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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민영의료보험은 불확실한 사고발생에 따른 과중한 의료비지출에 대비하여 가
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재정적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
다. 하지만 보험의 특성상 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늘 존재한
다. 특히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영의료보험
이 의료이용량을 증대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국
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한 가지 원인으로 계속 지목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는 민영의료
보험이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늘려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액이 증가한다는 데 근
거한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의료보험을 포함한 모든 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논리는 그 동안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를 거쳤다.
최근에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정액형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당형 입원비를 보장하
는 정액형 의료보험이 입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여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입원일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입원 이후 퇴원할 확률
이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
다. 한국의료패널에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분석 결과는 정액형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입원 이후 퇴원을
할 확률이 시점별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I절에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제시하였으며, 제III절에서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을 설명하였다. 제IV절은 분석결
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V절에서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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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실손형 민영의료보험과 달리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부가적
보장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을 사고 발생 시
한 번 보장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보험
사고 발생 후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보험금을 수령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
라 사고발생 시 소득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즉,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은 의료서비
스의 가격보다는 가입자의 소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실손형 보
험 가입 후 의료서비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늘어나는 관
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즉 실손형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이용 간의 관계가 성립하
기 어렵다.
<그림 1> 정액형 민영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그림 1>은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의
영향을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만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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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가입자가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은   에서   으로 낮아져서 시장 균형량
(   )보다 많은 의료이용량(  )이 발생한다.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된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
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로 늘어난다. 하지만 의료이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소득효과에 의
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만 존재
하게 된다.

2. 선행연구
가. 해외연구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이용을 늘릴 것이라는 주된 이론적 배경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역선택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
하여 보험자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미래의료비지
출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에 비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더 많
고, 이로 인해 사고발생과 보험급여가 양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가입 후 가입자들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치료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
제적 인센티브에 대한 합리적 반응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시장에서 치료가
격이   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치료양은   으로 정해지지만 보험가입으로 치료
가격이 0이 된다면 보험가입 후 가입자의 치료비 부담이 없어지면서   로 정해진
다1). 즉 보험가입 후의 개인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
이용량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림 1>과 같이 사회후생손실이 발생
하게 된다.
1) 수요탄력성의 절대값이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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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험의 도덕적 해이

이와 같이 의료시장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료보험시장에
서는 역선택과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이 효율
적 의료이용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가 Manning et al.(1987)이다. 이들의 연구는 랜드건강보험실험(Rand
Health Insurance Experiment)을 통해 구축된 의료이용행태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데,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민영의료보험을 무작위 추출한 가구에 배분하였을
때 가구원의 본인부담률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이 연구는 보험으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작을수록 의료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보험시장에서 보험가입자가 오히려 의료이용이 줄어드
는 현상인 순선택(Advantageous selection)의 존재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역선택
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론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선택에 대한 이론적 존재 가능성과 실증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
다. Cawley & Philpson(1999)는 자기주관적 혹은 개관적인 사망위험과 생명보험을
구입할 확률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정하였는데, 결과는 수명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소득변수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남성 생명보험 가입자
의 사망률이 비가입자보다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자동차보험의 시장의 경우는 역선택에 대한 모호한 실증분석결과들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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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Chiappori & Salanie(2000)의 연구는 종합보험을 구입한 프랑스 청년들이 의
무보험만 가입한 청년들보다 사고율이 낮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건강보험 시장의 경우는 Cardon & Hendel(2001)이 미국 의료지출비 조사
(National Medical Expenditure Survey)를 이용하여 추정한 인구학적 차이뿐만 아니
라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지출 차이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이고 역선택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연금시장의 경우 Finkelstein & Poterba(2004)는 영국의 연금 자료를 이용하여 연
금 가입 후 사망률과 연금의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연금액의 크기에 따
라 사망률이 다르다는 증거는 찾아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와 가장 관련이 높은 미국의 메디갭시장에서는 순선택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한데 대표적인 논문이 Fang, Keane
& Silverman(2006)의 논문이다. 이들은 위험기피적인 요소가 순선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가설에 대하여 이러한 요인보다는 개인의 인지력이 순선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국내 실증연구
<표 1>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실증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민영의료보험을 실손형과 정액형으로 구
분하지 않고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이용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2). 이들 연구
는 의료이용에 대하여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여 민영
의료보험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민영의료보험이 외래이용과 입원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연
구는 강성욱 외(2006, 2010)가 대표적이다. 민영의료보험이 외래이용에는 영향을
2)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실손형과 정액형을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유형으로 판단하고 ‘민영
의료보험의 가입여부 변수’와 ‘민영의료보험유형’ 변수를 같이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거
나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실손형 가입자 대비 정액형 가입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을 먼저 고려하고 이후 유
형을 선택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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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지만 입원이용에는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린 연구는 이창우(2010a,
2010b)와 조현희 외(2010)이다. 강성욱 외(2005), 김성옥(2005), 정기택 외(2006)3),

<표 1> 민영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량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
저자
강성욱 외
(2005)
김성옥
(2005)
강성욱 외
(2006)

민영의료보험
외래

입원

분석대상 및 자료

비고

▲ /  / ▽ ▲/ ▲/ ◎

위암, 간암, 폐암환자

다중회귀분석
- 횟수/재원기간/진료비

◎/ ▲/ ▽

2001년 노동패널 4차
자료

입원/건강검진/의료비(1년)

◎/ ◎

유방 및 자궁암 환자

기술통계분석: 횟수/진료비
※외래건당 외래진료비:
비보험군 > 보험군

민영보험사(2개),
건강보험공단

다중회귀분석
- 횟수/비용
※ 외래방문횟수 및 비용:
실손형 > 정액형

◎/ ◎

정기택 외
(2006)

▲/ ▲

◎/ ▽

이창우
(2010a, b)

◎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a) 결합확률밀도함수
한국복지패널 4차 년도(b) - 민영의료보험 가입갯수
음이항 회귀, 2단계 추정
※ 내생성 통제 전
의료이용: 보험가입자 >
비가입자

강성욱 외
(2010)

◎

◎

고령화연구패널(1, 2차)

조현희 외
(2010)

◎/ ◎

▽/ ▲

제3차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이항 회귀분석
- 종속변수: 보험료/가입개수

한국복지패널조사

생존분석
- 소득분위별 의료이용량
분석: 외래횟수/입원횟수/
입원일수

한국의료패널 2008~2010

성향매칭, 패널회귀분석
- 횟수/총지출액/건당지출액

김재호․민윤경
(2012)

저소득층: ▲ / ◎ / ◎
고소득층: ▲ / ▲ / ▲

이현복․남상욱
▲/ ▲/ ▲
(2013)

주: ▲는 의료이용량 증가(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비가입자의 의료이용), ▽는 의료이용량 감소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비가입자의 의료이용), ◎는 변화없음(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
가입자 간 의료이용에 있어 통계적 차이가 없음)을 의미.

3) 정기택 외(2006)의 연구는 두 가지 분석으로 나뉘는데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를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를 분석한 부분과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실손형 가입자가 정액형 가입자
에 비해 의료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분석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민영의료
보험 미가입자 대비 실손형 가입자 혹은 정액형 가입자의 의료행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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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외(2012), 이현복 외(2013) 등은 민영의료이용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종합하면, 민영의료보험과 의
료이용 간의 관계를 명확히 단언하기에는 상당히 모호하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
서 설명하였듯이, 실손형과 정액형이 이론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제
적 동기(economic incentive)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영의료보험의 종류를
분류하지 않고 의료이용량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경우 이들 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표 2> 민영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량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
정액형 보험

실손형 보험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윤희숙
(2008)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프로빗, Two Part Model
심평원, 민영보험사 - 확률/일수/비용/일당비용

권순만 외
(2010)

▲

◎

◎

◎

한국의료패널

성향점수매칭, 로지스틱
- 횟수/총지출/건당지출

- 외래: 실손형가입자 > 정액형
- 입원: 실손형가입자 ≒ 정액형

한국의료패널
2008년

로지스틱, 음이항회귀
- 의료이용횟수, 진료비

박성복․정기호 - 의료이용량 :
(2011)
정액형+실손형 > 실손형 > 정액형

한국의료패널
2008년

이변수 프로빗

백인립 외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2009)

프로빗, Two Part Model
- 의료이용량: 종합병원/1차․2
차 의료기관 방문횟수

저자

유창훈 외
(2011)

유창훈 외
(2013)

◎ /▲ ▲ /▲

◎ /▲

▲ /▲

분석대상 및
자료

▲ /▲ / ▲ /▲ /
한국의료패널
▲
◎

이현복․남상욱
실손형가입자 ≒ 정액형 가입자
(2013)

한국의료패널
2008~2010

비고

2SLS
- 총횟수/총비용/건당진료비
성향매칭, 패널회귀분석
- 횟수/총지출액/건당지출액

주: ▲는 의료이용량 증가(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비가입자의 의료이용), ▽는 의료이용량 감소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비가입자의 의료이용), ◎는 변화없음(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
가입자 간 의료이용에 있어 통계적 차이가 없음)을 의미.

<표 2>은 실손형과 정액형으로 구분하여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정리한 표이다. 윤희숙(2008), 권순만 외(2010), 백인립 외
(2012), 유창훈 외(2013) 등이 대표적 연구이다. 윤희숙(2008)과 권순만 외(2010)의
논문에서는 정액형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특별히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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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였다. 윤희숙(2008)의 연구는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이
용량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중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연구 중의 하나이다.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자료와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자료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는 많은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타 연구와 달리 비
가입자 대비 정액형 보험 가입자, 실손형 보험가입자와 동시 가입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백인립 외(2012)4)는 정액형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만을 대상
으로 하여 실손형과 정액형을 나누어 의료이용효과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
의료보험 미가입자 대비 실손형 가입자와 정액형 가입자의 의료이용효과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정액형 가입자 대비 실손형 가
입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결과는 제시할 수 있지만 미가입자 대비 실손형 가입자
의 의료이용 행태와 미가입자 대비 정액형 가입자의 의료이용행태에 대하여 어떠
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유창훈 외(2013)5)의 논문은 실손형 민영의료보
험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손형 민영의
료보험의 이론적 영향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유창훈 외(2013)는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의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결과들
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
만,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의 가입과 의료이용, 특히 입원이용은 관계가 없다는 결
론이 대체로 많다.

4) 백인립 외(2012)는 상기분석을 위하여 2부분 모형(two-part model)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이용 간의 내생성을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한 모형이다. 또
한 백인립 외(2012) 분석 결과에서 소득이 의료이용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모형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유창훈 외(2013)의 논문은 아직 발간된 자료가 아닌 학술대회의 발표자료를 참고하였
다. 동 연구에서는 정액형과 실손형을 구분하지 않고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외래와
입원에 미친 영향과 실손형만 구분하여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외래와 입원
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자료로 구성하여 분
석하고 있는데 의료이용횟수를 OLS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가산자료(count data)에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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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증분석 자료와 실증분석 방법
1. 실증분석 자료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이용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0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가구, 가구원의 입원이용자료 및 민영
의료보험가입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이용 간
관계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먼저 입원일수 분석에 사용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입원경험이 있는
사람의 평균입원일수는 약 11일이며, 표준편차는 약 23일임을 알 수 있다. 입원이
용을 한 사람 중 정액형 가입자는 약 44%이며, 실손형 가입자는 5%, 정액과 실손
동시 가입자는 약 8%이다. 나머지는 비가입자이다(<표 3> 참조).

<표 3> 입원일수 자료와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N=1377)
변수

평균

표준편차

입원일수

11.68

23.80

정액

0.44

0.49

실손

0.05

0.22

정액+실손

0.08

0.27

2. 실증분석 방법
경제학에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인 기간(duration)의 형태로 반
응하는 변수를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기간분석(duration analysis)을 이용한다. 기
간분석에서는 다양한 관심변수 혹은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생존기간에 어떻게 영
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입원일수는 퇴원이라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의 형태로 반응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기간분석의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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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저드 함수(hazard function)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   가 기간을 나타내는 확률변수라고 하자.
생존분석에서  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여전히 동일한 상태로 있는 기간
을 의미한다. 이 때  의 누적확률분포와 생존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
며,   는  시점까지 입원을 하고 있을 확률을 나타내며 S(t)는  시점 이후에 계
속해서 퇴원상태에 있을 확률을 나타낸다.

     ≤   ≥ 

  ≡         

헤저드 함수는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되며 특정시점  까지 사건이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조건하에서, 특정시점  에 사건의 상태가 변화할 확률을 나타낸다. 즉, 헤
저드 함수(hazard function)는 각 시점에서 시점당 순간 실패율을 나타낸다. 입원일
수에 대하여 적용된 헤저드 함수는 특정시점  까지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점 바로 직후에 퇴원할 확률을 나타낸다.

  ≤  ≤    ≥   
  lim   

 
→

여기에서,    는  의 확률밀도함수이며,      ′ 이다.

헤저드 함수의 모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험(risk)이 증가한다면 시간에 대
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입원일수에서 위험은 입원상태에서 퇴원상태로 바뀌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는 헤저드 함수는 시
간에 따라 퇴원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험
이 감소한다면 헤저드 함수의 모양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일 것이다. 이 경우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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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흐름에 따라 입원상태에서 퇴원상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만약 위험이 시간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다면 헤저드 함수의 모양은 시간에 대해
일정하다.
최근의 생존분석에서는 설명변수들을 포함하여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강도를
나타내는 hazard를 추정하는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퇴원이 일어나는 강도를 나타내는 헤저드 함수(hazard function)를 추
정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는  시점에서 퇴원할 확률을 나타내는 헤저드 함수를,  는 퇴
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가. 비모수 분석(Nonparametric Analysis)
비모수 분석은 생존시간이 어떤 정해진 분포형태를 지난다고 가정하지 않고 생존
율 혹은 생존곡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생존의 의미는 입원상태에서 퇴
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존곡선은 특정시점
에 대하여 여전히 입원상태로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곡선을 의미한다. 생존곡선
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Kaplan-Meier 추정방법이 있다. 추정한 생존곡선
이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 테스트로 로그순위 검정법(log-rank test)과
Wilcoxon 검정이 대표적이다.
로그순위 검정법의 귀무가설은 생존경험에 대해서 두 군이 동일 모집단에서 나왔
다는 것이다. 즉, 모든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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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coxon 검정은 로그순위 검정통계량 계산 시 가중치를 달리하여 계산한 검정
통계량을 이용한 것으로 검정하고자하는 귀무가설은 동일하다.

나. 모수 모형(Parametric Model)
모수분석은 헤저드 함수의 분포 형태를 가정하고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앞서
설명한 비모수 분석은 생존함수를 바로 추정하는 방법이지만, 모수 모형은 헤저드 함
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입원상태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특정시점에 퇴원
을 할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모수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헤저드 함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수모형은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헤저드 함수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모든 모수모형은 헤저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시점의 로그위험함수(log hazard function)인 ln            는
 exp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형태

의 모형은 다음과 같은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이다.

   exp      

이 경우 모수모형은   의 함수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며 exp      은 설
명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내기 위해 모수화한 것이다.   부분
은 어떠한 형태도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지수 모형, Weibull모형, Gompertz모형
으로 추정하였다.
지수모형은    exp   로 가정한 것으로 헤저드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exp     exp  exp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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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bull 모형의 헤저드 모형은 다음과 같다. 아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값에 따
라 헤저드 함수의 모양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p       exp      

Gompertz 모형의 헤저드 모형은 다음과 같다. 아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값에
따라 헤저드 함수의 모양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p     expexp      

다. 준모수 모형(Semiparametric Model)
준모수분석은 비례형위험모형    exp      에서   에 대한 분
포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특정 변수들이 헤저드 함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추정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정액형 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에
대한 더미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켜서 그 계수를 추정할 경우, 정액형 보험가
입자가 비가입자와 달리 어떤 방식으로 헤저드 함수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즉, 정액형 보험가입자가 특정시점까지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원을 할 확률
이 비가입자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 방
법을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아이디어는 아래의 비례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exp   
   exp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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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분석 결과
1. 비모수적 방법: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입원일수
<그림 3>은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생존함수를
Kaplan-Meier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
자의 생존함수가 비가입자의 생존함수 밑에 존재하며 이는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일찍 퇴원을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Kaplan-Meier 생존함수 추정 결과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에 대하여 추정한 생존함수가 통계적
으로 차이가 있는 검정하기 위해서, 앞선 방법론에서 설명한 로그순위 검정법과
Wilcoxon 검정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귀무가설은 “정액형 민
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는 전 기간을 통하여 퇴원할 확률이 동일하다”이
다. 검정결과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생존함수의 차이가 있
다”라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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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체 대상 로그순위검정과 Wilcoxon검정
정액형
가입 여부

관찰 사건

예측 사건

0

449

496.09

1

553

505.91

총합

1002

1002

로그순위검정
p값

Wilcoxon p값

0.0014

0.03

위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 검토를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만을 골라
서 상기 방법과 같은 검정방법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을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정한 결과를 살펴보자. <그림 4>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생존함
수를 Kaplan-Meier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추정결과 <그림 3>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생존함수가 비
가입자의 생존함수 아래에 존재하며, 이는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
자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일찍 퇴원을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20세 이상 성인의 Kaplan-Meier 생존함수 추정 결과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에 대하여
추정한 생존함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서 로그순위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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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Wilcoxon 검정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이다. 귀무가설은 “20세 이상 성인을 대
상으로 할 때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는 전 기간을 통하여 퇴원
할 확률이 동일하다”이다. 검정결과는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생존함수의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이 로그순위 검정에서는 5% 신뢰구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Wilcoxon 검정에서는 10% 신뢰구간
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5> 20세 이상 성인 대상 로그순위검정과 Wilcoxon검정
정액형
가입 여부

관찰 사건

예측 사건

0

466

498.90

1

381

348.10

총합

847

847

로그순위검정
p값

Wilcoxon p값

0.0143

0.0607

다음으로 표본을 남성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5>는 남
성을 대상으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생존함수를
Kaplan-Meier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의 생존함수가 비가입자의 생존함수 밑에 존재하며, 이는 남성의 경우 정액형 민영
<그림 5> 남성의 Kaplan-Meier 생존함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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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일찍 퇴원을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남성만을 대상으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에 대하여 추정한
생존함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서 방법론에서 설명한 로그
순위 검정법과 Wilcoxon 검정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이다. 검정결과를 보면 “정
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생존함수의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이
로그순위검정에서는 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Wilcoxon 검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남성 대상 로그순위검정과 Wilcoxon검정
정액형
가입 여부

관찰 사건

예측 사건

0

264

287.88

1

229

205.12

총합

493

493

로그순위검정
p값

Wilcoxon p값

0.0189

0.15

<그림 6>은 여성을 대상으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생존
함수를 Kaplan-Meier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결과들과 달리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생존함수와 비가입자의 생존함수가 큰 차이가 없는
<그림 6> 여성의 Kaplan-Meier 생존함수 추정 결과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이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115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에 대하여 추정한
생존함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서 방법론에서 설명한 로그
순위 검정법과 Wilcoxon test를 실시한 결과가 <표 7>이다. 로그순위검정과
Wilcoxon 검정결과 모두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생존함수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여성 대상 로그순위검정과 Wilcoxon검정
정액형
가입 여부

관찰 사건

예측 사건

0

278

286.19

1

231

222.81

총합

509

509

로그순위검정
p값

Wilcoxon p값

0.4358

0.2484

마지막으로 표본을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똑같은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7>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생존함수를
Kaplan-Meier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의 생존함수와 비가입자의 생존함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
<그림 7> 암환자의 위험함수 추정: 정액형 가입자 대 비가입자

116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3호

고 있으며,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림 7>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위
험함수를 추정한 결과인데 정액형 보험가입자가 특정 시점 이후 더 일찍 퇴원할 확
률이 높아짐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오히려 정액형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퇴원을 더 일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8> 암환자의 Kaplan-Meier 생존함수 추정 결과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에 대하여 추정
한 생존함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검정하기 위해서 방법론에서 설명한 로그
순위 검정법과 Wilcoxon 검정을 실시한 결과가 <표 8>이다. 검정결과는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생존함수의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이 로그
순위 검정과 Wilcoxon 검정 둘 다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암환자 대상 로그순위검정과 Wilcoxon검정
정액형
가입 여부

관찰 사건

예측 사건

0

34

34.28

1

34

33.72

총합

68

68

로그순위검정
p값

Wilcoxon p값

0.94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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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모수적 방법으로 입원일수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
자들이 더 일찍 퇴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암과 같은 중대질병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이 입원일수에서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같은 보험의 부작용 효과
를 일으키기 보다는 순선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대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모수적 방법: 지수, Weibull, Gompertz 모형의 결과
먼저 지수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표 9>에서 제시하였다. 정액형 민영의료
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퇴원을 더 빨리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동시 가입자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9> 지수모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계수

표준편차

정액

0.33***

0.08

실손

0.43***

0.15

정액+실손

0.39***

0.13

상수

-2.69***

0.50

성, 연령, 경제활동 여부 포함
N=1008
Log likelihood=-1540.3599
주: 설명변수의 포함, 미포함을 통한 추정결과도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 부호가 일치함.

<표 9>는 Weibull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이다. 결과표에서 알 수 있듯이
Weibull 모형도 지수모형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액형 민영의
료보험 가입자,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동시가입자 모두 비가입자보다 퇴
원을 빨리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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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Weibull모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Hazard Ratio

표준편차

정액

1.38***

0.11

실손

1.52***

0.23

정액+실손

1.46***

0.19

상수

0.07***

0.03

ln(p)

-0.02

0.02

성, 연령, 경제활동 여부 포함
N=1008
Log likelihood=-1539.67
주: 설명변수의 포함, 미포함을 통한 추정결과도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 부호가 일치함.

<그림 9> Weibull 모형을 이용한 위험함수의 추정

<그림9>는 Weibull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위험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
면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항상 높은 위험함수를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퇴원
을 할 확률이 모든 시점에서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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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시한 Gompertz 모형의 결과는 <표 11>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 모
형의 결과는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만이 비가입자보다 퇴원을 빨리하는 방
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Gompertz모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계수

표준편차

정액

0.16*

0.08

실손

0.22

0.23

정액+실손

0.18

0.19

상수

-2.52

0.03

gamma

-0.01

0.002

성, 연령, 경제활동 여부 포함
N=1008
Log likelihood=-1474.91
주: 설명변수의 포함, 미포함을 통한 추정결과도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 부호가 일치함.

모수적 방법으로 입원일수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들이 더 일찍 퇴원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액형 민영의료
보험이 입원일수에서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같은 보험의 부작용 효과를 일으키
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준모수적 방법: Cox 모형의 결과
<표 12>는 Cox 모형을 이용하여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입원일수
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정액형 민영의료
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퇴원을 빨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는 입원일수에 대해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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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Cox 모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Hazard Ratio

표준편차

정액

1.14*

0.09

실손

1.22

0.18

정액+실손

1.16

1.16

성, 연령, 경제활동 여부 포함
N=1008
Log likelihood=-5978.1088
주: 설명변수의 포함, 미포함을 통한 추정결과도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 부호가 일치함.

<그림 10> 헤저드 함수의 추정: 정액형 가입자 대 비가입자

Cox 모형을 통해서 추정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위험함
수를 나탸낸 것이 <그림 10>이다.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위험함수가 비
가입자의 위험함수보다 전 시기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입원일
수가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 준모수적 방법으로 입원일수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또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더 일찍 퇴원하는 모습을 확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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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모수적, 비모수적, 준모수적 모형 중 어떠한 모형을 이용해도 정액형 민영
의료보험이 입원일수를 더 늘인다는 주장이 그릇된 것임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이 입원일수에서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같은 보험의 부
작용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의료이용량의 증가 효과는 크
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액형 의료보험 가입자의 입원이용과 외래
이용이 비가입자보다 많다고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론적으로
나 실증적으로나 정액형 의료보험의 가입으로 의료이용을 많이 하며 이러한 결과
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며 최종적으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액형 의료보험은 소득보상 혹은 상병수당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복가입 등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의료이용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의 필요성과 정액형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이용량의 관계
를 종합한다면 정액형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정액형 의료보험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 개선
을 위한 노력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방지와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정액형 보험을 개선하자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단지 입원일당별 정액지급 등은 실질적으로 실손형 보험과 성격이 유사하
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책
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의 장기성을 염
두해 두고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계약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Hendel & Lizzeri(2003)는 보험료 선취 방식이 계약자의 계약유지의무(commitment)

122

보험금융연구 제25권 제3호

를 높이고 위험 풀(pool)을 증가시켜 장기계약에서 계약자의 유지율을 높이게 됨
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흐름에 따른 보험료 부과방식
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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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lump-sum type health insurance affect
the length of stay, by using Korea Medical Panel Survey. The research
uses the duration analysis to look into the difference of probability of
being discharged from hospital between lump-sum type health insurance
holders and non-holder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probability of being discharged between
them. It may imply that lump-sum type health insurance holders do not
affect the medical use, covered by Nathional Health Insurance of Korea.
※ Key words: Health Insurance, Length of Stay, Lump-S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