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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공공조직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는 점차 민간의 조직들이 함께 제공하기 시
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이용자 측면
에서 서비스 선택 시 야기되는 정보탐색비용이 특정한 법적 형태의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뉴욕카운티의 환자와 그들
이 선택한 제공기관 정보를 이용해 이산선택모형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선택 행위에 정
보탐색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환자는 비영리병원보다 공공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용자가 공공 및 비영리제공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불완전한
계약이론(incomplete contract theory)이 적용될 가능성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이다. 이는
국가가 비영리조직을 통해 서비스 공급 저변의 확대하고자할 때, 이용자 선택권 행사에 야기되는
정보탐색비용을 내재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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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는 과거 공공조직을 통해서 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점차 민간부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위와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는, 공급 측면에서
공공 조직이 방만하고 나태한 운영이 된다는 지적과, 수요 측면에서 다양하게 증가되는
요구(needs)에 대응하기 위한 것 등이 제시된다(Van Slyke & Roch, 2004). 이러한 개혁
은 1980년대 이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공공
서비스 전달(public service delivery)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
에 확장되고 더욱 더 가속화되리라고 기대된다(Ben-Ner & Hoomissen, 1992).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 변화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첫째, 국가의 역할은 자금조달자(funder)와 공급자의 두 가지 역할에서 민간 영리조
직, 민간 비영리조직, 그리고 공공조직의 다양한 독립된 조직(independent agencies)으
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금조달자의 역할자로 중심이 이동된다(Le grand, 1991). 국
가의 변화된 역할은 준 시장 이론(quasi-market theory)으로 논의되며(Le grand, 2011),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바우처(voucher), 계약(contracting), 티부 모델(Tiebout model)
의 3가지가 제시된다(Lowery, 1998)1). 이는 지방 정부 수준에서 시장 기제 도입 결정요
인과 소규모 지역 시장에서의 시장 창출 및 실질적인 경쟁 창출 문제 등을 다루는 논의
와 연결된다(Van Slyke, 2003; Pop & Radu, 2013; Lee, 2017; 양난주, 2015; 신가희 외,
2016).
둘째, 이 변화는 서로 다른 법적 형태(institutional forms)를 지닌 조직들이 동일한 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하는 환경을 수반한다. 서로 다른 법적 형태의 조직들 간의 경쟁
이 가져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혼합전달체계(mixed delivery
system)를 중요한 관심 대상으로 여긴다(Warner & Hertz, 2008). 조직 수준에서 어떠한
조건아래 제공기관들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전달하는지(Kwon & Park, 2018;
노종호, 2008; 노연희, 2008; 양난주 외, 2012), 그리고 나아가 이용자 수준에서 이용자
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이용해 실제로 서비스 수급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지에 관한 미시
적 논의(micro foundation)로 전개된다(Teske et al, 1993; Van Slyke & Roch, 2004;
Jilke, Van Ryzin, & Van de Walle, 2016). 이 같은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의 변화가 과연

1) 준 시장 기제(quasi-market mechanism)를 구매자-생산자의 분리(purchase-provider split), 바우처
(voucher), 그리고 공적 경쟁(public or open tendering)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기도 한다(Pop &
Radu,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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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증진시키킬지 아니면 동시에 불평등을 야기할지에 관
해서는 논쟁이 분분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용자의 선택권 행사가 공급기관의 법적 소유구조 형
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그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위 논의 중 후자의 관점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가장 큰 공적 병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Gusmano,
Burke & Thompson, 2012),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이 공존하는 오래된 역사를 지닌 미국
뉴욕시의 의료 시장을 선택하였다(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2003-2009).
2003년부터 2009년의 미국의료시장 자료는 과거에 해당하는 분석 기간이지만, 적절한
분석 대상으로서 다음의 여건이 충족되고 있다. 첫째,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2003-2009)에 따르면, 해당 기간 뉴욕 시에서는 신규 영리 병원이 진입한 적이 없고 기
존 비영리병원과 공공병원도 퇴출한 적이 없이 총 병원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향후 분석에서 검토하겠지만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의 두 부문이 안정적인 환자
(명)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측면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직측면에서의 영향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다. 둘째, 당시 미
국 의료보험회사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과 계약을 맺고 있어 보험사-병원 간 선택적 계약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논해진다(Phelps, 2013). 즉,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의료가
격에 덜 민감한 상태로 병원의 선택이 가능하다.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이 더 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Roh, Lee & Fottler, 2008), 이용자는 보다 비대칭적인 상황 하에 놓여있
다. 셋째, 미국의 비영리병원은 점차 상업화되고 있어, 영리병원과 유사하게 이윤 추구행
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논해지는 바(Sloan, 1998), 비대칭상황에 처한 이용자인 환자
입장에서 비영리병원과 공공병원을 보다 뚜렷하게 구분하여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서비스 전달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조직의 법적 형태를 주요 요인으로 논의하는
기존 연구는 주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조직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다(Hirth, 1999;
Amirkhanyan et al, 2008; 이인경 외, 1997; 노종호, 2008).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때 법적 형태에 따라서 내재할 수 있는 어려움(비용)에 대한 논의가 부
족했다는 문제의식 하에 새로운 시각을 취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전달 방식의 변화에 앞서 이용자 선택권의 확충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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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의 검토
1. 이용자 선택에 있어 제공기관 소유구조의 의미
유사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법적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이용자 선택
(choice)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행정학 및 정책학계에서도 주요하게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심도 있게 진행된 바는 아직 많지는 않다.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여겨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는 국내외에서 민간제공기관을 통해 공급이 확대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선택에 관한 논의는 2000년 전 후반부터 행정학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Lowery, 1998; 김민영 외, 2012; 김인, 2010; 양난주, 2009; 이제
복･박상인, 2011; 정은아, 2013).2)
연구자 입장에서, 실상 이용자의 공공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쉽게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본 연구 대상인 의료서비스
의 경우, 공급 측면에서는 제공기관의 소유구조, 의료 종사자의 직업적 태도와 신념, 제
공기관의 선택적 편의 또는 역 선택 요인(최희진･정광호, 2012) 등 다양한 공급 측 요인
뿐만 아니라,3) 이용자의 개별 특성이 함께 어우러져 동시에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다(Dixon & Le Grand, 2006; Jacobs et al, 2011). 따라서 두 측면의 요인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분석 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의료서비스와 같이 품질 등의 관측불가능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경우, 이용자
는 관측가능한 제공기관의 법적 형태(ownership)에 대한 인식(perception) 또는 기대
(expectation)를 핵심적인 제공기관 선택의 판단 근거로 이용한다.4) 이 같은 논의는 종
래의 비대칭 상황에 처한 이용자가 계약의 실패(contract failure)를 피하고자 영리조직
보다 비영리조직의 법적 형태를 선호한다는 논의에 근거한다(Arrow, 1964; Newhouse,
2) 대체로, 국외에서는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논의 분야가
넓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민간조직이 최근 들어 제공업자로 진입하게 된 보육 및 사회서비스
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조근식 외, 2010; 유현종, 2014; 이재원, 2015).
3)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 한 본 연구와 달리, 공급 측면에서는 제공 기관의 법적 형태가 비영리조직인지
공공조직인지에 따라서 품질, 접근성, 그리고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것은 상대적
으로 다수 존재하는 편이다.
4) 미국에서 의료시장은 1990년 이후에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Roh et al, 2008).
의료보험회사는 병원과 계약을 맺고 있어 보험사-병원 간 선택적 계약은 적다. 즉, 이용자는 상대적
으로 의료가격에 덜 민감하게 병원 선택이 가능한 상태로 평가된다(Phelps, 2013). 이러한 맥락은
공공조직 및 비영리조직의 법적 형태가 품질의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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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Hansmann, 1980). 비영리조직은 영리조직과 달리, 잔여 이윤을 주주에게 배분할
수 없게 하는 비배분제약(non-distribution constraints)을 갖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비영
리조직이 영리조직보다 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믿는다는 것이다.
비배분제약이라는 법적제약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영리조직과 공공조직이라도 이용
자가 다르게 인식할 여지가 있다. 조직의 특징이 소유권(ownership)과 재원(funding)이
라는 두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때(Wamsley & Mayer, 1973), 민간소유와 민간
재원을 특징으로 하는 민간 비영리조직과 달리, 공공 조직은 공공소유와 공공재원을 기
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 한다면, 공공조직은 비영리조직 보다는
정치적이고 규범적인 제도적 압력에 노출이 되어(전영한, 2009), 동일한 서비스를 판매
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수익 추구보다는 서비스의 공평한 배분 등의 비금전적인 목적을
추구할 유인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조직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용자 측면에서도 직접 공무원의 관리와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공공조직을 민간조직보다 더 신뢰하거나 실제로 서비스를 선택
(choice)할 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이용자가 비영리조직과 공공조직을 상이하게 인식하거나 선택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사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최근까지도, 이용자가 제공기관의
법적 형태를 식별하고 있음을 지지하는 논의(Handy et al, 2010; Roh & Lee; 2005;
Schlesinger et al, 2004)가 있는 반면,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하지 않는 논의(Van
Slyke & Roch, 2004; Van de Walle, 2008)가 혼재하고 있다. 즉, 이용자들의 제공기관의
법적 형태를 식별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논의는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
때, Drevs et al(2014)은 실제 환자들이 식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병원의 법적 형태에
따른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하였다. 예컨대, 이용자가 특정
조직을 비영리 조직으로 인식한다면, 실제 그 조직이 비영리조직이 아니더라도, 해당 조
직이 공공조직보다 민간 전문 인력 활용이 용이해 유능(competent)하고 보다 온정적
(warmth)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이용자 선택(choice)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음을 강조한다.5) 그리고
법적 형태가 이용자의 선택에 어떠한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규명할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력이 취약한 시민이 특정한 서비스를 선택할 때, 그 선택권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통해 이루어진 결정인지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 서비스의 전달의 대응성과 효율성 측
5) 즉, 이용자의 식별능력이 없더라도 정보 탐색 비용을 여전히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8 ｢행정논총｣ 제56권 제2호

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시민들은 실제로 균등하지 못한 정보력을 지
닐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
태에서는 공공 조직을 선택한 이용자의 행위가 상당부문 최적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라기보다는, 비합리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 만일, 정보력이 취약한 이용자가 공공
조직을 보다 이용한다면, 해당 서비스 제공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관리자의 재량과
의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선택권 행사에
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선택권을 부여한 정책 내용, 서비스 수급 절차, 서비스
품질의 홍보 등)을 그 공공조직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선택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발현될 수 있도록 내재화하는 여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가 비대칭정보에 처할 확률이 높은 상황일수록, 즉, 정보탐색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일수록, 특정 법적 형태를 지닌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선택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2. 이용자 선택권 행사에 드는 정보탐색비용
의료시장에서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는 그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고 한번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쉽게 전환(transition)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 할 때 비대칭정보
가 상당히 존재한다. 이에, 환자의 선택행위에 드는 정보 탐색 비용(information costs)
은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Dowding & John, 2008).6)
본 연구는 이용자 선택권 행사에 있어서 야기되는 정보탐색비용을 사회경제적 요인과
제공기관과의 지리적 접근성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고려하기로 한다. 그리고 앞서 논의
했던 이용자 정보력의 크기에 따라서, 제공기관이 비영리조직인지 또는 공공 조직인지
에 따른 선택 행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선택에 있어 정보비용을 야기하는 요인은 취약계층 이용자인지 여부이다. 취약
계층 이용자(vulnerable consumers)는 교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
한 특성들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로 정의된다(Andreasen and Manning, 1999).7)

6) 요양소 환자의 경우에는 가족 방문의 횟수 및 가구원 수로 정보를 측정해온 바 있다(Hirth, 1993;
Chou, 2001).
7) Andreasen and Manning(1999)은 취약계층을‘At a disadvantage in exchange relationships where
that disadvantage is attributable to characteristics that are largely not controllable by them’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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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선택에 있어서, 취약계층이 보다 선택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왔으며(Jilke, Van Ryzin, & Van de Walle, 2016),8) 통상적으로, 이에 대한 측정은 사회･
경제적 요인(socioeconomic factors)으로 측정되어왔다9)(Dixon & Le Grand, 2006;
Vooctor, et al, 2014).
그러나 실제로 취약계층 의사결정자(decision-makers)인 환자의 제공기관 선택에 있
어서도 법적 형태의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핀 연구는 많지 않다. 조직수준의 실증 연구
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요양소은 비영리요양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저소
득층(메디케어환자) 접근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 격차(care divide)가 확인된 바
있다(Amirkhanyan et al, 2008). 물론 비영리조직과 달리, 공공 조직은 판매수익을 높일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수요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지닐 수 있다. 다만, 본 연구 대상의 뉴욕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경우, 메디케이드 환급
률(reimbursement)이 타주에 비해 상당히 높고 공공병원이 메디케이드환자에게 더 우호
일 것을 규정한 바 없기 때문에(Gusmano et al, 2012), 병원 입장에서 메디케어환자를
다른 환자와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의사결정자인 환자 측면에서 선택권 논의
를 전개해볼 수 있다.
둘째, 선택에 있어 정보비용을 야기하는 요인은 환자와 제공기관과의 공간적 거리
(geographical access)이다. 거리는 이용자가 직접 이동하지 않으면 서비스 구매가 불가
능한 경우에 선택에 수반되는 간접적인 비용이므로, 선택에 드는 방해 요인(access
barriers)이다(Jacobs et al, 2011; Ensor et al, 2004; 진미정･유재언, 2012; 이광수 외,
2010; 이인경 외, 2012). 그런데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근접하다고 느끼는 범주는 이용자
마다 상이할 것이다. 개인이 느끼는 근접성은 이용자에게 있어 현실적 대안으로 여기게
하고, 심리적인 친밀도를 형성한다(Kissane 2010). 따라서 동일한 시장 내에서도 선택한
병원과의 거리가 짧은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근접성을 더 좁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
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방해 요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정
보탐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간주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우선, 이용자는 공공
조직과 비영리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선택에 있어, 상이한 탐색 비용을 지닌다(가설1).
이 가설은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에 있어 갖는 정보탐색비용이 제공기관의 법적 형태가
8) 병원의 우회 선택 행위(bypassing), 즉, 근접한 병원이 아닌 먼 거리의 병원 선택에 있어서는 실제
제공기관의 법적 형태가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Roh & Moon, 2005).
9) 이 외에도, 환자의 믿음과 지식, 그리고 보유한 자원과 역량도 영향을 미친다(Dixon & Le Gran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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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조직인지 또는 비영리조직인지에 따라 상이한지를 검증해본다는 점에서 기존 계약
실패이론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자는 정보탐색비용이 높을수록 비영
리조직보다는 공공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가설2). 서비스 품질 등 비대칭정
보에 처할 확률이 높은 이용자인 환자는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
을 회피하고자 비영리병원보다 공공병원을 보다 선택할 것이다.
가설1. 이용자는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선택에 수반되는 정보탐색비용에 차이가 있다.
가설2. 이용자는 정보탐색비용이 높을수록 비영리조직보다는 공공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

Ⅲ. 연구 분석틀
1. 자료
본 연구 대상은 뉴욕카운티(New York County)이다. 뉴욕은 공공의료체계가 가장 높은
주에 속한다(Gusmano et al, 2012). 본 연구의 자료는 Statewide Planning and Research
Cooperative System(SPARCS)10)와 뉴욕보건부처(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서 발급하는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의 병원자료를 이용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3년, 2004년, 2008년 그리고 2009년의 4개년 자료의 모든 입원환
자들과 지역 내 모든 병원들에 관한 정보이다. 해당 기간은 오바마케어 정책 변동 이전
기간으로, 본 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 해당 지역 내에 민간영리병원은 부재하였고, 공공
병원과 민간비영리병원의 진입퇴출이 없었고 두 부문의 시장점유율은 안정적인 기간이
었다(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2003, 2004, 2008, 2009).

2. 모형
본 연구는 의사결정자(decision-makers)가 다양한 선택대안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대
안을 선택해야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이산선택모형
(discrete choice model)을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해당 모형은 선택 가능한 대안 범주는
종속변수가 되고, 대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결정자의 특징과 각 대안이
지닌 다양한 특징이 모두 설명변수가 된다(McFadden, 1974).
10) SPARCS는 Bureau of Health information Office and Patients Safety에서 발행하는 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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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은 대안집합을 중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상호배타성), 의사결정자가 선
택가능한 모든 대안을 포함하는 선택범주(choice set)를 식별할 수 있으며, 선택범주의
대안들 수는 한정된 숫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가져야한다(Train, 1999; 복홍석, 2012). 이
모형은 여러 특징으로 이루어진 묶음(bundle)인 대안의 각 특성을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선택 요인을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erry et al, 2004). 본 연구의 의사결정자는
환자이며, 이들은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특정시점에서는 제공기관인 병원을 단 하
나만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이들의 선택범주는 서비스 시
장을 획정하여 식별하기로 한다.
그러면, 본 연구의 이산선택모형은 식(1)과 같다. 이용자(환자)  의 제공기관(병원) 
을 선택할 때의 효용( )은 이용자의 특성( ), 선택가능한 각 제공기관의 관측 불가능한
특성(  ), 관측 가능한 특성(   ), 그리고 이용자와 각 제공기관 마다 상호 달라지는 특성
(  )과 오차항(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식(1)

본 연구 자료에서 이용자의 특성(  )은 본 연구에서 연령, 성별, 인종, 의료 상태 등의
환자 특성이다. 제공기관의 관측 가능한 특성(   )으로는 규모,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 제
공기관의 소유구조(   )가 있다. 한편, 연구자에게는 관측 불가능하지만, 이용자에게는 관
측가능한 제공기관의 특징은 개별 병원마다의 가변수로(choice-specific intercept) 설정
하여( ) 통제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는 이용자의 제공기관의 인식(perception) 또는 품
질에 대한 믿음(quality beliefs)이 있다. 그리고 가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이들 관측 불가
능한 특성이 관측 가능한 특성과 갖는 내생성을 완화해준다. 마지막으로, 거리(  )는 각
이용자(환자)  의 제공기관(병원)  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이들 관계를 선형인 식으로
설정하면, 개별 환자의 선택효용함수는 다음 식(2)과 같다. 이용자가 선택범주 중 대안
 가 아닌  을 선택한다는 것은(   ≥   ), 해당 제공기관의 특징이 해당 이용자의 특

징과 연계되어 더 높은 효용을 가져온 것으로 본다.

11)

                 …식(2)
11) 가장 유사한 국내 연구로, 국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제복･박상인
(2011)이 있었으나, 해당 연구는 제공기관의 특징 중 법적 형태만 고려하고 그 외 관측불가능한 특
징을 모두 가변수로 설정하여 통제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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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및 측정
종속변수의 설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자(환자)가 선택 가능한 병원으로 여기는 선택
범주(choice set)의 식별이 필요하다. 우선, 선택범주를 획정하기 위해서 대체가능한 의
료서비스 종류를 선택한다. 진단그룹(DRGs: Diagnosis Related Groups)을 기준으로 의
료서비스를 분류하면 시장을 분류할 수 있다(FTC, 2012, Cookson et al, 2010; Dixon
et al, 2007), 본 연구는 DRGs의 분류코드(211-809)인 심장질환환자(cardiac inpatient)
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품질 고려 유인이 높은 생명과 밀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다.
다음으로, 적절한 지리적인 범주가 선택대안에 해당되어야 한다. 뉴욕시는 뉴욕카운
티(New York County, Manhattan), 킹스카운티(Kings County), 퀸즈카운티(Queens
County), 브롱크스 카운티(Bronx County), 그리고 리치먼드카운티(Richmond County)
의 다섯 카운티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 자료로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지리적
범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퀸즈카운티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퀸즈카운티에 소재하
는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경우는 77.45%이며, 뉴욕카운티에 거주하는 이의 97.55%는 동
일한 뉴욕카운티에 소재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분석의 시장
의 지리적 범주로 뉴욕카운티가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으로 본다. 뉴욕의
료시장을 분석한 연구(McLafferty & Grady, 2005)도 카운티를 하나의 지리적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1> 이용자가 동일한 지역의 제공기관을 선택한 비중

비중

퀸즈 카운티

킹스 카운티

뉴욕 카운티

77.45

77.15

97.55

다음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행사에 존재하는 비대칭정보는 측정이 용이한다. 우선, 취
약계층은 소득, 교육수준, 인종,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socioeconomic
factors)으로 측정되고 있다(Krieger et al, 2005). 구체적으로, 본 연구 자료의 경우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이 관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공공보험인 메디케이드 환자
여부를 대리변수(proxy)로 설정하기로 한다. 이들은 예방적 및 일반적 서비스(regular
source of care)를 받지 못하고, 응급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Giacovelli et al, 2008), 일반 보험환자보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정보능력이 제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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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선택권 행사에 있어 열악한 정보력 상황을 더 반영한다고 가정하
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다.
둘째, 서비스 선택에 간접적인 비용을 야기하는 거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거리는 GIS
프로그램(Arc View)을 통하여 이용자와 각 개별 제공기관들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이 밖
에 환자의 특징으로, 환자가 약물환자인지 또는 수술환자인지 여부 그리고 총 입원기간
을 사용하여 의료 상태를 통제하였다. 왜냐하면, 의료 상태가 심각하면(수술 환자 및 총
입원기간이 장기일수록), 침상 수나 서비스 수가 많은 병원 등을 선호하여, 선택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Roh & Moon, 2005).
법적 형태의 경우, 본 연구는 시립, 주립, 연방 병원을 공공조직으로 보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일반 비영리병원은 비영리조직으로 구분한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분류 기준을 따랐다. 분석 기간 동안 뉴욕카운티에는 심장관련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병원이 총 14개 존재하였고, 이들은 10개의 공공병원과 4개의 비영리병원,
0개의 영리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총 14개의 병원들과,
그 외 여타 다른 병원들(뉴욕카운티 외부 소재 병원)은 모두 외부대안(alternative
outside)으로 설정하여 총 15개로 구성된 선택범주(choice set)를 설정하였다.12) 이 밖에
공급 측면의 특징으로, 침상 수,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 수, 외래 환자 수 등을 통해 병원
의 규모도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의 측정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와 측정방법
변수
병원선택

환자

병원

측정
선택범주 중 특정한 제공기관이 선택 된 경우=1, 그 외=0
취약계층 여부(메디케이드 환자인 경우=1, 그 외=0)
이용자와 각 제공기관과의 거리
인종 (백인=1, 그 외의 환자=0)
성별 (여성=1, 그 외=0)
연령
의료 상태 (수술환자=1, 약물환자=0)
총 입원 기간
법적 형태 (공공병원=1, 비영리병원=0)
침상 수 (만 개)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총 수
외래 환자 수 (천명)
각 병원의 관측 불가능한 특징(품질 등) 가변 수

자료: <SPARCS> 및 <AHA Guild to the Health Care Field>
12) 후술하겠지만, 뒷 절 <표 3>의 비중에서 제외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뉴욕카운티에 거주하
는 환자의 2.45%가 선택한 병원들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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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 2004년, 2008년 그리고 2009년의
뉴욕카운티에 거주하는 심장질환 입원 환자 총 68,534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환자
중에서 메디케어 환자 비중은 14%이며, 환자가 선택한 각 제공기관과의 평균 거리는
0.86마일이다. 그리고 백인이 36%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 연령은 67.31세이며, 남성은
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총 입원 기간은 평균적으로 5.02일이며, 환자는
약물환자와 수술환자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중 수술환자의 비중은 35%로 나타났다.
앞 서 말했다시피, 분석 기간 동안 심장질환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뉴욕카운티에
소재하는 병원은 10개의 공공병원과 4개의 비영리병원으로 구성된 14개의 병원과 1개
의 외부대안을 포함한 총 15개이다. 따라서 시장 내 공공병원은 27% 비중이며, 병원의
평균 침상 수는 0.07만개정도이며, 제공하는 평균 의료서비스 수는 22.5개이고, 평균외
래 환자 수는 420.41천명으로 나타난다.
<표 3> 분석자료의 기술통계
변수

환자

평균

편차

최소

취약계층(메디케어(=1)

0.14

0.34

0

1

제공기관과 거리(miles)

0.86

1.23

0

10.19

인종(백인=1)

0.36

0.48

0

1

연령

67.31

19.64

1

116.01

성별(남성=1)

0.51

0.50

0

1

총 입원 기간(일)

5.02

9.00

1

826

의료 상태(수술환자=1, 약물환자=0)

0.35

0.48

0

1

0.46

0

1

관측치 수

병원

최대

68,534

법적 형태(공공조직=1)

0.27

침상 수(만 개)

0.07

0.06

0

0.22

서비스 수

22.5

22.25

0

80

420.41

286.05

0

1,067

외래 환자 수(천명)
관측치 수

15

Ⅳ.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선택권 행사에 야기되는 비용이 높을수록, 제공기관의 법적 형태 별로 상이
한 선택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지역 시장을 하나 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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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장 내 이용자가 지닌 정보탐색비용이 비영리조직이나 공공조직을 선택하는데 영향
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03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뉴욕카운티의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이용자 선택현황 상황을 살피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분석 기간 동안에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점유율이 아래와 같이, 20%~25%정도가 공공조직을 75%~80%
정도가 비영리 병원을 선택하고 있고, 이 선택 현황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림 1> 공공-비영리병원의 점유율 현황
(단위: 명, 기간: 2003년-2009년)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표 6>이다.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 1과 통제변
수를 고려한 모형 2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취약계층여
부와 거리의 두 변수와 제공기관의 법적 형태의 상호작용을 설정하였다.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양수이면 특정 제공기관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통제 변수를 선택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병원이 많은 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거리가 멀더라도 또는 의료상태가 심각한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은 선호할 것이다(모형2
의 거리변수의 계수추청지 0.004***, 모형2의 의료상태 계수추정치 0.05***). 반면, 제공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가 많으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취
약계층 이용자에게는 대안의 수가 많더라도 그에 따른 더 높은 정보탐색비용이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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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실제로는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Dowding & John, 2008),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모형 2의 취약계층 계수추정치 0.004). 이러한 상호적 관계를 추가로 반영
하여 모형2에 제시하였다.
<표 6> 이용자의 공공-비영리조직선택 요인 분석 결과
모형1

모형 2

Coef.

S.E.

Coef.

S.E.

취약계층(메디케어=1)

0.67***

거리

-0.04***

0.03

0.60***

0.01

0.01

-0.03**

0.01

인종(백인=1)
연령

-1.67***

0.04

-0.17***

0.03

-0.02***

0.001

-0.02***

0.04

성별(여성=1)

-0.31***

0.03

-0.31***

0.001

-0.71***

0.01

-0.75***

0.01

거리

0.004***

0.03

의료 상태(수술=1)

0.05***

0.002

취약계층(메디케어=1)

-0.004

0.001

5.69***

0.28

0.01

0.01

법적 형태(공공조직=1)

거리
제공 서비스 수

침상 수
수술환자(약물환자)
총 입원 기간
외래 환자 수
의료상태(수술환자=1)
Log likelihood

-0.004***
-99,631

Obs

0.00

-98,657
68,534

***p<0.001, **p<0.01, *p<0.1
주: 14개의 제공기관 별 가변수(  )는 본 연구결과에서 보고를 생략함.

주요한 분석 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지 여부와 공공병원의 상호작용 항은 유의미하게 양의 부호로 나타난
다(모형1의 0.67***, 모형2의 0.60***). 이 결과는 이는 한 시장 내에서 이용자가 법적 형
태에 따라 선호하는 바가 상이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나아가, 선택에 필요한 비용이
높아 정보력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는 비영리병원보다 공공병원이 제공한 서비
스를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이용자의 제공기관과의 거리와 공공병원의 상호작용 항은 음의 부호(모형1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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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모형2의 -0.03**)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제공기관 선택에 있어서 제공기관과
의 거리는 이용자에게 시간과 비용이라는 간접적인 비용을 수반하게 하므로 선택에 음
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친다(모형1의 –0.71, 모형2의 –0.75).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공공조직과 거리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게 보다 음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근접성을 더 좁기 인지하는 이용자가 비영리조직보다 공공조직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피기 위해,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어느 정도 지리적 거리에 있는지
를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을 구분해 분포를 <그림 2>로 확인해보았다. 비영리조직을 선
택한 이용자의 지리적 범위가 더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리적 제약을 극복
한 이용자는 비영리조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자료에 의하면, 동일 시장
내 공공병원이 4개로 비영리병원 10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기 때문에, 비영리병원
의 접근성이 더 높은 가능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갖는 점은 흥미롭다.
<그림 2> 이용자의 공공-비영리병원과의 지리적 근접성

앞 서 언급한 두 결과는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낮은 이용자가 특정 법적 형태의 병원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가설 1은 지지되고 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병원과 공공병원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다른 성과를 산출하거나
관리 전략을 지닐 수 있다는 등의 논의는 있었지만(Hirth, 1999; Kapur & Weisbrod,
2000; Johansen & Zhu, 2013), 본 연구는 의사결정자인 환자 입장에서 특정 조직을 상
이하게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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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용자는 정보탐색비용이 높을수록 비영리조직보다는 공공조직을 선택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가설 2도 지지되고 있다. 두 번째 가설은, 불확실성 하에
처한 이용자는 영리조직 보다는 비영리조직을 긍정적으로 인지한다는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의 적용이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에도 있어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해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용자의 특정 법적 형태의 제공기관 선택이 이용자의 정보탐색비
용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 또는 민간비영
리 제공기관의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러
한 선택권의 강화가 일부 이용자에게만 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적인 목적이라면, 비영리조직보다는 공공 조직을 확
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시장 하나를 택하여, 그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모든
환자에 대하여, 병원 선택 행사에 있어서 야기되는 정보탐색비용이 비영리병원 선택 시
와 공공병원 선택 시 차이를 지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기존 비
영리조직과 공공조직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상이하게 인지한다는 논쟁의 외연을 확
대하기 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논의의 기저가 된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선택에
있어 논의되는 불완전한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이 비배분제약을 동일하게 지닌 비영
리조직과 공공조직에도 적용되는지 이론적 논의를 구성하고, 이를 실증적인 검증을 해
본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비영리조직과 공공조직이 상당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공존하였
던 뉴욕 의료시장 사례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공기관을 식별
하여 선택범주(choice set)를 설정하고, 각 제공기관의 관측 불가능한 특성은 개별 가변
수를 설정한 이산선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용자의 특성과 제공기관의 특
성은 동시에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선택 시 야기되는 정보탐
색비용이 존재하는데, 그 비용이 법적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스스로 공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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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유형 및 종류, 그리고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상황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제공기관의 법적 형태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탐색비용은 다를 수 있다. 구체적으
로 정보탐색비용이 더 높을수록 공공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공조직의 서비스 공급 저변의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을
활용할 때, 이용자 초과 수요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정보탐색에 취약한 이용
자의 선택권은 자동적으로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때, 선택에 야기되는 비용을 완화시키거나
내재화(internalization)하는 방법도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이용
자 입장에서는 정보탐색비용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이용자만이 주어진 선택권을
최적이라고 여기는 대로 행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정보탐색비용이
높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의 수를 민간을 통해 늘리는 것 보다는,
공공기관의 수나 규모를 확충하는 것이 이들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시킬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정책적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가용한 자료의 한계로, 이용자의 선택에
야기되는 정보탐색비용을 취약계층인지 여부와 지리적 접근성의 두 차원에서 측정하고
는 있지만, 기존 논의와 같이 이용자가 처해있는 정보력의 상황을 반영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다만, 각 개별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투영하여 실제 이용자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 한 후에 나타난 선택 행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시장 중에서 미국의 뉴욕카운티 시장에 한정한
분석을 하고, 2000년대의 데이터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시의성이 낮을 수는 있다. 그러
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해당 분석 기간 동안 뉴욕카운티 의료 시장에서 비영리조직과
공공조직의 공존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던 특수한 시기이며,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의료 시장이라는 점에서 연구자에게 보다 적합한 사례로 판단되었다는 점에서는 분석의
적절성이 있다. 향후 이러한 논의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종류의 공공서비스
그리고 다른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확장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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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onsumer Choices in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he Case of New York County Health Service Markets
Jae Bok Lee & Sangin Park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patient choices of public or
nonprofit hospitals relies on their barriers to access. The article uses a consumer choice
model with patient data on cardiac inpatients, and provider data on four public and ten
nonprofit hospitals from 2003 to 2009. The results reveal that patients who can deal with
access barriers are less likely to choose nonprofit hospitals compared to public hospitals.
This supports contract failure theory for nonprofit versus public ownership status in
response to the costs incurred to overcome such barriers. The findings present new insights
for policy-makers by showing that strategies are needed to address the choice divide
identified here.
【Keywords: nonprofit-public organization, choice, health service market, contract the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