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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이 의료소비자의 정보비대칭 문제와 공급자 유인수

요(SID) 문제를 해결하고,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여 비급

여 진료비용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 정책효과 살펴보는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급여 정보공개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8

년까지 총 6년간 지속적으로 공개된 21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4,272개소의 총 79,476건을 연구대상으로 하

였으며, 연도(기간), 입법 여부, 의사수, 병상수에 따른 비급여 의

료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입법이 비급여 진료비

용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정보공개 정책은 시간(연도)이 지날수록 오히려 비급여 진료비용

을 높이는(+) 작용을 하였다. 이는 정보공개 정책이 입법 전후 시

기로는 효과가 있었으나 6년간의 지속적인 정보공개 기간 동안에

는 큰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료인 수가 많은 의료기

관의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공개 정책에 상관없이 비

급여 가격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했다. 마지막으로 병상수가 많

은 의료기관은 수익을 증대하고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공개

정책에 상관없이 비급여 가격을 상승시켰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

상과는 반대로 상승시켰다고 할 수 없는 결과(-)를 보였다.

비급여 가격정보 변화 요인과 정보공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예

상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보공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입법화를 통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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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입법을 통해 강제화 된 정보공개는 그 정

책적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둘째, 정

보공개 정책은 다른 정책수단과 혼합하여 사용해야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장기화된 정보공개 정책은 그

효과성이 떨어지며, 정보공개 정책의 방향과 방법 등을 새롭게 고

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 해 준다. 셋째, 비급여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급여, 비급여 정보를 함께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급여, 비급여가 혼

재되어 사용된다. 단순히 비급여 정보만을 제공할 경우 의료수요

자인 환자들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의료소비자의 수

요에 맞게 의료비용 정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이

의료기관의 가격정보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효과성을 살

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

이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한걸음 나아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다듬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급격히 증가하는 비급여 가격에 대한 관리기전과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향후 비급여 관리체계 마

련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비급여, 진료비용, 정책수단, 정보공개, 정책효과

학 번 : 2018-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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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건강보험제도권 안에 보호하며 40

년 넘게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왔다.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여 다양한 질병, 부상을 치료, 예방해 온 것이다. 그 외 일상생활

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 미용 처치, 임상적 유효성이 낮으며 비용이

높은 의료행위 등은 비급여로 운영하고, 환자가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

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최근 보건의료

환경에 있어 보건의료 비용 상승이 지속적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 함)은 건강보험 보장률

을 62.7%로 발표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전체 의료비 중 37.3%는 국민이

직접 본인 부담한 것이며, 이중 본인부담률 20.2%를 제외하면 비급여 본

인부담률이 17.1%로 최근 그 비용이 더 상승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

단, 2018)

[표 1-1]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 62.0 63.2 63.4 62.6 62.7

법정 본인부담률 20.0 19.7 20.1 20.2 29.2

비급여본인부담률 18.0 17.1 16.5 17.2 17.1

주: 1) 건강보험 보장률=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 / 전체의료비*

* 전체의료비=공단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2)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에는 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은 제외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2017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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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급여는 법이나 규정에 따른 기속력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가

격을 임의로 산정하다 보니 국민이 그 가격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판단

할 근거가 전혀 없어 가계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또한 비급여는

급여대상과는 달리 가격뿐 아니라 제공량에서도 어떠한 사회적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매년 비급여 의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이와 같이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하는 주 원인은 비급여 가격과 제공

량에 대한 관리기전 부재라 할 수 있다(민인순, 2016).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지는 의료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특성상 공급자 유인수요(Supplier-Induced Demand, SID)에

따라 일어난다. 다시 말해 의료공급자인 의료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의료

수요자인 환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은 정보비대칭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

며 시장을 통해 가격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이러한 정보비대칭에 따른 문제를 해

결하고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비급여 가격의 무분별한 상승을 억제

시킬 목적으로 2009년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 또

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료법 제45조를 전부 개정1)(‘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라 한다)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정보공개 노력에도 비급여 진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13년부터 의료기관

홈페이지 고시 가격을 조사하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를 시행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방식의 정보공개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비표준화, 정보

수집이 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해 공개 항목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하여 정보공개를 하도

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2015년 의료법이 개정2)되면서 2016

1)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쉬게 알 수 있도록 고지

2)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보건복지부 장관

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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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들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여 동일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용을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의 목적은 일반 국민들에게 병원의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이용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정보를 이용한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정보를 이용한 국민의 의료 선택이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

여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화하도록 행태 변화를 유

도하기 위함이었다. 즉,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서비스 구매에서도 가격경쟁과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민인순 등, 2018).

의료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라는 정부의 정책수단을 통한 의료기관의 행

태변화는 ‘규제’나 ‘허가’ 등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그 직접성과 강제성이

적어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 비급여 진

료비용 공개 정책은 시행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연구가 많지 않아 정

책집행의 효과성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기란 현재로서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수단인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가 최초

시행된 이후 및 법과 고시가 개정되기 이전과 이후로 비교하여 의료기관

의 비급여 진료비용 변화를 유도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정책과 발전 방향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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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비급여 진료비용 상승은 전체 국민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주어 가계경

제 및 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 게다가 비급여 항목은 대체로 고비용

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진료비용을 예측 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미처 대

비하지 못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은 때때로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재난이

되기도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정부가 나서 비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야 할 당위성이 성립한다(공진선, 2017). 이에 2012년 기획재정부 주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의 단계적 확대 결정이

있었다. 201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은 국

민의 관심이 높은 행위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고지가격을 직

접 수집·조사하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를 시행하였으나 공개항목 확대,

비표준화라는 한계가 존재했다.

결국 2015년 국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하여

정보공개를 강제화할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되었고 그 업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게 되었다.3) 하지만 정보공개가 시작된 이후 및 입

법화 이후 정책수단으로서 정보공개의 실효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바,

본 연구는 정보공개가 시작된 이후 및 입법 이전과 이후의 비급여 진료

비용의 정보공개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시점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본 정

보공개정책이 비급여 진료비용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다.

3)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신설(2015.12.19.),

보건복지부 고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담당 전문기관으로 위탁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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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이 되어 정보공개가 강제화 된 시점인 2016년을 기점으로 이전,

이후의 비급여 진료비용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분석

한다.

(3) 위의 인과 관계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제 시,

종속변수가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에 있어 가격경쟁

원리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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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공급자 유인수요(SID, Supplier-Induced Demand)

일반적 경제이론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요와 공급 이론에

따라 균형 가격이 결정되며,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요

를 조절하며, 공급자 또한 수요에 따라 공급을 적절히 변화시키며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관련 시장은 다른 재화나 서

비스 시장처럼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에 따라 균형 가격과 산출량이 결정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

한 것이다. 즉,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인과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의료

지식의 격차가 매우 크며, 이는 결국 의료현장에서 정보의 비대칭 현상

을 발생시킨다. 환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인에 비해 질병에 대

한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시장에서

처럼 스스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기 어렵다. 환자는 의료서비스

에 대한 수요 결정에 있어 의사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결정자인 의사가 항상 환자의 이익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환자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의사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선택

하는 불완전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환자로 하여금 불필요

한 의료서비스를 결정하게 유도할 수 있으며, 정부의 통제밖에 있는 값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이러한 공급

자 행태를 공급자 유인수요(Supplier-Induced Demand, SID)라고 한다

(McCarthy TR, 1985).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공급자 유인수요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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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1984년부터 미국 메디케어 수가가 동결된 기간 동안 워싱턴 등 4개 주

의 의료비용을 분석한 연구에서, 동 기간 동안 의료인의 수는 증가가 거

의 없었음에도 수술, 영상장비를 이용한 촬영, 검사 등이 상당히 많이 발

생하여 의료비 지출이 30%까지 증가한 사실을 발견하여 공급자 유인수

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Mitchell, J. B. et al, 1989).

전산화단층촬영과 제왕절개분만 변화를 통해 공급자 유인수요를 분석

한 국내연구에서는 급여인 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

서 사용량이 감소한 반면, 고가이며 비급여인 자기공명영상촬영이 증가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상 분만에 비해 제왕절개분만이 증가하였

는데, 제왕절개분만의 수가가 높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제왕절개분만을

더욱 선호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자가 수요를 유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문재희, 1999).

이러한 공급자 유인수요 영향은 연구대상, 방법에 따라 연구자마다 일

부 다른 견해를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민간의료기

관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비용

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공

급자 유인수요가 나타나기 좋은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비급여 의료서비스 비용 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의료소비자에 대해

고가의 의료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정책수단의 목적과 종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의료비용 부담 경감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최근 5년간 건

강보험의 보장률은 63%대를 유지하며 정체 상태에 있다(표1-1 참조).

’07년 대비 ’17년 건강보험 급여는 116%(24.3조→52.5조) 증가했지만, 동

기간 비급여는 180%(5.1조→14.3조)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의 흡수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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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적은 미비하였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계부담은 여전히 높으며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더불어 다른 정책수단을 적극 고려해

야할 시점이다.

정책수단은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 집단행동을 변화

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정책설계의 요소들로 정의되기도 하고(Schneider

and Ingram, 1997), 정부가 사회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 활용하는 기법

으로 정의하기도 한다(Vedung, 1998). 그 외 정책수단에 대한 다양한 견

해들이 있으나 공통적인 점은 ‘정부 또는 공공행위자에 의해 활용되는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전영한 외, 2010).

이러한 정책수단의 종류로는 크게 설득, 불이익, 경제적 유인 3가지가

있다(Vedung, 1998). 정책의 소망성을 강조하며 정책실현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 구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이며, 정책에 따르지 않

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이익이다. 정책순응 시 보조

금 형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 유인이라고 한다(이혁우, 2017).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

여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일반대중에게 공

공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동 정책수단은 의료기관에게 의료비용을 낮추게 하여 보다 나은

사회 구현이라는 점에서 ‘설득’의 정책수단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보공개의 특성과 종류

다양한 정책수단 중 공공정보의 공개는 다른 정책수단과 비교할 때 상

대적으로 부드럽고 관대한 속성을 지닌다(Vedung, 1998). 이는 정책의

대상이나 개인을 구속하지 않고 정보제공만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대상 집단의 인식, 믿음, 행태 등을 정책목표

에 맞추어 변화시키려고 할 경우나 정책목표달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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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려고 할 경우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대중에 공

개된 공공정보는 투명하게 알려진다는 이유로 국민의 행태나 동기에 영

향을 준다(정광호 외, 2008).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분야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광호 등

(2008)은 공공정보의 공개 유형을 조직리포트카드(organizational report

cards), 공공정보캠페인(public information campaign), 라벨링(labelling)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조직리포트카드(organizational report cards)는 기

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정책수요자에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Gormley & Weimer, 1999).

공공정보캠페인(public information campaign)은 공공정보의 공개·홍보

를 통해 정책대상 집단의 행태·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

이며, 라벨링(labelling)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

소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즉 어떤 제품에 대한 성분을 표시하여 공개

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라벨링은

금연, 식품, 환경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정광호 외, 2008).

특히, 리포트카드는 정기적으로 자료 생성과 측정을 통해 성과를 평가

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정보형태로 알려주는 일종의 성과보고서이다.

이러한 리포트카드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자 관점에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

소하고 공급자인 정부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된다. 리포트

카드가 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양한데, 소비자는 리포트 카드에

서 직접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언론매체의 관심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

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리포트카드가 소비자가 미치는 영향

경로를 고려하면 실제 이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한다(정광호 외, 2008).

본 연구에서 다루는 비급여 가격정보는 일종의 리포트카드라고 할 수

있다. 비급여 정보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가의료비의 통합적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집되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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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수단으로서 정보공개의 효과성

정보공개는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거나 정보비용이 과다한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수단이다(문명재, 2009). 의료서비스는 매

우 전문적이고 소비자가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비대칭이 크게 발생하는 분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

비자가 상대적으로 의료 관련 지식을 적게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의료서

비스에 대한 수요는 공급자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수경 외, 2001). 따

라서 많은 의료소비자가 추가진료에 대한 결정에 의료공급자인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고,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서 적정 수준 이상으로 의

료서비스를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비대칭이 크게

나타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공개 정책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

다(배현회 외, 2018).

하지만 외부에 공개된 정보가 항상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는 단순히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만으로 정책효과를 담보하

기는 어렵고,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정보이용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질 높은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한승혜 외, 2018). 만

약 공개된 자료가 너무 부정확하거나 단순 집계된 숫자만을 공개하는 경

우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소비

자는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Mennemeyer, et al., 1997). 따

라서 단순히 수치를 제공하는 것보다 이용자가 비교 가능토록 자료를 가

공하여 제공할 때 정보공개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소매 휘발유

비교 가격 정보 공개를 통한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국내 소매 휘발유 시장에서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정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제공될 경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발

생하는 지 알아보는 연구에서 가격정보 공개정책이 효과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소매 휘발유처럼 정부가 직접적 시장가격 조정이 곤란할 경우

정보공개를 통해 시장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

었다(정예민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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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에서 조사·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소매 휘발유 가격과

동일하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가격 조정이 곤란하다는 특성을 지닌

다.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질 좋고 비교 가능한 의료서비스 가격정

보 공개라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경우, 공급자 유인수요(SID)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의료서비스에서 경쟁시장의 원리가 작동하여 소비자

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장점도 있

다. 즉, 정보공개로 인해 소비자와 공급자의 정보 수준 차이가 해소될 경

우,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또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억제되고 협력의 기

회를 제공하게 되며(한국행정연구소, 2008) 이 경우 행정 감시비용을 줄

일 수 있는 부차적 효과도 얻게 된다(남현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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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비급여의 정의와 종류, 특성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상의 급여는 요양급여라고 명명하고, 국민건강

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4)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제도

에 의해 보장이 되는 진료비 항목을 급여라고 말한다. 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급여 항목과 금액을 정하고 있으

며,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가를 책정하고 진료량의 적정성을 심사

함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급여는 동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

항으로 규정하고 있다6)(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또한, 국민건강보험

에서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

가 100% 부담하는데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로 구분된다. 법정 비

급여는 고가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항목, 예를 들어 ‘상급병실료 차액’,

‘MRI’, ‘고가의 항암제 관련 비용’ 등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그 목록

을 고시하고 있다. 반면에 임의 비급여는 예방, 미용, 성형 등을 목적으

로 하며, 현재 이에 관한 별도의 관리 체계는 없다(박세민, 2018).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

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치

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요양급여(급여)로 정의하고 있음

5)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6) 구체적인 비급여대상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 제1항 관련)에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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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행위·치료재료·약제 현황

(단위: 개)

구분 계 급여 비급여

계 70,533 53,211 17,322

행위 9,115 8,625 490

치료재료 25,991 23,149 2,842

약제 35,427 21,437 13,990

주) 행위, 약제는 2017.1.31.기준, 치료재료는 2017.5.1.기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비급여진료비용공개효과분석및제도개선방안연구재구성)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을 비급여라고 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와 평가 업무 및 비급여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치료의 목적과 항

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고 있다.

[표2-2] 건강보험 비급여의 구분

1. 치료적 비급여

○ 질병의 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비급

여로 정하여 고시한 항목(등재 비급여)으로 다빈치로봇수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등이 있음

○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적응증, 개수 등)에 따라 비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기준 비급여)으로는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등이 해당

2. 제도 비급여

○ 제도적 규정에 따라 비급여로 정한 경우로 상급병실료 차액과

제증명수수료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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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재구성)

앞서 언급했지만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

담한다. 즉,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

여비용 산정기준(건강보험수가)의 기속력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가격을

임의로 산정하다 보니 국민이 그 가격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근

거가 없고, 급여대상과는 달리 가격뿐 아니라 제공량에도 어떠한 사회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의료시장은 공급자 유인수요(SID) 이론에 따라 균

형가격이 형성되기 어렵고, 의료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소

비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다. 이러한 비급여의 특성 때문에 현재 비급

여 의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현상7)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 비급여 정보공개 제도(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사업)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부재는 의료시장에서의 공급자 요인수요(SID) 발

생, 정보의 비대칭 문제, 의료비 상승에 따른 가계 의료비 부담, 저소득

층의 의료비 부담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집중발생, 민간의료보험에의 의

존도 상승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16년도 우리나라 가

7)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07년 대비 ’17년 건강보험 급여는 116%

(24.3조→52.5조) 증가, 동 기간 비급여는 180%(5.1조→14.3조)로 더 큰 폭 증가

함(보건복지부, 2019)

3. 선택 비급여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나 신체적 필수 기능개선

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진료로서 미용·성형수술, 라식·라

섹수술, 골드크라운[금니]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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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료비는 OECD 평균의 1.8배(한국 33.3%, OECD 평균 20.3%)에 달하

는 등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였지만, 그 이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계속 상승하였다. 이전에도 비급여 관리에 대한 정부

의 노력은 있어 왔다. 2009년 정부는「의료법」제45조8)를 개정하여 2010

년부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나 환자보호자에 비급여 비용을 고지

하고 게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의료기관별 통일되지 않은 비급여 명칭,

코드, 서식 등 의료기관간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소비자가 의료

기관간 비용정보를 상호 비교하기 어려워 그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

에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할 비급여 세부항목을 정하

여 2012년 10월 2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등의 기관장이 참석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비급여를 공개하

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동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행하게 되었고,

2013년 9월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게시한 진료비용을 수집하여 홈페

이지에 공개하였다. 2013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추가 공개하

여 43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대상 37개 항목(MRI, 치과 임플란트료

등)을 공개하였고, 상급종합병원 공개에 이어 2014년 2월부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여 153개 의료기관 대상 37개

항목을 공개하였다.

이어 2014년 12월에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0병상 이하 종합

병원 및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공개하여

336개 의료기관 대상 32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며, 2015년 12월 총 887개

의료기관 대상 52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를 확대하여 공개하

였다.

하지만 2015년 감사원에서 실시한「의료비 관리실태」감사 결과는 의

8)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

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함. 의료기

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

야 함. 의료기관 개설자는 상기에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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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수요자가 의료기관과 치료방법 선택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도록 비급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개하도록 하여 환자의 알권

리와 자기 선택권 보장을 강화토록 하였다. 아울러, 비급여 정보를 관리

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국가 의료보장비용을 관리토록 촉구하였다(감

사원, 2015).

2015년 12월 입법을 통해「의료법」을 개정하여 비급여 정보 전담기관

을 심사평가원으로 지정하였고, 비급여 수집·관리·공개하도록 하여 의료

기관의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제화하였다. 의료법 시행에 따라 2016년부

터 심사평가원은 150병상을 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2,041기관 대상 52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대폭 확대 공개하였다.

2017년 4월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이상 의

료기관으로 확대되고 신규 항목은 61개가 추가되어, 총 3,666개 의료기관

대상 107개 항목을 공개하였다(민인순 외, 2018).

[표2-3]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사업 추진경과

구분 대상기관 공개항목

’13년 01월 ·상급종합병원 대상 (43기관) 29항목

’13년 09월 ·상급종합병원 대상 (43기관) 37항목

’14년 02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급 이상 대상 (153기관) 37항목

’14년 12월 ·전체 종합병원 및 치과대부속치과병원 대상 (336기관) 32항목

’15년 12월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진료비용등의현황조사등) 제정

·전체 종합병원, 치과·한방·전문병원 대상 (887기관)
52항목

’16년 10월 ·고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제정

’16년 12월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대상 (2,041기관) 52항목

’17년 04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3,666기관)

(총 107항목: 행위 57, 치료재료 20, 제증명수수료 30)
107항목

’18년 04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3,882기관)

(총 207항목: 행위 151, 치료재료 25, 제증명수수료 31)
207항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추진방안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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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비급여 정보 조사 대상은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유지되었고, 신규로 100개 비급여 항목 추가되어, 총 3,882개 의료기관

대상 207개 항목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이와 같이, 의료수요자의 알권리 신장과 진료 선택권 보장, 정보의 비

대칭 문제 및 공급자 유인수요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정

보는 단계적으로 그 대상과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의료분야에 있어 정보공개 제도

국내 공공정보 공개에 관한 연구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정

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대상기관, 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정

보공개 심의조직, 공개절차, 불복구제절차 등과 같은 규범적, 법적 논의

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1998년 정보공개법의 제정 이후 주요 연구들

은 제도와 운영 측면, 그리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나누어졌다(김승태,

2006). 그러나 이 분야 기존연구들은 주로 정보공개제도의 제도를 대상

으로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대안제시에 치중해 왔으며, 정보공개 효과에

대한 실증차원의 논의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정광호 외, 2008).

의료분야의 정보공개는 일반적으로 리포트카드(report cards), 공급자

일람표(provider profiles), 소비자 보고서(consumer reports)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미국의 의료정보 공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와 의료

서비스 품질 정보를 중요시하며, 영국은 국가의료시스템(NHS)의 성과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의료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Marshall et al.,

2000).

정광호 등(2008)은 의료분야의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에 대해 고찰하였

는데, 의료정보 공개 내용 중 의료소비자가 주로 참고하는 것은 의료서

비스 만족도와 품질이지만, 의료소비자의 경우 기존의 편향된 믿음이나

정보부족 그리고 지표에 제시된 부정확한 설명문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다고 하였고, 의료정보 공개 따라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행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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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일부 발생하기도 하나 병원간 경쟁 정도, 의료비수수료 등에 있어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의료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나 회사와

같은 의료보험 구매기관들은 의료기관의 정보인 성과지표를 적극 참고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료분야 정보공개가 건

강향상이나 의료비 절감에 영향을 준 미국의 연구에서,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질환별 사망률, 합병증에 대한 재입원률, 평균 진료비 등의 상세

한 10년간 꾸준한 제공한 결과 환자들이 이 정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찾아가 사망률을 줄인 사례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내 의료분야 정보공개에 대한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 실시하는 의료기관별 질병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

다. 이 의료정보는 대부분 리포트카드 형식의 정보공개이며, 의료기관 평

가 정보공개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태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의료

분야에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는 비급여 정보공개가 유

일하며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가격정보

공개의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은 유용한 연구로 보인다.

4. 의료분야 비용정보 공개 효과성

의료분야에 있어 비용의 정보공개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

지만 제외국에서 이러한 시도들은 있어 왔다. Christensen 등(2013)은 10

년간 미국 내 30개주에서 실시한 고관절 대치술과 충수절제술 진료비 공

개정책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진료비 공개가 총 환자 지출비용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수술인 고관절 대치술 진료비 공개에 따른 진료비(Charge price)의 변화

를 분석하였는데, 진료비 공개 정책이 7.3% 이상의 진료비 감소로 이어

져 가격 공개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MRI 가격공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미국의 연구에서, 가격정보

를 이용한 집단의 MRI 이용가격이 하락하였고, 가격정보를 이용하지 않

는 집단의 MRI 이용가격이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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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료소비자의 MRI 이용 형태의 변화도 알 수 있었다. MRI 가격정보

를 이용한 집단은 가격이 저렴한 병원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고, MRI

가격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집단은 행태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Wu et al, 2014). 이러한 MRI 비용 공개 사례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가격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면 의료 분야 재화·서

비스의 가격하락과 시장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의 진료비 공개로 인한 진료비 감소 효과를 측정

하는 실증연구를 하였다. 싱가포르 5개 병원을 대상으로 58개 포괄수가

(DRG)항목의 진료비를 공개하여 정보 공개 전과 후의 진료비 가격 변

화9)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조사대상 이었던 58개 DRG항목 중 50개 항

목의 가격이 진료비 정보 공개 이후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Wong et

al, 2007).

국내 비급여 정보공개 사업은 그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비급여 비용 관리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으나, 특히 비급여 가격이 실제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이정택 등(2017)은 비급여 비용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변동계수

(CV, 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해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 규모별,

지역별 비용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의료기관 규모가 클

수록 비급여 가격은 높으나 가격편차는 작고,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가격은 낮으나 가격편차가 크게 나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높고, 가격편차

또한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 연구는 2016년도 비급여 가격

정보만을 분석하였기에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이 연도별로 그 정책적 효

과를 나타냈는지 알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효과성에 관한 비교적 최근 연구는 2018년에 이루

어 졌다. 민인순 등(2018)은 비급여 정보공개에 대한 효과를 비급여 항

목별 비용의 연도간 비교·분석, 비급여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

9) 진료비 중위값(50 percentile)과 진료비 상위 10%(90 percentile)의 변화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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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그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따

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은 비급여 항목의 평균 가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가격이 증가 항목보다 감소한 항목이 더 많았지만, 비급여 항

목과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결국 이는 비급

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 변동계수의 감소 항목이 더 많아져 의료기관 간

에 비급여 진료비용의 차이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되어 정보공개의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2-4]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효과(연도간 비교)

(단위: 개)

구분
진료비용(항목수) 가격변동계수(항목수)

감소 증가 변동× 감소 증가 변동×

2014년 대비 2015년 19 13 - - - -

2015년 대비 2016년 46 8 - 31 23 -

2015년 대비 2017년 37 8 9 31 14 9

2016년 대비 2017년 29 16 9 27 18 9

(출처: 민인순 외(2018),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재구성)

이 연구를 통해 비록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인하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가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정보로 이용되기보다는 공개 사실 자체가 의료기관을 자극하여 긍정

적 행동의 변화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민인

순 등(2018)의 연구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재가치로 보정하여 분석하였으

나,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시장가치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그 비

용을 책정하여 공개하기 때문에 가격을 현재가치로 보정하여 분석할 개

연성이 부족하다. 또한 비급여 정보공개 전체 기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았기에, 본 연구는 비급여 정보공개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8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된 비급여 항목의 공통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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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방법

제 1 절 연구범위와 대상

본 연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정책적 효과를 다음의 2가지 관점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시작된 2013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비급여 진료비용 변화내용을 분석하여 정

책적 효과가 비용 관점에서 나타났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의료법」과 동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화되어 비급여

진료비용의 정보공개가 강제화 된 2016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의

료기관의 진료비용 변화를 비용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그 당시 의료기관 스스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제도) 하였으나 의료기

관의 성실 이행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본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

해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하도록 하였

으며, 2015년「의료법」개정하여 2016년부터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

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를

보다 강제화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 기간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무화 이전)와 2016

년부터 2018년까지(의무화 이후) 수집된 총 6년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수집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병원급 이상 전국 단위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2018년 비급여 공개항목은 207개지만 입법이 되었던 2016

년에는 107개 항목이었다. 2015년 이전에는 52개 항목만 정보공개를 시

행하였으며 최초 2013년에는 37개 항목을 정보공개 하였다. 정보공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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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연도별 시행효과와 입법 이전·이후 정보공개에 따른 진료비용 변화

를 연구하기에 본 연구는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연도 전·후

공개된 공통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2013년부터의 2018년

까지 공통적으로 공개되었던 21개 공개항목을 선정하였다.

21개 공통항목을 통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도 전체와 정보공

개가 강제화된 2016년 이전·이후의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3년∼

2015년(입법 이전), 2016년∼2018년(입법 이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별 의료서비스

의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을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정책의 목적은 비급여 최고가격의 하락을 통한 국민부담 감소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고비용을 연구 대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1] 연도별 종별 비급여 공개항목과 분석항목

연도
대상기관

공개항목

분석항목

(6년간

공통항목)종별 기관수

’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 37항목 21항목

’14년 ·전체종합병원및치과대부속치과병원 336기관 32항목 21항목

’15년 ·전체 종합병원, 치과·한방·전문병원 887기관 52항목 21항목

< 비급여정보공개의무화입법및고시제정>

’16년 ·150병상 초과 병원급 추가 2,041기관 52항목 21항목

’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3,666기관 107항목 21항목

’18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3,882기관 207항목 21항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추진방안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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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및 모형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에 따라 그 가격정보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규모와 관련된 특징인,

많은 의료인수와 병상수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자 유인수요(SID) 이론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에 변화를 보였을 것

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입법과 고시를 통한 정보공개 제도의 의무화(강

제화)에 따라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정보가 변화하는 양상을 추가로 확

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격정보 공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의료기

관은 타 의료기관과의 가격정보 비교를 통해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

에 변화를 보일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일반적인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원

가가 낮아져 서비스의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

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인과 서비스 사용자인 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

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공급자 유인수요 가설(Evans, 1974)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 목적은 진료비용을 낮추는 것이며, 의료기관

은 적정한 진료범위 내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용을 극

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기관별 의료인 수, 병상수 보유량이라

는 특성 때문에 정보공개 정책에 상관없이 그 수를 많이 보유한 의료기

관이 더욱 효용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측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상승을 야

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

되면 의료 분야 재화·서비스의 가격하락과 시장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미국의 MRI 비용 정보 공개 연구(Wu et al, 2014)는 정보

공개 내용을 의료소비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정보공개의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인과 환자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정보공개라는

정책수단으로 해소하였을 경우 공급자 유인수요 문제를 해결하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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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선행연구의 검토 내용과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입법 이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는 입법 이전보다 의료기관의 비

급여 가격에 음(-)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가 매년 계속될수록 정보공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정책은 의료인의 수가 많은 의료기관의 비

급여 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4.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정책은 병상수를 많이 보유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구가설별 비급여 진료비용 증감 방향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3-2] 연구가설별 증감 방향

구분

정보공개 제도 시행(2013년∼2018년)

<가설1>

입법 이전,

입법 이후

<가설2>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전체

<가설3>

의료인의

수가 많은

의료기관

<가설4>

병상수가

많은

의료기관

진료비용

변화

(정책효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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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가설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아래의 그림과 같으

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른 입법 전·후 진료비용의 변화, 연도, 의

료인의 수, 병상수라는 독립변수로 인해 나타나는 비급여 가격이라는 종

속변수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21개 비급여 공

통항목의 연도에 따른 가격변동계수을 살펴보아 가격의 변화와 더불어

정보공개 후 시장원리에 따라 비급여 가격이 수렴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3-1] 연구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급여 가격 공개>

○ 입법여부

○ 연도

○ 의사수

○ 병상수

⇒

<비급여 공개항목 중 6개년도 21개

공통 항목>

○ 2013년∼2018년 비급여 항목 진료

비용 최고가격

↑

통제변수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소재지

○진료(표시)과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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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 선정 및 조작정 정의

1. 독립변수

2009년 정부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용 정보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였지만, 공개의 실효성 및

의료기관의 성실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부

터 정부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이때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가 본격적으

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입법화에 따라

2016년 정보공개가 강제화 된 이후 의료기관들은 의도치 않게 경쟁관계

에 놓이게 되었고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감소시켜

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대개 정책수단으로서 정보제공은 부드럽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가격공개는 ‘규제와 통제’라는 강제적 성격으로 시행된 만큼 의료기관의

자발적 동기를 유발을 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 본 의

료서비스의 공급자 유인수요(SID) 이론에 따라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비급여 비용의 변화 행태가 어떤 방식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7개 비급여 정보공개 항목을 기초로 하되 연

구대상 기간에 따라 공통적으로 공개된 21개 항목의 비급여 비용을 기초

자료로 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입법 여부, 연도(시간), 의사수, 병상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비급여 정보공개가 시작된

2013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최고가격이

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인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가격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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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3. 통제변수

정보공개라는 정책수단에 따른 그 효과 검토 시 고려해야 할 통제변수

에 관한 기존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광호 외(2008)는 정보공개제도가 서울시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본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통제변수로 의사비율, 의원

의 총인원수, 의원종류, 의원의 설립년수, 표시과목, 의원밀도, 자동차보

유대수, 계절요인을 설정하였다.

박정훈(2017)은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기관별 가격과

제공량의 관련요인 분석 연구에서 소재지역, 종별, 소유주체, 법인여부,

총병상 규모, 100병상당 의사수, 간호등급, 100병상당 비급여 행위건수,

보정 비급여 행위단가를 고려해야할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비급여 진료가

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소재 지역, 의료기관의 종별과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진료과목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비급여 정보공개 분석대상이 의원급까지 확대되지 않은 점 등

을 고려하여 의원밀도, 자동차보유대수, 소유주체, 법인여부, 간호등급,

의원 설립년수 등의 요인은 제외키로 하였다.

[표3-3] 변수 선정과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비고

독립

변수
입법 여부

비급여 정보공개가 강제화 되기

이전과 이후 시기를 구분

(2013년∼2015년: 입법 이전=0)

(2016년∼2018년: 입법 이후=1)

범주

변수



- 28 -

※ 변수 선정과 관련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관리시스템,

요양기관 현황관리시스템(보건의료자원포털)에 신고된 내용에 한함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비고

연도(시간)

2013년∼2018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범주

변수

의사 수
요양기관 현황에 신고 된 의사 수

(연도말 기준)

연속

변수

병상수
요양기관 현황에 신고 된 병상수

(연도말 기준)

연속

변수

종속

변수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가격

공개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최고가격

(분석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공개된

21개 항목에 한함)

연속

변수

통제

변수

의료기관 소재지

(더미)

17개 시도

(서울=11, 부산=21, 인천=22,

대구=23, 광주=24, 대전=25,

울산=26, 경기=31, 강원=32,

충북=33, 충남=34, 전북=35,

전남=36, 경북=37, 경남=38,

제주=39, 세종=41)

범주

변수

의료기관 종별

(더미)

요양기관 현황에 신고 된

의료기관의 규모(연도말 기준)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11,

치과병원=41, 한방병원=92,

요양병원=28, 병원=21)

범주

변수

진료(표시)

과목수

요양기관 현황에 신고 된

진료과목의 수(연도말 기준)

연속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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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정보공개 시점 이후 연도(시간), 입법 여부, 의사수, 병상수

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가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

용하였다. 정보공개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 살펴보기 위해 2013년

부터 2018년까지 총 6개 년도에 걸쳐 공개된 내용과 입법 전·후로 비교

집단과 실험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을 통한 준실험설계를 계획하였다. 또

한 연속형 변수인 가격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귀계수

추정 값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로그변환 하였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항목별 가격변동계수

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정보 DW에 구축

되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SAS 9.4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표3-4] 비급여 정보공개에 따른 진료비용 변화 추정 분석 모형

lnYi = β0 + β1X1 + β2X2 +β3X3 + β4X4 + β5X5 +β6X6

+β7X7 + εi

(종속변수) Yi =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최고가격

※ Yi는 가격정보이기 때문에 log 변환함

β0 = 절편

(독립변수) X1 = 입법 여부 X2 = 연도

X3 = 의사 수 X4 = 병상수

(통제변수) X5 = 의료기관 종별

X6 = 의료기관 소재 지역

X7 = 진료과목 수

ε = 오차항



- 30 -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일반적 현황

1. 일반 현황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6개년도 207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6개 종류 병원급 4,272개 의료기관의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병원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종별을 기준으로 비급여 정보 조사 대상 의료기관수

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분석대상 4,272개 의료기관 중 병원이 전체

대비 38.4%, 요양병원은 전체 대비 37.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분석대상 의료기관의 75.4%를 병원과 요양병원이 이루고 있음을 [표4-1]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4-1] 연도별 종별 21개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

종별

코드
종별최종

총합계
(중복제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4,272 100% 51 336 845 1,924 3,651 3,865

1 상급종합 43 1.0% 43 43 43 43 43 42

11 종합병원 325 7.6% 282 290 283 291 303

21 병원 1,641 38.4% 84 440 1,388 1,448

28 요양병원 1,591 37.2% 745 1,440 1,526

41 치과병원 260 6.1% 8 11 195 175 218 231

92 한방병원 412 9.6% 233 238 271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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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시도로 구분하여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을 확인

해 보면, 4,272개 의료기관 중 경기 19.1%, 서울 12.8%, 부산 10%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타 지역의 분포는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를 통해 의료기관간 경쟁이 높은 지역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4-2] 연도별 지역별 21개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

지역
코드

지역명 총합계
(중복제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4,272 100% 51 336 845 1,924 3,651 3,865

11 서울 547 12.8% 20 61 172 236 479 499

21 부산 426 10.0% 4 27 63 203 383 396

22 인천 199 4.7% 2 18 45 82 164 183

23 대구 229 5.4% 4 11 44 109 201 205

24 광주 330 7.7% 4 22 104 162 242 267

25 대전 127 3.0% 1 10 20 55 108 121

26 울산 108 2.5% 5 13 41 95 99

31 경기 818 19.1% 5 56 139 335 688 739

32 강원 102 2.4% 1 17 19 38 90 96

33 충북 114 2.7% 1 11 18 48 98 107

34 충남 176 4.1% 3 13 26 79 152 160

35 전북 227 5.3% 3 13 40 108 195 206

36 전남 238 5.6% 1 22 51 122 200 212

37 경북 248 5.8% 19 36 122 219 230

38 경남 349 8.2% 2 24 48 172 306 313

39 제주 25 0.6% 7 7 10 23 23

41 세종시 9 0.2% 2 8 9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은 항목마다 최소가격과 최대가격을 수집하는

데, 본 연구는 최소가격보다 최대가격의 감소가 실질적 국민 부담과 국

가의료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대가격의 변화를 알

아보고자 하였으며, 정보공개시점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화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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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207개 비급여 항목 중 6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된 21개 항목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병원별 비급여 항목별 데이터의 수는 총 79,616개

였으나, 결측값 140개(가격이 0인 값)를 제외한 79,476개를 최종 연구대

상에 포함하였다. [표4-3] 비급여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제증명수수료(진

단서)가 가장 많은 16.0%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

증명수수료를 제외하면 상급병실차액(1인실)이 8%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4-3] 연도별 21개 항목별 비급여 공개 건수 현황

(단위: 건)

연
번
항목

코드
비급여항목명 총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79,476 100% 1,146 5,900 9,248 14,821 23,371 24,990

1
3Z26

10000

검체검사료

양수염색체검사
1,038 1.3% 41 144 160 159 260 274

2
ABZ0

10001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6,349 8.0% 95 433 663 992 2,006 2,160

3
ABZ0

20001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
6,179 7.8% 73 383 630 1,038 1,953 2,102

4
ABZ0

30001

상급병실료차액

3인실
3,575 4.5% 34 240 385 605 1,117 1,194

5
AZ00

10000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1,075 1.4% 114 218 230 251 153 109

6
AZ00

20000

교육상담료

고혈압교육
448 0.6% 60 115 118 51 52 52

7
EB41

40000

초음파검사료두

경부-경부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3,889 4.9% 50 324 396 599 1,226 1,294

8
EB42

10000

초음파검사료흉부

–유방·액와부초음파
3,311 4.2% 47 325 379 511 984 1,065

9
HE10

10000

MRI진단료

뇌[뇌, 해마](뇌)
2,990 3.8% 43 313 357 485 862 930

10
HE10

90000

MRI진단료

척추(경추(목부위))
3,014 3.8% 44 313 357 483 879 938

11
HE11

10000

MRI진단료척추(요

천추(허리부위))
3,021 3.8% 48 319 363 477 881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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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량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에 해당하

는 비급여 항목별 최고가격 자료는 원가격과 로그를 취한 최고가격을 시

계열로 배열하였다. 통제변수인 의료기관 종별, 지역은 더미변수로 설정

하였고, 또 다른 통제변수인 의사 수, 병상수, 진료과목수는 연속형 자료

를 사용하여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최고가격

에 로그(log)를 취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고길곤(2014)은 변수에 로그

를 취하는 이유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비선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연
번
항목

코드
비급여항목명

총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2
PDZ0

10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일반)
12,702

16.0
%

47 325 1,511 3,468 3,574 3,777

13
PDZ0

20001

제증명수수료상해

진단서(3주미만)
7,537 9.5% 86 663

1,30
6

1,159 2,080 2,243

14
PDZ0

30000

제증명수수료

사망진단서
7,355 9.3% 43 328 431 1,419 2,499 2,635

15
PDZ0

60000

제증명수수료

출생증명서
1,164 1.5% 41 178 193 187 256 309

16
PDZ0

70001

제증명수수료장애

진단서(신체적장애)
6,158 7.7% 78 393 502 1,134 2,011 2,040

17
PDZ0

70002

제증명수수료장애

진단서(정신적장애)
2,251 2.8% 46 212 231 469 538 755

18
PDZ0

80000

제증명수수료

병무용진단서
4,859 6.1% 45 334 506 866 1,504 1,604

19
QZ96

10002

다빈치로봇수술료

갑상선악성종양근

치수술(갑상선암)

277 0.3% 35 52 49 43 45 53

20
QZ96

10009

다빈치로봇수술료

근치적전립선적출

술(전립선암)

292 0.4% 33 58 58 45 45 53

21
UB00

10000

치과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
1,992 2.5% 43 230 423 380 446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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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를 선형의 관계로 바꿔주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며, 극단값(extreme

value)이 존재하여 종속변수나 독립변수의 분산이 매우 큰 경우 사용한

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임금자료나 소득자료의 경우 자료가 양의 왜도를 가진 형태로 기

울어진 경우들이 많고 지나치게 큰 값을 갖는 관찰점이 존재한다. 이 경

우에는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위배할 수 있고 극단값

이 회귀계수의 추정값을 왜곡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가격 자료를 로그변

환 하게 되면 극단값의 영향을 줄일 수 있고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따

른다는 가정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고길곤, 2014).

[표4-4]는 종속변수와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산술평균했을 때, 독립변수인 의사수는 65.3명,

병상수는 272.4개, 진료과목수는 11.6개였다. 종속변수인 최고가격의 평균

은 약 224,100원(log 변환 후 4.7)이었고, 표준편차는 921,977원(log 변환

후 0.6)이었다.

[표4-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표본수(N)=79,47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최고가격

(연속형 변수)
224,102.09 921,977.27 1,000 15,000,000

최고가격

(log변환)
4.701271 0.6405092 3 7.1760913

독립변수

의사 수

(연속형 변수)
65.3784916 161.4706452 0 1,666

병상수

(연속형 변수)
272.4076954 299.970315 0 2,715

통제변수

종별

(더미변수)
22.9921737 19.3535413 1 92

지역(시, 도)

(더미변수)
26.8168755 8.8507863 11 41

진료과목수

(연속형 변수)
11.625107 7.9907489 0 37

주) 나머지독립변수 2개는정보공개제도시행(연도별), 입법여부(0=입법전, 1=입법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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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는 분석할 대상인 21개 비급여 항목 6개년도 자료에 대한 최소

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를 살펴본 자료이다. 다빈치로봇수

술료 근치적전립선적출술(전립선암) 항목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제증명수수료 출생증명서 항목의 비용은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제증명수수료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항목의 변동계수는 1.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의료기관마다 가격

편차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빈치로봇수술료 근치적전립선

적출술(전립선암) 항목이 변동계수 0.19로 가장 평균가격에 가장 수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5] 21개 비급여 항목별 최대가격 기술통계량 및 변동계수

(단위: 원)

연
번

항목

코드
비급여항목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A) 표준

편차(B)
변동계수
(B/A)

1
3Z261

0000

검체검사료

양수염색체검사
314,700 1,400,000 725,179 156,777 0.22

2
ABZ0

10001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5,000 455,000 119,659 76,167 0.64

3
ABZ0

20001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
3,000 260,000 64,501 39,993 0.62

4
ABZ0

30001

상급병실료차액

3인실
3,000 184,000 42,225 27,119 0.64

5
AZ00

10000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5,000 173,000 36,192 27,300 0.75

6
AZ00

20000

교육상담료

고혈압교육
7,000 72,000 27,272 11,884 0.44

7
EB41

40000

초음파검사료두경

부–경부초음파
10,000 300,000 80,991 36,574 0.45

8
EB42

10000

초음파검사료흉부

-유방·액와부
10,000 228,800 99,339 38,364 0.39

9
HE10

10000

MRI진단료뇌

[뇌, 해마]
160,000 860,000 459,338 99,473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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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정택 등(2017)은 비급여 비용

가격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해 비급여 항목의 의료

기관 규모별, 지역별 비용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여 의료기관 규모가 클

수록 비급여 가격은 높으나 가격편차는 작고,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가격은 낮으나 가격편차가 크게 나타는 것을 확인한 사례가 있다.

연
번

항목

코드
비급여항목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A)

표준
편차(B)

변동계수
(B/A)

10
HE10

90000

MRI진단료척추

(경추(목부위))
160,000 860,000 458,543 99,499 0.22

11
HE11

10000

MRI진단료척추

(요천추)
141,320 860,000 459,174 99,853 0.22

12
PDZ0

10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일반)
1,000 300,000 14,149 11,865 0.84

13
PDZ0

20001

제증명수수료상해

진단서(3주미만)
10,000 400,000 77,571 32,265 0.42

14
PDZ0

30000

제증명수수료

사망진단서
1,000 200,000 19,891 19,415 0.98

15
PDZ0
60000

제증명수수료
출생증명서

1,000 30,000 3,379 2,128 0.63

16
PDZ0
70001

제증명수수료장애
진단서(신체적장애)

1,000 300,000 21,188 21,273 1.00

17
PDZ0
70002

제증명수수료장애
진단서(정신적장애)

5,000 200,000 36,491 14,467 0.40

18
PDZ0
80000

제증명수수료
병무용진단서

2,000 200,000 22,252 9,452 0.42

19
QZ96
10002

다빈치로봇수술료
갑상선악성종양근
치수술(갑상선암))

5,000,000 15,000,000 9,617,064 2,086,766 0.22

20
QZ96
10009

다빈치로봇수술료
근치적전립선적출
술(전립선암)

5,000,000 15,000,000 10,432,324 2,011,887 0.19

21
UB00
10000

치과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

450,000 4,635,000 1,990,776 703,704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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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정보공개 정책을 시행하여 의료기관 간, 지역 간 가격의 편차

가 줄어 시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 또한 정책시행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격의 변동계수(CV)에 대한 변화에 대해 살펴

보았다. 동일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가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를 산출하고 변동계수(CV 값)가 작으면 항목별 의료

기관 간 가격의 변동이 작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 동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가격)이 의료기

관 간 차이가 있는 정도를 변동계수의 증감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4-1] 변동계수 산출 수식

○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

- 변동성에 대한 척도로서 표준편차가 평균에 비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통계량

- 대상이 평균에 비해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함

○ 변동계수 산출수식

C.V.

(변동계수)
=

σ (표준편차)

X (평균)

○ 변동계수의 해성

- 변동계수가 작을 수로 평균치에 가까이에 분포함

- 평균치에 가까이에 분포할수록 정보공개 정책에 따라 비급여 항

목 비용이 시장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을 살펴봄

동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동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 21개 항목

중 변동계수가 작아진 경우는 16개 항목으로, 증가하거나 변화하지 않은

항목 5개 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입법 이전에는 변동계수가 상승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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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차액(1인실, 2인실, 3인실), 초음파 검사료, 제증명수수료는

입법 이후인 2016년 이후부터 변동계수가 작아져 평균가격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보공개 정책이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였고,

비급여 항목들의 가격이 시장의 통제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형성되었다

는 것을 나타낸다. 결국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비용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6] 연도별 21개 비급여 항목별 최대가격 변동계수

항목

코드
비급여항목명

변동계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Z261

0000
검체검사료 양수염색체검사 0.21 0.20 0.21 0.23 0.22 0.22

ABZ0

10001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1인실)
0.38 0.60 0.62 0.69 0.61 0.61

ABZ0

20001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

(2인실)
0.36 0.53 0.58 0.67 0.61 0.61

ABZ0

30001

상급병실료차액 3인실

(3인실)
0.44 0.53 0.61 0.69 0.63 0.64

AZ00

10000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0.66 0.70 0.75 0.76 0.74 0.71

AZ00

20000
교육상담료 고혈압교육 0.46 0.44 0.44 0.41 0.38 0.40

EB41

40000

초음파검사료 두경부-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0.22 0.37 0.39 0.45 0.46 0.45

EB42

10000

초음파검사료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0.24 0.36 0.35 0.38 0.39 0.39

HE10

10000
MRI진단료 뇌[뇌, 해마](뇌) 0.12 0.22 0.21 0.21 0.21 0.21

HE10

90000

MRI진단료 척추

(경추(목부위))
0.12 0.22 0.21 0.21 0.21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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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코드
비급여항목명

변동계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HE11

10000

MRI진단료

척추(요천추(허리부위))
0.12 0.22 0.21 0.22 0.21 0.21

PDZ0

10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일반) 0.20 0.23 1.34 1.14 0.46 0.35

PDZ0

20001

제증명수수료 상해진단서

(3주 미만)
0.44 0.44 0.46 0.39 0.43 0.29

PDZ0

30000
제증명수수료 사망진단서 0.32 0.67 0.75 0.87 0.91 0.81

PDZ0

60000
제증명수수료 출생증명서 0.51 0.72 0.62 0.61 0.75 0.38

PDZ0

70001

제증명수수료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0.04 0.53 0.85 1.05 1.07 0.87

PDZ0

70002

제증명수수료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0.21 0.27 0.32 0.49 0.50 0.30

PDZ0

80000
제증명수수료 병무용진단서 0.29 0.33 0.53 0.47 0.47 0.22

QZ96

10002

다빈치로봇수술료 갑상선

악성종양근치수술(갑상선암)
0.27 0.24 0.23 0.20 0.17 0.18

QZ96

10009

다빈치로봇수술료

근치적전립선적출술

(전립선암)

0.23 0.24 0.22 0.15 0.15 0.13

UB00

10000

치과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
0.18 0.34 0.31 0.34 0.35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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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비급여 자료로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한 내용은 [표4-7]과

같다. 연도 변수와 입법전후 변수 간 상관관계가 0.82로 높게 나타났으

며, 의사수 변수와 병상수 변수 간 상관관계는 0.89이며, 병상수 변수와

진료과목수 변수 간 상관관계는 0.71, 의사수 변수와 진료과목수 변수 간

상관관계는 0.59로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결국 의사수, 병상수, 진료

과목수는 상호간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4-7]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피어슨 상관 계수, N = 79476

H0: Rho=0 가정 하에서 Prob > |r|

구분 연도 입법
전후

최고
가격

종별 지역 의사수 병상수 진료
과목수

연도 1

입법
전수

0.82072
<.0001

1

최고
가격

-0.09474
<.0001

-0.1198
<.0001

1

종별 0.15507
<.0001

0.14466
<.0001

-0.17884
<.0001

1

지역 0.05656
<.0001

0.06652
<.0001

-0.09035
<.0001

0.0058
0.1022

1

의사수 -0.30167
<.0001

-0.27713
<.0001

0.18879
<.0001

-0.33415
<.0001

-0.22661
<.0001

1

병상수 -0.34841
<.0001

-0.29906
<.0001

0.163
<.0001

-0.4453
<.0001

-0.10661
<.0001

0.89415
<.0001

1

진료
과목수

-0.38701
<.0001

-0.36574
<.0001

0.22824
<.0001

-0.42365
<.0001

-0.10261
<.0001

0.59572
<.0001

0.71345
<.0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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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급여 정보공개 효과 실증분석

1.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 입법 전후 평균 비교(T-test)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정책이 입법 이후로 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났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전·후에 따른 비급여 최고가격을 단순 비교 해

보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최고가격 정보이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격정보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위배할 수 있고 극단값이 회귀

계수의 추정값을 왜곡시킬 수 있기에 종속변수인 최고가격은 로그변환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입법 전·후를 비급여 최고가격의 비교 결과는 [표4-8]과 같으며, 입법

전보다 입법 후에 0.1901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F-통계량은 1.4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적합도를 보였다(p-value <0.0001). 이를 통해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 정보공개 제도의 입법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8] 입법 전·후 비급여 최고가격(log 변환 값) 평균 비교

분석변수: 비급여최고가격(log 변환값)

구분 Method 관측치
(N)

평균
(Mean)

표준편차
(Std Dev)

표준오차
(Std Err)

최소값
(Min)

최대값
(Max)

입법전 16294 4.8524 0.7254 0.00568 3 7.1761

입법후 63182 4.6623 0.6107 0.00243 3 7.1761

Diff(1-2) Pooled 0.1901 0.6359 0.00559

Diff(1-2) Satterthwaite 0.1901 0.00618

구분 Method 평균
(Mean)

95% CL Mean 표준편차
(Std Dev)

95% CL Std
Dev

입법전 4.8524 4.8412 4.8635 0.7254 0.7177 0.7334

입법후 4.6623 4.6575 4.6671 0.6107 0.6073 0.6141

Diff(1-2) Pooled 0.1901 0.1791 0.201 0.6359 0.6328 0.639

Diff(1-2) Satterthwaite 0.1901 0.178 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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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Variances DF t Value Pr > |t|

Pooled Equal 79474 34.02 <.0001

Satterthwaite Unequal 22597 30.75 <.0001

Equality of Variances

Method Num DF Den DF F Value Pr > F

Folded F 16293 63181 1.41 <.0001

[그림4-2] 입법 전후 비급여 최고가격(log 변환 값) 평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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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 효과 분석

본 연구는 정보공개 정책 시행이후 시간의 흐름(연도), 정책의 입법 여

부, 의료기관의 종별, 의료기관의 소재지(지역), 의사수, 병상수, 진료과목

수와 같은 변수들과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 효과성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길곤(2014)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결정계

수(R-Square, R2)를 제시하였다. 결정계수룰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종속변수 전체의 변동 중에서 회귀모형에 의해서 설명

되는 변동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모형 적합

도에 부합하는 결정계수의 크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자의 관심이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지에 있다고 한다면 결정계수 값이 작더라

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결정

계수(R2) 값은 0.0816 이었으며, F-통계량 값은 1008.41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적합도를 보였다(p-value<0.0001).

연구모형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하

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연도 3.20141, 입법 여부 3.11993, 종별 1.31205, 지역 1.11569, 의사수

5.72615, 병상수 7.54824, 진료과목수 2.26252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10보다 크면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본 연구모형

에서는 VIF값이 10보다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4-9] 다중회귀분석 결과

Analysis of Variance (y=최고가격)

Source
자유도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7 2659.91 379.9872 1008.41 <.0001

Error 79468 29945 0.37682

Corrected Total 79475 3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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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MSE 0.61385 R-Square 0.0816

Dependent Mean 4.70127 Adj R-Sq 0.0815

Coeff Var 13.05719

Parameter Estimates

변수 Label DF

회귀계수

(Parameter

Estimate)

표준오차

Standard

Error

t Value
P-value

(Pr>|t|)

분산팽창

계수

(VIF)

(Variance

Inflation)

Intercept
Inter

cept
1 -44.4017 5.99096 -7.41 <.0001 0

연도 year 1 0.02443 0.00297 8.22 <.0001 3.20141

입법

여부
law 1 -0.12052 0.00953 -12.65 <.0001 3.11993

종별
scale

code
1 -0.0042 0.000129 -32.57 <.0001 1.31205

지역
location

code
1 -0.0026 0.00026 -9.99 <.0001 1.11569

의사수 doc 1 0.00107
3.23E-0

5
33.22 <.0001 5.72615

병상수 bed 1 -0.00063
1.99E-0

5
-31.67 <.0001 7.54824

진료

과목수

depart

num
1 0.01703 0.00041 41.55 <.0001 2.2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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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나타내는 회귀분석 결과는 [표

4-9]와 같다. 각 변수가 비급여 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7가

지 변수는 모두 p-value<0.0001으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 회귀계수는 입법 여부 -0.12052 , 종별 -0.0042, 지역-0.0026, 병

상수 –0.00063로, 이들 변수가 하나 증가할수록 종속변수인 비급여 최고

가격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회귀계수 중 연도는

0.02443, 의사수는 0.00107, 진료과목수 0.01703으로, 이들 변수가 하나 증

가할 때 비급여 최고가격은 양(+)의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입법 여부가 비급여 진료비용의 가격을 떨어뜨

리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한 가설1은 본 연구모형에 의해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입법 여부 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인 최고가격의 회귀계수가

–0.12052로 나타나 ‘입법 이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는 입법 이전보

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에 음(-)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할 수 있다.

둘째, 정보공개 정책의 시작에 따라 시간(연도)이 지날수록 비급여 진

료비용을 낮춘다고 서술한 가설2는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지지되지 못한

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가 매년 계속될수록 정보공개는 의료기관

의 비급여 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본 연구의 가설2

는 연도 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인 최고가격의 회귀계수가 0.02443이다. 오

히려 가설과 반대로 해가 지날수록 비급여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알

수 있어 가설2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나 기각되었다.

셋째, 의료인 수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공개 정책에 상관없이 비급여 가격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가설3은 채택할 수 있다. 가설3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정책은 의료인의 수가 많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인데 의사수 변수에 따른 종속변수 비급여 가격의 회귀계

수는 0.00107로 나타나, 의료인의 수는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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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병상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수익을 증대하고 시설을 유지하기 위

해 정보공개 정책에 상관없이 비급여 가격을 상승시켰을 것이라는 가설4

는 지지되어질 수 없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정책은 병상수를 많

이 보유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

는 가설은 공급자 유인수요(SID) 이론을 바탕으로 의료인 수를 고려하여

설정한 가설3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 회귀계수가

–0.00063으로 많은 병상수가 비급여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할 수 없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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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내용 요약

본 연구는 201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정보

공개 정책이 의료소비자의 정보비대칭 문제와 공급자 유인수요(SID) 문

제를 해결하며, 환자의 알권리를 높이고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여 장기간

가계 부담으로 작용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감소 영향을 주었는지 그 정책

효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급여는 법이나 규정에 따른 기속력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임의로 산

정되었고,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가격경쟁이나 재화나 서비스에 있어 시

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였다.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비

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대폭 투입하여도 비급여는 매년 급

증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3년 정부는 비급여 가격정보를 공개하

여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의료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비급

여 가격의 무분별한 상승을 억제시키려 하였다.

비급여 정보공개가 최초 시작한 2013년에는 정부 관계기관 간의 회의

를 통해 법 개정 없이 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정보공개를 시작한 원년이

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정보공개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정보공개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2015년「의료법」개정

을 통해 2016년부터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 제출과 심사평가원의 수집·

관리·공개는 강제화(의무화) 하였다.

그 간 비급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비급여 비용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를 활용

하여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 규모별, 지역별 비용 현황 및 특징을 분석

한 연구는 2016년도 비급여 가격정보만을 분석하여 정보공개 정책이 시

행된 전체 기간 동안 얼마의 정책적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비



- 48 -

교적 최근 연구는 2018년에 이루어 졌는데, 연도간 비교를 통해 비급여

항목의 평균 가격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보공개 이후 변동계수

의 감소 항목이 더 많아져 의료기관 간에 비급여 진료비용의 차이 정도

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여 이것을 정보공개의 효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보공개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6년간

지속적으로 공개된 21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4,272개소의 총 79,476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공

개의 효과를 변동계수(CV), T-test, 다중회귀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입법 여부, 연도(기간), 의사 수,

병상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어떤 요인(변수)이 얼마나 비급여 진료비용

증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보공개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21개 항목에 대한 가격변동

계수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료비용이 비싼 다빈치로

봇수술료 근치적전립선적출술(전립선암) 항목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변동계수 0.19로 가장 평균가격에 수렴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제증명수수료 출생증명서 항목의 비용은 최소

값, 최대값, 평균값에서 가장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총 21개

비급여 항목 중 연도가 지날수록 변동계수가 작아진 경우는 16개 항목으

로, 증가하거나 변화하지 않은 항목 5개 보다 월등히 많았다. 가격변동계

수 확인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비용

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정책이 입법 이후의 정책적 효

과에 집중하였다. T-test를 통해 입법 전후 두 집단 간 비급여 최고가격

을 단순 비교하여 입법 전보다 입법 후에 정보공개 제도가 정책수단으로

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들과 비급여 정

보공개 정책 효과성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모형에 따

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회귀계수는 입법 여부 -0.12052, 종별 -0.0042, 지역-0.0026,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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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0.00063 이었고, 연도는 0.02443, 의사수는 0.00107, 진료과목수

0.01703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입법 여부가 비급여 진료비용의 가격을 떨어

뜨리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한 첫 번째 가설은 회귀계수가 –0.12052

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정보공개 정책은 시간(연도)이 지날수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낮춘다고 서술한 두 번째 가설은 회귀계수가 0.02443로 산출

되어 기각되었다. 이는 정보공개 정책이 입법 전후 시기로는 효과가 있

었으나 6년간의 지속적인 기간 동안에는 큰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보공개와 더불어 다른 정책들이

같이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의료인 수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공개 정책에 상관없이 비급여 가

격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은 회귀계수는

0.00107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이는 공급자 유인수요 이론(SID)을 지지해

준다. 하지만 병상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수익을 증대하고 시설을 유지하

기 위해 정보공개 정책에 상관없이 비급여 가격을 상승시켰을 것이라는

마지막 가설은 회귀계수가 –0.00063으로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는 많은

병상수를 보유하였다는 사실이 비급여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할 수 없다

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내용을 종합하면,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는 가격정보 통제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

양한 정책수단 중 하나이며, 정보공개라는 정책수단이 의료공급자(생산

자)의 의료기관 진료비용 변화라는 행태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그

효과성이 있음을 확인되었다. 다만, 정책수단으로서 정보공개가 의료소비

자인 환자의 의료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등 행태변화를 이끌었는지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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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일반적인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정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소비자 개인 매체 등을

통해 가격정보가 활발히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

해 국민들은 자기선택권을 가지고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으며,

기업은 보다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기업 간

경쟁을 하고 R&D에 투자한다. 하지만 의료영역에서 정보공개는 매우 제

한적이다. 즉 소비자인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소비

할 수 있는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분야는 의료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다

루는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게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측면을 알려주는 병원의 평가정보, ‘비

용’ 측면을 알려주는 병원정보와 비급여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

만 의료서비스는 접근성 등의 특성상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병원

평가정보 공개는 약 20년 동안 지속되어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상당

히 많이 축척되어 있으나, 비급여 정보공개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입법 이후로 약 3년에 지나지 않아 자료의 축적도 많지 않으며 그 연구

도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비급여 가격정보의 변화 요인과 정보공개의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정보공개의 효과성을 위해 입법화를 통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

다. ‘입법되어 강제화 된 정보공개는 그 정책적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는 향후 복지 등 다른 분야에서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공개 정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규정이

나 법으로 강제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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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보공개 정책은 다른 정책수단과 혼합하여 사용해야 효과가 높

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서 확인된 것처럼 장기화된 정보공개 정

책은 그 효과성이 떨어지며, 정책의 방향과 방법 등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공공부분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이야기 해 준다. 즉 궁극적으

로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정보공개와 함께,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 등 또 다른 정책수단과 동시에 제공하여 그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비급여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동일 의료서비스의 급여,

비급여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가까운 일본과

다르게 의료서비스에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사용하는데, 이러한 의료서

비스의 특징에 따라 대부분의 처치와 치료, 수술 등에 급여, 비급여가 혼

재돼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의 경우 하나의 의료서비스의 총비용을

구성하는데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쓰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비급여 정보만을 제공받았을 경우 의료서비스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환자의 필요성에 맞게 의료비용 정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

집·관리·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급여 정보를 의원급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료전달체계상

대부분의 국민들은 접근성이 좋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이용한다. 하

지만 현재 공개되는 비급여 자료는 병원급 이상의 자료로서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 정보공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자주 방문하

는 의원급으로 비급여 정보를 조속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비급여 정보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

도록 통일해야하고, 코드는 표준화하여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개된 자료가 사용자 측면에서 의료기관 간 상호 비교가 쉽도록

구성해야 한다. 현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비급여 자료

는 의료기관 간 동일 비급여 항목 비교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정보는 그 효과

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 관점에서 정보공개 수준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의료기관 간 비교 가능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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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정책에는 그 목적이 있다. 정보공개 정책 또한, 정책을 통해 국민

과 의료기관의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비급여 비용을 낮추어 가

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은 본격적 제도 시행이 불과 3년밖에 되

지 않는 시작기의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비급여 정보공

개 정책이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한걸음 나아 갈 수 있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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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줄어들지 않은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급여 정보공개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이 실제 비급여 진료비를 감소시켰는지 그 효과를 계량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였으나 다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변수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설계하면서 입법 여부, 연도, 의사수, 병상수,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소재 지역, 진료과목수 7개의 변수를 선정하고 진행하였다. 보다 많은 탐

색적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소유주체, 법인여부, 의원밀도,

간호등급, 100병상당 의사수, 총 청구건수, 연간 진료비확인민원 건수 등

을 고려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급여 공개에 대한 진료비용 변화(효과성)를 보다 세밀하게 분

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추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하지 못했지만 비급여 항목별 연도의 흐름에 따른 비용

변화량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별 시계열 분석 연구,

병원규모별 정보공개 정책효과성 연구. 병원규모에 따른 비급여 항목별

시계열 분석연구, 다른 정보공개 정책과의 비교 연구, 해외사례와의 비교

연구, 실손보험 비급여 정보와 연계 분석 연구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은 국민에게 크게 부담을 주는 의료서비스를 선별하고 보다

세밀한 비급여 가격 관리 정책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도별 비급여 가격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시중 금리 등을 반

영한 가격보정 방법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조사된 가격을 로그변환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비급여 진료비

의 경우 시장가치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그 비용을 매년 확정하고

공개하기 때문에 가격을 현재가치로 보정하여 분석할 개연성이 부족하다

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변수가 작용은 모두 유의미하였으나 양(+), 음(-)

의 효과성은 그리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 연도별 가격을 보정하여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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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변화를 분석한다면 그 정보공개의 효과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정책의 효과성을 의료공급

자인 의료기관의 행태변화(가격변화) 측면만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 가격정보공개

정책에 따른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측면에서의 행태변화(의료서비스선택

권, 자기결정권, 의료기관 선택권 등 정보활용도)를 후속 연구하여 다양

한 정보정책 효과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비급여 가격정보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효과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계속 증가하는 비급여 가격에 대한 관리기

전과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제

시작단계인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향후 본 연구

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5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감사원(2015), “감사결과보고서: 의료서비스 관리 실태”, 서울: 감사원

강상원(201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서울: 국회예산처

고길곤(2014),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문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추진 방안”,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소(2018), “2017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승태(2006),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서울:

한국학술정보.

민인순 등(2018),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

구”,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인순, 이선희, 황순영, 박정훈, 최동우(2015), “국민의료비분석과제”

민인순, 함명일, 이미준, 최수전, 최서원, 박정훈, 김복미, 이윤노(2016),

“2016년 국민의료비분석과제(비급여 부분)”

보건복지부(2019),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행정연구소(2008), “정책수단: 정보제공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책지

식센터 편; 정광호[발제], 서울: 한국정책지식센터

< 신문·잡지 기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moh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56 -

< 국내문헌 >

고수경, 신순애, 김기영, 김창엽(2001), “제왕절개 분만율 공표 후 요양기

관의 분만행태 변화”, 보건행정학회지, 11(3): 121-150

공진선(2017), “국민의 적정 부담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향”(보건복지포

럼, 공진선, 18-29, 2017년)

김태완(2017), “비급여 외래 의료서비스 지출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Grossman의 순수투자모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현미(2018), “의료기관 평가 정보공개가 상병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명재(2009), “정책수단: 정책수단으로서의 정보제공(Public information):

정보제공의 유형과 연구방향”,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09(01): 467-483

문재희(1990), “의사의 유인수요가설에 관한 연구: 전산화단층촬영과 제

왕절개시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세민(2018),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보험학회지, 114(18-04): 1-33

박정훈(2017),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기관별 가격과 제

공량의 관련요인 분석: 의료기관 특성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배현회, 한승혜(2018), “의료기관 평가정보공개의 효과”, 한국정책학회보,

27(4): 359-381

이정택, 김동겸(2017),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KRI리포트,

p.9-17)

전영한, 이경희(2010),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행정논

총, 48(2): 91-118

정광호, 전대성, 김홍석(2008), “정보공개제도가 항생제 처방에 미친 영

향: 서울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1): 123-150



- 57 -

정예민, 조용성, 박호정(2016), “수도권 소매 휘발유가격의 가격정보공개

효과 분석”, 산업조직연구, 24(4): 83-108

정유경(2015), “추간판 장애의 비급여 진료비 실태 파악: 의료제공자 특

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승혜, 배현회(2018), “정보를 이용한 화학물질 위험 관리 연구”, 행정논

총, 48(2): 341-362

< 국외문헌 >

Christensen, H. B., Floyd, E., & Maffett, M.(2013), “The effects of

price transparency regulation on prices in the healthcare

industry”, SSRN Electron J.

Evans, R. G.(1974), “The Failures of success”,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55(1): 3-24.

Gormely, W. & D. Weimer.(1999), “Organizational Report Cards”.

Harvard University Press. Hibbard, J. H., & J. J.

Marshall, Martin N., Paul G. Shekelle, Sheila Leatherman, & Robert

H. Brook.(2000), “Public disclosure of performance data:

learning from the US experience”, Quality in Health Care, 9:

53-57

Mennemeyer, S. T., Morrisey, M. A., & L. Z.(1997), “Death and

Reputation: How Consumers Acted Upon HCFA Mortality

Information”, Inquity. 117-128

Mitchell, J. B., et al.(1989), “The Impact of changing medicare

reimburesment rates on physician-induced demand”, Medical

care, 23(8): 803-815.

Schneider, A. and H. Ingram.(1997). “Policy Design for Democracy.

Lawrenc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 58 -

Vedung, Evert and Fans van der Doelen.(1998). “The Sermin:

Information Programs in the Pubilc Policy Process-choice,

Effects, and Evaluation. In Carrots, Sticks and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New Brunswick

NJ. USA.

Weiss, J.M., & M. Tschirhart.(1994). “Public Information Campaigns

as Policy Instrument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3(1): 82-119.

Wong, C. Y., Wu, E., & Wong, T. Y.(2007), “Examining the effect of

publishing of bill sizes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on

healthcare costs”, Singapore medical journal, 48(1), 16.ISO

690

Wu, S. J., Sylwestrzak, G., Shah, C., & DeVries, A.(2014), “Price

transparency for MRIs increased use of less costly providers

and triggered provider competition”, Health Affairs, 33(8),

1391-1398.



- 59 -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on-payment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on the Change

of Medical Service Costs

PARK, JONG HYOUK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non-payment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implemen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HIRA) since 2013 on the reduction

of non-payment medical service costs by solving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of medical consumers and supplier-induced

demands(SID) and strengthening the right to know and

self-determination.

For this purpose, a total of 79,476 cases of 4,272 hospitals in

non-payment 21 items were selected f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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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ere continuously disclosed for six years from 2013 to 2018,

when non-payment information was disclo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price of

non-payment medical services according to the year (period),

legislation, number of doctors, and number of hospital bed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legislation on the

mandatory disclosure of information had the effect of lowering the

price of non-payment(-). On the other hand, as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time (year) passed, the medical cost of non-payment

was increased(+). This shows th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was effective before and after the legislation, but it did not have a

great effect during the six-year continuous information disclosure

period. In addition, in the case of hospital with a large number of

doctors, it was to increase the non-payment price(+) regardl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to maximize their profit. Lastly, hospital

with large beds were expected to increase non-payment prices

regardless of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to increase profits and

maintain facilities. However, contrary to expectations, they reduced

non-payment costs(-).

The unexpected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actors of non-payment price information change and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disclosure must be enforced

through legislation. It is proved through this study that 'disclosure of

information forced through legislation has its policy effect'.

Seco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is effective when mixed

with other policy means. As confirmed in this study, the long-term



- 61 -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is less effective and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direction and method of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Third,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non-payment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medical service salary and

non-payment information together. Generally, medical services are

used in combination of salary and non-payment. If only non-payment

information is provided, it can make the choice of patients who are

medical consumers more difficult. I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manage medical cost information systematically and integratedly

according to the demand of medical consum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factors and

effectiveness of non-payment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that was

not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ies on the price information change

of hospitals. The non-payment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should be

improved so that it can take a step forward as a more effective

policy means to achieve policy goals by eliminating the information

imbalance problem and strengthening consumer rights.

The social demand for the management mechanism and system of

the rapidly increasing non-payment pric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recently. In order to successfully establish the non-payment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more comprehensiv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prepare the non-payment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keywords : non-payment, medical service costs, policy means,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effect

Student Number : 2018-2314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목적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공급자 유인수요(SID, Supplier-Induced Demand)   
	2. 정책수단의 목적과 종류   
	3. 정책공개의 특성과 종류   
	4. 정책수단으로서 정책공개의 효과성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비급여의 정의와 종류, 특성  
	2. 비급여 정보공개 제도(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사업)  
	3. 의료분야에 있어 정보공개 제도  
	4. 의료분야 비용정보 공개 효과성  


	제 3 장 연구설계 및 방법  
	제 1 절 연구범위와 대상  
	제 2 절 연구가설 및 모형  
	제 3 절 변수선정 및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2. 종속변수  
	3. 통제변수  

	제 4 절 분석방법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일반적 현황  
	1. 일반 현황  
	2. 기술통계량  

	제 2 절 비급여 정보공개 효과 실증분석 
	1.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 입법 전후 평균 비교(T-test) 
	2.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 효과 분석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내용 요약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제 3 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0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목적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제 1 절 이론적 배경    6
  1. 공급자 유인수요(SID, Supplier-Induced Demand)    6
  2. 정책수단의 목적과 종류    7
  3. 정책공개의 특성과 종류    8
  4. 정책수단으로서 정책공개의 효과성   10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2
  1. 비급여의 정의와 종류, 특성   12
  2. 비급여 정보공개 제도(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사업)   14
  3. 의료분야에 있어 정보공개 제도   17
  4. 의료분야 비용정보 공개 효과성   18
제 3 장 연구설계 및 방법   21
 제 1 절 연구범위와 대상   21
 제 2 절 연구가설 및 모형   23
 제 3 절 변수선정 및 조작적 정의   26
  1. 독립변수   26
  2. 종속변수   26
  3. 통제변수   27
 제 4 절 분석방법   29
제 4 장 연구결과   30
 제 1 절 일반적 현황   30
  1. 일반 현황   30
  2. 기술통계량   33
 제 2 절 비급여 정보공개 효과 실증분석  41
  1.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 입법 전후 평균 비교(T-test)  41
  2.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 효과 분석   43
제 5 장 결 론   47
 제 1 절 연구내용 요약   47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50
 제 3 절 연구의 한계   53
참고문헌   55
Abstract   5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