

본인부담 비율을 낮추는 정책이 빈곤층의 건강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유효한 정

책인지 살펴보는 것은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큰 의미와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된

다. 

 

(4) 연구의 필요성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건강보험은 

가입률 정체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비공식 부문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빈곤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보험체계 내의 

해결책으로 과도한 본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

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인부담 비율을 낮추는 정책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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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지불의

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는 개발도상국 중 대표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국

가인데,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빈곤층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

고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본인부담으로 인

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나에서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지불의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것

은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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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목표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 환경에서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의 변화

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건강보험제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

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과 가나 지역주민에 대한 질적조사를 통해, 지불의사 시나리오, 

질문 금액의 범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수립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본인부담에 따른 보험료 지불의사 추정모형을 수립하고 분

석한다. 

 

셋째, 빈곤층에서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지불의사를 비빈곤층과 비교하여 분석

하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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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1)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개념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아닌 환경, 여가 등의 비시장재나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 기반의 후생경제학적 방법론으로,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고 보건의료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에서 사

용되고 있다. 

설문을 통해 가상의 시장을 제시하여 개인의 지불의사를 조사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은 Ciriacy-Wantrup (1947)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실제 CVM은 Davis 

(1963)의 하버드 대학 박사논문으로 최초로 조사되었다.(45, 46) 그 뒤로 1960년 

대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비사용 가치(non-use value)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CVM

은 더욱 확산되었다.
1
  

이후 CVM은 Bishop과 Heberline (1979)가 기존의 부여가치에 대한 직접질문법

을 대신하여 양분형 선택법(예 또는 아니오로만 지불의사를 조사, dichotomous 

choice)을 고안하여 전기를 맞게 되었다.(47) 이러한 설문방법은 기존의 조사방

법에 비해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일상적인 경제행위와 개념적으로 동일하고, 자

신이 평가하는 가치를 정확히 응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응답자가 답하기가 

쉽고, 편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양분형 응답은 Hanemann (1984)에 

                              

1
 비사용 가치에는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증가치

(bequeath value) 등이 있다. 선택가치는 현재에는 대상 재화를 사용하지 않지만 미래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부여하는 가치이다. 존재가치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실제로 

이용하지 않지만 존재 자체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로 자연환경의 보존에서 널리 관찰된

다. 유증가치는 현재와 미래에 사용할 가능성이 없지만 후세대가 누릴 가치를 고려하여 

대상 재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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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효용이론과 연결되면서 후생경제학적 토대가 완성되었다.(48) 

이후 CVM은 후속질문을 통해 분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이중경계 양분선택

법(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과 구간자료모형(Interval data 

model), 이중경계 양분선택법에서 첫 질문과 후속질문을 통해 조사되는 지불용

의가 동일하지 않은 현상을 보정하기 위한 이변량 프로빗 모델(Bivariate probit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 비모수적 추정법 등 다양한 기법으

로 발전하였다. 

CVM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킨 사건은 1989년 알래스카 주에서 

발생된 엑손 발데스호 기름유출사고였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CVM에 기반한 연

구결과를 통해 약 28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49, 50), 이에 

대응하여 엑손이 CVM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MIT의 경제학자인 

Diamond와 Hausman 등에 맡겨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에서 비사용가치 추정의 문

제점을 제기하였다.(51) 이러한 논쟁이 커지면서 미 연방정부 산하 미국해양대

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Solow와 Arrow를 포함한 6인의 노아 패널(NOAA Panel)을 구성해 

CVM에 대한 방법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CVM의 방법론적, 결과적 타당성을 

인정하고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한 연구기준을 제시하면서 이후 CVM이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52) 

 

2)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이론적 기초 

 

힉스(Hicks)의 보상잉여(Compensated surplus, CS)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수

량이나 질의 변화에 따른 효용이 이전상태의 효용수준과 동일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이 연구의 주제인 건강보험에 적용

해 볼 때, 건강보험가입과 변화하는 보건의료수준으로 인한 효용이 건강보험가

입 이전의 효용과 동일하기 위해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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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함수(Expenditure function)는 특정 효용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또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보상잉여는 지출함수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53) 

 

CS=e(p, q0;U0, Q, T)-e(p, q1;U0, Q, T)    (Ⅱ-1) 

  

 p : 사적재의 가격 

 q0 : 건강보험 가입 이전의 보건의료수준 

 q1 : 건강보험 가입으로 변화된 보건의료수준 

 U0 : 변화 전의 효용수준 

 Q :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되는 다른 공공재의 가격 

 T : 응답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변수 

 

조건부가치측정을 통해 응답되는 지불의사는 위의 힉스적 보상잉여를 직접적

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과 같은 간접적 가치측

정방법과 달리 복잡한 중간과정 없이 지출함수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생 증가를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보상잉여(CS)가 0보다 크다면 개인은 q1, 즉 

건강보험 가입을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보상잉여가 

보험료와 같아질 때까지 보험료를 지불하고자 할 것이므로 최대지불용의액

(WTP)은 보상잉여(CS)와 같다. 

 

3)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방법으로서 조건부

가치측정법 

 

이태진과 이수형(2006)은 지금까지 연구된 대부분의 보건의료사업의 가치평가

가 인적자본접근법을 바탕으로 측정되어, 전체적인 삶의 질 저하나 사회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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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같은 무형의 비용 및 편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이유로 기존의 인적자본접근법이 필요한 비용 및 편익 자료를 쉽게 수

집할 수 있고,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에 직접 지출된 비용과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나 미래소득의 감소 등을 명백히 수치화할 수 있어 측정된 

값의 신뢰성 문제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

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일반 재화와 달리 비사용가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정확한 비용과 편익의 

추정이 어렵고, 무형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53) 

Hanley 등(2003)도 조건부가치측정법이 논란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지만 학계와 정책결정자로 다방면으로 활용가능하고 강력하며 비용-

효과적인 조사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이

러한 연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54) 

특히 이 연구의 주제인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용의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된 바

와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다. 이는 건강보험이라는 서비

스가 많은 국가에서 개인별로 가입여부의 결정이 가능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

는 혜택이 명확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과 같은 일반적 보건의료정책이나 서비

스에 비해 사람들이 지불의사를 표현하기에 좀 더 유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연구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의사에 대해 

조건부가치측정을 통해 사람들의 지불용의를 측정한 것은 본인부담 비율을 줄

이는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연

구가 단순히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용의액의 추정 자체보다는, 지불용의액의 변

화와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가치측정을 통

해 정확한 지불용의액 추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과 비교적 거리가 있어 추

정결과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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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불의사금액 추정모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건부 가치측정에서 지불의사는 추정모형에 의해서 

유도되는데, 이는 조건부 가치측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조건부 가치측정

에서 사용되는 유도 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매법(bidding game), 

지불카드법(payment card), 개방형 질문법(open-ended), 그리고 양분선택형 질문

법(dichotomous choice)이 있다. 이중에서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단일경계(single 

bounded) 양분선택형 질문법과 이중경계(double bounded) 양분선택형 질문법으

로 나뉜다. 이외에도 삼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도 개발되어 일부 연구에서 사

용되고 있다.(55) 이러한 추정모형들에 대하여 Venkatachalam (2004)이 정리한 

종설논문을 인용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후, 이 연구에서 선택한 이중경계 양분선

택형 질문법에 대해 이론적인 배경을 좀 더 서술하고자 한다. 

경매법은 가장 오래된 지불용의 추정모형으로 사전에 결정된 경매시작액 범위 

내에서 무작위의 값으로 경매를 시작하여 ‘예’ 또는 ‘아니오’의 응답을 금액을 

변경하면서 반복하여 가장 높은 ‘예’의 구간을 찾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신뢰

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설문방법 설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방법의 

장점은 ‘시장과 같은’ 상황에서 응답자들이 그들의 선호를 응답할 수 있다는 것

과 응답자의 최대지불용의 구간이 좁아 분석의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설문을 하기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매 시작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다음으로 오래된 지불용의액 추정모형은 지불카드법인데, 일정한 범위의 지불

용의액을 카드로 나열하고 이 중에서 응답자가 자신의 지불용의액을 고르는 것

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응답자가 지불용의카드액수의 범위

에 영향을 받고, 그 중에서도 중간 값으로 편향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개발도

상국에서는 응답자들이 이러한 지불카드에 익숙하지 않아 응답이 부정확해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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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법은 응답자에게 직접적으로 공공재나 정책에 대한 최대지불의사

금액을 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응답하기가 편리하고 시작점 편의의 가능성이 

없다. 또한 다른 추정모형에 비해 낮은 금액이 조사되어 보수적인 추정치를 원

하는 경우에 유리하고 적은 표본으로 시행이 가능하다.(56)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많은 수의 무응답이나 저항입찰(protest bids)을 발생

시킨다. 저항입찰은 질문응답으로 인한 이득이 없는 경우 고의적으로 자신의 응

답을 거짓으로 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이해와 관계된 질문의 경우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지불의사금액을 응답하는 전략적 편의(strategic bias)와 

자신이 평가하는 가치에 대한 응답이 아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응답하는 문제도 

있다.(57, 58)  

이러한 기존의 유도방법의 문제로 인해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Bishop과 

Heberline (1979)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개발하였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전략

적 편의의 가능성이 최소화되고, 실생활에서도 양분선택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응답자가 가치에 기반하여 응답하기가 편하고 현실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시작점 편의와 순응편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개방형 질문법보

다 매우 많은 표본 수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57-59) 또한 개방형 최대

지불용의 측정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최대지불용의금액이 높게 분석되는데, 개방

형 질문의 전략적 편의 가능성과 응답의 어려움은 응답금액을 낮추게 하고, 양

분선택모델의 순응편의는 응답금액을 실제보다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60) 

양분선택모형은 이후에 Hanemann (1984)에 의해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으

로 발전하였는데, 첫 번째로 제시된 금액에서 ‘예’를 선택한 응답자에게는 처음 

제시금액의 2배를 제시하여 추가로 ‘예’ 또는 ‘아니오’ 중 응답을 얻는다. 첫 제

시 금액에 ‘아니오’를 택한 응답자에게는 첫 번째 제시금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시하여 추가 응답을 얻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양분선택모형의 여

러 장점과 더불어,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효율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하여 이전 단일경계방식의 표본 수 문제를 완화해 준다. 그러나 이중

경계방식은 여전히 개방형 질문법에 비해서는 많은 표본을 필요로 하고,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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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법과 동일하게 시작점 편의의 가능성이 있으며 분석방법이 다른 유도방법

에 비해 복잡하다. 

최근의 많은 조건부 가치측정 연구는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중요한 전기를 이룬 NOAA 패널의 보고서에서도 비사용가

치를 포함하는 조건부가치측정 연구에서 가능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52)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불의사금액 추정

모형은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택하였다. 구체적인 선택 이유는 이후 연구방

법에서 서술하겠지만, 그에 앞서 이 추정모형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Hanemann (1984)은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에서 응답자의 지불용의를 확률

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에 기반한 효용극대화(Utilization maximization) 

응답으로 해석하여 분석하였다.(48) 이러한 방식을 Hanemann (1991)은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에서도 적용하였고, 확률효용함수는 아래와 같다. 

 

u(j, y; s) = v(j, y; s) + εj, j = 0,1    (Ⅱ-2) 

 

여기서 j는 개인의 지불의사를 나타내고 0 또는 1의 값을 가진다. y는 소득을 

나타내고, s는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성별 등의 관찰 가능한 속성

을 나타낸다. 오차항 εj 는 독립적이고 평균이 0인 확률변수이다. 이 연구에서 

응답자에게 건강보험가입을 위해 A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을 때, 

응답자의 건강보험가입으로 인한 간접효용의 관계가 아래와 같다면 ‘예’라고 응

답하게 된다. 

 

v(0, y; s) + ε0 ≤ v(l, y - A; s) + ε1    (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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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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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v= v(l, y - A; s) - v(0, y; s) ≥ ε0 - ε1   (Ⅱ-4) 

 

여기서 ‘예’를 답할 확률을 P1으로 나타내면 아래 식과 같다. 

 

P1 = Pr { v(l, y - A; s) - v(0, y; s) ≥ ε0 - ε1} = Pr {Δv≥η} = Fη(Δv) (Ⅱ-5) 

 

η은 ε0 - ε1 이고, Fη(-)은 선택한 분포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이중경계 양

분선택형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중경계 모형에서는 첫 번째 응답(y1)과 두 번째 

응답(y2)의 조합으로 4개의 응답(예-예, 예-아니오, 아니오-예, 아니오-아니오)이 

만들어진다. i번째 설문응답자의 지불용의액 WTPi 가 z’iβ + ui 라는 가정과 ui

가 평균 0, 분산 σ
2
이라는 가정 하에서(z’I = 지불의사 설명변수, β = 각 설명

변수의 계수, ui = 오차항), 응답자의 지불의사응답은 아래와 같은 확률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1. y1 = 1 and y2 = 0.      (Ⅱ-6) 

Pr (s, n) = Pr (t1 ≤ WTP < t2) 

= Pr (t1 ≤ z’β + ui < t
2) 

= Pr [(t1 - z’β)/σ ≤ ui/σ < (t2 - z’β)/ σ] 

= Ф[(t2 - z’β)/ σ] - Ф[(t1 - z’β)/ σ] 

 

2. y1 = 1 and y2 = 1.       (Ⅱ-7) 

Pr (s, s) = Pr (t1 ≤ WTP, t2 ≤ WTP ) 

= Pr (t1 ≤ z’β + ui, t
2 ≤ z’β + ui) 

= Pr (t2 - z’β ≤ ui) (∵ t2 > t1) 

= 1 - Ф[(t2 - z’β)/ σ] 
 

3. y1 = 0 and y2 = 1.       (Ⅱ-8) 

Pr (n, s) = Pr (t2 ≤ WTP <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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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t2 ≤ z’β + ui < t
1) 

= Pr [(t2 - z’β)/σ ≤ ui/σ < (t1 - z’β)/ σ] 

= Ф[(t1 - z’β)/ σ] - Ф[(t2 - z’β)/ σ] 

 

4. y1 = 0 and y2 = 0.       (Ⅱ-9) 

Pr (n, n) = Pr (t1 > WTP, t2 > WTP ) 

= Pr (t1 > z’β + ui, t
2 > z’β + ui) 

= Pr (t2 - z’β > ui) (∵ t2 < t1) 

= Ф[(t2 - z’β)/ σ] 

 

위의 4개의 식을 이용하여, β와 σ값의 추정을 위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식을 유도하면 아래와 같다. 

 

    
                

     
                 

                 
                (Ⅱ-10) 

 

  
  ,   

  ,   
  ,   

  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이분형 변수이고 각 개인의 선택

을 의미한다. 위의 식을 통해 추정된 β와 σ값을 통해 지불용의액((Wilingness 

to pay, WTP)의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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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연구수행체계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목표와 관련된 가나와 다른 국가에서의 기존 연구

를 분석하여 연구목표를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에 대한 일대일 면접과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1차 질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를 통해 지불용의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개념적 분석틀을 설정하여 지불용의 분

석 모형을 수립하였다. 2차 질적조사는 제시금액 구간과 지불용의 유도방법의 

구체화를 위해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일부 

볼타지역 주민과 가나 NHIS 직원을 대상으로 양적조사 설문지에 대한 사전조사

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조사문항을 수정하였다. 마지

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볼타지역 18세 이상, 70세 미만의 전체주민에서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경제수준과 본

인부담 수준에 따른 보험료지불의사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Figure 3-1. 연구수행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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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가치측정 모형 설계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해 응답자가 평가

하는 가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설문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 

편의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타당성을 인정한 노아 

패널은 타당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기준을 정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노

아 패널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대상재화 및 시나리오 

 

이 연구는 가나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와 본인부담 수준을 

2/3, 1/3으로 감소시킨 2개의 가상의 서비스를 포함해 총 3가지 본인부담 방식

에 대한 볼타 지역 주민의 지불의사를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였다. 

이 연구에서 가상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측정을 목표로 하는 조건부 가치측

정법을 이용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측정하는 이유는 가나

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건강보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실제 선택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시골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가입여부로 주민들의 지불의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응답자에게 구체적인 대상재화의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전에 조건부 가치측정

의 이해를 위해 아래의 설명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건부 시장의 배경을 이해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의 사회 연대 목적과 위

험분산 원리를 설명한다. 즉 건강보험은 갑작스러운 질병발생으로 개인이 감당



25 

하기 어려운 큰 의료비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보험료의 형태

로 의료비를 분담하는데, 보험료의 책정은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소득에 의

해서 책정되어 건강이 나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더욱 큰 제도임을 설

명하였다. 

다음으로 조건부 시장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현재 보험제도의 본인부담 

문제를 설명하였다. 즉 주민들에게 가나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병원 이

용 시 지불하는 직접 부담금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진찰비, 검사비, 수

술비, 약품비, 비공식적 서비스, 비공식적 대가에서 환자 본인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가나에서 비공식 비용을 제외한 전체 의료

비 중 본인부담의 비중이 조사에 따라 29~48%에 달한다는 것과 이로 인해 환자 

부담 의료비가 증가하거나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후 조건부 가치측정에서의 유의사항으로 조건부 가치 측정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전략적 선택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응답자의 보험료 책정과는 상관없는 

주민들의 보험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부러 높거나 

낮은 용의금액을 선택할 때 생기는 문제를 설명하고 최대한 정직하게 지불용의

금액을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본인의 예산선과 상관없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품에 대해 높은 지불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말고 본인의 건강상태와 재산 또는 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응답할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응답하는 지불용의금액이 식

품이나 교육과 같은 다른 상품 구입을 위한 재원을 감소시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적응을 위해 보험가입상태,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 횟

수 및 총액, 가입 및 갱신 의사, 보험을 통한 의료비 절감 추정금액을 물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해 보험료는 매년 납부하게 되며, 

피보험 자격은 보험증 발급 후 1년간 유효하다는 것과, 보험료는 건강상태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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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차이가 없고 오직 소득에 따라 개인별, 지역별로 부과한다는 것을 설

명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특성상 보험료를 내더라도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

은 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료서비스

를 많이 받게 되면 혜택이 증가함을 설명하였다. 

2개의 가상의 서비스는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 축소와 관련된 시나리오로 보

험가입자의 평균진료비에서 본인부담비율을 현재의 2/3, 1/3으로 각각 감소시켜, 

보험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 연

구에서 진료비는 성형수술, 일반의약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검진, 비공식 진료비

는 비보험 항목으로 보고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의를 사용한 이유는 국제

적으로 사용되는 국민건강계정(Total health expenditure)에서 본인부담의료비

(out-of-pocket health spending)가 일반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성형수술 등을 포

함하고 민간보험료는 제외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나타내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61) 

시나리오 설명 시 앞선 설명에서 현재 보험제도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지난 한 해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세디인 보

험가입자는 같은 빈도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67세디, 33세디로 본

인부담 의료비가 감소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감소로 

의료기관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되면 이보다 혜택이 더 커짐을 설명하였다. 마지

막으로 이런 본인부담 변화 외에 현재 보험제도와의 차이는 없음을 설명하였다. 

 

(2) 지불형태 

 

가상적인 시나리오 설계에서 지불형태는 응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평

가의 대상과 적절한 연계를 가질 때에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보험료라는 명확한 지불형태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고, 보험료의 납입 방

법은 현재 가나가 적용하고 있는 연간 보험료 형식을 사용하였다. 



27 

다만 가나에서 공식부문의 경우 급여에서 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불하

고 있어 납입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연간 보험료 형식을 사용할 때 개인의 선호

에 따른 할인이 존재할 수 있으나, 연간 보험료의 경우 댐 건축과 같이 장기간

이 소요되는 사업에 비해 선호에 따른 할인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것이고, 가나 

주민의 다수인 88%가 비공식 부문임을 고려하여 연간 보험료 방식을 택했다. 

 

(3) 지불유도방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한 실증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불유도방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네 가지로 개방형 질문법, 경매법, 지불카드법, 양분선택형 질

문법이 있다.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무작위로 제시된 금액에 대해 예-아니

오를 답하는 단일경계 양분선택형과 1차 양분선택질문 후에 결과에 따라 후속

으로 2차 양분선택을 하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으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경우에 적합한 

개방형질문법과, 추정의 효율성이 높아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양분선택형 질

문법 두 가지 지불유도방법을 사용하였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후속질문이 있

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으로 조사되어 지불용의금액을 분석하였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은 각 시나리오 별로 첫 번째로 제시된 보험료를 지

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응답자에게는 처음 제시금

액의 2배의 보험료를 제시하여 추가로 ‘예’ 또는 ‘아니오’ 중 응답을 얻는다. 첫 

제시 금액에 ‘아니오’를 택한 응답자에게는 첫 번째 제시금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시하여 추가 응답을 얻는다. 

 

(4) 지불의사금액 추정모형 

 

앞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대한 고찰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지불용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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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정을 위해 Hanemann (1984, 1991)이 사용한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에 기반하여 정규분포를 가정한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였다. 

Hanemann (1991)의 모델은 이후 Cameron과 Quiggin (1994)이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에서 응답자가 생각하는 지불용의액이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

적하면서,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제시하였고(62), Whitehead (2002)가 두 번째 

응답의 이동(shift)효과와 정박(anchoring)효과를 고려한 확률효과모형을 제시하

는 등 지불용의액의 변화를 보정할 수 있는 여러 기법이 도입되었다.(63) 그러

나 Albernini (1995)에 따르면 Hanemann (1991)의 추정모형이 응답자의 지불용

의액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이변량 프로빗 모형과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한 추정값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64) 또한 대개 Hanneman 

(1991)의 추정모형은 이변량 프로빗 모형이나 확률효과모형에 비해 낮은 추정치

를 제시하여 좀 더 보수적인 추정을 하게 한다. 게다가 새로운 여러 기법들도 

학술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아직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조건부가치측정 연구에서 Hanemann (1991)의 추정모형은 여전히 활발히 사용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연구의 주제가 지불용의액 추정 자체보다 여러 조건에 

따른 지불용의액의 변화와 변화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

인 Hanemann (1991)의 추정모형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지불용의액의 변화와 변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시나

리오별 지불용의액의 추정을 동일한 개인에 대한 반복측정으로 보고, 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관찰값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2
 이러한 분석은 이

중경계 양분선택형 추정모형과 개방형 질문형 추정모형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2
 여기에서 언급된 확률효과모형은 앞서 Whitehead에 의해 도입된 확률효과모

형과는 다르다. Whitehead는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해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을 동일한 개인에 대한 반복측정으로 보고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지불용의

액을 추정하였고, 이 연구에서 적용한 확률효과모형은 동일한 개인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별 지불용의액을 반복측정한 것으로 보고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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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다. 

 

(5) 제시금액 설계 

 

제시금액 선정을 위해 2차 질적조사를 통해 일반 주민에 대해 측정하고자 하

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뒤 개방형과 경매법 유도방식을 통하여 측

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각 시나리오 별 제시금액을 4개씩 선정하여 응

답자에게 무작위로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흔히 4

개 또는 6개의 제시금액을 사용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많은 제시금액이 오히려 

모형 적합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보험제도에서 지불용의금액의 경

우 현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지불용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다르게 설정

하였다. 현재 보험제도의 경우 보험비가입자는 5, 10, 20, 40세디를 최초제시금

액으로 하였고, 보험가입자는 10, 20, 40, 80을 최초제시금액으로 하였다. 본인부

담을 2/3, 1/3으로 감소시킨 시나리오에서는 2차 질적조사에서 응답금액의 차이

가 나긴 했지만 구간을 다르게 할 만큼 차이가 나지 않아 동일하게 10, 20, 40, 

80세디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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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질적조사 

 

1) 조사목표 및 설문항목 

 

1차 질적조사의 목표는 1) 건강보험 가입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양적조사에서 

사용될 개념적 틀을 수립하고, 2) 양적조사에서 보험료 지불의사의 측정에 사용

할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경험과 이유를 폭넓게 질문하는 것을 주질문으로 하

고, 보조질문으로 건강보험 가입 장애요인을 미충족의료, 의료서비스요인, 보험

요인, 개인적 요인의 관점에서 상세히 질문하였다. 

 

2) 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 

 

1차 질적조사에서는 양적조사의 대상지역인 볼타주 내 25개 District에서 미충

족 의료와 건강보험가입 장애요인이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이 다를 수 있음을 고

려하여,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에서 각각 1개 District를 선정하였다. 두 지역은 도

시지역을 대표하는 Ho Municipality와 시골 지역을 대표하는 Adakulu District이

다. 

그리고 각각의 District에서 2개씩 마을을 선정하였는데, Ho Municipality의 경

우 마을이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중심병원인 Ho 병원에서 도보로 

30분 이내 거리인 마을과 1시간 이상인 마을을 각각 선정하였다. Adakulu 

District의 경우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중심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도보로 30분 이내인 마을과 1시간 이상인 마을을 각각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위의 두 지역에서 목적적 표집과 스노우볼 표집을 통해 지역의 

국민건강보험 관리자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구성원을 선발하여 1:1 심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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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지역 건강보험 사무소 직원 

- 관리자 
- 홍보담당 
- 경영정보시스템담당 
- 회계담당 

 지방정부 구성원 
- 지자체장 
- 재무책임자 
- 조정책임자 
- 지역의회의원 
- 지역사회대표 
-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지역 보건 관리자 
- 보건국장 
- 의료기관 보험청구 담당 

 

3) 자료 수집 방법 

 

1차 질적조사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외 

주요이해관계자에게는 1:1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는 혼합 조사 방식을 택하였다. 

심층 면접은 총 35명에게 30~70분 간 실시되었고, 초점집단인터뷰는 총 12개 그

룹에게 실시되었다. 초점집단은 8~11명의 주민들로 구성되었고 30~60분 간 볼타

지역 토속언어인 Ewe어로 통역을 통해 실시되었다. 

모든 조사는 사전동의절차를 거쳐 실시되었고, 음성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절차

는 Ghana Health Service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해 사전에 승인되었다. 

 

4) 분석방법 

 



32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 및 태도를 폭넓게 이해하고 본질

을 도출하기 위하여, 질적조사 분석방법인 내용분석과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서 주요하게 의미하는 바를 밝혀내고, 상위개념을 도출

하고, 핵심주제를 밝혀내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내용분석을 위해 자료를 모두 녹취한 후 녹취한 자료를 텍스트화한 뒤 

수집한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개방 코딩한 뒤 유사한 문장

과 단락으로 모아 구분하고, 구분된 문장과 단락을 범주화하여 명명하였다.(65) 

다음으로 범주화된 자료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제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통해 범주화된 텍스트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찾아내고, 이러한 개

념들 사이의 상호관계와 의미의 흐름을 파악하여 핵심 주제를 파악하였다.(66) 

 

 

Figure 4-1. 1차 질적조사 분석과정 

 

5) 연구결과 

 

질적조사 참여자들은 그들의 의료필요와 건강보험의 가입의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질, 보험료에 대한 부담, 건강보험 가입 및 갱신의 

절차, 보험가입 후 본인부담, 의료이용과 보험에 대한 지식과 태도 측면에서 주

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의료시설, 의료인력, 약품 등에서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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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충족되지 못하는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약품에 대한 불만족과 가입해도 여전히 약품이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은 참여자들이 보험가입의 장애요

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 가입이나 갱신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불편함, 보험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의 문제도 관찰되었다. 

이들의 응답은 크게 5개의 범주와 14개의 주제로 분석되었다(Figure 4-2). 5개

의 범주는 1) 보험가입자에게 불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의 질, 2) 보험료에 대한 

부담, 3) 불편하고 불친절한 보험가입과정, 4) 보험에 가입해도 여전히 높은 본

인부담, 5) 의료와 보험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으로 도출되었다.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역사회는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원인은 기대하는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

한 것이 한 원인이고, 다른 원인은 그만큼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의 질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

의 인력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원인은 1차 의료기관의 인력의 역량과 권한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1차 의료기관에서 약품은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다양하고 충분하

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의 원인은 1차 의료기관의 약품 처방 권한으

로 인한 것도 있지만, 상당부분 보험급여 지연과 운영자금의 부족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의료인이 불친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를 구분하여 비가입자에게 더 

빠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반 주민들에게 의료인들이 부적절한 언

행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원인이었다. 

실제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나 약품 급여 혜택이 한정적이어서 현금을 지불하

는 사람에 비해 서비스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차별감은 보험급여의 한계에

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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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서비스 질에 대한 분석, 특히 접근성에 대한 분석이 차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ure 4-2. 의료필요와 보험가입 장애요인에 대한 주제분석 결과 

 

보험료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불만을 살펴보면, 보험료는 보험가입과 갱신의 중

요한 결정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인 및 주변에 보험가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상담함을 고려할 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비가입자 중에서도 빈곤계층

에서 보험가입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판단된다. 

보험가입과정의 불만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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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갱신 절차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주민들은 카드발급이 즉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NHIA 직원들도 이에 대한 문제

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의가입이 가능한 가나건강보험의 특성 상, 가

입대기시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역선택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노인이나 문맹층과 같이 갱신일을 관리하기 힘든 

계층에서 재가입 탈락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NHIA 사무소

의 태도는 보험가입확대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항상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등록

과 갱신 절차 등 주민들의 필요로 하는 정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사무실까지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있

었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주민들은 매년 방문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보이며, 보험 가입 및 갱신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판단된다. 

보험에 가입해도 본인부담이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처방 

받은 약품이 대개 무료가 아닌 것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았다. 이러한 본인부담에 

대한 부담은 주민들의 보험 가입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

해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약품에 대한 급여 확대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주민들과 NHIA응답자에게서 관찰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처

방 받은 보험 급여 약품이 환자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매우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직전에 언급된 “처방 받은 약품이 대개 무료가 아님”이라는 주제

와 같은 원인에서 나타난 다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약품 

급여 확대 검토의 타당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약품 이외에 병원 서비스에서 본

인부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었다. 이러한 불만의 빈도는 약품에 

비하면 낮지만, 병원 서비스에서 본인부담이 발생되는 상황은 약품에서보다 좀 더 

심한 질병일 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부담의 강도는 더 높을 가능

성이 있다. 다만 본인부담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주는 약품이나 서비스 

급여 혜택이 가입하기에 충분히 크다고 보는 인식도 있었다. 

의료와 보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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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는 비가입층의 상당수가 건강에 문제가 적은 

그룹인 역선택의 문제이거나 건강에 대해 무지하거나, 종교나 문화적인 이유가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선택의 경우 가나의 건강보험이 1년 단위로 갱신되

는 비강제가입 보험이면서, 가입이나 비가입에 따른 보험료의 인센티브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나,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인해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주로 취약계층에서 

있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

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가입 및 갱신 방법에 대한 무지로 가입이나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농촌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1차 질적조사를 통해 이상과 같이 5개의 범주와 14개의 주제로 보험가입의 

장애요인을 분류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주민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와 보험급여의 부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보험가입과정의 불편함

이나 보험에 대한 무지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보험료는 부담을 언급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보험가입을 주변에 권유한다는 응답

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서 문제가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차 질적조사를 통해 조사할 보험료 지불의사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는데, 

본인부담 외에도 보험가입 장애요인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 의료기관과의 거

리와 약품의 급여수준에 대한 시나리오도 포함하여 총 7개의 시나리오를 선정

하였다. 이들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현재보험급여와 현재의료서비스 수준에서 최대지불의사 

 평균본인부담을 현재에서 각각 2/3, 1/3로 줄였을 때 최대지불의사 

 모든 약제를 급여화하되, 약품의 선택을 의학적 필요에 따라 의료인이 

결정하는 경우 최대지불의사 

 의료기관과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가장 선호하는 기관이 도보로 

각각 2시간,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최대지불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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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질적조사 

 

1) 조사목표 및 설문시나리오 

 

2차 질적조사의 목표는 1차 질적조사에서 도출된 보험료 지불용의 시나리오를 

실제 연구대상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여, 양적조사에서 사용할 지

불용의 제시금액 구간과 지불용의 유도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1차 질적조사를 통해 보험가입 장애요인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 보험급여수

준과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총 7개의 시나리오를 테스트하였다. 이들 시나리오

는 아래와 같다. 

 현재보험급여와 현재의료서비스 수준에서 최대지불의사 

 평균본인부담을 현재수준에서 각각 2/3, 1/3으로 줄였을 때 최대지불의사 

 모든 약제를 급여화하되, 약품의 선택을 의학적 필요에 따라 의료인이 

결정하는 경우 최대지불의사 

 의료기관과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가장 선호하는 기관이 도보로 

각각 2시간,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최대지불의사 

 

2) 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 

 

2차 질적조사의 대상지역은 1차 질적조사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2개 District에서 지역의료기관과의 거리에 따라 각각 2개 

마을을 조사하였고, 각각의 마을에서 3명의 마을주민을 조사하여 총 12명을 조

사하였다. 대상자는 각각의 마을에서 가급적 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를 모두 포

함하도록 목적적 표집을 통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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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방법 

 

2차 질적조사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1:1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총 12

명에게 40~70분 간 실시되었다. 영어가 가능한 주민에게는 영어로 인터뷰를 진

행하였고, 영어가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볼타지역 토속언어인 Ewe어로 

통역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모든 조사는 사전동의절차를 거쳐 실시되었

고, 음성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Ghana Health Service의 IRB를 통해 사

전에 승인되었다. 

 

4) 연구결과 

 

2차 질적조사를 통해 조사된 7개 시나리오별 주민들의 보험료 지불의사는 아

래 Table 5-1과 같다. 전반적으로 현재 보험료의 최대지불의사는 현재 보험료 

수준인 10세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서 대개 지불용의가 상승하였다. 약제급여확대 시나리오에서는 대개

의 응답자에서 현재 보험에서의 지불용의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응답자에 따라 

편차가 컸다. 선호 의료기관의 거리에 따른 지불용의 변화에서는 대체적으로 가

까울수록 지불용의가 상승하였지만, 일부 응답자에서는 거리에 따른 변화가 없

었다. 이는 거리가 선호하는 기관에 대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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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시나리오별 보험료 최대지불의사 

응답자 지역 
성

별 

보험 

가입 

형태 

현재 

보험 

본인

부담 

2/3 

본인

부담 

1/3 

약제

급여 

확대 

30 분 

거리 

1 시간 

거리 

2 시간 

거리 

1 Adakulu M 가입 20 50 100 50 60 20 20 

2 Adakulu M 가입 10 30 35 50 55 40 30 

3 Adakulu F 비가입 17 10 15 15 - 17 10 

4 Adakulu F 가입 5 10 12 12 12 10 5 

5 Adakulu M 비가입 3 4 5 6 7 7 7 

6 Adakulu M 가입 10 10 10 12 12 6 2 

7 Ho F 가입 20 20 20 30 20 18 16 

8 Ho M 가입 14 20 30 50 14 14 14 

10 Ho M 비가입 40 60 65 70 75 65 60 

11 Ho F 비가입 70 80 80 90 90 70 50 

12 Ho M 가입 15 25 40 40 15 15 10 

 

2차 질적조사에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본인의 지불의사를 과소 보고하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응답하거나,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현재 보험체계에서 지불의사가 보

험료 보다 낮은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응답자들은 

응답한 최대지불의사보다 높은 보험료를 제시하고 본인의 보험 가입 또는 갱신

의사를 재확인한 뒤 최대지불용의를 다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도는 현재보험조건에서의 최대지불용의의 경우 비교적 

이해도가 높았으나, 본인부담 감소 시나리오나 약제급여방식 변경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이해가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거리에 대한 시나리오는 

선호의료기관의 거리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고려

와 의료이용횟수 변화에 대한 고려가 쉽지 않아 많은 응답자들이 답변을 어려

워하였다. 이에 따라 거리에 따른 지불용의 분석은 소요되는 시간과 응답의 신

뢰성을 고려하여 양적조사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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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체계에서 최대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의 유도는 지난 1년 간 의료비 지

출 횟수 및 총 금액을 조사한 뒤 본인이 느끼는 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액

을 응답하도록 했다. 이런 사전질문을 통해 좀 더 쉽게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빠

르게 최대지불용의액을 응답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인부담 감소 시나리

오도 마찬가지로 지난 1년 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나리

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절감액을 설명하고 의료기관 이용빈도가 많아지면 절감

혜택이 더 커짐을 설명하였을 때 좀 더 쉽게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약제급여

방식 변경 시나리오는 지난 한 해 쓴 약제비 총액을 먼저 확인한 뒤 이 시나리

오에서는 약값이 하나도 안 들지만 의료인이 질환의 종류나 심각성을 고려해 

처방한다는 설명을 했을 때 주민들이 비교적 쉽게 보험료 최대지불의사를 응답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2차 질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적조사에서 현재 보험제도에 대한 

지불용의 질문의 제시구간은 현재 보험제도에 대해서 보험가입자는 10~80세디, 

비가입자는 5~40세디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인부담 감소와 약제

급여 변경에 따른 보험료 지불의사는 현재보험 때보다 증가하지만 제시구간을 

높일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아 본인부담 감소 및 약제급여 변경 시나리오 모두

에서 10~80세디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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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적조사(본 설문조사) 

 

1)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역 

 

양적조사는 가나 볼타 주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볼타 주의 주도는 Ho

이며, 가나의 동쪽에 위치하여 토고 공화국과 인접하여 있고 남쪽으로는 기니아 

만에 접해있다. 전체 인구는 2,118,252명이며 전체 면적은 20,570km
2
이고 전체 

가나 면적의 8.6%를 차지한다. 주민들의 다수는 농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등 기타 직종의 비율은 가나 전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의사

인력은 Ho 지역이 인구 9800명당 1명의 의사인력이 있고, 다른 볼타지역은 

21500명당 1명으로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이로 인해 농촌 마을의 대부분은 

전통의료인이 존재하며, 도보로 도착할 수 있는 병원을 가진 마을은 1.4%에 불

과하다. 이에 따라 NHIS에 가입되어 있는 인구도 2012년 기준으로 8.3%에 불과

한 실정이다.
3
 

 

(2) 연구대상집단 및 표본설계 

 

이 연구의 모집단은 가나 볼타지역의 18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으로 하며, 표

집집단은 가나의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3단계 추출(인구비례 집락

                              

3
 가나 볼타지역은 KOFIH의 모자보건사업과 가나 NHIS의 인두제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이 연구 뒤에 후속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차후 준실험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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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가구 무작위층화계통추출, GRID를 통한 가구원 무작위추출)을 통해 표본

을 추출하였고, 조사된 최종 응답자 수는 918명이었다. 가나의 경우 가구단위 

가입이 아니라 개인별 가입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원과 가장의 구분 

없이 모든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단계 표본추출은 볼타주의 선거구(Enumeration area)를 표본구 단위로 하여, 

90개의 선거구를 인구비례 층화추출(population-proportionate cluster sampling)

을 하였다. 층화변수는 도시거주여부 변수와 해안/중간/내륙 변수를 사용하였다. 

2단계 표본가구 추출은 60개 각 표본구의 전체 가구리스트에서 15 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총 900가구에서 성인 900명을 조사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실제로 총 

918 가구에서 성인 918명을 조사하였다. 추가된 18명은 예비가구로 선정되었던 

가구에서 추가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표본구 단위와 층화변수 선택 등의 표본추출 방식은 가나통계청이 실

시하는 Demographic Health Survey (DHS)를 포함한 많은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방식이다. 이번 연구의 표본구 및 표본가구 추출은 가나 통계청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었고, 이에 필요한 선거구와 가구 명단은 가나 통계청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된 918명 중에서 지불용의 제시액 중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Yes를 택하였

는데 두 번째 제시금액이 낮거나,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No를 택하였는데 두 

번째 제시금액이 높게 제시된 11건을 제외하고, 지불용의와 관련된 질문에서 결

측치가 있는 15건과 경제적 수준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정보에서 결측치가 있는 

27건을 제외한 865명을 최종적인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모든 통계적 분석에서 유의성의 기준은 유의수준 10%, 5%, 1%를 사

용하였다. 

 

(3) Wealth Index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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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상자의 경제적 지위(Economic status)는 성, 연령, 교육수준과 함께 사회

경제지표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지위가 건강상태나 보

건의료서비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67, 68) 

이론적으로 가구의 부의 측정은 화폐단위의 소득 또는 지출로 측정된다.(69)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소득자료를 얻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대다수가 비공식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화폐적 수입이 많아 설문대상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실제 경제수준을 반영

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다. 지출에 대한 정보는 수입에 비해서는 신뢰성이 있

다고 알려져 있으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적용하

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수입이나 지출보다는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인 자동차, TV, 휴

대폰 등의 가구소유물이나 주택의 특성인 상수도원, 하수시설 등을 측정하여 주

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지표를 산출하는 자산 기반 측

정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69) 이러한 방식은 전세계 대다수의 개발도상국

에서 보건의료지표의 생성을 위해 조사되는 Demographic Health Survey (DHS)

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지출 지표에 비교하여 지표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70) 

주성분 분석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약하는 분석법으로, 서로 연관

성이 있는 여러 변수를 서로 상관성이 없는 새로운 벡터들로 직교변환을 한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부와 관련된 여러 변수의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분을 

추출하고 이를 경제적 지위의 대리변수(Proxy Indicator)로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지위에 대한 지표 산출을 위하여, 주관적 경제수준과 일

년가구 소득을 조사하였다. 여기에 비공식 부문에 있어서 화폐단위로 소득을 환

산할 수 없는 응답자를 고려하여 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구 자산을 측정

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주성분분석

을 통해 고유값(Eigenvalue)이 가장 높은 1개의 주성분을 도출하였다. 주성분분

석에 이용된 변수는 주관적 경제수준, 성인 일인당 일년 가구 소득, 교통수단소

유(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성인 일인당 방수, 성인 일인당 농지면적으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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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수를 이용하여 경제적 수준을 산출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산출된 경제적 수준은 0을 중심으로 연속형 변수로 나타

나는데, 이 연구에서 빈곤층과 중간층 및 부유층은 위의 변수를 3분위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그리고 3분위로 나누어진 순위형 변수는 경제적 수준별 지불용의금

액을 추정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지불용의에 대한 영향요

인을 분석할 때에 경제적 수준의 변수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 산출된 연속형 변

수를 사용하였다. 

 

(4) 영향요인 분석의 개념적 틀 

 

Mathauer 등(2008)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건강보험가입요인을 분류하여 5개 

그룹(지역사회특성, 개인과 가구의 특성, 보건의료서비스 특성, 보험 특성, 보험

대체수단으로 분류하였다. 지역사회특성은 사회의 연대와 호의 및 신뢰, 사회적 

자본 등을 포함하였다.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서는 성, 연령, 건강상태, 가구원 

수와 같은 사회인구적 요인과 함께 위험분산에 대한 선호나 가격민감도 및 소

득 등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특성은 의료기관과의 지리적 

접근성, 서비스의 질과 약품의 이용가능성, 의료비와 의료비용의 변동성, 재난적 

의료비 등을 포함하였다. 보험 특성에는 보험료와 본인부담 및 급여범위 등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의 대체 수단으로는 의료비 면제 대상, 지역기반 

건강보험, 의료비용 분담을 할 수 있는 연대그룹의 존재를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46 

Table 6-1. 건강보험가입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Mathauer 등(2008)의 개념적 틀 

 

 

Jehu-Appiah 등(2011)은 Anderson 모형을 기반으로 보험가입에 대한 요인을 개

인적 요인, 보험요인, 공급자 요인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요인은 소인

성 요인과 가능요인 및 필요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공급자 요인은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의 적절성 및 의료인의 태도로 구분하였다. 보험요인은 보험사무소의 위

치와 행정절차의 편의성 및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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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건강보험가입 영향요인분석을 위한 Jehu-Appiah 등(2011)의 개념적 틀 

 

이 연구에서는 빈곤층에서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보험료 지불용의를 측정한 

조건부 가치측정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관련 연구의 개념적 틀과 1차 

질적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건강보험 가입 장애요인을 종합하여 지불용의 분석

을 위한 개념적 틀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지불용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조건부 가치측정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보험료 지불의사의 영향요인으로 분석할 

개념적 틀은 크게 의료필요, 의료서비스요인, 보험요인, 사회경제요인으로 구분

하였고,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시켜 도식화하여 아래 Figure 6-2와 같이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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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보험료 지불의사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5) 분석 변수 및 변수 정의 

 

위에서 기술한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및 1차 질적조사 결과를 통해 

양적조사에서 연구의 지불용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분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경우 우측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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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양적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와 변수정의  

Variables Category Definition 

Socioeconomic variables 

Gender 
Male  

Female  

Age (year) Continuous variable  

Wealth 

Upper 66.66=<Weighted percentile*  

Middle 33.33=<Weighted percentile<66.66 

Lower 0=<Weighted percentile<33.33 

Education 

Non  

Primary  

Middle  

Secondary  

Higher  

Urban/Rural 
Urban  

Rural  

Health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 

Perception on physical health in general 

Good 

Fair 

Poor 

Very poor 

No. of healthcare needs 
The number of times respondent needed 

orthodox healthcare for past 1 year 

Malaria 

(No/Yes) 

Had the condition during the past one year 

Diarrheal disease 

Respiratory infection 

Hypertension or Diabetes mellitus 

Musculoskeletal disease 

Injury 

Health service 

Preferred 

facility** 

Hospital Government, Private or Non-profit hospital 

Other 
Health center/Health 

post/CHPS/Pharmacy/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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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km)  

Usual waiting time in the preferred 

facility (Minute) 
 

Insurance scheme 

Knowledge for benefit on medicine 

and outpatient visit  

(No/Yes) People who answered as ‘No’ or 

‘Don’t know’ when they are asked whether 

medicine or outpatient visit is covered by 

NHIS are classified as ‘No’ 

Knowledge for benefit on inpatient 

service, diagnostic service and 

surgery 

(No/Yes) People who answered as ‘No’ or 

‘Don’t know’ when they are asked whether 

inpatient service, diagnostic service and 

surgery is covered by NHIS are classified as 

‘No’ 

Unmet need on insurance benefit on 

consultation or medication 

(No/Yes) People who answered as ‘No’ or 

‘Don’t know’ when they are asked whether 

any these services are not covered by NHIS 

even you need 

Unmet need on insurance benefit on 

laboratory test or imaging test or 

surgery 

(No/Yes) People who answered as ‘No’ or 

‘Don’t know’ when they are asked whether 

any these services are not covered by NHIS 

even you need 

Distance to scheme office (km)  

Dependent variables 

NHIS 

membership 

status 

Never enrolled  

First time 

membership 
 

Renewed 

(currently active) 
 

Previously enrolled 

(Not active ) 
 

Willingness to pay (WTP) 

Dichotomous choice (Yes/No) on suggested 

random premium level 

Maximum premium by open question 

* 응답자 918명의 경제적 수준을 가구 성인 수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백분위 산출 

** Preferred facility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용하기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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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1) Wealth Index 산출 

 

주성분분석에 이용된 변수는 주관적 경제수준, 성인 일인당 일년 가구 소득, 

교통수단소유(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성인 일인당 방수, 성인 일인당 농지면

적으로 7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산출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통해 도출된 7개의 주성분에 대한 고유값(Eigenvalue)과 각 고유

값이 설명하는 전체 변수의 변이의 크기는 아래와 Table 6-3과 Figure 6-3과 같

다. 고유값이 높을수록 도출된 주성분이 변수들의 분산을 잘 설명한다. 제 1 주

성분은 고유값 1.535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변수의 변이의 21.93%를 설명할 수 

있었다. 제 2, 3 주성분의 고유값은 각각 1.162, 1.015였으며, 각 주성분이 설명

하는 변수의 변이는 각각 16.60%, 14.49%였다. 제 4 주성분부터는 고유값이 1이

하로 설명하는 변수의 변이도 13.12% 이하로 낮아졌다. 

 

Table 6-3. 주성분별 고유값과 설명력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1 1.53511255 0.37285380 0.2193 0.2193 

2 1.16225875 0.14774422 0.1660 0.3853 

3 1.01451453 0.09607271 0.1449 0.5303 

4 0.91844182 0.03792578 0.1312 0.6615 

5 0.88051604 0.08102312 0.1258 0.7873 

6 0.79949292 0.10982955 0.1142 0.9015 

7 0.68966338   0.098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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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3. 주성분별 고유값과 설명력 

 

아래 Table 6-4는 각 주성분별 주성분점수(주성분벡터)를 나타내었다. 주성분점수

를 통해 각 변수가 도출된 주성분, 즉 경제적 수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될 제1 주성분에 대해 7개의 변수가 모두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설문조사에서는 값이 높아질수록 더 빈곤하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방향의 일관성을 위해 역순의 변수를 만들어 분

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주성분 1에서 보유교통수단의 관련성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로 갈수록 관련성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주성분 1은 부(Wealth)를 나타내는 지표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고유값

이 1 이상인 주성분 2와 3은 7개의 변수들과의 관련성의 방향이 일관되지도 않고, 

교통수단의 관련성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로 갈수록 증가하지도 않는다. 따라

서 주성분 1을 소득과 자산 및 주관적 인식을 종합한 경제적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제적 수준은 0을 중심으로 분포된 연속형 변수

이다(Figure 6-4). 이를 3분위로 나누어 빈곤층, 중간층, 부유층으로 구분하여 경

제적 수준별 지불용의추정에 사용하였다. 또한 다변량 분석을 통한 영향요인 분

석에서는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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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 주성분별 주성분점수 

  Prin1 Prin2 Prin3 Prin4 Prin5 Prin6 Prin7 

Bicycle 0.277 0.624 -0.046 0.156 0.091 0.699 -0.105 

Motorcycle 0.396 0.494 -0.273 0.099 -0.013 -0.572 0.433 

Car/Truck 0.476 -0.233 -0.380 -0.050 0.476 -0.142 -0.570 

Area of agricultural land 0.260 0.053 0.781 0.445 0.087 -0.245 -0.230 

Number of room 0.348 0.021 0.403 -0.813 0.137 0.061 0.182 

Subjective economic status 0.435 -0.145 -0.073 -0.048 -0.849 0.038 -0.243 

Annual income 0.402 -0.536 -0.026 0.320 0.132 0.316 0.575 

 

 

 
Figure 6-4. 경제적 수준(Wealth Index) 분포 및 3분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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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총 표본 수는 865명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에 대해서 이 연구의 주 독립변수인 경제적 수준으로 나누어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분포는 남자 43.7%, 여성 56.3%로 남녀비율

이 비교적 비슷하였고 부유층일수록 남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의 비율이 17.5~26.3%로 비교적 비슷하고 60대가 

9.8%로 낮았다. 교육수준은 우리의 중학교 수준에 해당되는 ‘Middle’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부유층일수록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응답자는 각각 30.8%, 69.2%였고, 고소득자일수록 도시

의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응답자의 54.1%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을 선택하였고, 보통

을 선택한 사람이 33.1%,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을 선택한 사람은 12.8%였다. 또

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유층일수록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지난 1

년간 의료필요 횟수는 평균 5.33회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필요횟수가 

높았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응답자들이 선택한 이용하기 원하는 의료기

관으로 65.2%가 공공 또는 비영리 병원을 선택하였다. 민간병원을 선택한 사람

은 9.3%였고,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병원 보다 낮은 단계의 의료기관을 선호한

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였다. 선호하는 의료기관의 분포는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가 없었다(Pearson chi2=6.967, Pr=0.324). 선호하는 의료기관과의 거리는 빈

곤층일 수록 길었으며, 대기시간은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험급여가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약품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81.5%가 급여가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입원서비스와 진단서비스 및 수

술에 대해서는 25.4%만이 보험급여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질문에서 부유

층일 수록 급여에 포함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보험급여에 대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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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필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품과 진료에 대해서는 38.7%, 진단 및 수술

에 대해서는 38.0%가 미충족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유층일 수록 보

험급여에 대한 미충족필요가 증가하였다. NHIS 사무소까지의 거리는 평균 

25.8km였으며, 빈곤층(38.5km)은 부유층(19.0km)의 약 두 배에 달하였다. 응답자 

중 한번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17.7%였고, 처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8.7%였다. 보험을 갱신한 현재 가입자는 41.3%였고, 전에 가입했으나 현재 미가

입자는 32.4%에 달하였다. 

 

Table 6-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Variables Strata 

Lower 

wealth  

group 

Middle 

wealth  

group 

Upper 

wealth 

group 

Total Total %  

Socioeconomic variables 

Gender 
Male 95 133 145 373 43.7% 

Female 154 183 143 480 56.3% 

Age (year) 

18-29 63 104 57 224 26.3% 

30-39 54 74 75 203 23.9% 

40-49 64 57 71 192 22.6% 

50-59 47 56 46 149 17.5% 

60-69 20 25 38 83 9.8% 

Education 

Non 62 48 47 157 18.2% 

Primary 57 55 39 151 17.5% 

Middle 115 137 118 370 42.9% 

Secondary 18 54 49 121 14.0% 

Higher 1 25 38 64 7.4% 

Urban/Rural 
Urban 53 104 109 266 30.8% 

Rural 201 216 182 599 69.2% 

Health status and Healthcare utilization (for last one year)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 37 77 79 193 22.3% 

Good 70 98 107 275 31.8% 

Fair 96 105 85 286 33.1% 

Poor 45 39 18 102 11.8% 

Very poor 6 1 2 9 1.0% 

Malaria 
No 123 140 135 398 46.0% 

Yes 131 180 156 467 54.0% 

Diarrheal disease No 177 261 228 666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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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77 59 63 199 23.0% 

Respiratory infection 
No 86 123 104 313 36.2% 

Yes 167 197 187 551 63.8% 

Hypertension or Diabetes 

mellitus 

No 207 273 241 721 83.4% 

Yes 47 47 50 144 16.6% 

Musculoskeletal disease 
No 188 271 236 695 80.4% 

Yes 65 49 55 169 19.6% 

Injury 
No 221 282 246 749 86.7% 

Yes 32 38 45 115 13.3% 

No. of healthcare needs  5.61 5.47 4,92 5.33  

Health service 

Preferred 

facility 

Govt./CHAG/Private 

hospital 
192 232 217 641 74.4% 

Health center/Health 

Post/CHPS/etc. 
60 88 72 220 25.6% 

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km)  20.7  17.6  15.0  17.6   

Usual waiting time in the preferred 

facility (Minute) 
109.6 116.7 111.9 113.0   

Insurance scheme 

Knowledge for benefit on 

medicine and outpatient 

visit  

No 49 65 46 160 18.5% 

Yes 205 255 245 705 81.5% 

Knowledge for benefit on 

inpatient service, diagnostic 

service and surgery 

No 198 244 203 645 74.6% 

Yes 56 76 88 220 25.4% 

Unmet need on insurance 

benefit on consultation or 

medication 

No 167 196 167 530 61.3% 

Yes 87 124 124 335 38.7% 

Unmet need on insurance 

benefit on laboratory test 

or imaging test or surgery 

No 170 193 173 536 62.0% 

Yes 84 127 118 329 38.0% 

Distance to scheme office (km)  38.5 21.9 19.0 25.8   

Dependent variables 

NHIS 

membership 

status 

Never enrolled 64 48 41 153 17.7% 

First time membership 23 31 21 75 8.7% 

Renewed (currently 

active) 
89 135 133 357 41.3% 

Previously enrolled 

(Not active ) 
78 106 96 28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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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응답분포 

 

세 시나리오에서 각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금액 응답분포는 아

래 세 표와 같다. 현재 보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에서 첫 번째 제시금액에

서 Yes를 택한 응답자는 전체 865명 중 711명으로 82.2%를 차지하였다. 이 중 

두 번째 제시금액에서 No를 택한 경우가 45.7%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No를 택한 경우는 17.8%였고, 두 제시금액 모두 No를 택

한 경우는 1.7%에 불과하였다. 첫 번째 제시금액은 10세디와 20세디가 75.5%로 

비중이 높았다. 

본인부담을 평균적으로 2/3 수준으로 줄인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지불의사 

응답분포에서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Yes를 택한 응답자는 전체 865명 중 663명

으로 76.6%를 차지하여 현재 보험에서보다 5.6% 감소하였다. 이 중 두 번째 제

시금액에서 No를 택한 경우는 49.0%로 오히려 3.3% 증가하였고 가장 많은 빈도

를 차지하였다.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No를 택한 경우는 23.4%였고, 두 제시금

액 모두 No를 택한 경우는 4.3%에 불과하였다. 첫 번째 제시금액은 10세디와 

20세디가 65.2%로 비중이 높았다. 

본인부담을 평균적으로 1/3 수준으로 줄인 세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지불의사 

응답분포에서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Yes를 택한 응답자는 전체 865명 중 663명

으로 71.1%를 차지하여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보다 5.5% 감소하였다. 이 중 두 

번째 제시금액에서 No를 택한 경우는 45.1%였고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No를 택한 경우는 28.9%였고, 두 제시금액 모두 No를 택

한 경우는 3.0%에 불과하였다. 첫 번째 제시금액은 10세디와 20세디가 58.6%로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자들에게 묻는 본인부담을 낮출 수록 지불하겠다

는 응답이 증가하였고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세 시나리오 모두 첫 번

째 제시금액에서 Yes, 두 번째 제시금액에서 No를 택한 경우였다. 그리고 두 제

시금액에 모두 No를 답하는 경우는 세 시나리오 모두 5% 미만이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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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지불용의 유도방법에서 이미 잘 알려진 바인 정박편의와 순응편의의 가

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첫 번째 제시금액이 무작위로 제시되지 않았고, 현재 보

험료 수준인 10세디와 20세디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한 영향도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4
 

 

Table 6-6. 현재보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응답분포 

First bid 

premium 

Number of 

respondent 

Number of respondent by response type 

Yes-Yes Yes-No No-Yes No-No 

5 Cedi 72 47 20 3 2 

10 Cedi 294 122 136 33 3 

15 Cedi 35 14 20 1 0 

20 Cedi 359 108 180 66 5 

40 Cedi 103 24 39 35 5 

80 Cedi 2 1 0 1 0 

Total 

(%) 

865 316 395 139 15 

100% 36.5% 45.7% 16.1% 1.7% 

                              

4
 Table 6-6, 6-7, 6-8에서 두 가지의 조사과정 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첫 제시금액은 각 시나리오 별로 4단계로 제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설문조사원이 

다른 제시 값을 사용한 경우가 130건(15.0%) 발생하였다. 두 번째로 제시금액은 각 단계

별로 무작위로 선택하게 계획되어 있었으나, 설문조사원이 현재 보험료보다 높은 제시금

액인 40, 80세디를 제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일부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제시금액의 

분포가 일정하지 못하고 10, 20세디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조

사과정 상 문제는 지불용의 분석결과에 대한 체계적 오류보다는 통계적 분석의 효율성

을 낮추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통계적 

효율도 낮게 하지만 만약 경제적 수준과 제시금액이 관련성이 크면서 정박편의가 있다

면 체계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 수준과 제시금액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

과 상관계수는 0.2 이하로 상관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이변량분석의 계수의 크기도 추

정된 지불용의금액의 차이의(Table 6-11) 약 50%로, 제시금액의 차이가 모두 지불용의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하게 지불용의의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금액이 무작위로 제시되지 못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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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7. 본인부담을 2/3로 줄인 시나리오에서 지불의사금액 응답분포 

First bid 

premium 

Number of 

respondent 

Number of respondent by response type 

Yes-Yes Yes-No No-Yes No-No 

5 Cedi 1 0 1 0 0 

10 Cedi 237 78 114 36 9 

12 Cedi 1 0 0 1 0 

15 Cedi 39 22 17 0 0 

20 Cedi 327 82 172 59 14 

30 Cedi 2 0 1 0 1 

40 Cedi 221 49 105 55 12 

80 Cedi 37 8 14 14 1 

Total 

(%) 

865 239 424 165 37 

100% 27.6% 49.0% 19.1% 4.3% 

 

Table 6-8. 본인부담을 1/3로 줄인 시나리오에서 지불의사금액 응답분포 

First bid 

premium 

Number of 

respondent 

Number of respondent by response type 

Yes-Yes Yes-No No-Yes No-No 

5 Cedi 1 0 1 0 0 

10 Cedi 249 104 108 29 8 

15 Cedi 40 25 15 0 0 

20 Cedi 258 75 130 48 5 

30 Cedi 11 0 1 0 10 

40 Cedi 201 46 93 62 0 

80 Cedi 147 61 42 41 3 

Total 

(%) 

865 311 390 180 26 

100% 36.0% 45.1% 2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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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불의사금액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시나리오별 평균 지불용의금액의 산출 및 경제적 수준별 지불용

의금액(WTP)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1)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으로 분석하는 방법, 2) 개방형 질문

으로 조사된 각 시나리오별 최대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시나리오별 평균 지불용의 금액 산출 

 

각 시나리오별로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6-9과 같다. 현재 보험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의 평균지불용의금액은 32.57세디(Cedi)였고, 본인부담을 2/3로 줄였을 때 

평균지불용의금액은 40.30세디로 분석되었다. 마지막 시나리오인 본인부담 1/3 

시나리오에서는 평균지불용의금액이 49세디로 증가하였다. 

 

Table 6-9.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추정된 본인부담 수준별 지불용의금액 

Scenario WTP Std. Err. P>z 
95% Conf. Upper 

margin 

95% Conf. Lower 

margin 

1 32.57 0.79 0.00 31.01 34.12 

2 40.30 1.12 0.00 38.11 42.50 

3 49.00 1.42 0.00 46.22 51.78 

 

각 시나리오별 최대지불용의금액의 평균값은 아래 Table 6-10과 같다.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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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응답된 최대지불의사는 현재 보험제도에서 24.9세디, 

2/3 본인부담 시나리오에서는 31.2세디, 1/3 본인부담 시나리오에서는 37.2세디

로 나타났다.  

 

Table 6-10. 개방형 질문법을 통해 얻은 평균 최대지불용의금액 

Scenario 
Mean 

WTP 
Std. Err. 

95% Conf. Upper 

margin 

95% Conf. Lower 

margin 

1 24.9623 1.318413 22.37705 27.54755 

2 
31.2393

1 
1.440424 28.41481 34.06381 

3 
37.1753

5 
1.59392 34.04986 40.30083 

 

위의 두 가지 지불용의 유도방법을 비교하여 아래 Figure 6-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중경계 양분선택모델로 추정된 최대지불용의금액이 

전체적으로 개방형 질문법으로 응답된 최대지불용의 금액보다 약 8~12세디 높

게 나타났다. 이렇게 개방형 질문법으로 응답된 최대지불용의가 다른 추정법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방법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방형 최대지

불용의 측정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면 두 

측정방법 모두에서 본인부담이 줄어들수록 일관되게 보험료의 최대지불용의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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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과 개방형 질문법을 통한 시나리오별 최대지불용의 

 

 경제적 수준별 지불용의금액산출 

 

각 시나리오별로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으로 분석을 하면서 경제적 수준을 공변량으로 추가하여 분석한 후, 각 

시나리오 및 경제적 수준별로 Post estimation을 한 결과는 아래 Table 6-11과 

같다. 현재 보험에서 빈곤층의 지불용의금액은 27.57세디, 중간층의 지불용의금

액은 32.37세디, 부유층의 지불용의금액은 36.65세디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인

부담이 2/3으로 줄어든 시나리오에서 빈곤층의 지불용의금액은 30.27세디, 중간

층의 지불용의금액은 40.92세디, 부유층의 지불용의금액은 47.98세디로 분석되었

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이 1/3으로 줄어든 시나리오에서 빈곤층의 지불용의금

액은 35.46세디, 중간층의 지불용의금액은 49.26세디, 부유층의 지불용의금액은 

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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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세디로 분석되었다.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시나리오에서 당연하게 기대되는 바와 같이 모든 경제적 

수준에서 지불용의금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하는 폭은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빈곤층이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으로 가면서 각각 4.80세디, 

9.08세디가 증가하였으나 중간층은 10.65세디, 17.71세디가 각각 증가하였고 부

유층은 13.80세디, 24.61세디가 증가하였다(Table 6-12). 이를 정리하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보험시나리오에 대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의사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경제

적 수준이 개별적으로 보험료 지불용의금액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본인부담 감

소 시나리오와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 modification)이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6-11. 이중경계 양분측정법으로 추정된 본인부담 수준별, 경제적 수준별 

최대지불용의 

Scena

rio 

Wealth 

Index Group 
WTP 

Std. 

Err. 
P>z 

95% Conf. 

Upper margin 

95% Conf. 

Lower margin 

1 

Lower 27.57 1.38 0.00 24.86 30.28 

Middle 32.37 1.25 0.00 29.93 34.82 

Upper 36.65 1.30 0.00 34.10 39.20 

2 

Lower 30.27 1.93 0.00 26.48 34.06 

Middle 40.92 1.77 0.00 37.45 44.39 

Upper 47.99 1.86 0.00 44.33 51.64 

3 

Lower 35.46 2.38 0.00 30.80 40.12 

Middle 49.26 2.24 0.00 44.86 53.66 

Upper 60.07 2.35 0.00 55.48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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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2. 이중경계 양분측정법으로 추정된 본인부담 수준별, 경제적 수준별 

최대지불용의액 변화 

Scena

rio 

Wealth Index 

Groups 
ΔWTP 

Std. 

Err. 
P>z 

95% Conf. 

Upper margin 

95% Conf. 

Lower margin 

1 

Middle - Lower 4.80 1.84 0.01 1.20 8.41 

Upper - Lower 9.08 1.88 0.00 5.40 12.76 

2 

Middle - Lower 10.65 2.61 0.00 5.54 15.76 

Upper - Lower 17.71 2.67 0.00 12.47 22.95 

3 

Middle - Lower 13.80 3.24 0.00 7.44 20.16 

Upper - Lower 24.61 3.32 0.00 18.11 31.11 

 

이러한 결과를 아래 Figure 6-6에 각 추정값의 신뢰구간과 함께 나타내었다. 

앞선 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질수록 모든 경제적 수준 

그룹에서 본인부담이 증가하나, 증가수준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더

욱 컸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개방형질문을 통해 얻은 최대지불용의금액을 이용하여, 경제적 수준

과 본인부담 수준별 최대지불용의금액을 아래 Table 6-13, Table 6-14와 Figure 

6-7에 나타내었다. 앞선 분석에서와 같이 개방형질문을 통해 얻은 최대지불용의

금액은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얻은 값보다 모든 시나리오와 경제적 수준에서 조

금씩 낮았고 표준오차도 컸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줄어들면서 빈곤층과 부유층

의 최대지불용의금액의 차이가 커지는 결과는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와 동일하였고, 경제적 수준 간의 최대지불용의 차이의 변화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최대지불용의 차이의 변화는 빈곤층-중간층, 빈곤층-부유층

의 평균지불용의 차이를 2번-1번, 3번-1번, 3번-2번 시나리오 간에 비교하여 총 

6번의 t-test를 실시하였다. T-test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았다. 6번의 t-test 중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합은 3번과 1번 시나리오에서 평균최대지불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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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부유층(18.9세디)과 빈곤층(7.38세디)에서 비교한 것과(p=0.049), 3번과 2

번 시나리오에서 평균최대지불용의의 차이를 부유층(9.48세디)과 빈곤층(3.85세

디)에서 비교한 것이었다(p<0.000). 

 

 

Figure 6-6. 이중경계 양분측정법으로 추정된 본인부담 수준별, 경제적 수준별 

최대지불용의액 

 

Table 6-13. 개방형질문을 통해 조사된 본인부담 수준별 평균 최대지불용의 

Scenari

o 

Wealth 

Index 

Group 

Mean 

WTP 
Std. Err. 

95% Conf. 

Upper margin 

95% Conf. 

Lower margin 

1 

Lower 22.71 3.98 14.90 30.52 

Middle 23.68 1.08 21.55 25.80 

Upper 28.36 1.36 25.70 31.02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65.00 

Current scheme OOP 2/3 OOP 1/3 

Lower Middle 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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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wer 26.30 4.01 18.43 34.16 

Middle 29.36 1.33 26.75 31.97 

Upper 37.62 1.94 33.83 41.42 

3 

Lower 30.13 4.12 22.04 38.22 

Middle 33.75 1.55 30.72 36.78 

Upper 47.13 2.47 42.28 51.97 

 

Table 6-14. 개방형질문을 통해 조사된 본인부담 수준간 평균 최대지불용의의 차이 

ΔScenario 
Wealth Index 

Groups 

ΔWT

P 
Std. Err. 

95% Conf. 

Upper margin 

95% Conf. 

Lower margin 

sn2 - sn1 

Lower 3.53 5.52 -7.31 14.37 

Middle 5.68 0.78 4.15 7.22 

Upper 9.42 1.17 7.12 11.72 

sn3 - sn1 

Lower 7.38 5.55 -3.52 18.28 

Middle 10.08 1.02 8.07 12.08 

Upper 18.90 1.77 15.42 22.37 

sn3 - sn2 

Lower 3.85 0.72 2.44 5.26 

Middle 4.39 0.66 3.09 5.69 

Upper 9.48 1.13 7.26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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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 개방형 질문법으로 응답된 본인부담 수준별, 경제적 수준별 최대지불용의액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을 늘려 본인부담 수준이 낮

아질수록 건강보험료 최대지불용의금액은 증가한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최대지불용의금액의 증가가 컸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본인부담 수준과 보

험료 지불의사에 대해 교호작용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빈곤층의 경우 본인

부담을 낮추어 급여혜택을 늘리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향이 증가하지만, 

중간층이나 부유층만큼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배경 및 목

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빈곤층의 보험가입정체를 

개선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보험가입의 불형평성을 크게 할 수도 있음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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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의사에 대한 분석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

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시나리오별 자료를 통합하여, 개인의 지

불용의금액을 각 본인부담 시나리오별로 측정한 반복측정(Repeated measure)으

로 보고 각 시나리오를 독립변수로 추가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수준 

분석은 2레벨을 각 개인으로, 1레벨을 3개 시나리오로 하였고 확률절편모형

(Random slope model)을 사용하였다. 이는 패널분석의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과 동일하다. 다수준 분석에서 사용하는 지불유도방법은 이중경계 

양분선택법과 개방형질문법이다. 

분석에 포함된 2레벨, 즉 개인변수는 연구방법에서 정리한 보험료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개념적 틀에 기반하여 포함하였다. 개념적 틀에서는 1) 

사회경제요인, 2) 의료필요, 3) 의료서비스요인, 4) 보험요인으로 보험료 지불의

사의 영향요인을 구분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요인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도시

거주여부와 함께 이 연구의 핵심독립변수인 경제적 수준을 포함하였다. 다음으

로 의료필요에 대해서는 건강수준과 관련된 질문들을 주성분분석을 통해 1개 

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여기에 1년간 의료필요 횟수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요인으로 선호하는 의료기관종류(병원급 의료기관 선호여부)

와 선호의료기관과의 거리 및 선호의료기관의 대기시간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

로 보험요인은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 보험급여에 대한 만족, 보험사무소와의 

거리 및 이 연구의 핵심독립변수인 본인부담 수준별 시나리오를 포함하였다. 보

험급여에 대한 지식과 만족은 관련 질문을 주성분분석을 통해 각각 1개의 변수

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결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과 다수준 모형으로 공변량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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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Table 6-15와 같다. 먼저 본인부담을 2/3, 1/3으로 줄인 시나리오에서의 보험

료 지불용의액의 변화는 약 3.9세디, 8.5세디로 증가하였고 매우 유의하였다

(p<0.001). 그 외 보험료 지불의사와 관련된 요인은 성별(p=0.011), 도시거주여부

(p=0.074), Wealth Index (p<0.001), 선호의료기관의 대기시간(p=0.067), 급여혜택

에 대한 만족 (p<0.001)이 있었다.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및 의료필요횟수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고, 선호의료기관의 종류나 거리도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보험사무소의 거리나 보험급여에 대한 만족도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선행연구

인 Asenso-Okyere 등(1997)이 가나에서 실시한 건강보험료의 지불용의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연구에서도 성별과 소득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연령

이나 교육수준 및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그러

나 도시거주여부는 Asenso-Okyere 등(1997)의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영향

요인이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20) 전체적으로 이번 

연구의 영향요인의 종류와 관련성의 방향은 거의 이전 연구와 일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지불용의금액 추정을 위한 모형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의료기관과의 거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리가 증가할수록 보험료지불의사

가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Asenso-Okyere 등(1997)은 가나의 환경에서 

민간병원을 선호하는 경우 거리가 멀지만 보험료 지불의사가 높기 때문에 두 

변수간 상관성이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Acharya 등(2012)의 개발도상국 비공

식 부문에서 보험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도 의료기관의 거리와 

같은 의료서비스 요인이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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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5. 이중경계 양분측정법과 다수준 분석을 통한 지불용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Coef. 
Std. 

Err. 
z P>z 

95% 

Conf. 

Upper 

95% 

Conf. 

Lower 

Scenario 
      

2*** 3.874 0.624 6.21 0.000 2.650 5.097 

3*** 8.495 0.633 13.43 0.000 7.255 9.736 

Age -0.017 0.080 -0.21 0.832 -0.173 0.139 

Gender** -5.577 2.201 -2.53 0.011 -9.890 -1.263 

School 0.167 1.004 0.17 0.868 -1.800 2.135 

Urban/Rural* -4.222 2.363 -1.79 0.074 -8.853 0.408 

Health index -0.490 0.846 -0.58 0.563 -2.148 1.168 

No. of healthcare needs 0.135 0.177 0.76 0.448 -0.213 0.483 

Wealth index*** 4.446 0.883 5.04 0.000 2.715 6.177 

Preferred hospital  0.234 2.458 0.10 0.924 -4.583 5.052 

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0.036 0.024 1.49 0.136 -0.011 0.084 

Waiting time at preferred 

facility* 
-0.014 0.008 -1.83 0.067 -0.029 0.001 

Distance to scheme office -0.009 0.012 -0.80 0.427 -0.032 0.014 

Knowledge of scheme 

benefit*** 
4.271 0.979 4.36 0.000 2.352 6.190 

Satisfaction on scheme 

benefit 
0.608 0.895 0.68 0.497 -1.146 2.362 

_cons      43.849 5.177 8.47 0.000 33.702 53.996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개방형질문법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결과 

 

개방형질문법을 사용하여 다수준 분석을 통해 세 시나리오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6-16과 같다. 분석결과 본인부담 2/3 시나리오(p<0.001),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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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1/3 시나리오(p<0.001), 성별(p=0.001), Wealth Index (p=0.011), 선호의료기

관의 대기시간(p=0.025)과 급여혜택인지(p=0.009)가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영향요인은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유사하였고, Asenso-Okyere 

등(1997)의 연구에서 제시된 영향요인과도 잘 부합하여 이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측정된 지불용의값을 신뢰할 수 있었다. 

 

Table 6-16. 개방형질문법과 다수준 분석을 통한 지불용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Coef. 
Std. 

Err. 
z P>z 

95% 

Conf. 

Upper 

95% 

Conf. 

Lower 

Scenario 
      

2*** 6.241 1.502 4.16 0.000 3.298 9.184 

3*** 12.246 1.502 8.15 0.000 9.303 15.190 

Age 0.039 0.092 0.43 0.670 -0.141 0.219 

Gender*** -8.214 2.528 -3.25 0.001 
-

13.169 
-3.258 

School -0.840 1.154 -0.73 0.467 -3.101 1.422 

Urban/Rural -3.248 2.718 -1.19 0.232 -8.575 2.080 

Health index -1.389 0.974 -1.43 0.154 -3.297 0.519 

No. of healthcare needs -0.132 0.203 -0.65 0.517 -0.530 0.266 

Wealth index** 2.571 1.013 2.54 0.011 0.586 4.556 

Preferred hospital  3.336 2.820 1.18 0.237 -2.192 8.863 

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0.022 0.028 0.80 0.426 -0.033 0.078 

Waiting time at preferred 

facility** 
-0.019 0.009 -2.25 0.025 -0.036 -0.002 

Distance to scheme office -0.010 0.013 -0.76 0.450 -0.036 0.016 

Knowledge of scheme 

benefit*** 
2.940 1.123 2.62 0.009 0.740 5.141 

Satisfaction on scheme benefit -0.108 1.028 -0.11 0.916 -2.124 1.907 

_cons      32.232 5.992 5.38 0.000 20.489 43.975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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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보험료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을 늘려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질 

수록 최대지불용의금액이 증가하였고, 증가의 폭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욱 컸다. 이는 빈곤층에서는 본인부담 경감 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이 빈곤층에서 본인부담 경감의 효과를 낮

게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불용의금액 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앞선 분석에서와 

같이 개인의 지불용의금액을 각 본인부담 시나리오별로 측정한 반복측정모형

(Repeated measure model)으로 보고 각 시나리오의 관찰을 통합하여 2레벨의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도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1레벨 변수인 시나리오 외에 주요한 사회경제

요인, 건강상태, 의료서비스요인, 보험요인을 포함하였고, 여기에 빈곤층에서 본인

부담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불용의금액 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

제적 수준과 상관성이 높은 순서대로 각각의 독립변수를 시나리오변수와 함께 교호

변수(Interaction term)를 만들어 교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중양분모형에서는 P-

value 0.05 이하의 유의성이 발견된 교호변수는 분석모형에 포함하고, 유의성이 없

는 교호변수는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유의성이 발견된 변수만을 분석모형에 넣어 

최종적으로 다수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력이 낮은 단일양분모형은 P-value 0.1 

이하의 교호변수를 포함하였다. 교호변수를 선택적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모든 독립

변수에서 교호작용을 분석하게 되면 전체 표본수(N=865)에 비해 독립변수가 지나치

게 많아져서 분석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수준과 다른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독립변수 중 경제적 수준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교육수준(r=0.24)였고, 다

음으로 높은 변수는 도시거주여부(r=-0.15)였다, 나머지는 성별, 건강상태, 의료필요

횟수, 연령, 보험사무소와의 거리, 보험급여에 대한 만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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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8. 경제적 수준을 포함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Wealth 

index 
Age Gender School 

Urban/ 

Rural 

Health 

index 

No. of 

healthca

re needs 

Preferre

d 

hospital  

Distance 

to 

preferre

d facility 

Waiting 

time at 

preferre

d facility 

Distance 

to 

scheme 

office 

Knowled

ge of 

scheme 

benefit 

Satisfacti

on on 

scheme 

benefit 

Wealth index 1.000 
   

 
        

Age 0.063 1.000 
  

 
        

Gender -0.104 -0.112 1.000 
 

 
        

School 0.236 -0.108 -0.195 1.000  
        

Urban/Rural -0.145 0.036 -0.061 -0.069 1.000         

Health index -0.097 0.209 0.067 -0.221 0.026 1.000 
       

No. of healthcare 

needs 
-0.065 0.143 -0.022 -0.048 0.012 0.254 1.000 

      

Preferred hospital  -0.028 0.033 -0.011 0.056 -0.089 0.007 0.011 1.000 
     

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0.036 -0.025 -0.036 -0.071 0.141 0.006 0.049 0.021 1.000 

    

Waiting time at 

preferred facility 
-0.014 -0.055 -0.034 -0.026 0.028 0.032 -0.041 0.110 -0.049 1.000 

   

Distance to scheme 

office 
-0.062 -0.052 -0.010 -0.099 0.098 0.033 -0.022 -0.049 0.060 -0.044 1.000 

  

Knowledge of 

scheme benefit 

0.039 0.080 0.062 -0.024 0.060 0.061 0.135 0.072 -0.021 -0.015 -0.038 1.000 

 

Satisfaction on 

scheme benefit 

0.054 -0.002 -0.050 0.066 -0.044 0.010 0.050 0.054 -0.061 0.061 -0.059 -0.0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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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결과 

 

분석모형에서 교호변수의 계수는 본인부담 시나리오별 지불용의의 변화에 대

한 영향을 나타내고, 일반 변수의 계수는 본인부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지불용

의금액 자체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경제적 수준 외에 본인부담 변화와 유의한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변

수는 성별, 교육수준, 병원급 의료기관 선호여부,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으로 네 

개의 변수가 있었다. 이를 분석모형에 넣어 얻은 결과는 아래 Table 6-19와 같

다. 

경제적 수준과 관련 있는 다른 독립변수를 시나리오와 교호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한 후에도 경제적 수준은 2, 3번 시나리오변수와 매우 유의한 교호작용

(p=0.009, p<0.001)을 나타내었다. 또한 성별의 경우 시나리오와의 교호변수로 분

석했을 때, 3번 시나리오와 유의한 교호작용을 나타내었고(p=0.011), 교육수준도 

3번 시나리오와 유의한 교호작용을 나타내었으며(p=0.031), 병원급 의료기관 선

호여부도 3번 시나리오와 유의한 교호작용을 나타내었다(p=0.027). 마지막으로 

보험급여에 대한 인식변수 역시 3번 시나리오와 유의한 교호작용을 나타내었다

(p=0.007).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른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부담수준별 보험료 지불용의 변화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본인부담

이 1/3으로 줄어드는 시나리오에서 보험료 지불용의액수의 증가는 경제적 수준 

외에도 성별, 교육수준, 병원급 의료기관 선호여부,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에 영

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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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9. 이중경계 양분선택법과 다수준 분석을 통한 지불용의변화 영향요인 분석결과 

  Coef. Std. Err. z P>z 
95% CI 

Upper  

95% CI 

Lower  

Scenario   
     

2** 3.528 1.778 1.98 0.047 0.043 7.014 

3*** 10.798 1.795 6.01 0 7.279 14.316 

Wealth index*** 3.230 0.925 3.49 0 1.417 5.042 

Scenario*Wealth index   
     

2*** 1.298 0.495 2.62 0.009 0.327 2.269 

3*** 2.304 0.504 4.57 0 1.315 3.292 

Age -0.015 0.079 -0.19 0.851 -0.170 0.141 

Gender* -4.264 2.311 -1.85 0.065 -8.793 0.265 

Scenario*Gender   
     

2 -0.693 1.263 -0.55 0.583 -3.167 1.782 

3** -3.246 1.280 -2.54 0.011 -5.754 -0.737 

School -0.570 1.054 -0.54 0.589 -2.636 1.496 

Scenario*School   
     

2 0.933 0.572 1.63 0.103 -0.188 2.054 

3** 1.241 0.576 2.15 0.031 0.111 2.370 

Urban/Rural* -4.245 2.353 -1.8 0.071 -8.858 0.367 

Health index -0.492 0.842 -0.58 0.559 -2.142 1.159 

No. of healthcare needs 0.131 0.177 0.74 0.458 -0.215 0.478 

Hospital preferred 1.599 2.583 0.62 0.536 -3.464 6.663 

Scenario*Hospital preferred   
     

2 -1.054 1.405 -0.75 0.453 -3.809 1.700 

3** -3.165 1.429 -2.21 0.027 -5.966 -0.364 

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0.036 0.024 1.5 0.134 -0.011 0.084 

Waiting time at preferred facility* -0.014 0.007 -1.87 0.062 -0.029 0.001 

Distance to scheme office -0.009 0.012 -0.81 0.42 -0.032 0.013 

Knowledge of scheme benefit*** 3.532 1.031 3.43 0.001 1.511 5.552 

Scenario*Knowledge of scheme 

benefit 
  

     

2 0.675 0.569 1.19 0.236 -0.441 1.792 

3*** 1.561 0.578 2.7 0.007 0.429 2.693 

Satisfaction on scheme benefit 0.615 0.891 0.69 0.49 -1.132 2.361 

_cons      43.189 5.250 8.23 0 32.900 53.478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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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결과 

 

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에서 유의한 교호

변수를 선택하여 분석한 것과 같이, 분석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위해 유의한 교

호변수를 선별하여 모형에 사용하였다. 

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한 지불용의변화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경제적 수준과 1/3 

본인부담 시나리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호작용(p=0.001)이 있었으나, 2/3 본

인부담 시나리오의 경우 경제적 수준과 경계선상의 교호작용(p=0.104)이 있었다

(Table 6-21). 그러나 경제적 수준 외에 다른 독립변수는 모두 본인부담 시나리

오와 유의한 교호작용을 관찰할 수 없었다.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시나리오의 

교호변수는 다른 교호변수와 함께 분석하였을 때 항상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

였다. 그리고 성별(p=0.001)과 대기시간(p=0.025) 및 보험급여에 대한 인식변수

(p=0.009)는 교호작용은 없었지만, 일반독립변수로 지불용의와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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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1. 개방형 질문법과 다수준 분석을 통한 지불용의변화 영향요인 분석결과 

  Coef. Std. Err. z P>z 

95% 

Conf. 

Upper 

95% 

Conf. 

Lower 

Scenario 
  

 
   

2*** 6.229 1.497 4.160 0.000 3.295 9.163 

3*** 12.217 1.497 8.160 0.000 9.283 15.152 

Wealth index 0.637 1.228 0.520 0.604 -1.770 3.044 

Scenario*Wealth index 
  

    

2 1.945 1.197 1.620 0.104 -0.402 4.291 

3*** 3.836 1.197 3.200 0.001 1.490 6.182 

Age 0.039 0.092 0.420 0.673 -0.141 0.219 

Gender*** -8.211 2.529 -3.250 0.001 -13.166 -3.255 

School -0.834 1.154 -0.720 0.470 -3.095 1.428 

Urban/Rural -3.256 2.718 -1.200 0.231 -8.584 2.071 

Health index -1.387 0.974 -1.420 0.154 -3.295 0.522 

No. of healthcare needs -0.131 0.203 -0.640 0.519 -0.529 0.267 

Preferred hospital  3.331 2.821 1.180 0.238 -2.197 8.860 

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0.022 0.028 0.790 0.427 -0.033 0.078 

Waiting time at preferred 

facility** 
-0.019 0.009 -2.250 0.025 -0.036 -0.002 

Distance to scheme office -0.010 0.013 -0.750 0.450 -0.036 0.016 

Knowledge of scheme 

benefit*** 
2.939 1.123 2.620 0.009 0.739 5.140 

Satisfaction on scheme 

benefit 
-0.107 1.028 -0.100 0.917 -2.123 1.908 

_cons      32.252 5.992 5.380 0.000 20.509 43.996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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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가입과 경제적 수준의 상관성 

 

앞서 분석된 보험료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위해, 

보험가입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경제적 수준별 보험가입률 분석과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험가입자는 비공식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 외에도, 공식부

분으로 가입한 사람과 임산부나 극빈층과 같은 보험료 면제자도 모두 포함하였다. 

경제적 수준별 보험가입률의 분석결과, 보험의 가입률은 빈곤층은 44.1%였고, 

중간계층과 부유층은 각각 51.9%와 52.9%로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중간계층과 부유층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Table 6-22. 경제적 수준별 보험가입여부 

Membership 
Wealth Index Group 

Total 
Lower Middle Upper 

Unenrolled 142 154 137 433 

Enrolled 112 166 154 432 

Total 254 320 291 865 

 

 
Figure 6-8. 경제적 수준별 보험가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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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다변량분석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의료필요

횟수, 의료기관과의 거리,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험가

입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 교육수준, 의료필요횟수, 보험급

여에 대한 지식은 증가할수록 보험가입율도 높았다. 이에 반해 의료기관과의 거

리는 멀수록 가입률이 낮았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가입률이 높았다.  

 

Table 6-23.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Odds 

Ratio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Age*** 1.032 0.006 5.410 0.000 1.020 1.044 

Gender*** 1.623 0.256 3.080 0.002 1.192 2.211 

School*** 0.338 0.073 4.600 0.000 0.194 0.482 

Urban/Rural 0.975 0.164 -0.150 0.882 0.702 1.356 

Wealth index 1.032 0.063 0.520 0.605 0.915 1.164 

Health index 1.103 0.067 1.630 0.103 0.980 1.242 

No. of healthcare needs** 1.030 0.014 2.210 0.027 1.003 1.058 

Preferred hospital  1.213 0.212 1.110 0.268 0.861 1.709 

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0.993 0.003 -2.180 0.030 0.986 0.999 

Waiting time at preferred facility 1.001 0.001 1.200 0.230 1.000 1.002 

Distance to scheme office 0.998 0.001 -1.350 0.179 0.996 1.001 

Knowledge of scheme 

benefit** 
1.197 0.083 2.580 0.010 1.044 1.371 

Satisfaction on scheme benefit 0.989 0.062 -0.180 0.860 0.874 1.119 

_cons 0.105 0.048 -4.910 0.000 0.043 0.258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서 이중경계 양분형 모형에서 보험료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요인과 비교할 때, 연령, 교육수준, 의료필요횟수, 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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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과의 거리는 보험료 지불의사 영향요인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지 

않았으나 보험가입여부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선

호의료기관의 대기시간, 경제적 수준, 도시거주여부는 보험료 지불용의 분석에

서는 유의하였으나, 보험가입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보험가입자는 공적부문에서 근무하는 보험의무가입자와 보험료가 면제되는 임

산부나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OR 

값이 1에 가까운 유의한 변수가 많아 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과대하게 추론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성별과 교육수준 및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은 상

대적으로 OR 값의 크기가 1과 차이가 커서 의미가 큰 변수였고, 이전의 조건부 

가치측정법에서 분석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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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지

불용의와 본인부담을 각각 2/3, 1/3으로 감소시킨 시나리오에서의 지불용의를 

조사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의 방법은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관련한 논란이 있

지만, 1963년 처음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확대되어 왔다. 특

히 1989년에 발생된 엑손 발데스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보상문제로 인해 조건

부 가치측정법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NOAA 패널의 방법론

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 

이후에 이 연구에서도 선택한 이중경계 양분선택법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

지만, 여전히 많은 방법론적 논쟁과 새로운 분석법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Hanemann (1991)의 이중경계 양분선택법의 경우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응답자

가 가지는 지불용의금액이 두 번째 제시금액에서 응답자가 가지는 지불용의금

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대표적인 현상이 정박점 편의

인데, 이는 표현되는 첫 번째 제시금액이 응답자에게 적정가격으로 받아들여지

면서 두 번째 질문에서 응답자의 지불용의금액이 첫 번째 제시금액으로 수렴하

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도 이중경계 양분선택의 응답분포를 고려할 때, 

정박점 편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이중경계 양분측정법을 통

해 조사된 지불용의액이 실제보다 낮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Hanemann 

(1991)의 지불용의 유도법이 가지는 오류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Alberini (1995)의 연구결과와, 현재 가나 볼타지역의 건강보험료가 15세디이고, 

2차 질적조사에서 조사된 지불용의액의 범위가 10~80세디로 조사되었는데 

Hanemann의 분석모형을 통해 현재보험에 대한 최대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이 

32.57세디로 분석된 것을 고려할 때 Hanemann의 분석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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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이 연구는 경제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지불

용의액의 변화에 연구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지불용의액 추정값의 신뢰성이 타

당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본인부담의 수준별로 현재보험기준, 현재의 2/3 본인부담 

수준, 1/3 본인부담 수준으로 3개의 시나리오를 나누어 응답자의 지불용의금액

을 조사하였다.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각각 분

석하여 지불용의액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지불용의액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 시나리오에

서 측정된 응답을 동일한 개인에 대한 반복측정으로 보고 확률효과모형으로 분

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의 특이성을 통제하고 시나리오에 의한 효과를 평

가할 수 있어, 방법론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 횡단면 자료 분석은 관찰되

지 않은 개인의 특성(omitted unobservable individual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추정된 독립변수의 계수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지만, 확률효과모형은 변수 누락

에 의한 편의를 통제해 주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시나리오에 의한 지

불용의변화의 추정에 보다 적합한 분석법이다. 다만 자유도가 증가함에 따라 요

구되는 표본 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조사한 대상자 규모에서는 거

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전에 1) 관련 문헌 고찰, 2) 1차 

질적조사, 3) 2차 질적조사, 4)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

여 설문지를 설계하고, 조건부 가치측정의 제시금액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러

한 많은 사전절차를 통해 설문의 타당성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들이 조건부 가치측정의 제시금액을 

무작위로 제시하지 않고 현재 가나 보험료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하거나 사전에 

선정한 제시금액이 아닌 금액을 묻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만약 제

시금액이 응답자의 경제적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정박효과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연구의 결과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에 대한 지불용

의가 더 증가하는 현상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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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제시금액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2 이하로 상관성이 낮았다. 

또한 이변량분석의 계수의 크기도 추정된 지불용의금액의 차이의(Table 6-11) 

약 50%로, 제시금액의 차이만큼 모두 지불용의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가정하더

라도 여전히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하게 지불용의의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제시금액이 무작위로 제시되지 못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될 필

요가 있다. 

조사하는 시나리오와 관련해, 이 연구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와 본인부담을 

2/3으로 줄인 시나리오와 본인부담을 1/3으로 줄인 시나리오 세 가지를 평가하

였다. 조사대상지역인 가나 볼타 지역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지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가치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1) 건강보험의 사회 연

대 목적과 위험 분산 원리, 2) 현재 본인부담 문제, 3) 전략적 선택 편의 통제를 

위한 조사 목적 설명, 4) 응답자의 적응을 위한 지난 1년 간 의료지 지출 횟수

와 총액 및 보험 가입여부와 보험을 통한 혜택 추정액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가상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조

건부 가치측정 연구에서 가상의 상품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수준은 항상 연구의 

근본적인 제한점으로 남는다. 이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배경이나 성향에 따라 가

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편

차는 요인분석의 결과를 편향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간의 많은 조건부 

가치측정 연구를 통하여 조건부 가치측정을 통한 개인적, 사회적 후생의 측정이 

상당히 타당한 방법임이 확인되어 왔다. 또한 본질적으로 가상의 상품에 대해 

개인의 후생을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

으로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연구 대상지역인 가나 볼타 주는 다른 가나 지역에 비해서 보건의료수준이 

낮고, 이에 따라 보험가입률도 2012년 기준으로 8.3%에 불과한 지역이다. 그리

고 많은 주민들이 농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임의가입 대

상으로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보험료 지불용의액을 조사하는 이 연구의 대상지

역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표본의 추출은 가나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



84 

구센서스 자료와 표본추출방법을 기반으로 한 3단계 추출(인구비례 집락추출, 

가구 무작위층화계통추출, GRID를 통한 가구원 무작위추출)을 실시하였는데, 가

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센서스 자료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만약 누락된 조사대상자가 특정한 보건의료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

아 건강보험료 지불의사와 관련이 있다면 조사결과를 편향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센서스를 이용한 조사방법은 개발도상국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표본 추출 방법이고 많은 연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인 경제적 수준은 관련된 여러 변수를 주성분

분석을 통해 하나의 변수로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수입이나 지출

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경제적 수준에 사용되는 변수도 소득이나 지출 외에도 생활 수준을 측

정하는 변수인 자동차, TV, 휴대폰 등의 가구소유물이나 주택의 특성인 상수도

원, 하수시설 등을 측정하여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에 포함하

여 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경

제적 수준을 조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사는 Demographic Health Survey (DHS)

이다. DHS에서 경제적 수준을 위해 조사하는 변수는 수십 개에 달하는데, 이 

연구에서도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 동일한 양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조사

항목 중 가나 현실에서 Wealth를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과 선택지가 

많아 DHS와 동일한 변수를 이용하여 경제적 수준을 분석했을 때 타당한 지표

를 얻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DHS에서 조사하는 항목 중 Wealth와 직접적인 관

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와 DHS에는 조사하지 않지만, 이 연구에서 

조사된 Wealth 관련 변수를 선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

한 7개 변수는 주관적 경제수준, 성인 일인당 일년 가구 소득, 교통수단소유(자

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성인 일인당 방수, 성인 일인당 농지면적이었다. DHS

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수준을 사용하였다면 연구결과의 비교가능성이 높

아지는 장점이 있겠으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표의 타당성이 낮아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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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그러나 7개의 변수를 사용한 주성분분석 결과는 모든 변수의 상관성

의 방향이 일치하고 설명력도 높아 타당한 지표로 판단된다. 

보험료 지불용의의 영향요인으로 연구에 사용된 분석의 개념적 틀은 기존 선

행연구를 고찰한 후 1) 사회경제요인, 2) 의료필요, 3) 의료서비스요인, 4) 보험

요인으로 보험료 지불의사의 영향요인을 구분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요인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도시거주여부와 함께 이 연구의 핵심독립변수인 경제적 수준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의료필요에 대해서는 건강수준과 관련된 질문들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 1개 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여기에 1년간 의료필요 횟

수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요인으로 선호하는 의료기관종류(병원급 

의료기관 선호여부)와 선호의료기관과의 거리 및 선호의료기관의 대기시간을 포

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요인은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 보험급여에 대한 만족, 

보험사무소와의 거리 및 이 연구의 핵심독립변수인 본인부담 수준별 시나리오

를 포함하였다.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과 만족은 관련 질문을 주성분분석을 통해 

각각 1개의 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인 본인부담 수준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불용의액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독

립변수에 대한 적절한 선택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건

강보험료 지불용의액 자체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다른 교

란변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나, 지불용의변화의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독립변수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요인으로 포함

된 세 개의 변수는 교란변수의 통제 측면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영향요인

의 확인 측면에서는 좀 더 다양한 측면의 의료서비스 요인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해당되는 변수가 

없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한계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서는 향후에 의료서비스 부분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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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용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1차 질적

조사, 2차 질적조사, 양적조사를 통해 조사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1차 질적조사에서 주제분석을 통해 조사응답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의 장애요인

으로 크게 5개의 범주와 14개의 주제를 파악하였다. 5개의 범주는 1) 보험가입

자에게 불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의 질, 2) 보험료에 대한 부담, 3) 불편하고 불

친절한 보험가입과정, 4) 보험에 가입해도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 5) 의료와 보

험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 문헌고찰을 

통해 예상된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였다. 

2차 질적조사에서 조사된 시나리오는 1) 본인부담 관련 시나리오, 2) 약제 급

여화 관련 시나리오, 3) 의료기관 접근성 시나리오 세 가지였는데, 의료기관 접

근성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본인이 느

끼는 효용의 응답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질문

된 선호의료기관의 거리가 변화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그 외 다른 의료기관과

의 접근성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고, 거리가 변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변화가 추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의

료접근성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규명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추정된 본인부담 수준별 최대지불의사는 본인

부담이 줄어들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했고, 개방형 질문법을 통한 추정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를 이 연구의 핵심적인 변수인 경제적 수준으로 나누어 시나리오별 최대지

불용의액을 분석하였을 때, 본인부담이 감소하면 지불용의가 경제적 수준과 상

관없이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수준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컸고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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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개별적으로 보험료 

지불용의금액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본인부담 감소 시나리오와 교호작용

(Interaction, effect modification)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빈곤

층의 경우 본인부담을 낮추어 급여혜택을 늘리더라도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향이 중간층이나 부유층만큼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 실시한 랜드연구소(1987)의 본인부담이 줄수록 빈곤층의 의료이용량이 

더욱 증가한다는 결과에서 예상되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가나에

서 건강보험의 재가입률이 도시지역과 부유층에서 높다는 연구결과는 이 연구

의 결과를 뒷받침한다.(37-39) 

이러한 본인부담 수준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불용의액 증가의 영향요인으

로 경제적 수준은 다른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본인부담수준별 보험료 지불용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본인부담이 1/3으로 줄어드는 시나리오에

서 보험료 지불용의금액의 증가는 경제적 수준 외에도 성별, 교육수준, 병원급 

의료기관 선호여부,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

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효용을 더 크게 인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 수준 외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호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이 좋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본인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더 큰 효용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인

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증가되는 사회적 후생의 상당부분이 빈곤층

이나 취약계층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편중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크게 1) 시간이나 위

험에 대한 선호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과, 2) 기대되는 의료비용 

절감액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의사는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을 통해 기대되는 의료비용의 

절감액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료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기피성향이 클수록 

지불의사는 증가하고,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시간적 선호(할인율)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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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지불의사는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선호는 부유층보다 빈곤층

에서 더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72){Holden, 1998 #103} 또한 위험에 대

한 기피는 빈곤층일수록 높거나 부의 수준과는 상관없다는 연구결과들이 있

다.(73-76)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연구에서 빈곤층의 건강보험 지불용의

가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질수록 부유층보다 더 낮게 증가한 결과는, 1) 빈곤층

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2)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의료비를 

위해 미리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중 보건의료체계적 특성이 반영되는 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기대금액 측

면을 살펴보면, 먼저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부유

층과 도시지역 거주자에서 높은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건

강보험을 운영하는 대개의 개발도상국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기본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빈곤층을 위한 기금을 통해 무료로 기

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가나도 기본

적인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CHPS라는 일차보건의료기관을 가지고 있

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 체계와 구분되는 이중적인 서비스체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1980년대 IMF의 권고를 따라 

Cash and Carry 방식을 운영했는데, 이러한 민간적 운영방식이 경로의존적으로 

남아 있어 보험급여가 되지 않은 의료서비스나 본인부담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부담을 줄이더라도 

더 높은 가격의 서비스에 본인부담 감소 혜택이 집중되어 빈곤층에게는 얻게 

되는 편익이 적을 수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체계의 특징들이 이번 연구에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상황에 대해 더 낮은 효용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가나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을 도입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은 보험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순히 전체적인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만으로는 빈곤층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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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가입 정체를 해결하기보다는 보험가입의 불형평성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높은 본인부담은 빈곤층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억제시키고,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77) 그러

나 Apoya와 Marriott (2011)는 가나의 건강보험제도에서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

이 상당부분 부가가치세를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빈곤층도 기여를 함에도 불구

하고, 실제 가입은 비빈곤층에 집중되어 불형평적임을 지적하였다.(78) 이러한 

맥락에서 본인부담 개선 정책은 보험가입으로 인한 효용에 형평성이 있도록 설

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 개선 정책을 쓸 때에는, 1) 본인부담 개선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가 아닌 누진적 조세 등을 통해 조달하거

나, 2) 추가 소요 재원을 보험료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3) 본인부담 감소

를 위한 급여항목의 설정에서 빈곤층의 혜택이 증가할 수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Lagomarsino 등(2012)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도입한 9개의 주요 개발도상국에서 

본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려 급여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9) 그러나 이러한 본인부담 개선정책의 재원이 비누진적이거나 역진적인 

조세나 보험료를 통해 마련되거나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비빈곤층에 집중된다면 

건강보험의 사회적 형평성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목표는 아니지만 빈곤층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고려할 수 있

는 정책적 방안으로, 보험료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보험급여에 대한 홍보와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변수는 원래 목적한 연구가설에 포함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된 변수가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요인과 관련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의 범위는 아니지만, 빈곤층의 보험가입 확대 방안으로 

본인부담 개선 정책 이외에 의무가입이나 가구단위 가입과 같이 건강보험제도

의 틀을 바꾸는 것도 향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건강보험 도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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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한국이 시행한 의무가입, 가구단위 

가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보조금 정책은 빈곤층의 건강보험 가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늘렸다.(79, 80) 가나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하

여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1년 단위로 임의가

입이 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역선택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의무가입이 안정성 측

면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수준이 보험료 지불의

사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원래 계획한 가설에 포함된 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석모형에서 결론을 내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역선

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분석과 의무가입과 가구단위 가입을 위한 단계

적 전략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먼저 충분하지 않은 표본 수를 들 수 있다. 노아 패널에

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분석모형에서 보통 1,000개 이상의 표본을 권장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연구 예산과 기간의 제약으로 표본의 수가 918개였고, 결측치나 

오류값을 포함한 표본을 제외했을 때 유효한 표본 수는 865개에 그쳤다. 이는 이 

연구의 영향요인의 분석에서 적정한 표준오차 구간을 얻지 못하여 실제로는 의미 

있는 영향요인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응답자에게 제시한 금액에서 현재 가나의 보험료에 가까운 낮은 제시금

액이 더 많았던 것도, 경제적 수준과 제시금액 간의 상관성과 정박편의가 있다

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지불용의 변화의 추정에서 편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시금액을 완전히 무작위로 제시하여 이러한 편의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한 것

도 연구의 제한점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의료기관 접근성 등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변수가 다양하게 분석되지 

못한 것도 이 연구의 한계로 판단된다. 특히 의료기관과의 거리 변수가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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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석이 되지 않은 것은 가나의 민간병원 선호와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데, 이러한 요인들을 제대로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 교육수준이 본인부담 감소에 대한 지불용의 증가의 영향요인으로 분석된 

것은, 실제 영향요인일 가능성과 함께 조건부가치측정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한점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건부 가치측정법 

자체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지불용

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중경계 양분선택 추정모형의 후

속질문에서 정박편의나 개방형 질문법에서 관찰된 전략적 편의 등 다양한 편의

로 인해 발생된다. 

이러한 연구 제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먼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분석결과인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본

인부담 수준의 감소로 얻는 편익이 적다는 결과에 대해, 향후 무작위 대조실험

이나 준실험적 설계를 통해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가

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인부담 감소 정책

이 빈곤층 건강보험 가입 확대에 유효한지에 대한 근거를 더욱 확실하게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가입률 제고와 관련된 요인 중 본인부담 외에 다른 중요한 요인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 중 첫 번째로 의료서비스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의료서비스 요인은 질과 접근성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맥락을 잘 고려한 세밀한 조사문항 설계와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비공식 

부문에서 역선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건강상태에 따라 

역선택이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면, 의무가입과 가구단위가입 등을 통해 비공식부

문의 보험가입을 확대하는 대신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등

의 정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요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결과

가 있어야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층의 건강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정

책적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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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층의 보험가입증대를 위한 본인부담 정책의 타

당성 파악을 위해,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지불용의금액을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본인부담이 줄수록 보험료 지불용의는 

모든 경제적 계층에서 증가하지만, 증가의 정도는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낮

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상황

에 대해 효용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호

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이 좋을수록, 여자보다 남자

가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더 큰 효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랜드연구소의 1987년 연구에서 본인부담이 감소할수

록 의료이용량이 증가하고, 빈곤층에서 이러한 증가가 더욱 크다는 결과가 시사

하는 방향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과 다르게 본인부

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증가되는 사회적 후생의 상당부분이 빈곤층이

나 취약계층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편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보험가입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단순히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은 빈곤층의 보험가입 정체를 해결하기보다는 

보험가입의 불형평성을 크게 할 가능성도 나타낸다. 물론 높은 본인부담은 빈곤

층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억제시키고,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

시킬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 개선 정책을 

쓸 때에는, 1) 본인부담 개선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가 아닌 누

진적 조세 등을 통해 조달하거나, 2) 추가 소요 재원을 보험료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3) 본인부담 감소를 위한 급여항목의 설정에서 빈곤층의 혜택이 증

가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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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을 도입한 9개의 주요 개발도상국에서 본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려 급여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본인부담 

개선정책은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빈곤층에 형평하게 주어지도록 만들어질 필요

가 있다. 

이 외에도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빈곤층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으로 보험급여에 대한 홍보와 의료기관 서비스 개

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

비스요인과 관련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빈곤

층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본인부담 개선 정책 이외에 의무가입이나 가

구단위 가입과 같이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비공식 부문에서 낮은 가입이 역선택과 관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해 조사된 이 연구의 결과들에 대해, 향후 무작위 

대조실험이나 준실험적 설계를 통해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른 건

강보험가입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인부담 

감소 정책이 빈곤층 건강보험 가입 확대에 유효한지에 대한 근거를 더욱 확실

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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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록 

 

1) 양적조사 설문지 

 
INDIVIDUAL QUESTIONNAIRE 

SECTION 1: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RELATED FACTORS 

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10

1       

During the past twelve months, how many times did you have the need to seek orthodox 

health services? 
□□□  

10

2 

During the past twelve months, did you ever decide not to visit a health facility even 

though you needed orthodox health services? 

No Yes If No→104 

0 1  

10

3 

A

-E 

Were any of the following a 

reason for not going to seek 

orthodox health services? 

 No Yes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I will spend my time 

for other things rather than my health)  
0 1 

Orthodox health services are not so helpful for my 

health problems  
0 1 

I prefer traditional health services  0 1 

Health is a matter of fate (it is predestined) 0 1 

Other (specify)…………………. 

10

4 

During the past twelve months, how many times did you actually visit a health facility when 

you wanted to seek orthodox health care? 
□□□  

10

5 

Which facility do you usually use 

for orthodox health care services? 

 

Note: Indicate the name and 

location of facility.  

Govt. regional hospital 21 

 

Govt. district hospital/Polyclinic 22 

CHAG district hospital/Polyclinic 23 

Govt. health center/Clinic 24 

CHAG health center/Clinic 25 

Govt. health post/CHPS 26 

Other public (SPECIFY)………… 27 

Private hospital 31 

FP/PPAG clinic 32 

Maternity home 33 

Pharmacy/chemical shop 34 

Other private (SPECIFY)………… 36 

Others (specify)…………………. 96 

10

6 

Which facility would you prefer to 

attend for healthcare services if you 

don’t need to consider medical cost 

including drugs? 

 

 

Indicate the name and location of 

facility. 

Govt. regional hospital 21 

 

Govt. district hospital/Polyclinic 22 

CHAG district hospital/Polyclinic 23 

Govt. health center/Clinic 24 

CHAG health center/Clinic 25 

Govt. health post/CHPS 26 

Other public (SPECIFY)………… 27 

Private hospital 31 

FP/PPAG clinic 32 

Maternity home 33 

Pharmacy/chemical shop 34 

Other private (SPECIFY)………… 36 

Others (specify)………….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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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10

7 

Which facility would you prefer to 

attend for orthodox healthcare 

services on the assumption that you 

have national health insurance card? 

 

Note: Indicate the name and 

location of facility. 

 
 

 

 

Note: For the insured, check same answer in No. 

106 

Govt. regional hospital 21 

Check if 105 

= 106 = 107 

then skip 109 

Govt. district hospital/Polyclinic 22 

CHAG district hospital/Polyclinic 23 

Govt. health center/Clinic 24 

CHAG health center/Clinic 25 

Govt. health post/CHPS 26 

Other public (SPECIFY)………… 27 

Private hospital 31 

FP/PPAG clinic 32 

Maternity home 33 

Pharmacy/chemical shop 34 

Other private (SPECIFY)………… 36 

Others (specify)…………………. 96 

Note to interviewer: 

Ask for preferred closest health facility in No. 107 on the assumption that they have insurance card. 

From No. 108 to No.115 

10

8 

A

-K 

Are any of the following sub-

questions reasons for not using your 

preferred health facility? 

 
N

o 

Y

es 

D

K 

 

Not knowing where to go (facility location) 0 1 9 

Too expensive to use 0 1 9 

Too far / Taking a long time to reach 0 1 9 

Too much waiting time 0 1 9 

Working hours not suitable for me 0 1 9 

Negative attitude of provider 0 1 9 

Provider’s competency is not good enough 0 1 9 

Medical equipment and supply are not good or not 

enough 
0 1 9 

Facility environment is not good enough(E.g. space, 

cleanness) 
0 1 9 

Prescribed drugs are not effective for my health 

problem 
0 1 9 

Medicines are not available 0 1 9 

Health services are not effective for my health 

problem 
0 1 9 

Attitude of household members not in favor of 

using that health facility 
0 1 9 

Attitude of community is not in favor of using that 

health facility 
0 1 9 

Other (specify)………………….    

Geographic accessibility 

10

9a 

What is the nearest health facility from your house? 

Note: Indicate the name and location of facility 
□□□ 

 

10

9b 

How far is the nearest health facility from your house? (km) 

Note: Indicate the location of facility and assist answer 
□□□ 

 

11

0 

How far is the closest preferred facility in above question 107 from your house? (km) Note: 

Indicate the location of facility and assist answer 
□□□  

11

1 

Are there any physical barriers such as river, stream, mountain between your home and the 

preferred health facility? 

No Yes 
 

0 1 

11

2 

Which means of transportation do 

you usually use to get to the health 

facility? 

Taxi 1 

 Public bus or trotro 2 

Personal car or truc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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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Personal motorcycle or motor scooter 4 

Animal-drawn cart 5 

Bicycle 6 

On foot 7 

Others (specify)……………… 96 

Waiting time 

11

3 

For the health facility where you usually go, how long do you usually wait from when you 

first arrive at the facility until a provider first assesses you? (Minutes) 
□□□ 

Skip to 

section 115 

Working hours   

11

4 

A

-C 

Are the following statements true  

about your preferred health facility 

 No Yes 

Skip if 106 = 

107 

They close too early, so it’s not easy to go there 

after finishing my work. 
0 1 

They open too late, so it’s not easy to go there in 

daytime 
0 1 

They open and close at different times different 

days   
0 1 

I don’t meet the prescriber sometimes when I visit 

during regular working hours 
0 1 

Attitude of provider (Note: Provider in this question means prescriber) 

11

5 

Specific attitude of providers of 

preferred health facility 

 No Yes 

 

Providers treat me with courtesy and respect 0 1 

Providers listen to me carefully 0 1 

Providers explain things in a way I could understand 0 1 

For every medicine, providers tell me what it treats 

and its side effects 
0 1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SECTION 2: HEALTH INSURANCE ENROLLMENT AND RELATED FACTORS 

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20

1 

NHIS membership status 

(Note: Ask to see the NHIS card for 

active members and indicate as 

appropriate) 

Never enrolled 0 →205 

First time membership – card seen 1 

 
First time membership – card not seen 2 

Renewed (currently active) – card not seen 3 

Renewed (currently active) – card seen 4 

Previously enrolled (Not active ) 5 →205 

20

2 
Current NHIS membership type 

SSNIT contributor 1 

 

SSNIT pensioner 2 

Informal sector 3 

Indigent 4 

Pregnant women 5 

Other (specify),…………… 6 

20

3 
How long have you been a member □□ (year)        □□(month)  

20

4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last enrollment? (Cedi) □□□  

 

Please indicate for each of the following 

questions whether it is a reason why you 

have never enrolled in the NHIS or have 

failed to renew your enrolment  

 No Yes 

 
I have other health insurance scheme 0 1 

Knowledge of NHIS (Before this survey) 

Never heard of NHIS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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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I have heard of NHIS, but I didn’t know who 

it is for. 
0 1 

Did not know benefits 0 1 

Did not know how much to pay for premium 0 1 

Did not know how to enroll and renew 0 1 

Benefits of NHIS 

NHIS does not cover health services I need 0 1 

NHIS does not save health care cost  0 1 

NHIS Benefit is too low/ or not sufficient in 

relation to the premium paid.  
0 1 

Premium of NHIS 

Cannot afford the premium/registration fee 0 1 

Convenience of NHIS 

Premium payment interval (yearly) is too short  0 1 

Premium payment interval (yearly) is too long. 

Would prefer to pay in installments 
0 1 

District scheme office is too far to go 

Note: Indicate the location of scheme office 

and assist answer 

0 1 

Working hours of scheme office is not good 

for me 
0 1 

Long waiting time in scheme office 

(Note: Explain usual waiting time if necessary) 
0 1 

Takes too long a time to get membership card 

after registration 

(Note: Explain usual waiting time if necessary) 

0 1 

Need for health service 

Do not need health care 0 1 

Service provision factors (Note: These questions are asking about 

barriers to health insurance enrollment, not to health service use in 

Q103) 

Healthcare facilities are too far 0 1 

Quality of health services are not good 0 1 

Attitude of health provider is not good 0 1 

Waiting time for health service is too long 0 1 

Working hours of health facilities are not good 

for me 
0 1 

Attitude of household members or community towards NHIS 

Household members are not in favor of 

enrolling onto the NHIS 
0 1 

Community members are not in favor of 

enrolling onto the NHIS 
0 1 

20

6 
Would you recommend enrolment onto the NHIS to someone else? 

No Yes 
 

0 1 

20

7 

Will you continue your NHIS membership? / Will you enroll onto the NHIS? Note:  Ask as 

appropriate but everybody has to answer this question 

No Yes 
 

0 1 

Knowledge of NHIS 

20

8 
Does the NHIS cover:  

 
N

o 

Y

es 

D

K 

 

 

Medicine 0 1 9 

OPD attendance 0 1 9 

Inpatient service 0 1 9 

Surgery 0 1 9 

Antenatal, Delivery and Postnatal  0 1 9 

Cancer 0 1 9 

Diagnostic services (lab, X-ray, scan, etc.) 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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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20

9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bout 

the NHIS enrollment process? 

Note: Check whether interviewee’s 

answer is correct or not 

 

N

o 
Yes 

 
Do you know the place to register? 0 1 

Do you know the Premium and processing 

fee? 
0 1 

21

0 

What is your main source to get 

information on the NHIS? 

Family members 1 

 

Friends 2 

Health provider 3 

Newspaper 4 

Brochure 5 

Radio 6 

Television 7 

Internet 8 

Posters 9 

Information van 10 

NHIA Officer  11 

Other (specify)………………  

21

1 

In your opinion, what is the most 

effective source to get information on 

NHIS? 

Family members 1 

 

Friends 2 

Health provider 3 

Newspaper 4 

Brochure 5 

Radio 6 

Television 7 

Internet 8 

Poster 9 

Information van 10 

NHIA Officer  11 

Other (specify)………………  

21

2 

Have you heard about the following 

from any of the above sources? 

 No Yes 

 
Premium 0 1 

Benefits 0 1 

Process to enroll 0 1 

Others (specify) ………………  

Benefits of NHIS 

21

3 

Are any of the following health services 

that you need but are not covered by 

NHIS? (that means you  need to pay out 

of pocket even if you have membership)  

 
N

o 

Y

es 

D

K 

 

Consultation 0 1 9 

Laboratory test (blood, urine, etc.) 0 1 9 

I m a g i n g  t e s t  ( X - r a y ,  C T ,  U l t r a s o u n d ,  e t c . )  0 1 9 

Surgery 0 1 9 

Medication 0 1 9 

Physiotherapy 0 1 9 

Other (specify)……………… 

Convenience of NHIS 

21

4 

Select most preferred payment interval 

for NHIS premium 

Weekly 1 

 

Monthly 2 

Quarterly 3 

Yearly 4 

Longer than a year 5 

Once in a lifetime 6 

21

5 
Name the closest scheme office from your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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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21

6 

How far is the closest scheme office from your home? (km) (Note: : Indicate the location of 

scheme office) 
□□□  

21

7 

How long did you wait for your membership card after registration recently? (days) Note: 

only for active member for NHIS 
□□□  

 

 

Other 

21

8 

Who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your 

decision for enrolling onto the NHIS 

Spouse/partner 1 

 

Household head (not spouse/partner) 2 

Other household member 3 

Community leaders 4 

Other community member 5 

Self/Own  6 

Other (Specify)………………….  

 

PREMIUMS 

SECTION 3: WILLINGNESS TO PAY FOR NHIS PREMIUM 

NO

.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

ONS 

NOTICE: I will describe three different scheme benefit scenarios to you and ask how much you would like to pay at a given cost. These 

questions are not to raise your premium, but we want to know what you think is the value of your insurance card. How valuable this insurance 

card is for you. This can be identified as maximum premium you can pay. These questions are asking your personal thinking. Don’t consider 

other people, but only consider your current situation such as budget, health condition, distance to hospital, etc. Please keep in mind that, it is 

assumed that the amount of money that you are willing to pay as your answer will reduce your money for other services or goods such as 

food, education, etc. 

Questions for adaptation 

301 

 

Number of times they visited health facilities (Refer 104) 

Note: Don’t ask to respondent. Interviewer reminds interviewees. 
 

→104 =  

0 

302 What is the average amount you paid at the facility for each visit? □□□□  

303 

 

Willingness to enroll/renew (Refer 207) 

Note: Don’t ask to respondent. Interviewer reminds interviewee 
  

304

a 
Do you think you have made or would have made any savings for being a member of NHIS? 

No Yes 
 

0 1 

304

b 

Expected health costs saved because of health insurance in last one year? (Cedi) Note: For the 

uninsured, give the assumption that they are enrolled. 
□□□□□  

Scenario 1: Current scheme and health care system 

Explain the current scheme benefits(eligible facility, disease, and drug) and show the medical cost which is covered and not covered by NHIS in 

a sample case, such as diabetes, caesarean section, myocardial infarction. 

The insurance premium needs to be paid annually and the membership is valid for a year after the insurance card is issued. The insurance 

premium is the same, irrespective of the health status or age but may vary amongst districts depending on the income. 

305 
Current premium setting in this district (Cedi) Note: Do not ask the respondent. Interviewer must 

mark on this question. 
□□□  

306 

 

NHIS membership status 

 

Check no. 201 

Never enrolled 0 →307 

First time of membership 1 →310 

Renewed (Currently active) 2 →310 

Previously enrolled (Not active ) 3 →307 

307 
If NHIA asks you to pay (5, 10, 20, 40) cedi per year as premium for current scheme, are you 

willing to pay considering your economic condition? 

Yes 1 →308 

No 0 →309 

308 Are you willing to pay (10, 20, 40, 80) cedi for current scheme? 
Yes 1 

→313 
N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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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

ONS 

309 Are you willing to pay (2.5, 5, 10, 20) cedi for current scheme? 
Yes 1 

→313 
No 0 

310 
If NHIA asks you to pay (10, 20, 40, 80) cedi per year as premium for current scheme, are you 

willing to pay considering your economic condition? 

Yes 1 →311 

No 0 →312 

311 Are you willing to pay (20, 40, 80, 160) cedi for current scheme? 
Yes 1 

→313 
No 0 

312 Are you willing to pay (5, 10, 20, 40) cedi for current scheme? 
Yes 1 

→313 
No 0 

313 What is the maximum you would be willing to pay for current scheme? (Cedi) □□□  

Scenario 2: Reducing patient’s medical cost sharing for the insured  

(Explain concept of patient’s medical cost sharing by material) 

The average patient’s medical cost sharing for the insured gets decreased to 2/3, 1/3, zero through expansion of coverage for examination 

fee, inspection fee, surgery fee, and drug cost. For example, if the out-of-pocket payment for an insured patient were 100 cedi last year, with 

the same reduction rate of out-of-pocket payment, he would have been asked to pay only around 67, 33, 0 cedi respectively. That means you 

could save 33, 67, 100 cedi for a year respectively. If he visits hospital more often and gets prescribed because of reduced out-of-pocket 

payment, he can receive a bigger benefits than 33, 67, 100 Cedi. The insurance premium needs to be paid every year and membership is valid 

for a year. The insurance premium is the same, irrespective of the health status or age but may vary amongst districts depending on the 

income 

314 
If NHIA ask to pay (10, 20, 40, 80) cedi per year as premium and average patient’s medical cost 

sharing is reduced to 2/3, are you willing to pay considering your economic condition? 

Yes 1 →315 

No 0 →316 

315 Are you willing to pay (20, 40, 80, 160) cedi for above scheme? 
Yes 1 

→317 
No 0 

316 Are you willing to pay (5, 10, 20, 40) cedi for above scheme? 
Yes 1 

→317 
No 0 

317 
What is the maximum you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reduction in average patient’s 

medical cost sharing to 2/3 considering your economic condition? 
□□□  

318 
If NHIA ask to pay (10, 20, 40, 80) cedi per year as premium and average patient’s medical cost 

sharing is reduced to 1/3, are you willing to pay considering your economic condition? 

Yes 1 →319 

No 0 →320 

319 Are you willing to pay (20, 40, 80, 160) cedi for above scheme? 
Yes 1 

→321 
No 0 

320 Are you willing to pay (5, 10, 20, 40) cedi for above scheme? 
Yes 1  

No 0 →321 

321 
What is the maximum you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reduction in average patient’s 

medical cost sharing to 1/3 considering your economic condition? 
□□□  

Scenario 3: Expanding benefit to cover brand medication and changing drug payment mechanism from fee-for-service to G-DRG 

Current system requires people to pay the cost if they choose to be prescribed with branded medications; however, this will be changed to 

the system that the insurance covers the cost for all drugs while the health care professional determines whether it is necessary to use the 

branded medication, considering the medical need and value for money of the drugs. Thus, you don’t need to pay anything for the medicine 

but the patients cannot choose at all. Instead, the health care professional will consider patients’ symptoms, severity, and cost of drugs, and 

choose between the branded medication and the generic. 

322 Are you willing to pay (10, 20, 40, 80) cedi for the scheme including new benefit? 
Yes 1 →323 

No 0 →324 

323 Are you willing to pay (20, 40, 80, 160) cedi for the scheme? 
Yes 1 

→325 
No 0 

324 Are you willing to pay (5, 10, 20, 40) cedi for the scheme? 
Yes 1 

→325 
No 0 

325 What is the maximum you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above scheme? (Ce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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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ow, I am going to ask you a few questions about yourself 

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40

1 
Household size (number) 

Total number □□□ 

 Number of Children <18yrs □□□ 

Number of Adults > 18yrs □□□ 

40

2 

Ethnicity 

 

Ewe 1 

 

Guan 2 

Akan 3 

Ga/Dangme 4 

Other (specify) ________________ 96 

40

3 

 

Religion 

 

 

Christianity 1 

 

Muslim/Moslem 2 

Traditional 3 

No religion 4 

Other (specify) ________________ 96 

40

4 

Your occupation 

 

Note: Indicate stated occupation 

 

 

Mentioned occupation          

(                                                       ) 

 

Not working 0 

Professional/technical/managerial 1 

Clerical 2 

Sales 3 

Agricultural 4 

Household and domestic 5 

Services 6 

Skilled manual 7 

Unskilled manual 8 

Other (specify) 9 

40

5 
Have you ever attended school? 

No Yes 
If No → 501 

0 1 

40

6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school you 

have attended?  

Primary 1 

 

Middle/JSS/JHS 2 

Secondary/SSS/SHS 3 

Higher 4 

Other (specify) _________________ 96 

 

SECTION 5: HOUSEHOLD CHARACTERISTICS 

Now, I am going to ask questions regarding available facilities and possessions in your household 

N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501 
What type of building material is your 

house made of? 

Unplastered mud walls 1 

 

Plastered mud walls 2 

Cement blocks/ bricks 3 

Others (specify)…………………. 96 

502 
What type of material is used for the 

roofing of your house? 

Thatch 1 

 
Zinc/ Aluminum / Asbestos 2 

Others (specify)…………………. 96 

503 Does your house have Ceiling? 
No Yes 

 0 1 

504 Does your house have Mosquito netting over Windows? 
No Yes 

 0 1 

505 What is the main source of drinking water Piped wa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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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in your house? Tube well /Bore Hole 2 

Protected dug well 3 

Unprotected dug well 4 

Water from spring 5 

Rainwater 6 

Tanker truck  7 

Cart with small tank 8 

Surface water 9 

Bottled water/Sachet water 10 

Others (specify)…………………. 96 

506 Where is that water source located? 

In own dwelling 1 

 In own yard/plot 2 

Elsewhere 3 

 

507 

 

What kind of toilet facility do members of 

your household usually use? 

Flush to piped sewer system  1 

 

Flush to non-sewer 2 

Ventilated improved pit (VIP) latrine 3 

Pit latrine with slab 4 

Pit latrine without slab 5 

Bush 6 

Other (specify)…………………. 96 

508 Do you share this toilet facility with other households? 
No Yes 

 
0 1 

509 
What type of fuel/power source does your 

household mainly use for cooking? 

Electricity 1 

 

LPG 2 

Natural gas 3 

Biogas 4 

Kerosene 5 

Coal, Lignite 6 

Charcoal 7 

Wood 8 

Straw/shrubs/grass 9 

Agricultural crop residue 10 

Animal dung 11 

No food cooked in household 95 

Other (specify)…………………. 96 

 

 

 

510 Does any member of this household own: 

 No Yes 

 

A bicycle? 0 1 

A motorcycle or motor scooter? 0 1 

An animal-drawn cart? 0 1 

A car or truck? 0 1 

A boat with a motor? 0 1 

A boat without a motor? 0 1 

511 Does any member of this household own any agricultural land? 
No Yes 

If No →510 
0 1 

512 

How many hectares, acres or poles of 

agricultural land do members of your 

household own? 

Hectares  ... = Km
2
 

 
Acres ... = Km

2
 

Poles ... = Km
2
 

Don’t know 9 

513 Does this household own any livestock, herds, other farm animals, or poultry? No Yes If No →512 

514 

 

How many of the following animals does 

your household own? 

 

IF NONE, ENTER '00'. 

Cattle? □□ 

 

 
Milk cows or bulls? □□ 

Horses, donkeys, or mules? □□ 

Goa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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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IF MORE THAN 95, ENTER '95'. 

IF UNKNOWN, ENTER '98'. 

 

Sheep? □□ 

Pigs? □□ 

Rabbits? □□ 

Grasscutter? □□ 

Chickens? □□ 

Other poultry? (Specify)……… □□ 

Other? (Specify)……………… □□ 

 

515 

How many rooms are owned/rented by this household? 

Note: Include all houses which this household members own or rent 
□□□□ Rooms 

 

 

 

516 

How would you rate your household’s 

economic status in relation to general 

Ghanaian condition? 

Very wealthy  1 

 

Wealthy 2 

Moderate 3 

Poor 4 

Very poor 5 

 

SECTION 6: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Now, I am going to ask questions regarding income and expenditure of your household 

N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601 What is your main source of income? 

None 0 

 

Agriculture 1 

Business 2 

Service 3 

Labor 4 

Others (specify)…………………. 96 

602 What is the total annual income of your household for the last one year? □□□□□□ CEDI  

603 

 

How many times did you visit health facilities for last one year? 

(Refer 104b) 
□□ Times  

604 

 
What is average health expenditure for each visit for the health services?(Refer 302) □□□□ CEDI  

 

SECTION 7: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Now, I am going to ask questions regarding your health status and related behavior 

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70

1 
(Do not ask to respondent) Measure height (cm) □□□  

70

2 
(Do not ask to respondent) Measure weight (kg) □□□  

70

3 
How is your physical health in general? 

Very good 1 

 

Good 2 

Fair 3 

Poor 4 

Very poor 5 

70

4 

All things considered,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as a whole? 

Very satisfied  1 

 

Moderately satisfied  2 

No feelings either way 3 

Moderately dissatisfied  4 

Very dissatisfie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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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70

5 

Have you had any of following 

health problems during the past one 

year? 

 No Yes  

Infectious disease 

 

Malaria 0 1 

Diarrheal diseases 0 1 

Respiratory infection (e.g. Common cold, 

pneumonia, etc.) 
0 1 

Other infectious disease 0 1 

Chronic disease 

Hypertension 0 1 

Diabetes mellitus 0 1 

Other diseases 

Cancer or other neoplasms 0 1 

Cardiovascular diseases 0 1 

Musculoskeletal disease (e.g. Osteoarthritis, 

etc.) 
0 1 

Injury 0 1 

Permanent disability 0 1 

Others (specify) ……………… 0 1 

SMOKING 

70

6 

Do you currently smoke cigarettes or 

any other type of tobacco? 

No. I have never smoked a cigarette, not even a 

puff 
0 

→708 

No. I have only tried several times 1 

No. I used to smoke but I don't now 2 
 

Yes 3 

70

7 
How long have you smoked regularly? 

□□ years 

□□ months 
 

ALCOHOL 

70

8 
Do you consume alcoholic beverages? 

No. I have never drunk 0 

 
No. I used to drink sometimes, but I don't now  1 

Yes,  I only drink occasionally  2 

Yes, I drink regularly 3 

70

9 

How many times do you drink 

usually?  

Less than once in a month 1 

 

Once in a month 2 

2~4 times in a month 3 

2~3 times in a week 4 

More than 4 times in a wee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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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배경 및 목적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

로,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Social health insuran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은 대개 강제가입이 아니면서 본인부담률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빈곤층의 가입정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본인부담의 감소

가 빈곤층의 가입증가에 유효한 정책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본인부담

을 줄이면서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보험가입을 저해하여 특히 빈곤층

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빈곤층을 포함한 보

편적 건강보장을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

에 따른 보험료 지불용의금액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목표와 관련된 가나와 다른 국가에서의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목표를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핵심이해관계자와 주민에 대한 일대일 면접과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의 장애요인에 대한 1차 질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볼

타주의 주민으로 구성된 5개의 초점집단과 23명의 주요이해관계자였다. 이를 

통해 양적조사의 개념적 틀과 지불용의 조사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보험료 지불용의액 제시금액 구간과 지불용의 유도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차 질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1차와 동일하게 볼타지역의 12명을 

대상으로 최대지불용의액을 조사하는 1:1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음으

로 볼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양적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조사문항을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



조사를 볼타지역 18세 이상, 70세 미만 그룹에서 실시하였는데, 3단계 추출(인

구비례 집락추출, 가구 무작위층화계통추출, GRID를 통한 가구원 무작위추출)

을 통해 918가구 918명의 성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중 핵심변수에 대한 

결측이나 오류값을 가진 응답자를 제외한 86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인 경제적 변수는 경제적 수준과 관련된 7개 변수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연속형 변수로 도출하였고, 3분위로 구분하여 빈곤층, 중

간층, 부유층을 구분하였다. 현재건강보험, 본인부담 2/3로 감소, 본인부담 1/3

로 감소로 구성된 세 개의 시나리오에서 응답자의 건강보험료 지불의사를 측

정하기 위하여, 가상의 시장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활용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

법은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델을 사용하였고, 이를 정규분포 가정 하에 

Hanemann (1984)의 확률효용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수준별로 본인부담 수준

에 따른 보험료지불의사를 분석하였다.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지불용의 변화

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은 세 시나리오의 관찰을 통합하여 확률효과모형을 통

해 반복측정 데이터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영향분석을 위한 변수는 사회경제

변수, 건강수준변수, 의료서비스 관련 변수, 보험제도 관련 변수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추정된 본인부담 수준별 지불용의 금액은, 현

재 보험제도에서 32.57 세디(95% CI: 31.01-34.12), 본인부담 2/3 시나리오에서 

40.30 세디(95% PI: 38.11-42.50), 본인부담 1/3 시나리오에서 49.00 세디(95% 

PI: 46.22-51.78)로 조사되었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된 최대지불용의금액

도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조사했을 때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이 낮아질

수록 증가하였다.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추정된 현재 보험에서 빈곤

층의 지불용의금액은 27.57세디, 중간층의 지불용의금액은 32.37세디, 부유층

의 지불용의금액은 36.65세디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인부담이 2/3으로 줄어

든 시나리오에서 빈곤층의 지불용의금액은 30.27세디, 중간층의 지불용의금액



은 40.92세디, 부유층의 지불용의금액은 47.98세디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이 1/3으로 줄어든 시나리오에서 빈곤층의 지불용의금액은 35.46세디, 

중간층의 지불용의금액은 49.26세디, 부유층의 지불용의금액은 60.07세디로 분

석되었다. 보험료 지불용의의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도시여부, 경제적 수준, 

선호의료기관 대기시간, 급여에 대한 지식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인

부담 수준에 따른 보험료 지불용의 변화의 영향요인은 경제적 수준, 성별, 교

육수준, 병원급 의료기관 선호여부,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찰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층의 보험가입확대를 위한 본인부담 정책의 타

당성 파악을 위해,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지불용의금

액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수준과 상관

없이 본인부담이 감소할수록 지불용의가 증가하지만, 빈곤층에서 지불용의 증

가는 비빈곤층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효용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호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이 좋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효용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랜드연구소의 1987

년 연구에서 본인부담이 감소할수록 의료이용량이 증가하고, 빈곤층에서 이러

한 증가가 더욱 크다는 결과가 시사하는 방향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개발

도상국에서는 선진국과 다르게 본인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증가되

는 사회적 후생의 상당부분이 빈곤층이나 취약계층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편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은 

보험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순히 전체적인 본인부담을 낮

추는 정책만으로는 빈곤층의 보험가입 정체를 해결하기보다는 보험가입의 불

형평성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높은 본인부담은 빈곤층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억제시키고,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 개선 정책을 쓸 때에는, 1) 

본인부담 개선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가 아닌 누진적 조세 등

을 통해 조달하거나, 2) 추가 소요 재원을 보험료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

한 3) 본인부담 감소를 위한 급여항목의 설정에서 빈곤층의 혜택이 증가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어 : 건강보험, 지불용의, 조건부 가치측정, 본인부담,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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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보편적 건강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부각 및 한계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에 대한 국제보건기구(WHO)의 정

의에 따르면, 보편적 건강보장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양질의 건강증진, 예방, 치

료, 재활 및 완화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

제적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1) 

1978년 알마아타 선언 이후에 일차보건의료강화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

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져 왔다.(2) 일차보건의료강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한정된 재원으로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

해 ‘Health for all’로 대변되는 취약계층의 보편적인 의료접근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차보건의료의 중요성은 2008년 World Health Report 2008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3)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

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보건의료 재원조달체계(Health financing system)가 부각

되면서, 의료전달체계에서 재원조달체계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WHO는 2010

년 “Health systems financing: the path to universal coverage”라는 제목의 

World Health Report를 통해 재원조달체계를 강조하였고, 국제연합(UN)도 2012

년 결의안을 통해 보건의료에서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기전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4, 5)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Social health 

insuran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4, 6) 건강보험방식은 보건의료서비스

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 제고, 재정적 위험 분산, 구매력 확대에 의한 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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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공급 증가효과와 의료서비스의 적정가격 유지 등의 경제적 편익효과와 함께 

추가적인 보건의료재정확보의 용이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 정부에서 선호되고 

있다.(7) 

그러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을 도입한 여러 개발

도상국에서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대다수를 차지

하는 빈곤층의 보험 미가입과 형평성이 최근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6-8) 제

도 도입 초기에는 중위 소득층 및 상위 소득층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이 늘어나

면서 국가 전체의 가입률이 상승되지만, 빈곤층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서 가입률이 정체되는 현상이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의 달성을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유효한 정책이 필수적임을 

생각할 때, 빈곤층의 건강보험 가입률 정체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제도에서 어떤 

제도적 개선이 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2) 건강보험 가입정체의 원인과 본인부담 문제 

 

빈곤층이 국가에서 권고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1) 국민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 2) 보험제도적 요인, 3)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로 한정하여 주요한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보험료, 2) 본인부담, 3) 서비스의 질, 4) 서비스의 접근

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험료와 본인부담의 문제는 보험제도적 문제에 속

하고,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의 문제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이다.  

그런데 보험료의 경우 보험가입과의 상관성이 높지만 현재 개발도상국이 직면

하고 있는 가입률 정체의 현실적인 원인 또는 해결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건강보험을 도입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세금과 목적세를 통해 상

당한 보험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개인에 대한 보험료는 받지 않거나 소득

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있고 빈곤층에게는 보험료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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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거나 경감하고 있다.(9) 

가나의 경우 보험료는 전체보험재정의 4.5%에 불과하며, 일인당 보험료는 세계

은행(World Bank)의 2013년 자료를 기준으로 가나의 일인당 국민소득의 0.2~1.4%

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나의 일인당 국민의료비에 비해서도 3.7~24.6%에 그치고 

있다.(10) 필리핀의 경우에도 일인당 보험료는 공식 부문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1.25%에 불과하며, 베트남도 공식 부문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1.5%에 불과하고 

보험재정에서 정부 부담이 약 50%에 달하며 증가추세에 있다.(11, 12) 즉 보험

료에 대해 국가의 세금을 통해 상당한 지원이 있고, 이로 인해 소득수준이나 평

균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에 비해 보험료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부

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층의 가입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여 보험료를 더 낮추더라도, 여전히 빈곤층에게는 건강보

험이 그들의 미충족 의료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입률 정체의 다른 보험제도적 원인으로 높은 본인부담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은 대개 기본적인 진료와 검사 및 약품은 무료로 

제공하나, 임상병리검사, 영상검사, 고가 약품 등 많은 부분에서 높은 본인부담

을 내도록 하고 있다. 높은 본인부담은 특히 빈곤층에서 의료접근성에 큰 영향

을 준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9, 13-17) 

본인부담을 감소시키면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지 않는 한 전반적인 

보험료는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를 높

이게 되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오히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개도국 건강보험은 공식부문은 의무가입으로, 

대부분의 빈곤층이 속하는 비공식 부문은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

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강

제가입을 통한 전국민보험을 곧바로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신 한국을 포함

한 여러 사회보험 선진국과 같이 소득이 파악되는 민간과 공공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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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부담 정책을 통한 빈곤층 건강보험 가입확대전략이 유효한지 평가

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빈곤층이 보험가입에 대해 부

여하는 가치가 비빈곤층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

하다. 보험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는 보험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편익으

로 생각할 수 있고 이는 보험료에 대한 지불의사로 측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찾기가 어렵다.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의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최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실시되었는데, 가나, 나이지리아, 

이란, 중국, 부르키나파소, 인도에서 연구가 있었다.(20-25) 이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기반건강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을 통해 지불의사

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였다. 인도의 연구에서는 인도에

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방식 별로 지불의사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으

나,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험에서 본인부담을 결정하는 정률부담제(co-insurance), 일정액 

공제제(deductible), 급여상한제(reimbursement ceiling)라는 세 가지 방식을 한가

지씩 제외한 시나리오 별로 지불의사를 측정했으나, 중국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본인부담 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이지,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지불의사에 대한 정

보는 분석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 결과에서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보험료 지불

의사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먼저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량에 관한 연구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미국 랜드연구소가 

본인부담 수준과 최대본인부담이 의료이용과 의료비 및 건강에 대한 영향을 분

석한 연구로, 미국 6개 지역에서 전체 연구 대상자 7,791명 중 5,814명을 대상으

로 1974년에서 1982년까지 행위별 수가제 방식에 대해 대규모로 무작위 대조 

시험을 실시하였다.(26) 이 연구에서 본인부담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의료이용량

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컸다. 그리고 본

인부담의 감소로 인해 불필요하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낮은 서비스를 더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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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지는 않았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본인부담이 늘면 꼭 필요한 서비스도 덜 

이용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유사한 연구로 Ridde와 Morestin (2011)은 아프리

카에서 연구된 본인부담과 의료이용간의 관계에 대한 종설 연구를 통하여 본인

부담을 없애면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빈곤층에서 가장 혜택을 보게 

된다고 보고하였다.(27) 이는 빈곤층에서 본인부담이 줄수록 보험료 지불의사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보험료 지불의사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다른 연구로 본인부담 수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위에서 언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Dror 등(2007)의 연구에 따

르면 저소득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보험료 지불의사가 낮지만 소득 대비 지불

의사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이 보험혜택이 증가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보험료 지불의사도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Dong 등(2003)과 Asgary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보험료 지불의사는 의료이용

횟수, 교육수준,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질 등과 관련이 높았다. 빈곤층

이 보통 교육수준이 낮고, 전달체계가 취약한 시골이나 빈민지역에 거주해 의료

이용횟수도 적은 것을 고려할 때, 보험혜택의 증가가 보험료 지불의사 증가와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원조달체계 문제 외의 의료전달체계 관점에서 건강보험 가

입 정체의 원인을 찾아보면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문

제를 생각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체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취약하

고,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따라 보험가입이 정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8) 그

러나 이러한 건강보험 외부의 의료서비스체계로 가입 정체 문제의 초점을 옮기

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제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제도적 요인과 

가입 정체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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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나의 건강보험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가나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사회건강보험을 도입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면서, 상당한 수준의 공식적 또는 비

공식적 본인부담이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 연구대상국가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가나의 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현재 제

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도입과정 

가나는 독립 이후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무상의료를 제

공하였다. 1970년대 경제성장의 정체와 함께 공공의료체계가 점차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짐에 따라 병원 서비스에 대한 낮은 본인부담이 도입되었고,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되었다. 이후 계속되는 보건의료비의 정부지출긴축으로 의

약품의 공급이 부족해졌고 서비스의 질이 악화되었다.(29) 

이에 따라 1983년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을 확대하

여 이른바 “cash and carry”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본인부담제도는 일부 

의료기관의 재정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악화시켰

다.(30) 

1990년대에 들어서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NGO가 주도하여 지역기

반 건강보험제도(Community based health insurance scheme)를 도입하였다. 이

러한 지역기반보험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가입자의 만족도도 좋았으나,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원의 한계로 인해 한정된 서비스만을 급여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보였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의료이용에서 기존의 

“cash and carry” 체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가나 국민들의 불

만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2000년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존 보

건의료체계의 개혁이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였고 2003년 가나국민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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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제 650호에 의해 도입되었다.(31, 32) 

 

□ 현재제도 

- 재원 

가나 건강보험의 재원은 2011년 기준으로 세금이 전체의 72.7%를 차지하고 있

고, 사회보장기금의 분담금이 17.4%, 보험료가 4.5%, 이자수입, 해외원조 등 기

타 수입이 5.4%를 차지하고 있다.(10) 세금수입은 2.5%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조달하고 있다. 그리고 공식부문 노동자로부터 징수되는 사회보장기금

에서 2.5%의 분담금을 건강보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은 보험료로 징수하고 있는데,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에 따라 지역별

로 연간 7.2 세디(약 3.7 USD, 2013년 공식환율기준)에서 48 세디(약 24.6 USD)

를 징수하고 있다. 

비공식 부문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18세 미만 자

녀, 70세 이상, 임산부, 빈곤층이 이에 해당된다. 빈곤층의 기준은 가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인 1) 수입원이 없고, 2) 고정된 거주지가 없고, 3) 동거하는 사람이 

고용되거나 고정된 거주지를 가지지 않고, 4)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부양

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4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여 기준이 매우 까다

롭다.(33) Ramachandra와 Hsiao의 연구(2007)에 따르면 가나 보건부는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는 빈곤층을 174만 명으로 추정하였고 이는 전체 인구의 약 9%에 

해당되나, 실제 빈곤층이 약 40%에 달하고 극빈층이 25% 이상임을 고려할 때 

많은 빈곤층이 보험료 납부와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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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가나 건강보험 재원 및 배분(출처: Mensah SA, 2013(35)) 

 

- 보장성 및 급여 

가나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률은 2011년 기준 가나 전체 국민의 33.3% 

(8,227,823명)에 그치고 있는데,(10) 가입자 중에서 취약계층으로 보험료가 면제

되는 58.3%와 공식부문에 해당되는 4.8%를 제외하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비공식

부문 가입자는 약 303.6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나 노동자의 약 88%

가 비공식 부문에서 종사한다는 조사결과와(36) 가나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73% (2011년, World Bank)라는 것을 고려하면 비공식 부문에서 건강보험 가입

률이 아직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건강보험의 가입률이 재산

이 많을수록 높고, 재가입률은 도시지역에서 높다는 것을 지적하였다.(37-40) 또

한 건강보험 가입률의 추세를 볼 때,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확대되었

으나 2011년에 들어서 가입자 수의 증가가 상당히 정체되고 있고,(10) 간접세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재원을 부담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빈곤층이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유층이 누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상태이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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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senso-Okyere 등(1997)이 가나 국민건강보험 도입 전 실시한 연구에

서는 비공식 부문에서 90%가 넘는 응답자가 보험가입을 희망하고, 63.6%가 매

달 5,000세디($3.03)를 보험료로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20) 이러한 차이는 

적정한 거리에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이거나 

혹은 보험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 비용을 청구하는 

본인부담의 문제일 수 있다. 또는 개인의 보험에 대한 이해나 가입절차의 문제

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Table 1-1. 가나건강보험의 가입자 추세  

 

 

가나 건강보험은 진료케이스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일차의료에 대해서는 포

괄적인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의에 의한 진료에서도 제외기준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와 입원 모두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33) 가나 

건강보험에서 명시하고 있는 급여 제외기준은 재활, 보장구, 성형수술, 심초음파, 

HIV 항바이러스제, 심혈관조영, 투석, 심장 및 신경계 수술, 암(유방암, 자궁경부

암, 전립선암은 급여), 장기이식, 해외진료와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원이 지원되

는 결핵 등의 서비스이다. 약품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600종 정

도의 제네릭 약품을 급여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체의 본인부담이나 급여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CT나 MRI 등의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하고, 각종 검사의 

급여기준을 지정하고 있고, 오리지널 약품은 본인의 선택 또는 의료인의 처방에 

따라 구입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환자의 본인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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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zili 등(2011)에 따르면 가나 건강보험이 급여항목으로 지정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본인부담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2) 국민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에 대한 가장 신뢰성 있는 조사인 Ghana Living Standard 

Survey는 5기 조사가 2005~2006년에 실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가나 국민의료

비에서 본인부담은 48%에 달한다. 하지만 이 시기는 가나 건강보험이 도입된 

초기이므로, 2012~2013년에 실시되어 곧 공개될 6기 데이터를 관찰할 필요가 있

다. WHO의 World Health Organization National Health Account database에 따

르면 2012년 국민의료비에서 본인부담의 비율은 29%이다.(43) 그러나 이 조사에

서 2005년, 2006년 본인부담 비율이 각각 21%, 29%로 Ghana Living Standard 

Survey의 48%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WHO에서 가나 데이터의 출처와 

조사방식을 나타내지 않아 현재로써는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44) 이

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가나의 건강보험은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재정적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접근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곤층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

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의 문제가 있으므로, 본인부담 지표 이상의 불형평

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지불제도 

가나의 건강보험제도는 초기에 행위별수가제로 시작하였으나, 높은 행정비용으

로 인한 비효율성으로 2008년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약품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등재된 600여 종의 약품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로 지불하고 있다. 

가나의 포괄수가제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에 기반하여 529개의 입원환자군, 

17개의 외래환자군으로 나누어 총 546개의 환자군별로 기준수가를 책정하고 있

다. 그리고 환자의 중증도, 요양기관 분류(공공병원, 민간비영리병원, 민간병원)

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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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의 건강보험제도 소결 

가나의 건강보험은 도입된 후 약 10년 동안 가입자 수와, 보험 급여 등에서 지

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건강보험을 도입하

고자 하는 여러 개발도상국에게 가나의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그러나 가나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60% 이상은 공식부문에 종사하거나 보험

료가 면제되는 집단에 속해 있고, 가나의 생산가능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

공식부문 종사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보험재정의 72.7%가 조세에 의해 조달되고 있고, 공식부문에서 기여하는 

비율은 17.4%이지만, 비공식부문에서 납입하는 보험료에 의한 기여는 4.5%에 불

과한 상태이다. 또한 가나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본인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재산이 많을 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보험의 재가입률이 높다는 가나에서의 기

존 연구결과는 비공식 부문의 건강보험 미가입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찰결과들은 가나의 건강보험제도가 개발도상국 중에

서 선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개발도상국 건강보험제도의 

빈곤층 가입률 정체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나에서 

본인부담 비율을 낮추는 정책이 빈곤층의 건강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유효한 정

책인지 살펴보는 것은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큰 의미와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된

다. 

 

(4) 연구의 필요성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건강보험은 

가입률 정체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비공식 부문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빈곤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보험체계 내의 

해결책으로 과도한 본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

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인부담 비율을 낮추는 정책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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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지불의

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는 개발도상국 중 대표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국

가인데,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빈곤층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

고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본인부담으로 인

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나에서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지불의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것

은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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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목표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 환경에서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의 변화

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건강보험제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

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과 가나 지역주민에 대한 질적조사를 통해, 지불의사 시나리오, 

질문 금액의 범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수립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본인부담에 따른 보험료 지불의사 추정모형을 수립하고 분

석한다. 

 

셋째, 빈곤층에서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지불의사를 비빈곤층과 비교하여 분석

하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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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1)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개념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아닌 환경, 여가 등의 비시장재나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 기반의 후생경제학적 방법론으로,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고 보건의료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에서 사

용되고 있다. 

설문을 통해 가상의 시장을 제시하여 개인의 지불의사를 조사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은 Ciriacy-Wantrup (1947)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실제 CVM은 Davis 

(1963)의 하버드 대학 박사논문으로 최초로 조사되었다.(45, 46) 그 뒤로 1960년 

대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비사용 가치(non-use value)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CVM

은 더욱 확산되었다.
1
  

이후 CVM은 Bishop과 Heberline (1979)가 기존의 부여가치에 대한 직접질문법

을 대신하여 양분형 선택법(예 또는 아니오로만 지불의사를 조사, dichotomous 

choice)을 고안하여 전기를 맞게 되었다.(47) 이러한 설문방법은 기존의 조사방

법에 비해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일상적인 경제행위와 개념적으로 동일하고, 자

신이 평가하는 가치를 정확히 응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응답자가 답하기가 

쉽고, 편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양분형 응답은 Hanemann (1984)에 

                              

1
 비사용 가치에는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증가치

(bequeath value) 등이 있다. 선택가치는 현재에는 대상 재화를 사용하지 않지만 미래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부여하는 가치이다. 존재가치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실제로 

이용하지 않지만 존재 자체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로 자연환경의 보존에서 널리 관찰된

다. 유증가치는 현재와 미래에 사용할 가능성이 없지만 후세대가 누릴 가치를 고려하여 

대상 재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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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효용이론과 연결되면서 후생경제학적 토대가 완성되었다.(48) 

이후 CVM은 후속질문을 통해 분석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이중경계 양분선택

법(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과 구간자료모형(Interval data 

model), 이중경계 양분선택법에서 첫 질문과 후속질문을 통해 조사되는 지불용

의가 동일하지 않은 현상을 보정하기 위한 이변량 프로빗 모델(Bivariate probit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 비모수적 추정법 등 다양한 기법으

로 발전하였다. 

CVM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킨 사건은 1989년 알래스카 주에서 

발생된 엑손 발데스호 기름유출사고였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CVM에 기반한 연

구결과를 통해 약 28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49, 50), 이에 

대응하여 엑손이 CVM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MIT의 경제학자인 

Diamond와 Hausman 등에 맡겨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에서 비사용가치 추정의 문

제점을 제기하였다.(51) 이러한 논쟁이 커지면서 미 연방정부 산하 미국해양대

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Solow와 Arrow를 포함한 6인의 노아 패널(NOAA Panel)을 구성해 

CVM에 대한 방법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CVM의 방법론적, 결과적 타당성을 

인정하고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한 연구기준을 제시하면서 이후 CVM이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52) 

 

2)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이론적 기초 

 

힉스(Hicks)의 보상잉여(Compensated surplus, CS)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수

량이나 질의 변화에 따른 효용이 이전상태의 효용수준과 동일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이 연구의 주제인 건강보험에 적용

해 볼 때, 건강보험가입과 변화하는 보건의료수준으로 인한 효용이 건강보험가

입 이전의 효용과 동일하기 위해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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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함수(Expenditure function)는 특정 효용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또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보상잉여는 지출함수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53) 

 

CS=e(p, q0;U0, Q, T)-e(p, q1;U0, Q, T)    (Ⅱ-1) 

  

 p : 사적재의 가격 

 q0 : 건강보험 가입 이전의 보건의료수준 

 q1 : 건강보험 가입으로 변화된 보건의료수준 

 U0 : 변화 전의 효용수준 

 Q :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되는 다른 공공재의 가격 

 T : 응답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변수 

 

조건부가치측정을 통해 응답되는 지불의사는 위의 힉스적 보상잉여를 직접적

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과 같은 간접적 가치측

정방법과 달리 복잡한 중간과정 없이 지출함수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생 증가를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보상잉여(CS)가 0보다 크다면 개인은 q1, 즉 

건강보험 가입을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보상잉여가 

보험료와 같아질 때까지 보험료를 지불하고자 할 것이므로 최대지불용의액

(WTP)은 보상잉여(CS)와 같다. 

 

3)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방법으로서 조건부

가치측정법 

 

이태진과 이수형(2006)은 지금까지 연구된 대부분의 보건의료사업의 가치평가

가 인적자본접근법을 바탕으로 측정되어, 전체적인 삶의 질 저하나 사회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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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같은 무형의 비용 및 편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이유로 기존의 인적자본접근법이 필요한 비용 및 편익 자료를 쉽게 수

집할 수 있고,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에 직접 지출된 비용과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나 미래소득의 감소 등을 명백히 수치화할 수 있어 측정된 

값의 신뢰성 문제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

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일반 재화와 달리 비사용가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정확한 비용과 편익의 

추정이 어렵고, 무형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53) 

Hanley 등(2003)도 조건부가치측정법이 논란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지만 학계와 정책결정자로 다방면으로 활용가능하고 강력하며 비용-

효과적인 조사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이

러한 연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54) 

특히 이 연구의 주제인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용의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된 바

와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다. 이는 건강보험이라는 서비

스가 많은 국가에서 개인별로 가입여부의 결정이 가능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

는 혜택이 명확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과 같은 일반적 보건의료정책이나 서비

스에 비해 사람들이 지불의사를 표현하기에 좀 더 유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연구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의사에 대해 

조건부가치측정을 통해 사람들의 지불용의를 측정한 것은 본인부담 비율을 줄

이는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연

구가 단순히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용의액의 추정 자체보다는, 지불용의액의 변

화와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가치측정을 통

해 정확한 지불용의액 추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과 비교적 거리가 있어 추

정결과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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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불의사금액 추정모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건부 가치측정에서 지불의사는 추정모형에 의해서 

유도되는데, 이는 조건부 가치측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조건부 가치측정

에서 사용되는 유도 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매법(bidding game), 

지불카드법(payment card), 개방형 질문법(open-ended), 그리고 양분선택형 질문

법(dichotomous choice)이 있다. 이중에서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단일경계(single 

bounded) 양분선택형 질문법과 이중경계(double bounded) 양분선택형 질문법으

로 나뉜다. 이외에도 삼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도 개발되어 일부 연구에서 사

용되고 있다.(55) 이러한 추정모형들에 대하여 Venkatachalam (2004)이 정리한 

종설논문을 인용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후, 이 연구에서 선택한 이중경계 양분선

택형 질문법에 대해 이론적인 배경을 좀 더 서술하고자 한다. 

경매법은 가장 오래된 지불용의 추정모형으로 사전에 결정된 경매시작액 범위 

내에서 무작위의 값으로 경매를 시작하여 ‘예’ 또는 ‘아니오’의 응답을 금액을 

변경하면서 반복하여 가장 높은 ‘예’의 구간을 찾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신뢰

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설문방법 설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방법의 

장점은 ‘시장과 같은’ 상황에서 응답자들이 그들의 선호를 응답할 수 있다는 것

과 응답자의 최대지불용의 구간이 좁아 분석의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설문을 하기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매 시작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다음으로 오래된 지불용의액 추정모형은 지불카드법인데, 일정한 범위의 지불

용의액을 카드로 나열하고 이 중에서 응답자가 자신의 지불용의액을 고르는 것

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응답자가 지불용의카드액수의 범위

에 영향을 받고, 그 중에서도 중간 값으로 편향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개발도

상국에서는 응답자들이 이러한 지불카드에 익숙하지 않아 응답이 부정확해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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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법은 응답자에게 직접적으로 공공재나 정책에 대한 최대지불의사

금액을 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응답하기가 편리하고 시작점 편의의 가능성이 

없다. 또한 다른 추정모형에 비해 낮은 금액이 조사되어 보수적인 추정치를 원

하는 경우에 유리하고 적은 표본으로 시행이 가능하다.(56)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많은 수의 무응답이나 저항입찰(protest bids)을 발생

시킨다. 저항입찰은 질문응답으로 인한 이득이 없는 경우 고의적으로 자신의 응

답을 거짓으로 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이해와 관계된 질문의 경우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지불의사금액을 응답하는 전략적 편의(strategic bias)와 

자신이 평가하는 가치에 대한 응답이 아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응답하는 문제도 

있다.(57, 58)  

이러한 기존의 유도방법의 문제로 인해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Bishop과 

Heberline (1979)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개발하였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전략

적 편의의 가능성이 최소화되고, 실생활에서도 양분선택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응답자가 가치에 기반하여 응답하기가 편하고 현실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시작점 편의와 순응편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개방형 질문법보

다 매우 많은 표본 수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57-59) 또한 개방형 최대

지불용의 측정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최대지불용의금액이 높게 분석되는데, 개방

형 질문의 전략적 편의 가능성과 응답의 어려움은 응답금액을 낮추게 하고, 양

분선택모델의 순응편의는 응답금액을 실제보다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60) 

양분선택모형은 이후에 Hanemann (1984)에 의해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으

로 발전하였는데, 첫 번째로 제시된 금액에서 ‘예’를 선택한 응답자에게는 처음 

제시금액의 2배를 제시하여 추가로 ‘예’ 또는 ‘아니오’ 중 응답을 얻는다. 첫 제

시 금액에 ‘아니오’를 택한 응답자에게는 첫 번째 제시금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시하여 추가 응답을 얻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양분선택모형의 여

러 장점과 더불어,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효율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하여 이전 단일경계방식의 표본 수 문제를 완화해 준다. 그러나 이중

경계방식은 여전히 개방형 질문법에 비해서는 많은 표본을 필요로 하고,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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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법과 동일하게 시작점 편의의 가능성이 있으며 분석방법이 다른 유도방법

에 비해 복잡하다. 

최근의 많은 조건부 가치측정 연구는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중요한 전기를 이룬 NOAA 패널의 보고서에서도 비사용가

치를 포함하는 조건부가치측정 연구에서 가능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52)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불의사금액 추정

모형은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택하였다. 구체적인 선택 이유는 이후 연구방

법에서 서술하겠지만, 그에 앞서 이 추정모형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Hanemann (1984)은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에서 응답자의 지불용의를 확률

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에 기반한 효용극대화(Utilization maximization) 

응답으로 해석하여 분석하였다.(48) 이러한 방식을 Hanemann (1991)은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에서도 적용하였고, 확률효용함수는 아래와 같다. 

 

u(j, y; s) = v(j, y; s) + εj, j = 0,1    (Ⅱ-2) 

 

여기서 j는 개인의 지불의사를 나타내고 0 또는 1의 값을 가진다. y는 소득을 

나타내고, s는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성별 등의 관찰 가능한 속성

을 나타낸다. 오차항 εj 는 독립적이고 평균이 0인 확률변수이다. 이 연구에서 

응답자에게 건강보험가입을 위해 A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을 때, 

응답자의 건강보험가입으로 인한 간접효용의 관계가 아래와 같다면 ‘예’라고 응

답하게 된다. 

 

v(0, y; s) + ε0 ≤ v(l, y - A; s) + ε1    (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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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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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v= v(l, y - A; s) - v(0, y; s) ≥ ε0 - ε1   (Ⅱ-4) 

 

여기서 ‘예’를 답할 확률을 P1으로 나타내면 아래 식과 같다. 

 

P1 = Pr { v(l, y - A; s) - v(0, y; s) ≥ ε0 - ε1} = Pr {Δv≥η} = Fη(Δv) (Ⅱ-5) 

 

η은 ε0 - ε1 이고, Fη(-)은 선택한 분포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이중경계 양

분선택형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중경계 모형에서는 첫 번째 응답(y1)과 두 번째 

응답(y2)의 조합으로 4개의 응답(예-예, 예-아니오, 아니오-예, 아니오-아니오)이 

만들어진다. i번째 설문응답자의 지불용의액 WTPi 가 z’iβ + ui 라는 가정과 ui

가 평균 0, 분산 σ
2
이라는 가정 하에서(z’I = 지불의사 설명변수, β = 각 설명

변수의 계수, ui = 오차항), 응답자의 지불의사응답은 아래와 같은 확률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1. y1 = 1 and y2 = 0.      (Ⅱ-6) 

Pr (s, n) = Pr (t1 ≤ WTP < t2) 

= Pr (t1 ≤ z’β + ui < t
2) 

= Pr [(t1 - z’β)/σ ≤ ui/σ < (t2 - z’β)/ σ] 

= Ф[(t2 - z’β)/ σ] - Ф[(t1 - z’β)/ σ] 

 

2. y1 = 1 and y2 = 1.       (Ⅱ-7) 

Pr (s, s) = Pr (t1 ≤ WTP, t2 ≤ WTP ) 

= Pr (t1 ≤ z’β + ui, t
2 ≤ z’β + ui) 

= Pr (t2 - z’β ≤ ui) (∵ t2 > t1) 

= 1 - Ф[(t2 - z’β)/ σ] 
 

3. y1 = 0 and y2 = 1.       (Ⅱ-8) 

Pr (n, s) = Pr (t2 ≤ WTP <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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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t2 ≤ z’β + ui < t
1) 

= Pr [(t2 - z’β)/σ ≤ ui/σ < (t1 - z’β)/ σ] 

= Ф[(t1 - z’β)/ σ] - Ф[(t2 - z’β)/ σ] 

 

4. y1 = 0 and y2 = 0.       (Ⅱ-9) 

Pr (n, n) = Pr (t1 > WTP, t2 > WTP ) 

= Pr (t1 > z’β + ui, t
2 > z’β + ui) 

= Pr (t2 - z’β > ui) (∵ t2 < t1) 

= Ф[(t2 - z’β)/ σ] 

 

위의 4개의 식을 이용하여, β와 σ값의 추정을 위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식을 유도하면 아래와 같다. 

 

    
                

     
                 

                 
                (Ⅱ-10) 

 

  
  ,   

  ,   
  ,   

  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이분형 변수이고 각 개인의 선택

을 의미한다. 위의 식을 통해 추정된 β와 σ값을 통해 지불용의액((Wilingness 

to pay, WTP)의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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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연구수행체계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목표와 관련된 가나와 다른 국가에서의 기존 연구

를 분석하여 연구목표를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에 대한 일대일 면접과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1차 질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를 통해 지불용의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개념적 분석틀을 설정하여 지불용의 분

석 모형을 수립하였다. 2차 질적조사는 제시금액 구간과 지불용의 유도방법의 

구체화를 위해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일부 

볼타지역 주민과 가나 NHIS 직원을 대상으로 양적조사 설문지에 대한 사전조사

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조사문항을 수정하였다. 마지

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볼타지역 18세 이상, 70세 미만의 전체주민에서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경제수준과 본

인부담 수준에 따른 보험료지불의사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Figure 3-1. 연구수행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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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가치측정 모형 설계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해 응답자가 평가

하는 가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설문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 

편의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타당성을 인정한 노아 

패널은 타당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기준을 정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노

아 패널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대상재화 및 시나리오 

 

이 연구는 가나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와 본인부담 수준을 

2/3, 1/3으로 감소시킨 2개의 가상의 서비스를 포함해 총 3가지 본인부담 방식

에 대한 볼타 지역 주민의 지불의사를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였다. 

이 연구에서 가상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측정을 목표로 하는 조건부 가치측

정법을 이용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측정하는 이유는 가나

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건강보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실제 선택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시골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가입여부로 주민들의 지불의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응답자에게 구체적인 대상재화의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전에 조건부 가치측정

의 이해를 위해 아래의 설명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건부 시장의 배경을 이해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의 사회 연대 목적과 위

험분산 원리를 설명한다. 즉 건강보험은 갑작스러운 질병발생으로 개인이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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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큰 의료비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보험료의 형태

로 의료비를 분담하는데, 보험료의 책정은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소득에 의

해서 책정되어 건강이 나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더욱 큰 제도임을 설

명하였다. 

다음으로 조건부 시장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현재 보험제도의 본인부담 

문제를 설명하였다. 즉 주민들에게 가나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병원 이

용 시 지불하는 직접 부담금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진찰비, 검사비, 수

술비, 약품비, 비공식적 서비스, 비공식적 대가에서 환자 본인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가나에서 비공식 비용을 제외한 전체 의료

비 중 본인부담의 비중이 조사에 따라 29~48%에 달한다는 것과 이로 인해 환자 

부담 의료비가 증가하거나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후 조건부 가치측정에서의 유의사항으로 조건부 가치 측정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전략적 선택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응답자의 보험료 책정과는 상관없는 

주민들의 보험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부러 높거나 

낮은 용의금액을 선택할 때 생기는 문제를 설명하고 최대한 정직하게 지불용의

금액을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본인의 예산선과 상관없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품에 대해 높은 지불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말고 본인의 건강상태와 재산 또는 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응답할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응답하는 지불용의금액이 식

품이나 교육과 같은 다른 상품 구입을 위한 재원을 감소시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적응을 위해 보험가입상태,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 횟

수 및 총액, 가입 및 갱신 의사, 보험을 통한 의료비 절감 추정금액을 물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해 보험료는 매년 납부하게 되며, 

피보험 자격은 보험증 발급 후 1년간 유효하다는 것과, 보험료는 건강상태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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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차이가 없고 오직 소득에 따라 개인별, 지역별로 부과한다는 것을 설

명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특성상 보험료를 내더라도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

은 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료서비스

를 많이 받게 되면 혜택이 증가함을 설명하였다. 

2개의 가상의 서비스는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 축소와 관련된 시나리오로 보

험가입자의 평균진료비에서 본인부담비율을 현재의 2/3, 1/3으로 각각 감소시켜, 

보험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 연

구에서 진료비는 성형수술, 일반의약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검진, 비공식 진료비

는 비보험 항목으로 보고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의를 사용한 이유는 국제

적으로 사용되는 국민건강계정(Total health expenditure)에서 본인부담의료비

(out-of-pocket health spending)가 일반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성형수술 등을 포

함하고 민간보험료는 제외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나타내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61) 

시나리오 설명 시 앞선 설명에서 현재 보험제도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지난 한 해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세디인 보

험가입자는 같은 빈도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67세디, 33세디로 본

인부담 의료비가 감소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감소로 

의료기관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되면 이보다 혜택이 더 커짐을 설명하였다. 마지

막으로 이런 본인부담 변화 외에 현재 보험제도와의 차이는 없음을 설명하였다. 

 

(2) 지불형태 

 

가상적인 시나리오 설계에서 지불형태는 응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평

가의 대상과 적절한 연계를 가질 때에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보험료라는 명확한 지불형태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고, 보험료의 납입 방

법은 현재 가나가 적용하고 있는 연간 보험료 형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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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나에서 공식부문의 경우 급여에서 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불하

고 있어 납입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연간 보험료 형식을 사용할 때 개인의 선호

에 따른 할인이 존재할 수 있으나, 연간 보험료의 경우 댐 건축과 같이 장기간

이 소요되는 사업에 비해 선호에 따른 할인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것이고, 가나 

주민의 다수인 88%가 비공식 부문임을 고려하여 연간 보험료 방식을 택했다. 

 

(3) 지불유도방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한 실증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불유도방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네 가지로 개방형 질문법, 경매법, 지불카드법, 양분선택형 질

문법이 있다.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무작위로 제시된 금액에 대해 예-아니

오를 답하는 단일경계 양분선택형과 1차 양분선택질문 후에 결과에 따라 후속

으로 2차 양분선택을 하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으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경우에 적합한 

개방형질문법과, 추정의 효율성이 높아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양분선택형 질

문법 두 가지 지불유도방법을 사용하였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후속질문이 있

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으로 조사되어 지불용의금액을 분석하였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은 각 시나리오 별로 첫 번째로 제시된 보험료를 지

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응답자에게는 처음 제시금

액의 2배의 보험료를 제시하여 추가로 ‘예’ 또는 ‘아니오’ 중 응답을 얻는다. 첫 

제시 금액에 ‘아니오’를 택한 응답자에게는 첫 번째 제시금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시하여 추가 응답을 얻는다. 

 

(4) 지불의사금액 추정모형 

 

앞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대한 고찰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지불용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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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정을 위해 Hanemann (1984, 1991)이 사용한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에 기반하여 정규분포를 가정한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였다. 

Hanemann (1991)의 모델은 이후 Cameron과 Quiggin (1994)이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에서 응답자가 생각하는 지불용의액이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

적하면서,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제시하였고(62), Whitehead (2002)가 두 번째 

응답의 이동(shift)효과와 정박(anchoring)효과를 고려한 확률효과모형을 제시하

는 등 지불용의액의 변화를 보정할 수 있는 여러 기법이 도입되었다.(63) 그러

나 Albernini (1995)에 따르면 Hanemann (1991)의 추정모형이 응답자의 지불용

의액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이변량 프로빗 모형과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한 추정값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64) 또한 대개 Hanneman 

(1991)의 추정모형은 이변량 프로빗 모형이나 확률효과모형에 비해 낮은 추정치

를 제시하여 좀 더 보수적인 추정을 하게 한다. 게다가 새로운 여러 기법들도 

학술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아직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조건부가치측정 연구에서 Hanemann (1991)의 추정모형은 여전히 활발히 사용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연구의 주제가 지불용의액 추정 자체보다 여러 조건에 

따른 지불용의액의 변화와 변화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

인 Hanemann (1991)의 추정모형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지불용의액의 변화와 변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시나

리오별 지불용의액의 추정을 동일한 개인에 대한 반복측정으로 보고, 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관찰값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2
 이러한 분석은 이

중경계 양분선택형 추정모형과 개방형 질문형 추정모형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2
 여기에서 언급된 확률효과모형은 앞서 Whitehead에 의해 도입된 확률효과모

형과는 다르다. Whitehead는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해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을 동일한 개인에 대한 반복측정으로 보고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지불용의

액을 추정하였고, 이 연구에서 적용한 확률효과모형은 동일한 개인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별 지불용의액을 반복측정한 것으로 보고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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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다. 

 

(5) 제시금액 설계 

 

제시금액 선정을 위해 2차 질적조사를 통해 일반 주민에 대해 측정하고자 하

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뒤 개방형과 경매법 유도방식을 통하여 측

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각 시나리오 별 제시금액을 4개씩 선정하여 응

답자에게 무작위로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흔히 4

개 또는 6개의 제시금액을 사용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많은 제시금액이 오히려 

모형 적합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보험제도에서 지불용의금액의 경

우 현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지불용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다르게 설정

하였다. 현재 보험제도의 경우 보험비가입자는 5, 10, 20, 40세디를 최초제시금

액으로 하였고, 보험가입자는 10, 20, 40, 80을 최초제시금액으로 하였다. 본인부

담을 2/3, 1/3으로 감소시킨 시나리오에서는 2차 질적조사에서 응답금액의 차이

가 나긴 했지만 구간을 다르게 할 만큼 차이가 나지 않아 동일하게 10, 20, 40, 

80세디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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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질적조사 

 

1) 조사목표 및 설문항목 

 

1차 질적조사의 목표는 1) 건강보험 가입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양적조사에서 

사용될 개념적 틀을 수립하고, 2) 양적조사에서 보험료 지불의사의 측정에 사용

할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경험과 이유를 폭넓게 질문하는 것을 주질문으로 하

고, 보조질문으로 건강보험 가입 장애요인을 미충족의료, 의료서비스요인, 보험

요인, 개인적 요인의 관점에서 상세히 질문하였다. 

 

2) 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 

 

1차 질적조사에서는 양적조사의 대상지역인 볼타주 내 25개 District에서 미충

족 의료와 건강보험가입 장애요인이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이 다를 수 있음을 고

려하여,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에서 각각 1개 District를 선정하였다. 두 지역은 도

시지역을 대표하는 Ho Municipality와 시골 지역을 대표하는 Adakulu District이

다. 

그리고 각각의 District에서 2개씩 마을을 선정하였는데, Ho Municipality의 경

우 마을이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중심병원인 Ho 병원에서 도보로 

30분 이내 거리인 마을과 1시간 이상인 마을을 각각 선정하였다. Adakulu 

District의 경우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중심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도보로 30분 이내인 마을과 1시간 이상인 마을을 각각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위의 두 지역에서 목적적 표집과 스노우볼 표집을 통해 지역의 

국민건강보험 관리자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구성원을 선발하여 1:1 심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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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지역 건강보험 사무소 직원 

- 관리자 
- 홍보담당 
- 경영정보시스템담당 
- 회계담당 

 지방정부 구성원 
- 지자체장 
- 재무책임자 
- 조정책임자 
- 지역의회의원 
- 지역사회대표 
-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지역 보건 관리자 
- 보건국장 
- 의료기관 보험청구 담당 

 

3) 자료 수집 방법 

 

1차 질적조사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외 

주요이해관계자에게는 1:1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는 혼합 조사 방식을 택하였다. 

심층 면접은 총 35명에게 30~70분 간 실시되었고, 초점집단인터뷰는 총 12개 그

룹에게 실시되었다. 초점집단은 8~11명의 주민들로 구성되었고 30~60분 간 볼타

지역 토속언어인 Ewe어로 통역을 통해 실시되었다. 

모든 조사는 사전동의절차를 거쳐 실시되었고, 음성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절차

는 Ghana Health Service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해 사전에 승인되었다. 

 

4)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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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 및 태도를 폭넓게 이해하고 본질

을 도출하기 위하여, 질적조사 분석방법인 내용분석과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서 주요하게 의미하는 바를 밝혀내고, 상위개념을 도출

하고, 핵심주제를 밝혀내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내용분석을 위해 자료를 모두 녹취한 후 녹취한 자료를 텍스트화한 뒤 

수집한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개방 코딩한 뒤 유사한 문장

과 단락으로 모아 구분하고, 구분된 문장과 단락을 범주화하여 명명하였다.(65) 

다음으로 범주화된 자료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제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통해 범주화된 텍스트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찾아내고, 이러한 개

념들 사이의 상호관계와 의미의 흐름을 파악하여 핵심 주제를 파악하였다.(66) 

 

 

Figure 4-1. 1차 질적조사 분석과정 

 

5) 연구결과 

 

질적조사 참여자들은 그들의 의료필요와 건강보험의 가입의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질, 보험료에 대한 부담, 건강보험 가입 및 갱신의 

절차, 보험가입 후 본인부담, 의료이용과 보험에 대한 지식과 태도 측면에서 주

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의료시설, 의료인력, 약품 등에서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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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충족되지 못하는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약품에 대한 불만족과 가입해도 여전히 약품이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은 참여자들이 보험가입의 장애요

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 가입이나 갱신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불편함, 보험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의 문제도 관찰되었다. 

이들의 응답은 크게 5개의 범주와 14개의 주제로 분석되었다(Figure 4-2). 5개

의 범주는 1) 보험가입자에게 불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의 질, 2) 보험료에 대한 

부담, 3) 불편하고 불친절한 보험가입과정, 4) 보험에 가입해도 여전히 높은 본

인부담, 5) 의료와 보험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으로 도출되었다.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역사회는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원인은 기대하는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

한 것이 한 원인이고, 다른 원인은 그만큼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의 질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

의 인력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원인은 1차 의료기관의 인력의 역량과 권한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1차 의료기관에서 약품은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다양하고 충분하

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의 원인은 1차 의료기관의 약품 처방 권한으

로 인한 것도 있지만, 상당부분 보험급여 지연과 운영자금의 부족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의료인이 불친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를 구분하여 비가입자에게 더 

빠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반 주민들에게 의료인들이 부적절한 언

행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원인이었다. 

실제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나 약품 급여 혜택이 한정적이어서 현금을 지불하

는 사람에 비해 서비스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차별감은 보험급여의 한계에

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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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서비스 질에 대한 분석, 특히 접근성에 대한 분석이 차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ure 4-2. 의료필요와 보험가입 장애요인에 대한 주제분석 결과 

 

보험료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불만을 살펴보면, 보험료는 보험가입과 갱신의 중

요한 결정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인 및 주변에 보험가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상담함을 고려할 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비가입자 중에서도 빈곤계층

에서 보험가입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판단된다. 

보험가입과정의 불만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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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갱신 절차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주민들은 카드발급이 즉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NHIA 직원들도 이에 대한 문제

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의가입이 가능한 가나건강보험의 특성 상, 가

입대기시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역선택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노인이나 문맹층과 같이 갱신일을 관리하기 힘든 

계층에서 재가입 탈락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NHIA 사무소

의 태도는 보험가입확대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항상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등록

과 갱신 절차 등 주민들의 필요로 하는 정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사무실까지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있

었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주민들은 매년 방문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보이며, 보험 가입 및 갱신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판단된다. 

보험에 가입해도 본인부담이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처방 

받은 약품이 대개 무료가 아닌 것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았다. 이러한 본인부담에 

대한 부담은 주민들의 보험 가입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

해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약품에 대한 급여 확대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주민들과 NHIA응답자에게서 관찰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처

방 받은 보험 급여 약품이 환자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매우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직전에 언급된 “처방 받은 약품이 대개 무료가 아님”이라는 주제

와 같은 원인에서 나타난 다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약품 

급여 확대 검토의 타당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약품 이외에 병원 서비스에서 본

인부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었다. 이러한 불만의 빈도는 약품에 

비하면 낮지만, 병원 서비스에서 본인부담이 발생되는 상황은 약품에서보다 좀 더 

심한 질병일 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부담의 강도는 더 높을 가능

성이 있다. 다만 본인부담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주는 약품이나 서비스 

급여 혜택이 가입하기에 충분히 크다고 보는 인식도 있었다. 

의료와 보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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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는 비가입층의 상당수가 건강에 문제가 적은 

그룹인 역선택의 문제이거나 건강에 대해 무지하거나, 종교나 문화적인 이유가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선택의 경우 가나의 건강보험이 1년 단위로 갱신되

는 비강제가입 보험이면서, 가입이나 비가입에 따른 보험료의 인센티브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나,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인해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주로 취약계층에서 

있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

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가입 및 갱신 방법에 대한 무지로 가입이나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농촌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1차 질적조사를 통해 이상과 같이 5개의 범주와 14개의 주제로 보험가입의 

장애요인을 분류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주민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와 보험급여의 부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보험가입과정의 불편함

이나 보험에 대한 무지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보험료는 부담을 언급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보험가입을 주변에 권유한다는 응답

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서 문제가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차 질적조사를 통해 조사할 보험료 지불의사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는데, 

본인부담 외에도 보험가입 장애요인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 의료기관과의 거

리와 약품의 급여수준에 대한 시나리오도 포함하여 총 7개의 시나리오를 선정

하였다. 이들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현재보험급여와 현재의료서비스 수준에서 최대지불의사 

 평균본인부담을 현재에서 각각 2/3, 1/3로 줄였을 때 최대지불의사 

 모든 약제를 급여화하되, 약품의 선택을 의학적 필요에 따라 의료인이 

결정하는 경우 최대지불의사 

 의료기관과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가장 선호하는 기관이 도보로 

각각 2시간,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최대지불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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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질적조사 

 

1) 조사목표 및 설문시나리오 

 

2차 질적조사의 목표는 1차 질적조사에서 도출된 보험료 지불용의 시나리오를 

실제 연구대상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여, 양적조사에서 사용할 지

불용의 제시금액 구간과 지불용의 유도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1차 질적조사를 통해 보험가입 장애요인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 보험급여수

준과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총 7개의 시나리오를 테스트하였다. 이들 시나리오

는 아래와 같다. 

 현재보험급여와 현재의료서비스 수준에서 최대지불의사 

 평균본인부담을 현재수준에서 각각 2/3, 1/3으로 줄였을 때 최대지불의사 

 모든 약제를 급여화하되, 약품의 선택을 의학적 필요에 따라 의료인이 

결정하는 경우 최대지불의사 

 의료기관과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가장 선호하는 기관이 도보로 

각각 2시간,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최대지불의사 

 

2) 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 

 

2차 질적조사의 대상지역은 1차 질적조사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2개 District에서 지역의료기관과의 거리에 따라 각각 2개 

마을을 조사하였고, 각각의 마을에서 3명의 마을주민을 조사하여 총 12명을 조

사하였다. 대상자는 각각의 마을에서 가급적 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를 모두 포

함하도록 목적적 표집을 통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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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방법 

 

2차 질적조사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1:1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총 12

명에게 40~70분 간 실시되었다. 영어가 가능한 주민에게는 영어로 인터뷰를 진

행하였고, 영어가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볼타지역 토속언어인 Ewe어로 

통역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모든 조사는 사전동의절차를 거쳐 실시되었

고, 음성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Ghana Health Service의 IRB를 통해 사

전에 승인되었다. 

 

4) 연구결과 

 

2차 질적조사를 통해 조사된 7개 시나리오별 주민들의 보험료 지불의사는 아

래 Table 5-1과 같다. 전반적으로 현재 보험료의 최대지불의사는 현재 보험료 

수준인 10세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서 대개 지불용의가 상승하였다. 약제급여확대 시나리오에서는 대개

의 응답자에서 현재 보험에서의 지불용의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응답자에 따라 

편차가 컸다. 선호 의료기관의 거리에 따른 지불용의 변화에서는 대체적으로 가

까울수록 지불용의가 상승하였지만, 일부 응답자에서는 거리에 따른 변화가 없

었다. 이는 거리가 선호하는 기관에 대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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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시나리오별 보험료 최대지불의사 

응답자 지역 
성

별 

보험 

가입 

형태 

현재 

보험 

본인

부담 

2/3 

본인

부담 

1/3 

약제

급여 

확대 

30 분 

거리 

1 시간 

거리 

2 시간 

거리 

1 Adakulu M 가입 20 50 100 50 60 20 20 

2 Adakulu M 가입 10 30 35 50 55 40 30 

3 Adakulu F 비가입 17 10 15 15 - 17 10 

4 Adakulu F 가입 5 10 12 12 12 10 5 

5 Adakulu M 비가입 3 4 5 6 7 7 7 

6 Adakulu M 가입 10 10 10 12 12 6 2 

7 Ho F 가입 20 20 20 30 20 18 16 

8 Ho M 가입 14 20 30 50 14 14 14 

10 Ho M 비가입 40 60 65 70 75 65 60 

11 Ho F 비가입 70 80 80 90 90 70 50 

12 Ho M 가입 15 25 40 40 15 15 10 

 

2차 질적조사에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본인의 지불의사를 과소 보고하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응답하거나,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현재 보험체계에서 지불의사가 보

험료 보다 낮은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응답자들은 

응답한 최대지불의사보다 높은 보험료를 제시하고 본인의 보험 가입 또는 갱신

의사를 재확인한 뒤 최대지불용의를 다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도는 현재보험조건에서의 최대지불용의의 경우 비교적 

이해도가 높았으나, 본인부담 감소 시나리오나 약제급여방식 변경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이해가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거리에 대한 시나리오는 

선호의료기관의 거리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고려

와 의료이용횟수 변화에 대한 고려가 쉽지 않아 많은 응답자들이 답변을 어려

워하였다. 이에 따라 거리에 따른 지불용의 분석은 소요되는 시간과 응답의 신

뢰성을 고려하여 양적조사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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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체계에서 최대보험료 지불의사금액의 유도는 지난 1년 간 의료비 지

출 횟수 및 총 금액을 조사한 뒤 본인이 느끼는 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액

을 응답하도록 했다. 이런 사전질문을 통해 좀 더 쉽게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빠

르게 최대지불용의액을 응답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인부담 감소 시나리

오도 마찬가지로 지난 1년 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나리

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절감액을 설명하고 의료기관 이용빈도가 많아지면 절감

혜택이 더 커짐을 설명하였을 때 좀 더 쉽게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약제급여

방식 변경 시나리오는 지난 한 해 쓴 약제비 총액을 먼저 확인한 뒤 이 시나리

오에서는 약값이 하나도 안 들지만 의료인이 질환의 종류나 심각성을 고려해 

처방한다는 설명을 했을 때 주민들이 비교적 쉽게 보험료 최대지불의사를 응답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2차 질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적조사에서 현재 보험제도에 대한 

지불용의 질문의 제시구간은 현재 보험제도에 대해서 보험가입자는 10~80세디, 

비가입자는 5~40세디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인부담 감소와 약제

급여 변경에 따른 보험료 지불의사는 현재보험 때보다 증가하지만 제시구간을 

높일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아 본인부담 감소 및 약제급여 변경 시나리오 모두

에서 10~80세디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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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적조사(본 설문조사) 

 

1)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역 

 

양적조사는 가나 볼타 주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볼타 주의 주도는 Ho

이며, 가나의 동쪽에 위치하여 토고 공화국과 인접하여 있고 남쪽으로는 기니아 

만에 접해있다. 전체 인구는 2,118,252명이며 전체 면적은 20,570km
2
이고 전체 

가나 면적의 8.6%를 차지한다. 주민들의 다수는 농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등 기타 직종의 비율은 가나 전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의사

인력은 Ho 지역이 인구 9800명당 1명의 의사인력이 있고, 다른 볼타지역은 

21500명당 1명으로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이로 인해 농촌 마을의 대부분은 

전통의료인이 존재하며, 도보로 도착할 수 있는 병원을 가진 마을은 1.4%에 불

과하다. 이에 따라 NHIS에 가입되어 있는 인구도 2012년 기준으로 8.3%에 불과

한 실정이다.
3
 

 

(2) 연구대상집단 및 표본설계 

 

이 연구의 모집단은 가나 볼타지역의 18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으로 하며, 표

집집단은 가나의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3단계 추출(인구비례 집락

                              

3
 가나 볼타지역은 KOFIH의 모자보건사업과 가나 NHIS의 인두제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이 연구 뒤에 후속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차후 준실험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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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가구 무작위층화계통추출, GRID를 통한 가구원 무작위추출)을 통해 표본

을 추출하였고, 조사된 최종 응답자 수는 918명이었다. 가나의 경우 가구단위 

가입이 아니라 개인별 가입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원과 가장의 구분 

없이 모든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단계 표본추출은 볼타주의 선거구(Enumeration area)를 표본구 단위로 하여, 

90개의 선거구를 인구비례 층화추출(population-proportionate cluster sampling)

을 하였다. 층화변수는 도시거주여부 변수와 해안/중간/내륙 변수를 사용하였다. 

2단계 표본가구 추출은 60개 각 표본구의 전체 가구리스트에서 15 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총 900가구에서 성인 900명을 조사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실제로 총 

918 가구에서 성인 918명을 조사하였다. 추가된 18명은 예비가구로 선정되었던 

가구에서 추가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표본구 단위와 층화변수 선택 등의 표본추출 방식은 가나통계청이 실

시하는 Demographic Health Survey (DHS)를 포함한 많은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방식이다. 이번 연구의 표본구 및 표본가구 추출은 가나 통계청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었고, 이에 필요한 선거구와 가구 명단은 가나 통계청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된 918명 중에서 지불용의 제시액 중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Yes를 택하였

는데 두 번째 제시금액이 낮거나,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No를 택하였는데 두 

번째 제시금액이 높게 제시된 11건을 제외하고, 지불용의와 관련된 질문에서 결

측치가 있는 15건과 경제적 수준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정보에서 결측치가 있는 

27건을 제외한 865명을 최종적인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모든 통계적 분석에서 유의성의 기준은 유의수준 10%, 5%, 1%를 사

용하였다. 

 

(3) Wealth Index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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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상자의 경제적 지위(Economic status)는 성, 연령, 교육수준과 함께 사회

경제지표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지위가 건강상태나 보

건의료서비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67, 68) 

이론적으로 가구의 부의 측정은 화폐단위의 소득 또는 지출로 측정된다.(69)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소득자료를 얻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대다수가 비공식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화폐적 수입이 많아 설문대상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실제 경제수준을 반영

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다. 지출에 대한 정보는 수입에 비해서는 신뢰성이 있

다고 알려져 있으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적용하

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수입이나 지출보다는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인 자동차, TV, 휴

대폰 등의 가구소유물이나 주택의 특성인 상수도원, 하수시설 등을 측정하여 주

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지표를 산출하는 자산 기반 측

정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69) 이러한 방식은 전세계 대다수의 개발도상국

에서 보건의료지표의 생성을 위해 조사되는 Demographic Health Survey (DHS)

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지출 지표에 비교하여 지표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70) 

주성분 분석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약하는 분석법으로, 서로 연관

성이 있는 여러 변수를 서로 상관성이 없는 새로운 벡터들로 직교변환을 한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부와 관련된 여러 변수의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분을 

추출하고 이를 경제적 지위의 대리변수(Proxy Indicator)로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지위에 대한 지표 산출을 위하여, 주관적 경제수준과 일

년가구 소득을 조사하였다. 여기에 비공식 부문에 있어서 화폐단위로 소득을 환

산할 수 없는 응답자를 고려하여 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구 자산을 측정

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주성분분석

을 통해 고유값(Eigenvalue)이 가장 높은 1개의 주성분을 도출하였다. 주성분분

석에 이용된 변수는 주관적 경제수준, 성인 일인당 일년 가구 소득, 교통수단소

유(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성인 일인당 방수, 성인 일인당 농지면적으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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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수를 이용하여 경제적 수준을 산출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산출된 경제적 수준은 0을 중심으로 연속형 변수로 나타

나는데, 이 연구에서 빈곤층과 중간층 및 부유층은 위의 변수를 3분위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그리고 3분위로 나누어진 순위형 변수는 경제적 수준별 지불용의금

액을 추정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지불용의에 대한 영향요

인을 분석할 때에 경제적 수준의 변수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 산출된 연속형 변

수를 사용하였다. 

 

(4) 영향요인 분석의 개념적 틀 

 

Mathauer 등(2008)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건강보험가입요인을 분류하여 5개 

그룹(지역사회특성, 개인과 가구의 특성, 보건의료서비스 특성, 보험 특성, 보험

대체수단으로 분류하였다. 지역사회특성은 사회의 연대와 호의 및 신뢰, 사회적 

자본 등을 포함하였다.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서는 성, 연령, 건강상태, 가구원 

수와 같은 사회인구적 요인과 함께 위험분산에 대한 선호나 가격민감도 및 소

득 등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특성은 의료기관과의 지리적 

접근성, 서비스의 질과 약품의 이용가능성, 의료비와 의료비용의 변동성, 재난적 

의료비 등을 포함하였다. 보험 특성에는 보험료와 본인부담 및 급여범위 등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의 대체 수단으로는 의료비 면제 대상, 지역기반 

건강보험, 의료비용 분담을 할 수 있는 연대그룹의 존재를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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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건강보험가입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Mathauer 등(2008)의 개념적 틀 

 

 

Jehu-Appiah 등(2011)은 Anderson 모형을 기반으로 보험가입에 대한 요인을 개

인적 요인, 보험요인, 공급자 요인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요인은 소인

성 요인과 가능요인 및 필요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공급자 요인은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의 적절성 및 의료인의 태도로 구분하였다. 보험요인은 보험사무소의 위

치와 행정절차의 편의성 및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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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건강보험가입 영향요인분석을 위한 Jehu-Appiah 등(2011)의 개념적 틀 

 

이 연구에서는 빈곤층에서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보험료 지불용의를 측정한 

조건부 가치측정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관련 연구의 개념적 틀과 1차 

질적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건강보험 가입 장애요인을 종합하여 지불용의 분석

을 위한 개념적 틀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지불용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조건부 가치측정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보험료 지불의사의 영향요인으로 분석할 

개념적 틀은 크게 의료필요, 의료서비스요인, 보험요인, 사회경제요인으로 구분

하였고,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시켜 도식화하여 아래 Figure 6-2와 같이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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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보험료 지불의사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5) 분석 변수 및 변수 정의 

 

위에서 기술한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및 1차 질적조사 결과를 통해 

양적조사에서 연구의 지불용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분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경우 우측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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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양적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와 변수정의  

Variables Category Definition 

Socioeconomic variables 

Gender 
Male  

Female  

Age (year) Continuous variable  

Wealth 

Upper 66.66=<Weighted percentile*  

Middle 33.33=<Weighted percentile<66.66 

Lower 0=<Weighted percentile<33.33 

Education 

Non  

Primary  

Middle  

Secondary  

Higher  

Urban/Rural 
Urban  

Rural  

Health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 

Perception on physical health in general 

Good 

Fair 

Poor 

Very poor 

No. of healthcare needs 
The number of times respondent needed 

orthodox healthcare for past 1 year 

Malaria 

(No/Yes) 

Had the condition during the past one year 

Diarrheal disease 

Respiratory infection 

Hypertension or Diabetes mellitus 

Musculoskeletal disease 

Injury 

Health service 

Preferred 

facility** 

Hospital Government, Private or Non-profit hospital 

Other 
Health center/Health 

post/CHPS/Pharmacy/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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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km)  

Usual waiting time in the preferred 

facility (Minute) 
 

Insurance scheme 

Knowledge for benefit on medicine 

and outpatient visit  

(No/Yes) People who answered as ‘No’ or 

‘Don’t know’ when they are asked whether 

medicine or outpatient visit is covered by 

NHIS are classified as ‘No’ 

Knowledge for benefit on inpatient 

service, diagnostic service and 

surgery 

(No/Yes) People who answered as ‘No’ or 

‘Don’t know’ when they are asked whether 

inpatient service, diagnostic service and 

surgery is covered by NHIS are classified as 

‘No’ 

Unmet need on insurance benefit on 

consultation or medication 

(No/Yes) People who answered as ‘No’ or 

‘Don’t know’ when they are asked whether 

any these services are not covered by NHIS 

even you need 

Unmet need on insurance benefit on 

laboratory test or imaging test or 

surgery 

(No/Yes) People who answered as ‘No’ or 

‘Don’t know’ when they are asked whether 

any these services are not covered by NHIS 

even you need 

Distance to scheme office (km)  

Dependent variables 

NHIS 

membership 

status 

Never enrolled  

First time 

membership 
 

Renewed 

(currently active) 
 

Previously enrolled 

(Not active ) 
 

Willingness to pay (WTP) 

Dichotomous choice (Yes/No) on suggested 

random premium level 

Maximum premium by open question 

* 응답자 918명의 경제적 수준을 가구 성인 수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백분위 산출 

** Preferred facility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용하기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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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1) Wealth Index 산출 

 

주성분분석에 이용된 변수는 주관적 경제수준, 성인 일인당 일년 가구 소득, 

교통수단소유(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성인 일인당 방수, 성인 일인당 농지면

적으로 7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산출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통해 도출된 7개의 주성분에 대한 고유값(Eigenvalue)과 각 고유

값이 설명하는 전체 변수의 변이의 크기는 아래와 Table 6-3과 Figure 6-3과 같

다. 고유값이 높을수록 도출된 주성분이 변수들의 분산을 잘 설명한다. 제 1 주

성분은 고유값 1.535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변수의 변이의 21.93%를 설명할 수 

있었다. 제 2, 3 주성분의 고유값은 각각 1.162, 1.015였으며, 각 주성분이 설명

하는 변수의 변이는 각각 16.60%, 14.49%였다. 제 4 주성분부터는 고유값이 1이

하로 설명하는 변수의 변이도 13.12% 이하로 낮아졌다. 

 

Table 6-3. 주성분별 고유값과 설명력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1 1.53511255 0.37285380 0.2193 0.2193 

2 1.16225875 0.14774422 0.1660 0.3853 

3 1.01451453 0.09607271 0.1449 0.5303 

4 0.91844182 0.03792578 0.1312 0.6615 

5 0.88051604 0.08102312 0.1258 0.7873 

6 0.79949292 0.10982955 0.1142 0.9015 

7 0.68966338   0.098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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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3. 주성분별 고유값과 설명력 

 

아래 Table 6-4는 각 주성분별 주성분점수(주성분벡터)를 나타내었다. 주성분점수

를 통해 각 변수가 도출된 주성분, 즉 경제적 수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될 제1 주성분에 대해 7개의 변수가 모두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설문조사에서는 값이 높아질수록 더 빈곤하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방향의 일관성을 위해 역순의 변수를 만들어 분

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주성분 1에서 보유교통수단의 관련성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로 갈수록 관련성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주성분 1은 부(Wealth)를 나타내는 지표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고유값

이 1 이상인 주성분 2와 3은 7개의 변수들과의 관련성의 방향이 일관되지도 않고, 

교통수단의 관련성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로 갈수록 증가하지도 않는다. 따라

서 주성분 1을 소득과 자산 및 주관적 인식을 종합한 경제적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제적 수준은 0을 중심으로 분포된 연속형 변수

이다(Figure 6-4). 이를 3분위로 나누어 빈곤층, 중간층, 부유층으로 구분하여 경

제적 수준별 지불용의추정에 사용하였다. 또한 다변량 분석을 통한 영향요인 분

석에서는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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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 주성분별 주성분점수 

  Prin1 Prin2 Prin3 Prin4 Prin5 Prin6 Prin7 

Bicycle 0.277 0.624 -0.046 0.156 0.091 0.699 -0.105 

Motorcycle 0.396 0.494 -0.273 0.099 -0.013 -0.572 0.433 

Car/Truck 0.476 -0.233 -0.380 -0.050 0.476 -0.142 -0.570 

Area of agricultural land 0.260 0.053 0.781 0.445 0.087 -0.245 -0.230 

Number of room 0.348 0.021 0.403 -0.813 0.137 0.061 0.182 

Subjective economic status 0.435 -0.145 -0.073 -0.048 -0.849 0.038 -0.243 

Annual income 0.402 -0.536 -0.026 0.320 0.132 0.316 0.575 

 

 

 
Figure 6-4. 경제적 수준(Wealth Index) 분포 및 3분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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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총 표본 수는 865명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에 대해서 이 연구의 주 독립변수인 경제적 수준으로 나누어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분포는 남자 43.7%, 여성 56.3%로 남녀비율

이 비교적 비슷하였고 부유층일수록 남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의 비율이 17.5~26.3%로 비교적 비슷하고 60대가 

9.8%로 낮았다. 교육수준은 우리의 중학교 수준에 해당되는 ‘Middle’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부유층일수록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응답자는 각각 30.8%, 69.2%였고, 고소득자일수록 도시

의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응답자의 54.1%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을 선택하였고, 보통

을 선택한 사람이 33.1%,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을 선택한 사람은 12.8%였다. 또

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유층일수록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지난 1

년간 의료필요 횟수는 평균 5.33회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필요횟수가 

높았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응답자들이 선택한 이용하기 원하는 의료기

관으로 65.2%가 공공 또는 비영리 병원을 선택하였다. 민간병원을 선택한 사람

은 9.3%였고,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병원 보다 낮은 단계의 의료기관을 선호한

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였다. 선호하는 의료기관의 분포는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가 없었다(Pearson chi2=6.967, Pr=0.324). 선호하는 의료기관과의 거리는 빈

곤층일 수록 길었으며, 대기시간은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험급여가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약품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81.5%가 급여가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입원서비스와 진단서비스 및 수

술에 대해서는 25.4%만이 보험급여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질문에서 부유

층일 수록 급여에 포함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보험급여에 대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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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필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품과 진료에 대해서는 38.7%, 진단 및 수술

에 대해서는 38.0%가 미충족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유층일 수록 보

험급여에 대한 미충족필요가 증가하였다. NHIS 사무소까지의 거리는 평균 

25.8km였으며, 빈곤층(38.5km)은 부유층(19.0km)의 약 두 배에 달하였다. 응답자 

중 한번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17.7%였고, 처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8.7%였다. 보험을 갱신한 현재 가입자는 41.3%였고, 전에 가입했으나 현재 미가

입자는 32.4%에 달하였다. 

 

Table 6-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Variables Strata 

Lower 

wealth  

group 

Middle 

wealth  

group 

Upper 

wealth 

group 

Total Total %  

Socioeconomic variables 

Gender 
Male 95 133 145 373 43.7% 

Female 154 183 143 480 56.3% 

Age (year) 

18-29 63 104 57 224 26.3% 

30-39 54 74 75 203 23.9% 

40-49 64 57 71 192 22.6% 

50-59 47 56 46 149 17.5% 

60-69 20 25 38 83 9.8% 

Education 

Non 62 48 47 157 18.2% 

Primary 57 55 39 151 17.5% 

Middle 115 137 118 370 42.9% 

Secondary 18 54 49 121 14.0% 

Higher 1 25 38 64 7.4% 

Urban/Rural 
Urban 53 104 109 266 30.8% 

Rural 201 216 182 599 69.2% 

Health status and Healthcare utilization (for last one year)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 37 77 79 193 22.3% 

Good 70 98 107 275 31.8% 

Fair 96 105 85 286 33.1% 

Poor 45 39 18 102 11.8% 

Very poor 6 1 2 9 1.0% 

Malaria 
No 123 140 135 398 46.0% 

Yes 131 180 156 467 54.0% 

Diarrheal disease No 177 261 228 666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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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77 59 63 199 23.0% 

Respiratory infection 
No 86 123 104 313 36.2% 

Yes 167 197 187 551 63.8% 

Hypertension or Diabetes 

mellitus 

No 207 273 241 721 83.4% 

Yes 47 47 50 144 16.6% 

Musculoskeletal disease 
No 188 271 236 695 80.4% 

Yes 65 49 55 169 19.6% 

Injury 
No 221 282 246 749 86.7% 

Yes 32 38 45 115 13.3% 

No. of healthcare needs  5.61 5.47 4,92 5.33  

Health service 

Preferred 

facility 

Govt./CHAG/Private 

hospital 
192 232 217 641 74.4% 

Health center/Health 

Post/CHPS/etc. 
60 88 72 220 25.6% 

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km)  20.7  17.6  15.0  17.6   

Usual waiting time in the preferred 

facility (Minute) 
109.6 116.7 111.9 113.0   

Insurance scheme 

Knowledge for benefit on 

medicine and outpatient 

visit  

No 49 65 46 160 18.5% 

Yes 205 255 245 705 81.5% 

Knowledge for benefit on 

inpatient service, diagnostic 

service and surgery 

No 198 244 203 645 74.6% 

Yes 56 76 88 220 25.4% 

Unmet need on insurance 

benefit on consultation or 

medication 

No 167 196 167 530 61.3% 

Yes 87 124 124 335 38.7% 

Unmet need on insurance 

benefit on laboratory test 

or imaging test or surgery 

No 170 193 173 536 62.0% 

Yes 84 127 118 329 38.0% 

Distance to scheme office (km)  38.5 21.9 19.0 25.8   

Dependent variables 

NHIS 

membership 

status 

Never enrolled 64 48 41 153 17.7% 

First time membership 23 31 21 75 8.7% 

Renewed (currently 

active) 
89 135 133 357 41.3% 

Previously enrolled 

(Not active ) 
78 106 96 28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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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응답분포 

 

세 시나리오에서 각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금액 응답분포는 아

래 세 표와 같다. 현재 보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포에서 첫 번째 제시금액에

서 Yes를 택한 응답자는 전체 865명 중 711명으로 82.2%를 차지하였다. 이 중 

두 번째 제시금액에서 No를 택한 경우가 45.7%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No를 택한 경우는 17.8%였고, 두 제시금액 모두 No를 택

한 경우는 1.7%에 불과하였다. 첫 번째 제시금액은 10세디와 20세디가 75.5%로 

비중이 높았다. 

본인부담을 평균적으로 2/3 수준으로 줄인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지불의사 

응답분포에서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Yes를 택한 응답자는 전체 865명 중 663명

으로 76.6%를 차지하여 현재 보험에서보다 5.6% 감소하였다. 이 중 두 번째 제

시금액에서 No를 택한 경우는 49.0%로 오히려 3.3% 증가하였고 가장 많은 빈도

를 차지하였다.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No를 택한 경우는 23.4%였고, 두 제시금

액 모두 No를 택한 경우는 4.3%에 불과하였다. 첫 번째 제시금액은 10세디와 

20세디가 65.2%로 비중이 높았다. 

본인부담을 평균적으로 1/3 수준으로 줄인 세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지불의사 

응답분포에서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Yes를 택한 응답자는 전체 865명 중 663명

으로 71.1%를 차지하여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보다 5.5% 감소하였다. 이 중 두 

번째 제시금액에서 No를 택한 경우는 45.1%였고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No를 택한 경우는 28.9%였고, 두 제시금액 모두 No를 택

한 경우는 3.0%에 불과하였다. 첫 번째 제시금액은 10세디와 20세디가 58.6%로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자들에게 묻는 본인부담을 낮출 수록 지불하겠다

는 응답이 증가하였고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세 시나리오 모두 첫 번

째 제시금액에서 Yes, 두 번째 제시금액에서 No를 택한 경우였다. 그리고 두 제

시금액에 모두 No를 답하는 경우는 세 시나리오 모두 5% 미만이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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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지불용의 유도방법에서 이미 잘 알려진 바인 정박편의와 순응편의의 가

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첫 번째 제시금액이 무작위로 제시되지 않았고, 현재 보

험료 수준인 10세디와 20세디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한 영향도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4
 

 

Table 6-6. 현재보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응답분포 

First bid 

premium 

Number of 

respondent 

Number of respondent by response type 

Yes-Yes Yes-No No-Yes No-No 

5 Cedi 72 47 20 3 2 

10 Cedi 294 122 136 33 3 

15 Cedi 35 14 20 1 0 

20 Cedi 359 108 180 66 5 

40 Cedi 103 24 39 35 5 

80 Cedi 2 1 0 1 0 

Total 

(%) 

865 316 395 139 15 

100% 36.5% 45.7% 16.1% 1.7% 

                              

4
 Table 6-6, 6-7, 6-8에서 두 가지의 조사과정 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첫 제시금액은 각 시나리오 별로 4단계로 제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설문조사원이 

다른 제시 값을 사용한 경우가 130건(15.0%) 발생하였다. 두 번째로 제시금액은 각 단계

별로 무작위로 선택하게 계획되어 있었으나, 설문조사원이 현재 보험료보다 높은 제시금

액인 40, 80세디를 제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일부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제시금액의 

분포가 일정하지 못하고 10, 20세디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조

사과정 상 문제는 지불용의 분석결과에 대한 체계적 오류보다는 통계적 분석의 효율성

을 낮추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통계적 

효율도 낮게 하지만 만약 경제적 수준과 제시금액이 관련성이 크면서 정박편의가 있다

면 체계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 수준과 제시금액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

과 상관계수는 0.2 이하로 상관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이변량분석의 계수의 크기도 추

정된 지불용의금액의 차이의(Table 6-11) 약 50%로, 제시금액의 차이가 모두 지불용의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하게 지불용의의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금액이 무작위로 제시되지 못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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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7. 본인부담을 2/3로 줄인 시나리오에서 지불의사금액 응답분포 

First bid 

premium 

Number of 

respondent 

Number of respondent by response type 

Yes-Yes Yes-No No-Yes No-No 

5 Cedi 1 0 1 0 0 

10 Cedi 237 78 114 36 9 

12 Cedi 1 0 0 1 0 

15 Cedi 39 22 17 0 0 

20 Cedi 327 82 172 59 14 

30 Cedi 2 0 1 0 1 

40 Cedi 221 49 105 55 12 

80 Cedi 37 8 14 14 1 

Total 

(%) 

865 239 424 165 37 

100% 27.6% 49.0% 19.1% 4.3% 

 

Table 6-8. 본인부담을 1/3로 줄인 시나리오에서 지불의사금액 응답분포 

First bid 

premium 

Number of 

respondent 

Number of respondent by response type 

Yes-Yes Yes-No No-Yes No-No 

5 Cedi 1 0 1 0 0 

10 Cedi 249 104 108 29 8 

15 Cedi 40 25 15 0 0 

20 Cedi 258 75 130 48 5 

30 Cedi 11 0 1 0 10 

40 Cedi 201 46 93 62 0 

80 Cedi 147 61 42 41 3 

Total 

(%) 

865 311 390 180 26 

100% 36.0% 45.1% 2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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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불의사금액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시나리오별 평균 지불용의금액의 산출 및 경제적 수준별 지불용

의금액(WTP)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1)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으로 분석하는 방법, 2) 개방형 질문

으로 조사된 각 시나리오별 최대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시나리오별 평균 지불용의 금액 산출 

 

각 시나리오별로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6-9과 같다. 현재 보험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의 평균지불용의금액은 32.57세디(Cedi)였고, 본인부담을 2/3로 줄였을 때 

평균지불용의금액은 40.30세디로 분석되었다. 마지막 시나리오인 본인부담 1/3 

시나리오에서는 평균지불용의금액이 49세디로 증가하였다. 

 

Table 6-9.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추정된 본인부담 수준별 지불용의금액 

Scenario WTP Std. Err. P>z 
95% Conf. Upper 

margin 

95% Conf. Lower 

margin 

1 32.57 0.79 0.00 31.01 34.12 

2 40.30 1.12 0.00 38.11 42.50 

3 49.00 1.42 0.00 46.22 51.78 

 

각 시나리오별 최대지불용의금액의 평균값은 아래 Table 6-10과 같다.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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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응답된 최대지불의사는 현재 보험제도에서 24.9세디, 

2/3 본인부담 시나리오에서는 31.2세디, 1/3 본인부담 시나리오에서는 37.2세디

로 나타났다.  

 

Table 6-10. 개방형 질문법을 통해 얻은 평균 최대지불용의금액 

Scenario 
Mean 

WTP 
Std. Err. 

95% Conf. Upper 

margin 

95% Conf. Lower 

margin 

1 24.9623 1.318413 22.37705 27.54755 

2 
31.2393

1 
1.440424 28.41481 34.06381 

3 
37.1753

5 
1.59392 34.04986 40.30083 

 

위의 두 가지 지불용의 유도방법을 비교하여 아래 Figure 6-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중경계 양분선택모델로 추정된 최대지불용의금액이 

전체적으로 개방형 질문법으로 응답된 최대지불용의 금액보다 약 8~12세디 높

게 나타났다. 이렇게 개방형 질문법으로 응답된 최대지불용의가 다른 추정법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방법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방형 최대지

불용의 측정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면 두 

측정방법 모두에서 본인부담이 줄어들수록 일관되게 보험료의 최대지불용의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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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과 개방형 질문법을 통한 시나리오별 최대지불용의 

 

 경제적 수준별 지불용의금액산출 

 

각 시나리오별로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으로 분석을 하면서 경제적 수준을 공변량으로 추가하여 분석한 후, 각 

시나리오 및 경제적 수준별로 Post estimation을 한 결과는 아래 Table 6-11과 

같다. 현재 보험에서 빈곤층의 지불용의금액은 27.57세디, 중간층의 지불용의금

액은 32.37세디, 부유층의 지불용의금액은 36.65세디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인

부담이 2/3으로 줄어든 시나리오에서 빈곤층의 지불용의금액은 30.27세디, 중간

층의 지불용의금액은 40.92세디, 부유층의 지불용의금액은 47.98세디로 분석되었

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이 1/3으로 줄어든 시나리오에서 빈곤층의 지불용의금

액은 35.46세디, 중간층의 지불용의금액은 49.26세디, 부유층의 지불용의금액은 

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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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24.96 

31.24 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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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세디로 분석되었다.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시나리오에서 당연하게 기대되는 바와 같이 모든 경제적 

수준에서 지불용의금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하는 폭은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빈곤층이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으로 가면서 각각 4.80세디, 

9.08세디가 증가하였으나 중간층은 10.65세디, 17.71세디가 각각 증가하였고 부

유층은 13.80세디, 24.61세디가 증가하였다(Table 6-12). 이를 정리하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보험시나리오에 대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의사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경제

적 수준이 개별적으로 보험료 지불용의금액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본인부담 감

소 시나리오와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 modification)이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6-11. 이중경계 양분측정법으로 추정된 본인부담 수준별, 경제적 수준별 

최대지불용의 

Scena

rio 

Wealth 

Index Group 
WTP 

Std. 

Err. 
P>z 

95% Conf. 

Upper margin 

95% Conf. 

Lower margin 

1 

Lower 27.57 1.38 0.00 24.86 30.28 

Middle 32.37 1.25 0.00 29.93 34.82 

Upper 36.65 1.30 0.00 34.10 39.20 

2 

Lower 30.27 1.93 0.00 26.48 34.06 

Middle 40.92 1.77 0.00 37.45 44.39 

Upper 47.99 1.86 0.00 44.33 51.64 

3 

Lower 35.46 2.38 0.00 30.80 40.12 

Middle 49.26 2.24 0.00 44.86 53.66 

Upper 60.07 2.35 0.00 55.48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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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2. 이중경계 양분측정법으로 추정된 본인부담 수준별, 경제적 수준별 

최대지불용의액 변화 

Scena

rio 

Wealth Index 

Groups 
ΔWTP 

Std. 

Err. 
P>z 

95% Conf. 

Upper margin 

95% Conf. 

Lower margin 

1 

Middle - Lower 4.80 1.84 0.01 1.20 8.41 

Upper - Lower 9.08 1.88 0.00 5.40 12.76 

2 

Middle - Lower 10.65 2.61 0.00 5.54 15.76 

Upper - Lower 17.71 2.67 0.00 12.47 22.95 

3 

Middle - Lower 13.80 3.24 0.00 7.44 20.16 

Upper - Lower 24.61 3.32 0.00 18.11 31.11 

 

이러한 결과를 아래 Figure 6-6에 각 추정값의 신뢰구간과 함께 나타내었다. 

앞선 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질수록 모든 경제적 수준 

그룹에서 본인부담이 증가하나, 증가수준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더

욱 컸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개방형질문을 통해 얻은 최대지불용의금액을 이용하여, 경제적 수준

과 본인부담 수준별 최대지불용의금액을 아래 Table 6-13, Table 6-14와 Figure 

6-7에 나타내었다. 앞선 분석에서와 같이 개방형질문을 통해 얻은 최대지불용의

금액은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얻은 값보다 모든 시나리오와 경제적 수준에서 조

금씩 낮았고 표준오차도 컸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줄어들면서 빈곤층과 부유층

의 최대지불용의금액의 차이가 커지는 결과는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와 동일하였고, 경제적 수준 간의 최대지불용의 차이의 변화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최대지불용의 차이의 변화는 빈곤층-중간층, 빈곤층-부유층

의 평균지불용의 차이를 2번-1번, 3번-1번, 3번-2번 시나리오 간에 비교하여 총 

6번의 t-test를 실시하였다. T-test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았다. 6번의 t-test 중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합은 3번과 1번 시나리오에서 평균최대지불용의의 



65 

차이를 부유층(18.9세디)과 빈곤층(7.38세디)에서 비교한 것과(p=0.049), 3번과 2

번 시나리오에서 평균최대지불용의의 차이를 부유층(9.48세디)과 빈곤층(3.85세

디)에서 비교한 것이었다(p<0.000). 

 

 

Figure 6-6. 이중경계 양분측정법으로 추정된 본인부담 수준별, 경제적 수준별 

최대지불용의액 

 

Table 6-13. 개방형질문을 통해 조사된 본인부담 수준별 평균 최대지불용의 

Scenari

o 

Wealth 

Index 

Group 

Mean 

WTP 
Std. Err. 

95% Conf. 

Upper margin 

95% Conf. 

Lower margin 

1 

Lower 22.71 3.98 14.90 30.52 

Middle 23.68 1.08 21.55 25.80 

Upper 28.36 1.36 25.70 31.02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65.00 

Current scheme OOP 2/3 OOP 1/3 

Lower Middle 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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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wer 26.30 4.01 18.43 34.16 

Middle 29.36 1.33 26.75 31.97 

Upper 37.62 1.94 33.83 41.42 

3 

Lower 30.13 4.12 22.04 38.22 

Middle 33.75 1.55 30.72 36.78 

Upper 47.13 2.47 42.28 51.97 

 

Table 6-14. 개방형질문을 통해 조사된 본인부담 수준간 평균 최대지불용의의 차이 

ΔScenario 
Wealth Index 

Groups 

ΔWT

P 
Std. Err. 

95% Conf. 

Upper margin 

95% Conf. 

Lower margin 

sn2 - sn1 

Lower 3.53 5.52 -7.31 14.37 

Middle 5.68 0.78 4.15 7.22 

Upper 9.42 1.17 7.12 11.72 

sn3 - sn1 

Lower 7.38 5.55 -3.52 18.28 

Middle 10.08 1.02 8.07 12.08 

Upper 18.90 1.77 15.42 22.37 

sn3 - sn2 

Lower 3.85 0.72 2.44 5.26 

Middle 4.39 0.66 3.09 5.69 

Upper 9.48 1.13 7.26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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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 개방형 질문법으로 응답된 본인부담 수준별, 경제적 수준별 최대지불용의액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을 늘려 본인부담 수준이 낮

아질수록 건강보험료 최대지불용의금액은 증가한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최대지불용의금액의 증가가 컸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본인부담 수준과 보

험료 지불의사에 대해 교호작용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빈곤층의 경우 본인

부담을 낮추어 급여혜택을 늘리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향이 증가하지만, 

중간층이나 부유층만큼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배경 및 목

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빈곤층의 보험가입정체를 

개선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보험가입의 불형평성을 크게 할 수도 있음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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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의사에 대한 분석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

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시나리오별 자료를 통합하여, 개인의 지

불용의금액을 각 본인부담 시나리오별로 측정한 반복측정(Repeated measure)으

로 보고 각 시나리오를 독립변수로 추가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수준 

분석은 2레벨을 각 개인으로, 1레벨을 3개 시나리오로 하였고 확률절편모형

(Random slope model)을 사용하였다. 이는 패널분석의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과 동일하다. 다수준 분석에서 사용하는 지불유도방법은 이중경계 

양분선택법과 개방형질문법이다. 

분석에 포함된 2레벨, 즉 개인변수는 연구방법에서 정리한 보험료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개념적 틀에 기반하여 포함하였다. 개념적 틀에서는 1) 

사회경제요인, 2) 의료필요, 3) 의료서비스요인, 4) 보험요인으로 보험료 지불의

사의 영향요인을 구분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요인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도시

거주여부와 함께 이 연구의 핵심독립변수인 경제적 수준을 포함하였다. 다음으

로 의료필요에 대해서는 건강수준과 관련된 질문들을 주성분분석을 통해 1개 

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여기에 1년간 의료필요 횟수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요인으로 선호하는 의료기관종류(병원급 의료기관 선호여부)

와 선호의료기관과의 거리 및 선호의료기관의 대기시간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

로 보험요인은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 보험급여에 대한 만족, 보험사무소와의 

거리 및 이 연구의 핵심독립변수인 본인부담 수준별 시나리오를 포함하였다. 보

험급여에 대한 지식과 만족은 관련 질문을 주성분분석을 통해 각각 1개의 변수

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결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과 다수준 모형으로 공변량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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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Table 6-15와 같다. 먼저 본인부담을 2/3, 1/3으로 줄인 시나리오에서의 보험

료 지불용의액의 변화는 약 3.9세디, 8.5세디로 증가하였고 매우 유의하였다

(p<0.001). 그 외 보험료 지불의사와 관련된 요인은 성별(p=0.011), 도시거주여부

(p=0.074), Wealth Index (p<0.001), 선호의료기관의 대기시간(p=0.067), 급여혜택

에 대한 만족 (p<0.001)이 있었다.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및 의료필요횟수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고, 선호의료기관의 종류나 거리도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보험사무소의 거리나 보험급여에 대한 만족도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선행연구

인 Asenso-Okyere 등(1997)이 가나에서 실시한 건강보험료의 지불용의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연구에서도 성별과 소득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연령

이나 교육수준 및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그러

나 도시거주여부는 Asenso-Okyere 등(1997)의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영향

요인이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20) 전체적으로 이번 

연구의 영향요인의 종류와 관련성의 방향은 거의 이전 연구와 일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지불용의금액 추정을 위한 모형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의료기관과의 거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리가 증가할수록 보험료지불의사

가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Asenso-Okyere 등(1997)은 가나의 환경에서 

민간병원을 선호하는 경우 거리가 멀지만 보험료 지불의사가 높기 때문에 두 

변수간 상관성이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Acharya 등(2012)의 개발도상국 비공

식 부문에서 보험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도 의료기관의 거리와 

같은 의료서비스 요인이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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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5. 이중경계 양분측정법과 다수준 분석을 통한 지불용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Coef. 
Std. 

Err. 
z P>z 

95% 

Conf. 

Upper 

95% 

Conf. 

Lower 

Scenario 
      

2*** 3.874 0.624 6.21 0.000 2.650 5.097 

3*** 8.495 0.633 13.43 0.000 7.255 9.736 

Age -0.017 0.080 -0.21 0.832 -0.173 0.139 

Gender** -5.577 2.201 -2.53 0.011 -9.890 -1.263 

School 0.167 1.004 0.17 0.868 -1.800 2.135 

Urban/Rural* -4.222 2.363 -1.79 0.074 -8.853 0.408 

Health index -0.490 0.846 -0.58 0.563 -2.148 1.168 

No. of healthcare needs 0.135 0.177 0.76 0.448 -0.213 0.483 

Wealth index*** 4.446 0.883 5.04 0.000 2.715 6.177 

Preferred hospital  0.234 2.458 0.10 0.924 -4.583 5.052 

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0.036 0.024 1.49 0.136 -0.011 0.084 

Waiting time at preferred 

facility* 
-0.014 0.008 -1.83 0.067 -0.029 0.001 

Distance to scheme office -0.009 0.012 -0.80 0.427 -0.032 0.014 

Knowledge of scheme 

benefit*** 
4.271 0.979 4.36 0.000 2.352 6.190 

Satisfaction on scheme 

benefit 
0.608 0.895 0.68 0.497 -1.146 2.362 

_cons      43.849 5.177 8.47 0.000 33.702 53.996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개방형질문법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결과 

 

개방형질문법을 사용하여 다수준 분석을 통해 세 시나리오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6-16과 같다. 분석결과 본인부담 2/3 시나리오(p<0.001),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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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1/3 시나리오(p<0.001), 성별(p=0.001), Wealth Index (p=0.011), 선호의료기

관의 대기시간(p=0.025)과 급여혜택인지(p=0.009)가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영향요인은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과 유사하였고, Asenso-Okyere 

등(1997)의 연구에서 제시된 영향요인과도 잘 부합하여 이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측정된 지불용의값을 신뢰할 수 있었다. 

 

Table 6-16. 개방형질문법과 다수준 분석을 통한 지불용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Coef. 
Std. 

Err. 
z P>z 

95% 

Conf. 

Upper 

95% 

Conf. 

Lower 

Scenario 
      

2*** 6.241 1.502 4.16 0.000 3.298 9.184 

3*** 12.246 1.502 8.15 0.000 9.303 15.190 

Age 0.039 0.092 0.43 0.670 -0.141 0.219 

Gender*** -8.214 2.528 -3.25 0.001 
-

13.169 
-3.258 

School -0.840 1.154 -0.73 0.467 -3.101 1.422 

Urban/Rural -3.248 2.718 -1.19 0.232 -8.575 2.080 

Health index -1.389 0.974 -1.43 0.154 -3.297 0.519 

No. of healthcare needs -0.132 0.203 -0.65 0.517 -0.530 0.266 

Wealth index** 2.571 1.013 2.54 0.011 0.586 4.556 

Preferred hospital  3.336 2.820 1.18 0.237 -2.192 8.863 

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0.022 0.028 0.80 0.426 -0.033 0.078 

Waiting time at preferred 

facility** 
-0.019 0.009 -2.25 0.025 -0.036 -0.002 

Distance to scheme office -0.010 0.013 -0.76 0.450 -0.036 0.016 

Knowledge of scheme 

benefit*** 
2.940 1.123 2.62 0.009 0.740 5.141 

Satisfaction on scheme benefit -0.108 1.028 -0.11 0.916 -2.124 1.907 

_cons      32.232 5.992 5.38 0.000 20.489 43.975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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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보험료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을 늘려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질 

수록 최대지불용의금액이 증가하였고, 증가의 폭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욱 컸다. 이는 빈곤층에서는 본인부담 경감 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이 빈곤층에서 본인부담 경감의 효과를 낮

게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불용의금액 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앞선 분석에서와 

같이 개인의 지불용의금액을 각 본인부담 시나리오별로 측정한 반복측정모형

(Repeated measure model)으로 보고 각 시나리오의 관찰을 통합하여 2레벨의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도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1레벨 변수인 시나리오 외에 주요한 사회경제

요인, 건강상태, 의료서비스요인, 보험요인을 포함하였고, 여기에 빈곤층에서 본인

부담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불용의금액 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

제적 수준과 상관성이 높은 순서대로 각각의 독립변수를 시나리오변수와 함께 교호

변수(Interaction term)를 만들어 교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중양분모형에서는 P-

value 0.05 이하의 유의성이 발견된 교호변수는 분석모형에 포함하고, 유의성이 없

는 교호변수는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유의성이 발견된 변수만을 분석모형에 넣어 

최종적으로 다수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력이 낮은 단일양분모형은 P-value 0.1 

이하의 교호변수를 포함하였다. 교호변수를 선택적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모든 독립

변수에서 교호작용을 분석하게 되면 전체 표본수(N=865)에 비해 독립변수가 지나치

게 많아져서 분석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수준과 다른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독립변수 중 경제적 수준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교육수준(r=0.24)였고, 다

음으로 높은 변수는 도시거주여부(r=-0.15)였다, 나머지는 성별, 건강상태, 의료필요

횟수, 연령, 보험사무소와의 거리, 보험급여에 대한 만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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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8. 경제적 수준을 포함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Wealth 

index 
Age Gender School 

Urban/ 

Rural 

Health 

index 

No. of 

healthca

re needs 

Preferre

d 

hospital  

Distance 

to 

preferre

d facility 

Waiting 

time at 

preferre

d facility 

Distance 

to 

scheme 

office 

Knowled

ge of 

scheme 

benefit 

Satisfacti

on on 

scheme 

benefit 

Wealth index 1.000 
   

 
        

Age 0.063 1.000 
  

 
        

Gender -0.104 -0.112 1.000 
 

 
        

School 0.236 -0.108 -0.195 1.000  
        

Urban/Rural -0.145 0.036 -0.061 -0.069 1.000         

Health index -0.097 0.209 0.067 -0.221 0.026 1.000 
       

No. of healthcare 

needs 
-0.065 0.143 -0.022 -0.048 0.012 0.254 1.000 

      

Preferred hospital  -0.028 0.033 -0.011 0.056 -0.089 0.007 0.011 1.000 
     

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0.036 -0.025 -0.036 -0.071 0.141 0.006 0.049 0.021 1.000 

    

Waiting time at 

preferred facility 
-0.014 -0.055 -0.034 -0.026 0.028 0.032 -0.041 0.110 -0.049 1.000 

   

Distance to scheme 

office 
-0.062 -0.052 -0.010 -0.099 0.098 0.033 -0.022 -0.049 0.060 -0.044 1.000 

  

Knowledge of 

scheme benefit 

0.039 0.080 0.062 -0.024 0.060 0.061 0.135 0.072 -0.021 -0.015 -0.038 1.000 

 

Satisfaction on 

scheme benefit 

0.054 -0.002 -0.050 0.066 -0.044 0.010 0.050 0.054 -0.061 0.061 -0.059 -0.0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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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결과 

 

분석모형에서 교호변수의 계수는 본인부담 시나리오별 지불용의의 변화에 대

한 영향을 나타내고, 일반 변수의 계수는 본인부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지불용

의금액 자체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경제적 수준 외에 본인부담 변화와 유의한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변

수는 성별, 교육수준, 병원급 의료기관 선호여부,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으로 네 

개의 변수가 있었다. 이를 분석모형에 넣어 얻은 결과는 아래 Table 6-19와 같

다. 

경제적 수준과 관련 있는 다른 독립변수를 시나리오와 교호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한 후에도 경제적 수준은 2, 3번 시나리오변수와 매우 유의한 교호작용

(p=0.009, p<0.001)을 나타내었다. 또한 성별의 경우 시나리오와의 교호변수로 분

석했을 때, 3번 시나리오와 유의한 교호작용을 나타내었고(p=0.011), 교육수준도 

3번 시나리오와 유의한 교호작용을 나타내었으며(p=0.031), 병원급 의료기관 선

호여부도 3번 시나리오와 유의한 교호작용을 나타내었다(p=0.027). 마지막으로 

보험급여에 대한 인식변수 역시 3번 시나리오와 유의한 교호작용을 나타내었다

(p=0.007).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른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부담수준별 보험료 지불용의 변화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본인부담

이 1/3으로 줄어드는 시나리오에서 보험료 지불용의액수의 증가는 경제적 수준 

외에도 성별, 교육수준, 병원급 의료기관 선호여부,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에 영

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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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9. 이중경계 양분선택법과 다수준 분석을 통한 지불용의변화 영향요인 분석결과 

  Coef. Std. Err. z P>z 
95% CI 

Upper  

95% CI 

Lower  

Scenario   
     

2** 3.528 1.778 1.98 0.047 0.043 7.014 

3*** 10.798 1.795 6.01 0 7.279 14.316 

Wealth index*** 3.230 0.925 3.49 0 1.417 5.042 

Scenario*Wealth index   
     

2*** 1.298 0.495 2.62 0.009 0.327 2.269 

3*** 2.304 0.504 4.57 0 1.315 3.292 

Age -0.015 0.079 -0.19 0.851 -0.170 0.141 

Gender* -4.264 2.311 -1.85 0.065 -8.793 0.265 

Scenario*Gender   
     

2 -0.693 1.263 -0.55 0.583 -3.167 1.782 

3** -3.246 1.280 -2.54 0.011 -5.754 -0.737 

School -0.570 1.054 -0.54 0.589 -2.636 1.496 

Scenario*School   
     

2 0.933 0.572 1.63 0.103 -0.188 2.054 

3** 1.241 0.576 2.15 0.031 0.111 2.370 

Urban/Rural* -4.245 2.353 -1.8 0.071 -8.858 0.367 

Health index -0.492 0.842 -0.58 0.559 -2.142 1.159 

No. of healthcare needs 0.131 0.177 0.74 0.458 -0.215 0.478 

Hospital preferred 1.599 2.583 0.62 0.536 -3.464 6.663 

Scenario*Hospital preferred   
     

2 -1.054 1.405 -0.75 0.453 -3.809 1.700 

3** -3.165 1.429 -2.21 0.027 -5.966 -0.364 

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0.036 0.024 1.5 0.134 -0.011 0.084 

Waiting time at preferred facility* -0.014 0.007 -1.87 0.062 -0.029 0.001 

Distance to scheme office -0.009 0.012 -0.81 0.42 -0.032 0.013 

Knowledge of scheme benefit*** 3.532 1.031 3.43 0.001 1.511 5.552 

Scenario*Knowledge of scheme 

benefit 
  

     

2 0.675 0.569 1.19 0.236 -0.441 1.792 

3*** 1.561 0.578 2.7 0.007 0.429 2.693 

Satisfaction on scheme benefit 0.615 0.891 0.69 0.49 -1.132 2.361 

_cons      43.189 5.250 8.23 0 32.900 53.478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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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결과 

 

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에서 유의한 교호

변수를 선택하여 분석한 것과 같이, 분석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위해 유의한 교

호변수를 선별하여 모형에 사용하였다. 

개방형 질문법을 이용한 지불용의변화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경제적 수준과 1/3 

본인부담 시나리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호작용(p=0.001)이 있었으나, 2/3 본

인부담 시나리오의 경우 경제적 수준과 경계선상의 교호작용(p=0.104)이 있었다

(Table 6-21). 그러나 경제적 수준 외에 다른 독립변수는 모두 본인부담 시나리

오와 유의한 교호작용을 관찰할 수 없었다.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시나리오의 

교호변수는 다른 교호변수와 함께 분석하였을 때 항상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

였다. 그리고 성별(p=0.001)과 대기시간(p=0.025) 및 보험급여에 대한 인식변수

(p=0.009)는 교호작용은 없었지만, 일반독립변수로 지불용의와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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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1. 개방형 질문법과 다수준 분석을 통한 지불용의변화 영향요인 분석결과 

  Coef. Std. Err. z P>z 

95% 

Conf. 

Upper 

95% 

Conf. 

Lower 

Scenario 
  

 
   

2*** 6.229 1.497 4.160 0.000 3.295 9.163 

3*** 12.217 1.497 8.160 0.000 9.283 15.152 

Wealth index 0.637 1.228 0.520 0.604 -1.770 3.044 

Scenario*Wealth index 
  

    

2 1.945 1.197 1.620 0.104 -0.402 4.291 

3*** 3.836 1.197 3.200 0.001 1.490 6.182 

Age 0.039 0.092 0.420 0.673 -0.141 0.219 

Gender*** -8.211 2.529 -3.250 0.001 -13.166 -3.255 

School -0.834 1.154 -0.720 0.470 -3.095 1.428 

Urban/Rural -3.256 2.718 -1.200 0.231 -8.584 2.071 

Health index -1.387 0.974 -1.420 0.154 -3.295 0.522 

No. of healthcare needs -0.131 0.203 -0.640 0.519 -0.529 0.267 

Preferred hospital  3.331 2.821 1.180 0.238 -2.197 8.860 

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0.022 0.028 0.790 0.427 -0.033 0.078 

Waiting time at preferred 

facility** 
-0.019 0.009 -2.250 0.025 -0.036 -0.002 

Distance to scheme office -0.010 0.013 -0.750 0.450 -0.036 0.016 

Knowledge of scheme 

benefit*** 
2.939 1.123 2.620 0.009 0.739 5.140 

Satisfaction on scheme 

benefit 
-0.107 1.028 -0.100 0.917 -2.123 1.908 

_cons      32.252 5.992 5.380 0.000 20.509 43.996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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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가입과 경제적 수준의 상관성 

 

앞서 분석된 보험료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위해, 

보험가입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경제적 수준별 보험가입률 분석과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험가입자는 비공식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 외에도, 공식부

분으로 가입한 사람과 임산부나 극빈층과 같은 보험료 면제자도 모두 포함하였다. 

경제적 수준별 보험가입률의 분석결과, 보험의 가입률은 빈곤층은 44.1%였고, 

중간계층과 부유층은 각각 51.9%와 52.9%로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중간계층과 부유층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Table 6-22. 경제적 수준별 보험가입여부 

Membership 
Wealth Index Group 

Total 
Lower Middle Upper 

Unenrolled 142 154 137 433 

Enrolled 112 166 154 432 

Total 254 320 291 865 

 

 
Figure 6-8. 경제적 수준별 보험가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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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다변량분석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의료필요

횟수, 의료기관과의 거리,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험가

입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 교육수준, 의료필요횟수, 보험급

여에 대한 지식은 증가할수록 보험가입율도 높았다. 이에 반해 의료기관과의 거

리는 멀수록 가입률이 낮았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가입률이 높았다.  

 

Table 6-23.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Odds 

Ratio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Age*** 1.032 0.006 5.410 0.000 1.020 1.044 

Gender*** 1.623 0.256 3.080 0.002 1.192 2.211 

School*** 0.338 0.073 4.600 0.000 0.194 0.482 

Urban/Rural 0.975 0.164 -0.150 0.882 0.702 1.356 

Wealth index 1.032 0.063 0.520 0.605 0.915 1.164 

Health index 1.103 0.067 1.630 0.103 0.980 1.242 

No. of healthcare needs** 1.030 0.014 2.210 0.027 1.003 1.058 

Preferred hospital  1.213 0.212 1.110 0.268 0.861 1.709 

Distance to preferred facility** 0.993 0.003 -2.180 0.030 0.986 0.999 

Waiting time at preferred facility 1.001 0.001 1.200 0.230 1.000 1.002 

Distance to scheme office 0.998 0.001 -1.350 0.179 0.996 1.001 

Knowledge of scheme 

benefit** 
1.197 0.083 2.580 0.010 1.044 1.371 

Satisfaction on scheme benefit 0.989 0.062 -0.180 0.860 0.874 1.119 

_cons 0.105 0.048 -4.910 0.000 0.043 0.258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서 이중경계 양분형 모형에서 보험료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요인과 비교할 때, 연령, 교육수준, 의료필요횟수, 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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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과의 거리는 보험료 지불의사 영향요인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지 

않았으나 보험가입여부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선

호의료기관의 대기시간, 경제적 수준, 도시거주여부는 보험료 지불용의 분석에

서는 유의하였으나, 보험가입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보험가입자는 공적부문에서 근무하는 보험의무가입자와 보험료가 면제되는 임

산부나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OR 

값이 1에 가까운 유의한 변수가 많아 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과대하게 추론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성별과 교육수준 및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은 상

대적으로 OR 값의 크기가 1과 차이가 커서 의미가 큰 변수였고, 이전의 조건부 

가치측정법에서 분석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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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지

불용의와 본인부담을 각각 2/3, 1/3으로 감소시킨 시나리오에서의 지불용의를 

조사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의 방법은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관련한 논란이 있

지만, 1963년 처음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확대되어 왔다. 특

히 1989년에 발생된 엑손 발데스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보상문제로 인해 조건

부 가치측정법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NOAA 패널의 방법론

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 

이후에 이 연구에서도 선택한 이중경계 양분선택법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

지만, 여전히 많은 방법론적 논쟁과 새로운 분석법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Hanemann (1991)의 이중경계 양분선택법의 경우 첫 번째 제시금액에서 응답자

가 가지는 지불용의금액이 두 번째 제시금액에서 응답자가 가지는 지불용의금

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대표적인 현상이 정박점 편의

인데, 이는 표현되는 첫 번째 제시금액이 응답자에게 적정가격으로 받아들여지

면서 두 번째 질문에서 응답자의 지불용의금액이 첫 번째 제시금액으로 수렴하

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도 이중경계 양분선택의 응답분포를 고려할 때, 

정박점 편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이중경계 양분측정법을 통

해 조사된 지불용의액이 실제보다 낮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Hanemann 

(1991)의 지불용의 유도법이 가지는 오류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Alberini (1995)의 연구결과와, 현재 가나 볼타지역의 건강보험료가 15세디이고, 

2차 질적조사에서 조사된 지불용의액의 범위가 10~80세디로 조사되었는데 

Hanemann의 분석모형을 통해 현재보험에 대한 최대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이 

32.57세디로 분석된 것을 고려할 때 Hanemann의 분석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는 



82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이 연구는 경제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지불

용의액의 변화에 연구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지불용의액 추정값의 신뢰성이 타

당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본인부담의 수준별로 현재보험기준, 현재의 2/3 본인부담 

수준, 1/3 본인부담 수준으로 3개의 시나리오를 나누어 응답자의 지불용의금액

을 조사하였다.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각각 분

석하여 지불용의액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지불용의액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 시나리오에

서 측정된 응답을 동일한 개인에 대한 반복측정으로 보고 확률효과모형으로 분

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의 특이성을 통제하고 시나리오에 의한 효과를 평

가할 수 있어, 방법론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 횡단면 자료 분석은 관찰되

지 않은 개인의 특성(omitted unobservable individual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추정된 독립변수의 계수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지만, 확률효과모형은 변수 누락

에 의한 편의를 통제해 주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시나리오에 의한 지

불용의변화의 추정에 보다 적합한 분석법이다. 다만 자유도가 증가함에 따라 요

구되는 표본 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조사한 대상자 규모에서는 거

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전에 1) 관련 문헌 고찰, 2) 1차 

질적조사, 3) 2차 질적조사, 4)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

여 설문지를 설계하고, 조건부 가치측정의 제시금액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러

한 많은 사전절차를 통해 설문의 타당성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들이 조건부 가치측정의 제시금액을 

무작위로 제시하지 않고 현재 가나 보험료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하거나 사전에 

선정한 제시금액이 아닌 금액을 묻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만약 제

시금액이 응답자의 경제적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정박효과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연구의 결과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에 대한 지불용

의가 더 증가하는 현상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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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제시금액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2 이하로 상관성이 낮았다. 

또한 이변량분석의 계수의 크기도 추정된 지불용의금액의 차이의(Table 6-11) 

약 50%로, 제시금액의 차이만큼 모두 지불용의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가정하더

라도 여전히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하게 지불용의의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제시금액이 무작위로 제시되지 못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될 필

요가 있다. 

조사하는 시나리오와 관련해, 이 연구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와 본인부담을 

2/3으로 줄인 시나리오와 본인부담을 1/3으로 줄인 시나리오 세 가지를 평가하

였다. 조사대상지역인 가나 볼타 지역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지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가치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1) 건강보험의 사회 연

대 목적과 위험 분산 원리, 2) 현재 본인부담 문제, 3) 전략적 선택 편의 통제를 

위한 조사 목적 설명, 4) 응답자의 적응을 위한 지난 1년 간 의료지 지출 횟수

와 총액 및 보험 가입여부와 보험을 통한 혜택 추정액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가상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조

건부 가치측정 연구에서 가상의 상품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수준은 항상 연구의 

근본적인 제한점으로 남는다. 이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배경이나 성향에 따라 가

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편

차는 요인분석의 결과를 편향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간의 많은 조건부 

가치측정 연구를 통하여 조건부 가치측정을 통한 개인적, 사회적 후생의 측정이 

상당히 타당한 방법임이 확인되어 왔다. 또한 본질적으로 가상의 상품에 대해 

개인의 후생을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

으로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연구 대상지역인 가나 볼타 주는 다른 가나 지역에 비해서 보건의료수준이 

낮고, 이에 따라 보험가입률도 2012년 기준으로 8.3%에 불과한 지역이다. 그리

고 많은 주민들이 농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임의가입 대

상으로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보험료 지불용의액을 조사하는 이 연구의 대상지

역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표본의 추출은 가나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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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센서스 자료와 표본추출방법을 기반으로 한 3단계 추출(인구비례 집락추출, 

가구 무작위층화계통추출, GRID를 통한 가구원 무작위추출)을 실시하였는데, 가

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센서스 자료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만약 누락된 조사대상자가 특정한 보건의료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

아 건강보험료 지불의사와 관련이 있다면 조사결과를 편향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센서스를 이용한 조사방법은 개발도상국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표본 추출 방법이고 많은 연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인 경제적 수준은 관련된 여러 변수를 주성분

분석을 통해 하나의 변수로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수입이나 지출

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경제적 수준에 사용되는 변수도 소득이나 지출 외에도 생활 수준을 측

정하는 변수인 자동차, TV, 휴대폰 등의 가구소유물이나 주택의 특성인 상수도

원, 하수시설 등을 측정하여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에 포함하

여 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경

제적 수준을 조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사는 Demographic Health Survey (DHS)

이다. DHS에서 경제적 수준을 위해 조사하는 변수는 수십 개에 달하는데, 이 

연구에서도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 동일한 양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조사

항목 중 가나 현실에서 Wealth를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과 선택지가 

많아 DHS와 동일한 변수를 이용하여 경제적 수준을 분석했을 때 타당한 지표

를 얻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DHS에서 조사하는 항목 중 Wealth와 직접적인 관

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와 DHS에는 조사하지 않지만, 이 연구에서 

조사된 Wealth 관련 변수를 선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

한 7개 변수는 주관적 경제수준, 성인 일인당 일년 가구 소득, 교통수단소유(자

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성인 일인당 방수, 성인 일인당 농지면적이었다. DHS

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수준을 사용하였다면 연구결과의 비교가능성이 높

아지는 장점이 있겠으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표의 타당성이 낮아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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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그러나 7개의 변수를 사용한 주성분분석 결과는 모든 변수의 상관성

의 방향이 일치하고 설명력도 높아 타당한 지표로 판단된다. 

보험료 지불용의의 영향요인으로 연구에 사용된 분석의 개념적 틀은 기존 선

행연구를 고찰한 후 1) 사회경제요인, 2) 의료필요, 3) 의료서비스요인, 4) 보험

요인으로 보험료 지불의사의 영향요인을 구분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요인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도시거주여부와 함께 이 연구의 핵심독립변수인 경제적 수준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의료필요에 대해서는 건강수준과 관련된 질문들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 1개 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여기에 1년간 의료필요 횟

수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요인으로 선호하는 의료기관종류(병원급 

의료기관 선호여부)와 선호의료기관과의 거리 및 선호의료기관의 대기시간을 포

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요인은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 보험급여에 대한 만족, 

보험사무소와의 거리 및 이 연구의 핵심독립변수인 본인부담 수준별 시나리오

를 포함하였다.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과 만족은 관련 질문을 주성분분석을 통해 

각각 1개의 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인 본인부담 수준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불용의액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독

립변수에 대한 적절한 선택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건

강보험료 지불용의액 자체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다른 교

란변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나, 지불용의변화의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독립변수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요인으로 포함

된 세 개의 변수는 교란변수의 통제 측면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영향요인

의 확인 측면에서는 좀 더 다양한 측면의 의료서비스 요인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해당되는 변수가 

없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한계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서는 향후에 의료서비스 부분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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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용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1차 질적

조사, 2차 질적조사, 양적조사를 통해 조사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1차 질적조사에서 주제분석을 통해 조사응답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의 장애요인

으로 크게 5개의 범주와 14개의 주제를 파악하였다. 5개의 범주는 1) 보험가입

자에게 불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의 질, 2) 보험료에 대한 부담, 3) 불편하고 불

친절한 보험가입과정, 4) 보험에 가입해도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 5) 의료와 보

험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 문헌고찰을 

통해 예상된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였다. 

2차 질적조사에서 조사된 시나리오는 1) 본인부담 관련 시나리오, 2) 약제 급

여화 관련 시나리오, 3) 의료기관 접근성 시나리오 세 가지였는데, 의료기관 접

근성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본인이 느

끼는 효용의 응답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질문

된 선호의료기관의 거리가 변화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그 외 다른 의료기관과

의 접근성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고, 거리가 변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변화가 추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의

료접근성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규명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이중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통해 추정된 본인부담 수준별 최대지불의사는 본인

부담이 줄어들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했고, 개방형 질문법을 통한 추정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를 이 연구의 핵심적인 변수인 경제적 수준으로 나누어 시나리오별 최대지

불용의액을 분석하였을 때, 본인부담이 감소하면 지불용의가 경제적 수준과 상

관없이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수준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컸고 통계적으



87 

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개별적으로 보험료 

지불용의금액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본인부담 감소 시나리오와 교호작용

(Interaction, effect modification)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빈곤

층의 경우 본인부담을 낮추어 급여혜택을 늘리더라도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향이 중간층이나 부유층만큼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 실시한 랜드연구소(1987)의 본인부담이 줄수록 빈곤층의 의료이용량이 

더욱 증가한다는 결과에서 예상되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가나에

서 건강보험의 재가입률이 도시지역과 부유층에서 높다는 연구결과는 이 연구

의 결과를 뒷받침한다.(37-39) 

이러한 본인부담 수준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불용의액 증가의 영향요인으

로 경제적 수준은 다른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본인부담수준별 보험료 지불용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본인부담이 1/3으로 줄어드는 시나리오에

서 보험료 지불용의금액의 증가는 경제적 수준 외에도 성별, 교육수준, 병원급 

의료기관 선호여부,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

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효용을 더 크게 인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 수준 외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호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이 좋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본인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더 큰 효용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인

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증가되는 사회적 후생의 상당부분이 빈곤층

이나 취약계층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편중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크게 1) 시간이나 위

험에 대한 선호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과, 2) 기대되는 의료비용 

절감액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의사는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을 통해 기대되는 의료비용의 

절감액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료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기피성향이 클수록 

지불의사는 증가하고,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시간적 선호(할인율)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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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지불의사는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선호는 부유층보다 빈곤층

에서 더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72){Holden, 1998 #103} 또한 위험에 대

한 기피는 빈곤층일수록 높거나 부의 수준과는 상관없다는 연구결과들이 있

다.(73-76)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연구에서 빈곤층의 건강보험 지불용의

가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질수록 부유층보다 더 낮게 증가한 결과는, 1) 빈곤층

의 경우 비빈곤층에 비해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2)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의료비를 

위해 미리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중 보건의료체계적 특성이 반영되는 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기대금액 측

면을 살펴보면, 먼저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부유

층과 도시지역 거주자에서 높은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건

강보험을 운영하는 대개의 개발도상국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기본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빈곤층을 위한 기금을 통해 무료로 기

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가나도 기본

적인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CHPS라는 일차보건의료기관을 가지고 있

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 체계와 구분되는 이중적인 서비스체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1980년대 IMF의 권고를 따라 

Cash and Carry 방식을 운영했는데, 이러한 민간적 운영방식이 경로의존적으로 

남아 있어 보험급여가 되지 않은 의료서비스나 본인부담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부담을 줄이더라도 

더 높은 가격의 서비스에 본인부담 감소 혜택이 집중되어 빈곤층에게는 얻게 

되는 편익이 적을 수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체계의 특징들이 이번 연구에서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상황에 대해 더 낮은 효용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가나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을 도입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은 보험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순히 전체적인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만으로는 빈곤층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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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가입 정체를 해결하기보다는 보험가입의 불형평성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높은 본인부담은 빈곤층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억제시키고,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77) 그러

나 Apoya와 Marriott (2011)는 가나의 건강보험제도에서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

이 상당부분 부가가치세를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빈곤층도 기여를 함에도 불구

하고, 실제 가입은 비빈곤층에 집중되어 불형평적임을 지적하였다.(78) 이러한 

맥락에서 본인부담 개선 정책은 보험가입으로 인한 효용에 형평성이 있도록 설

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 개선 정책을 쓸 때에는, 1) 본인부담 개선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가 아닌 누진적 조세 등을 통해 조달하거

나, 2) 추가 소요 재원을 보험료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3) 본인부담 감소

를 위한 급여항목의 설정에서 빈곤층의 혜택이 증가할 수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Lagomarsino 등(2012)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도입한 9개의 주요 개발도상국에서 

본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려 급여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9) 그러나 이러한 본인부담 개선정책의 재원이 비누진적이거나 역진적인 

조세나 보험료를 통해 마련되거나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비빈곤층에 집중된다면 

건강보험의 사회적 형평성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목표는 아니지만 빈곤층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고려할 수 있

는 정책적 방안으로, 보험료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보험급여에 대한 홍보와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변수는 원래 목적한 연구가설에 포함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된 변수가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요인과 관련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의 범위는 아니지만, 빈곤층의 보험가입 확대 방안으로 

본인부담 개선 정책 이외에 의무가입이나 가구단위 가입과 같이 건강보험제도

의 틀을 바꾸는 것도 향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건강보험 도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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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한국이 시행한 의무가입, 가구단위 

가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보조금 정책은 빈곤층의 건강보험 가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늘렸다.(79, 80) 가나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하

여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1년 단위로 임의가

입이 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역선택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의무가입이 안정성 측

면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수준이 보험료 지불의

사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원래 계획한 가설에 포함된 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석모형에서 결론을 내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역선

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분석과 의무가입과 가구단위 가입을 위한 단계

적 전략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먼저 충분하지 않은 표본 수를 들 수 있다. 노아 패널에

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분석모형에서 보통 1,000개 이상의 표본을 권장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연구 예산과 기간의 제약으로 표본의 수가 918개였고, 결측치나 

오류값을 포함한 표본을 제외했을 때 유효한 표본 수는 865개에 그쳤다. 이는 이 

연구의 영향요인의 분석에서 적정한 표준오차 구간을 얻지 못하여 실제로는 의미 

있는 영향요인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응답자에게 제시한 금액에서 현재 가나의 보험료에 가까운 낮은 제시금

액이 더 많았던 것도, 경제적 수준과 제시금액 간의 상관성과 정박편의가 있다

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지불용의 변화의 추정에서 편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시금액을 완전히 무작위로 제시하여 이러한 편의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한 것

도 연구의 제한점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의료기관 접근성 등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변수가 다양하게 분석되지 

못한 것도 이 연구의 한계로 판단된다. 특히 의료기관과의 거리 변수가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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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석이 되지 않은 것은 가나의 민간병원 선호와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데, 이러한 요인들을 제대로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 교육수준이 본인부담 감소에 대한 지불용의 증가의 영향요인으로 분석된 

것은, 실제 영향요인일 가능성과 함께 조건부가치측정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한점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건부 가치측정법 

자체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지불용

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중경계 양분선택 추정모형의 후

속질문에서 정박편의나 개방형 질문법에서 관찰된 전략적 편의 등 다양한 편의

로 인해 발생된다. 

이러한 연구 제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먼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분석결과인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본

인부담 수준의 감소로 얻는 편익이 적다는 결과에 대해, 향후 무작위 대조실험

이나 준실험적 설계를 통해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가

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인부담 감소 정책

이 빈곤층 건강보험 가입 확대에 유효한지에 대한 근거를 더욱 확실하게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가입률 제고와 관련된 요인 중 본인부담 외에 다른 중요한 요인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 중 첫 번째로 의료서비스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의료서비스 요인은 질과 접근성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맥락을 잘 고려한 세밀한 조사문항 설계와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비공식 

부문에서 역선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건강상태에 따라 

역선택이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면, 의무가입과 가구단위가입 등을 통해 비공식부

문의 보험가입을 확대하는 대신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등

의 정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요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결과

가 있어야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층의 건강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정

책적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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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층의 보험가입증대를 위한 본인부담 정책의 타

당성 파악을 위해,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지불용의금액을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본인부담이 줄수록 보험료 지불용의는 

모든 경제적 계층에서 증가하지만, 증가의 정도는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낮

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상황

에 대해 효용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호

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험급여에 대한 지식이 좋을수록, 여자보다 남자

가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더 큰 효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랜드연구소의 1987년 연구에서 본인부담이 감소할수

록 의료이용량이 증가하고, 빈곤층에서 이러한 증가가 더욱 크다는 결과가 시사

하는 방향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과 다르게 본인부

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증가되는 사회적 후생의 상당부분이 빈곤층이

나 취약계층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편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보험가입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단순히 본인부담을 낮추는 정책은 빈곤층의 보험가입 정체를 해결하기보다는 

보험가입의 불형평성을 크게 할 가능성도 나타낸다. 물론 높은 본인부담은 빈곤

층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억제시키고,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

시킬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 개선 정책을 

쓸 때에는, 1) 본인부담 개선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가 아닌 누

진적 조세 등을 통해 조달하거나, 2) 추가 소요 재원을 보험료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3) 본인부담 감소를 위한 급여항목의 설정에서 빈곤층의 혜택이 증

가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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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을 도입한 9개의 주요 개발도상국에서 본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려 급여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본인부담 

개선정책은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빈곤층에 형평하게 주어지도록 만들어질 필요

가 있다. 

이 외에도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빈곤층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으로 보험급여에 대한 홍보와 의료기관 서비스 개

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

비스요인과 관련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빈곤

층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본인부담 개선 정책 이외에 의무가입이나 가

구단위 가입과 같이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비공식 부문에서 낮은 가입이 역선택과 관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해 조사된 이 연구의 결과들에 대해, 향후 무작위 

대조실험이나 준실험적 설계를 통해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금 수준에 따른 건

강보험가입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인부담 

감소 정책이 빈곤층 건강보험 가입 확대에 유효한지에 대한 근거를 더욱 확실

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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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록 

 

1) 양적조사 설문지 

 
INDIVIDUAL QUESTIONNAIRE 

SECTION 1: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RELATED FACTORS 

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10

1       

During the past twelve months, how many times did you have the need to seek orthodox 

health services? 
□□□  

10

2 

During the past twelve months, did you ever decide not to visit a health facility even 

though you needed orthodox health services? 

No Yes If No→104 

0 1  

10

3 

A

-E 

Were any of the following a 

reason for not going to seek 

orthodox health services? 

 No Yes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I will spend my time 

for other things rather than my health)  
0 1 

Orthodox health services are not so helpful for my 

health problems  
0 1 

I prefer traditional health services  0 1 

Health is a matter of fate (it is predestined) 0 1 

Other (specify)…………………. 

10

4 

During the past twelve months, how many times did you actually visit a health facility when 

you wanted to seek orthodox health care? 
□□□  

10

5 

Which facility do you usually use 

for orthodox health care services? 

 

Note: Indicate the name and 

location of facility.  

Govt. regional hospital 21 

 

Govt. district hospital/Polyclinic 22 

CHAG district hospital/Polyclinic 23 

Govt. health center/Clinic 24 

CHAG health center/Clinic 25 

Govt. health post/CHPS 26 

Other public (SPECIFY)………… 27 

Private hospital 31 

FP/PPAG clinic 32 

Maternity home 33 

Pharmacy/chemical shop 34 

Other private (SPECIFY)………… 36 

Others (specify)…………………. 96 

10

6 

Which facility would you prefer to 

attend for healthcare services if you 

don’t need to consider medical cost 

including drugs? 

 

 

Indicate the name and location of 

facility. 

Govt. regional hospital 21 

 

Govt. district hospital/Polyclinic 22 

CHAG district hospital/Polyclinic 23 

Govt. health center/Clinic 24 

CHAG health center/Clinic 25 

Govt. health post/CHPS 26 

Other public (SPECIFY)………… 27 

Private hospital 31 

FP/PPAG clinic 32 

Maternity home 33 

Pharmacy/chemical shop 34 

Other private (SPECIFY)………… 36 

Others (specify)………….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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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10

7 

Which facility would you prefer to 

attend for orthodox healthcare 

services on the assumption that you 

have national health insurance card? 

 

Note: Indicate the name and 

location of facility. 

 
 

 

 

Note: For the insured, check same answer in No. 

106 

Govt. regional hospital 21 

Check if 105 

= 106 = 107 

then skip 109 

Govt. district hospital/Polyclinic 22 

CHAG district hospital/Polyclinic 23 

Govt. health center/Clinic 24 

CHAG health center/Clinic 25 

Govt. health post/CHPS 26 

Other public (SPECIFY)………… 27 

Private hospital 31 

FP/PPAG clinic 32 

Maternity home 33 

Pharmacy/chemical shop 34 

Other private (SPECIFY)………… 36 

Others (specify)…………………. 96 

Note to interviewer: 

Ask for preferred closest health facility in No. 107 on the assumption that they have insurance card. 

From No. 108 to No.115 

10

8 

A

-K 

Are any of the following sub-

questions reasons for not using your 

preferred health facility? 

 
N

o 

Y

es 

D

K 

 

Not knowing where to go (facility location) 0 1 9 

Too expensive to use 0 1 9 

Too far / Taking a long time to reach 0 1 9 

Too much waiting time 0 1 9 

Working hours not suitable for me 0 1 9 

Negative attitude of provider 0 1 9 

Provider’s competency is not good enough 0 1 9 

Medical equipment and supply are not good or not 

enough 
0 1 9 

Facility environment is not good enough(E.g. space, 

cleanness) 
0 1 9 

Prescribed drugs are not effective for my health 

problem 
0 1 9 

Medicines are not available 0 1 9 

Health services are not effective for my health 

problem 
0 1 9 

Attitude of household members not in favor of 

using that health facility 
0 1 9 

Attitude of community is not in favor of using that 

health facility 
0 1 9 

Other (specify)………………….    

Geographic accessibility 

10

9a 

What is the nearest health facility from your house? 

Note: Indicate the name and location of facility 
□□□ 

 

10

9b 

How far is the nearest health facility from your house? (km) 

Note: Indicate the location of facility and assist answer 
□□□ 

 

11

0 

How far is the closest preferred facility in above question 107 from your house? (km) Note: 

Indicate the location of facility and assist answer 
□□□  

11

1 

Are there any physical barriers such as river, stream, mountain between your home and the 

preferred health facility? 

No Yes 
 

0 1 

11

2 

Which means of transportation do 

you usually use to get to the health 

facility? 

Taxi 1 

 Public bus or trotro 2 

Personal car or truc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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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Personal motorcycle or motor scooter 4 

Animal-drawn cart 5 

Bicycle 6 

On foot 7 

Others (specify)……………… 96 

Waiting time 

11

3 

For the health facility where you usually go, how long do you usually wait from when you 

first arrive at the facility until a provider first assesses you? (Minutes) 
□□□ 

Skip to 

section 115 

Working hours   

11

4 

A

-C 

Are the following statements true  

about your preferred health facility 

 No Yes 

Skip if 106 = 

107 

They close too early, so it’s not easy to go there 

after finishing my work. 
0 1 

They open too late, so it’s not easy to go there in 

daytime 
0 1 

They open and close at different times different 

days   
0 1 

I don’t meet the prescriber sometimes when I visit 

during regular working hours 
0 1 

Attitude of provider (Note: Provider in this question means prescriber) 

11

5 

Specific attitude of providers of 

preferred health facility 

 No Yes 

 

Providers treat me with courtesy and respect 0 1 

Providers listen to me carefully 0 1 

Providers explain things in a way I could understand 0 1 

For every medicine, providers tell me what it treats 

and its side effects 
0 1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SECTION 2: HEALTH INSURANCE ENROLLMENT AND RELATED FACTORS 

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20

1 

NHIS membership status 

(Note: Ask to see the NHIS card for 

active members and indicate as 

appropriate) 

Never enrolled 0 →205 

First time membership – card seen 1 

 
First time membership – card not seen 2 

Renewed (currently active) – card not seen 3 

Renewed (currently active) – card seen 4 

Previously enrolled (Not active ) 5 →205 

20

2 
Current NHIS membership type 

SSNIT contributor 1 

 

SSNIT pensioner 2 

Informal sector 3 

Indigent 4 

Pregnant women 5 

Other (specify),…………… 6 

20

3 
How long have you been a member □□ (year)        □□(month)  

20

4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last enrollment? (Cedi) □□□  

 

Please indicate for each of the following 

questions whether it is a reason why you 

have never enrolled in the NHIS or have 

failed to renew your enrolment  

 No Yes 

 
I have other health insurance scheme 0 1 

Knowledge of NHIS (Before this survey) 

Never heard of NHIS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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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I have heard of NHIS, but I didn’t know who 

it is for. 
0 1 

Did not know benefits 0 1 

Did not know how much to pay for premium 0 1 

Did not know how to enroll and renew 0 1 

Benefits of NHIS 

NHIS does not cover health services I need 0 1 

NHIS does not save health care cost  0 1 

NHIS Benefit is too low/ or not sufficient in 

relation to the premium paid.  
0 1 

Premium of NHIS 

Cannot afford the premium/registration fee 0 1 

Convenience of NHIS 

Premium payment interval (yearly) is too short  0 1 

Premium payment interval (yearly) is too long. 

Would prefer to pay in installments 
0 1 

District scheme office is too far to go 

Note: Indicate the location of scheme office 

and assist answer 

0 1 

Working hours of scheme office is not good 

for me 
0 1 

Long waiting time in scheme office 

(Note: Explain usual waiting time if necessary) 
0 1 

Takes too long a time to get membership card 

after registration 

(Note: Explain usual waiting time if necessary) 

0 1 

Need for health service 

Do not need health care 0 1 

Service provision factors (Note: These questions are asking about 

barriers to health insurance enrollment, not to health service use in 

Q103) 

Healthcare facilities are too far 0 1 

Quality of health services are not good 0 1 

Attitude of health provider is not good 0 1 

Waiting time for health service is too long 0 1 

Working hours of health facilities are not good 

for me 
0 1 

Attitude of household members or community towards NHIS 

Household members are not in favor of 

enrolling onto the NHIS 
0 1 

Community members are not in favor of 

enrolling onto the NHIS 
0 1 

20

6 
Would you recommend enrolment onto the NHIS to someone else? 

No Yes 
 

0 1 

20

7 

Will you continue your NHIS membership? / Will you enroll onto the NHIS? Note:  Ask as 

appropriate but everybody has to answer this question 

No Yes 
 

0 1 

Knowledge of NHIS 

20

8 
Does the NHIS cover:  

 
N

o 

Y

es 

D

K 

 

 

Medicine 0 1 9 

OPD attendance 0 1 9 

Inpatient service 0 1 9 

Surgery 0 1 9 

Antenatal, Delivery and Postnatal  0 1 9 

Cancer 0 1 9 

Diagnostic services (lab, X-ray, scan, etc.) 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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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20

9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bout 

the NHIS enrollment process? 

Note: Check whether interviewee’s 

answer is correct or not 

 

N

o 
Yes 

 
Do you know the place to register? 0 1 

Do you know the Premium and processing 

fee? 
0 1 

21

0 

What is your main source to get 

information on the NHIS? 

Family members 1 

 

Friends 2 

Health provider 3 

Newspaper 4 

Brochure 5 

Radio 6 

Television 7 

Internet 8 

Posters 9 

Information van 10 

NHIA Officer  11 

Other (specify)………………  

21

1 

In your opinion, what is the most 

effective source to get information on 

NHIS? 

Family members 1 

 

Friends 2 

Health provider 3 

Newspaper 4 

Brochure 5 

Radio 6 

Television 7 

Internet 8 

Poster 9 

Information van 10 

NHIA Officer  11 

Other (specify)………………  

21

2 

Have you heard about the following 

from any of the above sources? 

 No Yes 

 
Premium 0 1 

Benefits 0 1 

Process to enroll 0 1 

Others (specify) ………………  

Benefits of NHIS 

21

3 

Are any of the following health services 

that you need but are not covered by 

NHIS? (that means you  need to pay out 

of pocket even if you have membership)  

 
N

o 

Y

es 

D

K 

 

Consultation 0 1 9 

Laboratory test (blood, urine, etc.) 0 1 9 

I m a g i n g  t e s t  ( X - r a y ,  C T ,  U l t r a s o u n d ,  e t c . )  0 1 9 

Surgery 0 1 9 

Medication 0 1 9 

Physiotherapy 0 1 9 

Other (specify)……………… 

Convenience of NHIS 

21

4 

Select most preferred payment interval 

for NHIS premium 

Weekly 1 

 

Monthly 2 

Quarterly 3 

Yearly 4 

Longer than a year 5 

Once in a lifetime 6 

21

5 
Name the closest scheme office from your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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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21

6 

How far is the closest scheme office from your home? (km) (Note: : Indicate the location of 

scheme office) 
□□□  

21

7 

How long did you wait for your membership card after registration recently? (days) Note: 

only for active member for NHIS 
□□□  

 

 

Other 

21

8 

Who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your 

decision for enrolling onto the NHIS 

Spouse/partner 1 

 

Household head (not spouse/partner) 2 

Other household member 3 

Community leaders 4 

Other community member 5 

Self/Own  6 

Other (Specify)………………….  

 

PREMIUMS 

SECTION 3: WILLINGNESS TO PAY FOR NHIS PREMIUM 

NO

.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

ONS 

NOTICE: I will describe three different scheme benefit scenarios to you and ask how much you would like to pay at a given cost. These 

questions are not to raise your premium, but we want to know what you think is the value of your insurance card. How valuable this insurance 

card is for you. This can be identified as maximum premium you can pay. These questions are asking your personal thinking. Don’t consider 

other people, but only consider your current situation such as budget, health condition, distance to hospital, etc. Please keep in mind that, it is 

assumed that the amount of money that you are willing to pay as your answer will reduce your money for other services or goods such as 

food, education, etc. 

Questions for adaptation 

301 

 

Number of times they visited health facilities (Refer 104) 

Note: Don’t ask to respondent. Interviewer reminds interviewees. 
 

→104 =  

0 

302 What is the average amount you paid at the facility for each visit? □□□□  

303 

 

Willingness to enroll/renew (Refer 207) 

Note: Don’t ask to respondent. Interviewer reminds interviewee 
  

304

a 
Do you think you have made or would have made any savings for being a member of NHIS? 

No Yes 
 

0 1 

304

b 

Expected health costs saved because of health insurance in last one year? (Cedi) Note: For the 

uninsured, give the assumption that they are enrolled. 
□□□□□  

Scenario 1: Current scheme and health care system 

Explain the current scheme benefits(eligible facility, disease, and drug) and show the medical cost which is covered and not covered by NHIS in 

a sample case, such as diabetes, caesarean section, myocardial infarction. 

The insurance premium needs to be paid annually and the membership is valid for a year after the insurance card is issued. The insurance 

premium is the same, irrespective of the health status or age but may vary amongst districts depending on the income. 

305 
Current premium setting in this district (Cedi) Note: Do not ask the respondent. Interviewer must 

mark on this question. 
□□□  

306 

 

NHIS membership status 

 

Check no. 201 

Never enrolled 0 →307 

First time of membership 1 →310 

Renewed (Currently active) 2 →310 

Previously enrolled (Not active ) 3 →307 

307 
If NHIA asks you to pay (5, 10, 20, 40) cedi per year as premium for current scheme, are you 

willing to pay considering your economic condition? 

Yes 1 →308 

No 0 →309 

308 Are you willing to pay (10, 20, 40, 80) cedi for current scheme? 
Yes 1 

→313 
No 0 



104 

NO

.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

ONS 

309 Are you willing to pay (2.5, 5, 10, 20) cedi for current scheme? 
Yes 1 

→313 
No 0 

310 
If NHIA asks you to pay (10, 20, 40, 80) cedi per year as premium for current scheme, are you 

willing to pay considering your economic condition? 

Yes 1 →311 

No 0 →312 

311 Are you willing to pay (20, 40, 80, 160) cedi for current scheme? 
Yes 1 

→313 
No 0 

312 Are you willing to pay (5, 10, 20, 40) cedi for current scheme? 
Yes 1 

→313 
No 0 

313 What is the maximum you would be willing to pay for current scheme? (Cedi) □□□  

Scenario 2: Reducing patient’s medical cost sharing for the insured  

(Explain concept of patient’s medical cost sharing by material) 

The average patient’s medical cost sharing for the insured gets decreased to 2/3, 1/3, zero through expansion of coverage for examination 

fee, inspection fee, surgery fee, and drug cost. For example, if the out-of-pocket payment for an insured patient were 100 cedi last year, with 

the same reduction rate of out-of-pocket payment, he would have been asked to pay only around 67, 33, 0 cedi respectively. That means you 

could save 33, 67, 100 cedi for a year respectively. If he visits hospital more often and gets prescribed because of reduced out-of-pocket 

payment, he can receive a bigger benefits than 33, 67, 100 Cedi. The insurance premium needs to be paid every year and membership is valid 

for a year. The insurance premium is the same, irrespective of the health status or age but may vary amongst districts depending on the 

income 

314 
If NHIA ask to pay (10, 20, 40, 80) cedi per year as premium and average patient’s medical cost 

sharing is reduced to 2/3, are you willing to pay considering your economic condition? 

Yes 1 →315 

No 0 →316 

315 Are you willing to pay (20, 40, 80, 160) cedi for above scheme? 
Yes 1 

→317 
No 0 

316 Are you willing to pay (5, 10, 20, 40) cedi for above scheme? 
Yes 1 

→317 
No 0 

317 
What is the maximum you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reduction in average patient’s 

medical cost sharing to 2/3 considering your economic condition? 
□□□  

318 
If NHIA ask to pay (10, 20, 40, 80) cedi per year as premium and average patient’s medical cost 

sharing is reduced to 1/3, are you willing to pay considering your economic condition? 

Yes 1 →319 

No 0 →320 

319 Are you willing to pay (20, 40, 80, 160) cedi for above scheme? 
Yes 1 

→321 
No 0 

320 Are you willing to pay (5, 10, 20, 40) cedi for above scheme? 
Yes 1  

No 0 →321 

321 
What is the maximum you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reduction in average patient’s 

medical cost sharing to 1/3 considering your economic condition? 
□□□  

Scenario 3: Expanding benefit to cover brand medication and changing drug payment mechanism from fee-for-service to G-DRG 

Current system requires people to pay the cost if they choose to be prescribed with branded medications; however, this will be changed to 

the system that the insurance covers the cost for all drugs while the health care professional determines whether it is necessary to use the 

branded medication, considering the medical need and value for money of the drugs. Thus, you don’t need to pay anything for the medicine 

but the patients cannot choose at all. Instead, the health care professional will consider patients’ symptoms, severity, and cost of drugs, and 

choose between the branded medication and the generic. 

322 Are you willing to pay (10, 20, 40, 80) cedi for the scheme including new benefit? 
Yes 1 →323 

No 0 →324 

323 Are you willing to pay (20, 40, 80, 160) cedi for the scheme? 
Yes 1 

→325 
No 0 

324 Are you willing to pay (5, 10, 20, 40) cedi for the scheme? 
Yes 1 

→325 
No 0 

325 What is the maximum you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above scheme? (Ce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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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ow, I am going to ask you a few questions about yourself 

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40

1 
Household size (number) 

Total number □□□ 

 Number of Children <18yrs □□□ 

Number of Adults > 18yrs □□□ 

40

2 

Ethnicity 

 

Ewe 1 

 

Guan 2 

Akan 3 

Ga/Dangme 4 

Other (specify) ________________ 96 

40

3 

 

Religion 

 

 

Christianity 1 

 

Muslim/Moslem 2 

Traditional 3 

No religion 4 

Other (specify) ________________ 96 

40

4 

Your occupation 

 

Note: Indicate stated occupation 

 

 

Mentioned occupation          

(                                                       ) 

 

Not working 0 

Professional/technical/managerial 1 

Clerical 2 

Sales 3 

Agricultural 4 

Household and domestic 5 

Services 6 

Skilled manual 7 

Unskilled manual 8 

Other (specify) 9 

40

5 
Have you ever attended school? 

No Yes 
If No → 501 

0 1 

40

6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school you 

have attended?  

Primary 1 

 

Middle/JSS/JHS 2 

Secondary/SSS/SHS 3 

Higher 4 

Other (specify) _________________ 96 

 

SECTION 5: HOUSEHOLD CHARACTERISTICS 

Now, I am going to ask questions regarding available facilities and possessions in your household 

N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501 
What type of building material is your 

house made of? 

Unplastered mud walls 1 

 

Plastered mud walls 2 

Cement blocks/ bricks 3 

Others (specify)…………………. 96 

502 
What type of material is used for the 

roofing of your house? 

Thatch 1 

 
Zinc/ Aluminum / Asbestos 2 

Others (specify)…………………. 96 

503 Does your house have Ceiling? 
No Yes 

 0 1 

504 Does your house have Mosquito netting over Windows? 
No Yes 

 0 1 

505 What is the main source of drinking water Piped wa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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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in your house? Tube well /Bore Hole 2 

Protected dug well 3 

Unprotected dug well 4 

Water from spring 5 

Rainwater 6 

Tanker truck  7 

Cart with small tank 8 

Surface water 9 

Bottled water/Sachet water 10 

Others (specify)…………………. 96 

506 Where is that water source located? 

In own dwelling 1 

 In own yard/plot 2 

Elsewhere 3 

 

507 

 

What kind of toilet facility do members of 

your household usually use? 

Flush to piped sewer system  1 

 

Flush to non-sewer 2 

Ventilated improved pit (VIP) latrine 3 

Pit latrine with slab 4 

Pit latrine without slab 5 

Bush 6 

Other (specify)…………………. 96 

508 Do you share this toilet facility with other households? 
No Yes 

 
0 1 

509 
What type of fuel/power source does your 

household mainly use for cooking? 

Electricity 1 

 

LPG 2 

Natural gas 3 

Biogas 4 

Kerosene 5 

Coal, Lignite 6 

Charcoal 7 

Wood 8 

Straw/shrubs/grass 9 

Agricultural crop residue 10 

Animal dung 11 

No food cooked in household 95 

Other (specify)…………………. 96 

 

 

 

510 Does any member of this household own: 

 No Yes 

 

A bicycle? 0 1 

A motorcycle or motor scooter? 0 1 

An animal-drawn cart? 0 1 

A car or truck? 0 1 

A boat with a motor? 0 1 

A boat without a motor? 0 1 

511 Does any member of this household own any agricultural land? 
No Yes 

If No →510 
0 1 

512 

How many hectares, acres or poles of 

agricultural land do members of your 

household own? 

Hectares  ... = Km
2
 

 
Acres ... = Km

2
 

Poles ... = Km
2
 

Don’t know 9 

513 Does this household own any livestock, herds, other farm animals, or poultry? No Yes If No →512 

514 

 

How many of the following animals does 

your household own? 

 

IF NONE, ENTER '00'. 

Cattle? □□ 

 

 
Milk cows or bulls? □□ 

Horses, donkeys, or mules? □□ 

Goa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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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IF MORE THAN 95, ENTER '95'. 

IF UNKNOWN, ENTER '98'. 

 

Sheep? □□ 

Pigs? □□ 

Rabbits? □□ 

Grasscutter? □□ 

Chickens? □□ 

Other poultry? (Specify)……… □□ 

Other? (Specify)……………… □□ 

 

515 

How many rooms are owned/rented by this household? 

Note: Include all houses which this household members own or rent 
□□□□ Rooms 

 

 

 

516 

How would you rate your household’s 

economic status in relation to general 

Ghanaian condition? 

Very wealthy  1 

 

Wealthy 2 

Moderate 3 

Poor 4 

Very poor 5 

 

SECTION 6: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Now, I am going to ask questions regarding income and expenditure of your household 

N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601 What is your main source of income? 

None 0 

 

Agriculture 1 

Business 2 

Service 3 

Labor 4 

Others (specify)…………………. 96 

602 What is the total annual income of your household for the last one year? □□□□□□ CEDI  

603 

 

How many times did you visit health facilities for last one year? 

(Refer 104b) 
□□ Times  

604 

 
What is average health expenditure for each visit for the health services?(Refer 302) □□□□ CEDI  

 

SECTION 7: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Now, I am going to ask questions regarding your health status and related behavior 

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70

1 
(Do not ask to respondent) Measure height (cm) □□□  

70

2 
(Do not ask to respondent) Measure weight (kg) □□□  

70

3 
How is your physical health in general? 

Very good 1 

 

Good 2 

Fair 3 

Poor 4 

Very poor 5 

70

4 

All things considered,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as a whole? 

Very satisfied  1 

 

Moderately satisfied  2 

No feelings either way 3 

Moderately dissatisfied  4 

Very dissatisfie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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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QUESTIONS CODING CATEGORIES CODES DIRECTIONS 

70

5 

Have you had any of following 

health problems during the past one 

year? 

 No Yes  

Infectious disease 

 

Malaria 0 1 

Diarrheal diseases 0 1 

Respiratory infection (e.g. Common cold, 

pneumonia, etc.) 
0 1 

Other infectious disease 0 1 

Chronic disease 

Hypertension 0 1 

Diabetes mellitus 0 1 

Other diseases 

Cancer or other neoplasms 0 1 

Cardiovascular diseases 0 1 

Musculoskeletal disease (e.g. Osteoarthritis, 

etc.) 
0 1 

Injury 0 1 

Permanent disability 0 1 

Others (specify) ……………… 0 1 

SMOKING 

70

6 

Do you currently smoke cigarettes or 

any other type of tobacco? 

No. I have never smoked a cigarette, not even a 

puff 
0 

→708 

No. I have only tried several times 1 

No. I used to smoke but I don't now 2 
 

Yes 3 

70

7 
How long have you smoked regularly? 

□□ years 

□□ months 
 

ALCOHOL 

70

8 
Do you consume alcoholic beverages? 

No. I have never drunk 0 

 
No. I used to drink sometimes, but I don't now  1 

Yes,  I only drink occasionally  2 

Yes, I drink regularly 3 

70

9 

How many times do you drink 

usually?  

Less than once in a month 1 

 

Once in a month 2 

2~4 times in a month 3 

2~3 times in a week 4 

More than 4 times in a wee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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