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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도 볼 수 있듯이 세계경제위기는 아시아권 경제에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아시아 각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경제위기는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에만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견실한 사회정책 

및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 국가의 사회정책을 제 로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

제도를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국가의 문화, 사회, 정치, 

경제적 맥락에 부합한 쪽으로 수정·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아시아지역에서 발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로서  

역내 다른 국가들에 정책적 영향력을 서서히 발휘하고 있다. 모든 국

민을 상으로 한 사회분야에서의 정책적 영향력 전파는, 기타 분야

에서의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

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매우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

회정책 일반에서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

고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가 상 적으로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중에서 건강보장정

책, 특히 보편적 의료보장 정책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선진제도를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시아 국가의 사회·



정치·경제적 맥락에 부합한 아시아 복지국가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 된다. 본 연구는 본원의 홍석표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한창근 성균

관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ui Sy TUAN 베트남 노동사회과학사회연

구원 사회보장부 국장, Bunkheang CHENG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 학

교 사회사업부 전임강사, Carlo Irwin A. PANELO 필리핀 마닐라 학

교 의과 학 교수, Meuthia ROSFADHILA 인도네시아 스메루연구원 연

구원, Somchai JITSUCHON 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Tluang Lian 

HNIN 미얀마 국제개발원 자문관, Zulkarnain A. HATTA 세인즈 말레

이시아 학교 사회과학 학 교수, 그리고 박형존 연구원과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본고를 세심히 읽고 완성하는 데에 귀중한 조언을 

해 준 본원의 김미숙 연구위원과 신화연 연구위원에게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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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ealth Care Policies toward Universal Coverage in 
the Selected Asian Countries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is about improving access to 

health services and reducing poverty from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 UHC reforms can improve health and financial 

protection of citizens, especially poor and vulnerable populations.  

Among Asian countries, Thailand is regarded as one of most 

successful country in implementing UHC compared to her eco-

nomic status. We can draw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rom 

Thailand's case for those developing Asian countries in pursuing 

the establishment of UHC.

Most people would consider setting up a universal coverage 

health care as a serious financial challenge for a country with per 

capita income in the range of lower-middle income like Thailand 

at the time of the UHC establishment in 2002. Critics often doubt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 and predicted it to last only few 

years. They are now proven wrong. The scheme’s cost has not 

been running out of control. Indeed during the first years, the 

Thai governments did not have to pour in additional budget, 

they imply reallocated the health budget. Although the latter 

years have seen significant increase in per capita cost of the 



2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program, the increases are mostly matched by improved serv-

ice coverage and quality. 

The UHC reform of Thailand has been generally major success. 

It increased welfare of Thai population. Studies also found that it 

helped reducing poverty incidence if poverty lines were adjusted 

down by health expenditure that poor families used to pay before 

the UHC. But the UHC success does not stop there. The scheme 

is also successful in increasing overall efficiency in public health 

service provision. This was evident by the only marginal increase 

in total health expenditure in the year 2002-2005 in spite of the 

coverage expansion.

In spite of its general successes, the Thai health insurance 

system has its own shortcomings and issues to be addressed. The 

Thai system suffers from management fragmentation, financial 

sustainability, accountability, and sporadic inefficiency. Being  

aware of these problems of the Thai UHC can be a last-mover 

advantage for those countries in pursuing their own U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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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의 건강보장 체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사회 보장 체계의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SJSN)일환으로써 2014년에 보편적 건강 보장 

체계를 실행하고자 함. SJSN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예외 없이 건

강 보장 서비스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

는 것임. 그 결과, 2019년 까지 SJSN이 인도네시아 국민 전체를 위

한 건강 보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포괄하게 될 것임. 2011년 자료

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총 인구의 약 65% 만이 건강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나머지 국민들은 어떠한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인도네시아의 국민의료비는 2002-2011년 까지 10년 동안 GDP 

비 평균 2.7% 수준이었으며 2007년에는 역  최고 수준인 3.1%

에 이르렀고, 2011년 현재 2.7임. 지난 2년 간 국민 의료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2010~2011년 사이 연 간 0.1% 하락). 동남 아

시아 이웃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인도네시아의 의료비 지출은 매우 

낮은 편임. 인도네시아는 GDP의 3% 미만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

는 데 반해, 1인당 GDP가 비슷한 수준인 다른 국가들은 GDP의 최

소 3~4%를 의료비로 지출함. 1인당 소득이 상 적으로 낮은 베트

남과 캄보디아도 GDP의 6~7% 정도를 지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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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률, 기  수명, 영양 등 보건 성과 부문 일반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인도네시아의 보건 성과는 부정적/긍정적 기류가 혼

재되어 있음. 기  수명 부문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1960 

~ 2005년 사이 평균 기  수명이 40세에서 69세로 증가하였음. 그 

과정에서 아동 및 영아 사망률도 극적으로 개선되었음. 인도네시아 

보건의료 부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지역 별 불균형임. 세계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  수명의 괄목할 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리

적 불균형은 여전해서 West Nusa Tenggara (NTB) 지역의 경우 

59세에 불과하나 Yogyakarta 지역은 72세에 이름. 국가 평균 기

 수명이 70.7세에 이르는 동 아시아 지역의 이웃 국가들과 비교해

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인도네시아 건강 보험의 역사는 1968년 공무원 건강 보험인 Askes

가 도입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감. 이 제도는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

라, 연금 수령 공무원과 그의 직계 가족에게 건강 보험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도입/운영되고 있음. 1992년 위 보험사는 공기업에서, 고

도의 자치권을 보유한 국영 기업으로 (PT Asuransi Kesehatan 

Indonesia) 그 지위가 바뀌었음(PTAskes라고도 알려져 있음). 이 

후, Askes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기업에 상업 보험을 판매할 수 있

게 되었으며 이에 의거하여 보험 커버리지도 자발적으로 민간/공공 

기업의 직원 (말단 직원부터 최고 경영진까지, 일부 경우에는 이들

의 피부양자도 포함)으로 확 할 수 있었음. 

⧠ Askes 뒤를 이어 1992년에 Jamsostek 이 도입되었음. 이 제도는 

민간 부문 근로자들을 커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국영 영리 기

업인 PT Jamsostek가 관리함. Jamkesmas는 2005-2007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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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행된 빈곤층 상 건강보험 프로그램, Askeskin의 후속 프로

그램으로서 2008년 시행되었음. 이 프로그램은 빈곤층 및 준 빈곤

층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입 조사 상인 소비 기준 최

저 3개 십분위 그룹에 해당함. 이 외에도, 2001년의 지방 자치제로 

인하여, 다수의 지방이 지역 고유의 사회 건강 보험 제도를 

(Jamkesda)구축하였음.  

⧠ 2012년 기준,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제도의 인구 커버리지는 65%에 

도달하였으나 나머지 35%는 아직 건강 보험에 미 가입된 상태임. 

Jamkesmas와 지역 별 사회 건강 보험 (Jamkesda)이 인구 다수

를 커버하며 각각의 커버리지는 32%와 14%에 이름. Askes(공무원 

상 의무 건강 보험)와 Asabri(경찰 및 군인 상 건강 보험)가 약 

7%, Jamsostek가 약 2%를 차지함. 이 외에 기업 건강 보험, 민간 

보험 (및 기타)이 전체 인구의 약 10%를 책임짐.

2. 필리핀의 건강보장 체계

⧠ 필리핀의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는 분권화되어 있으며 여러 출처를 

통해 재원을 충당함. 의료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높

고 이에 따라 의료 체계의 성과는 상당히 다양함. 또한 의료 재원을 

환자의 본인분담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

는데 있어 불평등이 커지고 있음.

⧠ 필리핀 국민, 특히 빈곤층의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은 

2010년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are: UHC) 이니셔티

브를 시작했음. 보편적 의료보장 전략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취지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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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건강 보험 보장을 확 /개선하여 재정 위험에 한 보호를 보장

○ 자본을 통해 정부 시설을 향상하여 양질의 의료에 한 접근을 촉진

○ 빈곤층과 충족되지 않은 니즈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공공 

의료 노력을 집중하여 건강 관련 MDG를 달성

⧠ 그 이후 보편적 의료의 주요 정책이 발표되었고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DOH) 예산은 2010년 수준의 약 2배로 

증가했음. 그 결과 약 520만 빈곤 가구가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NHIP)에 가입했고 정부

의 의료 시설 업그레이드에 약 4억8,7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공공 

의료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 하고 있음.

⧠ 그러나 확 된 규모의 의료적 개입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 체계의 역

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건강 결과의 개선으로 해석

하기는 어려움.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려면 보편적 의료의 이행

을 의료적 개입과 빈곤층을 상으로 하는 정부의 기타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함. 또한 의료 부문에서 정치적 리더십, 확 된 재정 재량, 

출산 건강에 한 획기적인 법안의 통과, 죄악세(sin tax) 및 국민건

강보험프로그램(NHIP) 개혁 등이 필요함.

⧠ 필리핀은 1969년 필리핀의료위원회(Philippine Medical Care 

Commission)(메디케어)를 설립해 건강 보험과 위험 분산의 개념

을 도입했음. 메디케어는 공공과 민간 분야 근로자와 근로자의 부양

가족에게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했음. 또한 메디케어는 사회 건강 

보험의 도입을 위한 초석을 놓았음. 1995년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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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은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

(NHIP)을 만들어 (공공과 민간) 고용 부문, 빈곤층, 비공식 부문, 해

외 필리핀 근로자, 정부 은퇴자, 개인연금 기금 등을 포함시켰음. 이

들 각각이 관리했던 개별 건강 보험 기금이 이제는 필리핀건강보험

공단(PhilHealth)이 운영하는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되었음.

⧠ 필리핀 국민의 48%가 2011년 현재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

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음. 이들 중 520만 빈곤 가구 즉 약 2,000만 

명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가입되어 있음. 그러나 2010년 보험료 보

조금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490만 빈곤 

가구가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에 등록되지 않았음. 그리고 

필리핀 정부가 공공 의료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20억 달러(US)를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약 300만 빈곤 가구가 산전 건강 관리, 예방접

종, 가족 계획과 같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약 10년 간 자본 투자의 부족으로 인해 시설은 악화되고 있으며 

350만 이상의 빈곤 가구가 현 적인 클리닉이나 병원 서비스를 사

용하지 않고 있음. 

3. 태국의 건강보장 체계

⧠ 태국의 보건의료 제도는 과거에 많은 변화를 거쳤음. 최초의 공공 

의료보험 제도는 1972년 설립된 근로자 보상기금(WCF)임. 이 기금

은 근무 중 사고와 관련된 근로자의 병에 해 보상하기 위해 마련

되었음. 첫 해에는 2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방콕에 위치한 회사의 

근로자들만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었음. 따라서 상 집단이 상당히 

작았음. 두 번째 의료보험 제도는 8년 후에 수립되었는데 그것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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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의료제도(CSMBS)임. 이 제도는 세금에 의해 재원이 전액 충당

되는데 주요 특징은 가입자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까지 보장범위에 

포함했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임. 재무부가 시행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제도에는 2011년 말 현재 5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음.

⧠ 태국 보건의료제도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1990년에 일어났는데 이

때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민간기업들을 상으로 직원들을 

사회보장제도(SSS)에 가입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사회보장법이 제정

되었음. 이 보험은 해당 근로자들이 직업 중 부상과 무관한 병에 걸

렸을 때도 보장해주는 것임. WCF도 SSF(사회보장기금)에 통합되었

으며 노동부 산하의 사회보장청에 의해 운영되었음. CSMBS의 경

우와 달리 의료혜택은 보험에 가입된 직원들에게만 적용되었음. 그

러나 SSS의 특이한 점은 병에 걸린 기간에 한 급여 보상이 포함되

었다는 것임. SSS는 노동부 산하의 사회보장청에 의해 관리됨. 시행

의 어려움 때문에 SSS는 4천만 명 이상의 노동인구 중 약 1천만 명

에 이르는 공식 근로자들만 상으로 하고 있음. 그 이유는 태국의 

비공식 경제부문이 매우 크기 때문임. SSF는 사실상 비공식 근로자

들도 보장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지만 비공식 노동인구에 해서

는 정부의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비공식 근로자들은 SSS에 가입할 

매력을 느끼지 못함. 1996년에 이르자 재정 분권화의 범위와 강도

가 높아졌고 이는 지방정부 직원들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음. 특별

히 이들을 상으로 설계된 의료보험도 1998년에 도입되었음. 이 

보험은 CSMBS와 상당히 유사함. 단지 재정적인 내용이 다를 뿐이며 

CSMBS가 재무부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이 보험은 내무부에 의

해 운영됨. 그러나 두 보험 모두 세수에 의해 자금이 완전히 충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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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2002년 보편적 의료보장(UC)의 도입이었음. 

이 계획은 다른 공공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모든 태국 국

민들을 위해 개발되었음. 2011년 말 현재 4천 8백만 명의 태국 국

민들이 UC의 보장을 받고 있음. UC이전에는 태국 인구의 다수, 

특히 빈곤층과 비공식 부문의 저소득층은 어떤 형태의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했음. UC는 다양한 상 집단들을 위해 설계된 다른 

기존의 의료서비스 제도들과 함께 보장 범위를 효과적으로 거의 

부분의 태국 국민들에게 확 시켰음. 

⧠ 보편적 의료보장 개혁은 전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 이 개혁은 

태국 인구의 복지를 증진시켰음. 또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 개혁

으로 빈곤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음. 이 제도는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성공적으로 개선시켰음. 이 

점은 2002-2005년 기간에 보장범위의 확 에도 불구하고 총 의료

비 지출이 미미한 증가만을 보였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됨. 

⧠ UC는 비용억제 방법으로 SSS에서 인두제를 차용했으나 고비용 질

환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구성’ 지불제 

(‘case-mixed’ payment system)나 입원환자의 경우 진단군 포괄

수가제(DRGs)를 통해 이를 보강했음. 진단군 포괄수가제는 실제로 

UC가 법적으로 통과되기 전 1998~2001년에 시험적으로 실시 (76

개 주 중 6주)되었음. 이러한 철저한 준비과정 덕분에 UC가 국가의 

의료서비스 제도에 가져온 변화의 크기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도

입될 수 있었음. 이 과정을 통해 재원조달 모델, 비용산출과 회계 실

무, 환자이관 시스템, 공동 의료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에서 많은 교

훈과 경험을 얻었음. 그 결과 UC가 전면 시행되었을 때 고도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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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실현이 가능했고 보장 상 인구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UC 시행 이전과 유사한 재정부담을 유지할 수 있었음. 

4. 싱가포르의 건강보장 체계

⧠ 싱가포르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접근권을 다층적인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없도록 보장함. 이러한 보호의 첫 단계는 공공 병원의 급성질병 

병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 비용을 최  80%까지 지원하는 강력

한 정부 보조금 제도이며 이것은 모든 싱가포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음. 두 번째는 개인이 의무적으로 의료저축 계좌에 가입해야 하는 

메디세이브(Medisave) 제도임. 세 번째는 메디쉴드(Medishield)

인데 이것은 저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에 비하는 의료보험임.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메디펀드(Medifund)라는 의료기금을 마련

하여 강력한 보조금, 메디세이브, 메디쉴드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상으로 안전망을 제공

하고 있음.

⧠ 경제학자들과 다른 분야의 학자들은 의료저축계좌(MSA)의 효율성

과 효과에 해 엇갈린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개인들의 인센티브에 

한 왜곡 없는 효과, 고용주들의 면세 기여금, 기타 혜택들이 주어

지는 MSA는 싱가포르에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재원조달 시스템

으로 인식되어 왔음. 학자들은 분명히 이 재원 시스템이 “개인적 책

임”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증진시켰다는데 동의함. 그러나 의료서비

스 재원조달에서 “개인적 책임”의 개념이 정부 보조금에도 불구하

고 의료비용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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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안겨주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음. 학자들은 또한 

MSA가 의료서비스를 상업화시켰고 시민들의 정부보조금에 한 

의존도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함. 싱가포르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

안해서 많은 학자들은 노인들의 장기의료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유

지시키기 위한 MSA의 유효성에 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오늘

날 싱가포르는 부양비 증가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퇴한 노

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일하는 성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므로 의료서비스 재원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는 당분간 보조금

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것은 특히 의료서비스 

비용의 증가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임. 일부 학자들은 비용증

가에 따라 정부가 의료비 지출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5. 아시아국가의 건강보장정책 발전방향

⧠ 아시아국가 중에서 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성

공적으로 실행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태국은 2002년에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Coverage; UC)제도를 도입하였음. UC이전

에는 태국 인구의 다수, 특히 빈곤층과 비공식 부문의 저소득층은 

어떤 형태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음. UC는 다양한 상 집

단들을 위해 설계된 다른 기존의 의료서비스 제도들과 함께 보장 범

위를 효과적으로 거의 부분의 태국 국민들에게 확 시켰음. 태국

의 보편적 의료보장 개혁은 태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켰고, 빈곤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음. 이러한 태국의 성공담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추구하는 아시아지역 저개발국가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과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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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은 보편적 의료보장에서의 비용억제 방법으로 인두제를 사용했

으나 고비용 질환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구성’ 

지불제 (‘case-mixed’ payment system)나 입원환자의 경우 진단

군 포괄수가제(DRGs)를 통해 이를 보강했음. 진단군 포괄수가제는 

실제로 UC가 법적으로 통과되기 전 1998~2001년에 시험적으로 

실시 (76개 주 중 6주)되었음. 이러한 철저한 준비과정 덕분에 UC

가 국가의 의료서비스 제도에 가져온 변화의 크기에 비해 비교적 순

조롭게 도입될 수 있었음. 이 과정을 통해 재원조달 모델, 비용산출

과 회계 실무, 환자이관 시스템, 공동 의료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에

서 많은 교훈과 경험을 얻었음. 그 결과 UC가 전면 시행되었을 때 

고도의 효율성 실현이 가능했고 보장 상 인구가 크게 늘어났음에

도 불구하고 UC 시행 이전과 유사한 재정부담을 유지할 수 있었음. 

⧠ 이러한 긍정적인 태국의 경험담과 더불어 태국 보편적 의료보장의 

향후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른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음. 태국의 보

편적 의료보장은 단일보험자가 아닌 여러개의 의료보험제도로 실행

되고 있음. 의료보험들의 전체적인 재정 및 성과관련 책임을 관리할 

총 권한을 갖고 있는 단일 기관이 없다는 것임. 다시 말하면 건강보

험제도가 완전히 단편화되어 있음. 서로 다른 의료보험들의 단편화

된 운영은 의료 불일치 (health discrepancies)와 비용의 비효율, 

불공평한 혜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차이점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차이에 한 정당화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예를 들어 사회보장보

험(SSS) 가입자들은 그들이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세입으로 완

전히 재정이 충원되는 UC 가입자들과 유사한 의료혜택만을 받는다

는 사실에 점차 높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동시에 공무원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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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BS)의 혜택은 비합리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태국에서 의료보험 단편화의 한 가지 결과는 재원조달의 다양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음. CSMBS 제도 하에서 감사국은 지출규정과 

관련된 어떤 의무도 갖고 있지 않으며 직접 지급제에 따른 의료비용

의 해결에 한 책임만을 가지고 있음. 그 결과 1인당 의료비용이 

다른 보험들의 경우에 비해 가장 높음. 더욱이 CSMBS의 행위별수

가 지불제도는 병원들로 하여금 값이 비싸거나 수입된 의약품으로 

과잉진료를 하도록 동기유발을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조장함. 

UC와 SSS의 1인당 비용은 서로 크게 차이 나지 않음. 그러나 UC의 

혜택이 SSS보다 반드시 부족한 것은 아니고 가끔은 더 나을 때도 있

기 때문에 이것이 SSS에 분담금을 내는 민간기업 고용인들 사이에

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들은 태국정부를 상으로 SSS와 UC

를 통합하고 세금으로 전체 재원을 충당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음. 

태국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에서도 SSS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음. 요약하면 태국의 의료제도는 태국의 모

든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비효

율, 단편화, 투명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음. 단

편화와 재원조달 불평등의 문제에 한 해결책은 단일 보험자 체제

를 도입하여 혜택을 결정하는 주체와 모든 상집단들이 세금이나 

공동부담금 등 똑같은 재원으로부터 자금을 충당하는 것임.

*주요용어: 아시아국가의 건강보장정책, 보편적 의료보장





제1장 서론

 





오늘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는 재화·서비스·

자본·노동 및 아이디어의 국제적 이동을 증가시키면서 각국의 경제 통합

화 현상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장벽을 넘어 공동의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다. 아시아 한 국가의 경제적 위기는 더 이상 그 나

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도 볼 수 있듯이 세계경제위기는 아시아권 경제에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아시아 각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경제위기는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에만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견실한 사회정책 

및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정책 일반에서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아시아 국가의 사회

정책에 관한 연구가 상 적으로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중에서 건강보장

정책, 특히 보편적 의료보장 정책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동

아시아국가 중에서 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성공

적으로 실행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태국은 2002년에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Coverage; UC)제도를 도입하였다. UC이전에는 태

국 인구의 다수, 특히 빈곤층과 비공식 부문의 저소득층은 어떤 형

태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UC는 다양한 상 집단들을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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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계된 다른 기존의 의료서비스 제도들과 함께 보장 범위를 효

과적으로 거의 부분의 태국 국민들에게 확 시켰다. 태국의 보편

적 의료보장 개혁은 태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켰고, 빈곤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 개혁은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의 전

반적인 효율성을 성공적으로 개선시켰다. 이 점은 2002-2005년 기

간에 보장범위의 확 에도 불구하고 총 의료비 지출이 미미한 증가

만을 보였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세계 4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011년 현재 총 

인구의 약 65% 만이 건강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나머지 국민들은 어떠

한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사회 

보장 체계의 일환으로써 2014년에 시작하여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 국

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예외 없이 건강 보장 서비스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2010년에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are: 

UHC)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보장 전략은 사회 

건강 보험 보장을 확 /개선하여 재정 위험에 한 보호를 보장하고, 자

본을 통해 정부 시설을 향상하여 양질의 의료에 한 접근을 촉진하

며, 빈곤층과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공공 

의료 노력을 집중하여 건강 관련 MDG를 달성하는 것이다. 2011년 

현재 필리핀 국민의 48%가 국가건강보험프로그램(NHIP)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이들 중 520만 빈곤 가구 즉 약 2,000만 명이 국

가 보조금을 받고 가입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의료 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

은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다루고, 말레이시아 국민 모두에게 광범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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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접근성을 제공하며, 중의 증가하는 의료 서비스 요구에 응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경제 발전을 장려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내 현실, 국가의 경제 발전, 사회적 행동, 사회 보

장, 중의 생활방식은 모두 말레이시아의 의료 정책의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민의 95%가 현재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의료보험의 보장을 확 하고 국가 

예산으로 보험료 지원을 늘리려는 정책 덕분에 의료보험 가입자가 급격

하게 증가했다. 빈곤층과 사회정책의 수혜자의 의료보험료는 국가 예산

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에 한 접근성을 상당히 개선하

고 있다. 2011년 현재 5,702만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64.9%에 해당된다. 베트남 정부는 2015년까지 인구의 70% 

이상, 2020년까지 인구의 80% 이상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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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건강보장 체계의 구조  
 

1. 인도네시아 보건재정 체계의 일반 특징 

인도네시아의 건강보장 체계는 새로운 시 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접어

들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는 국가 사회보장 체계의(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SJSN)일환으로써 2014년에 보편적 건강보

장 체계를 실행하는 것이다. SJSN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예외 없이 건

강보장 서비스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

이다. 그 결과, 2019년 까지 SJSN이 인도네시아 국민 전체를 위한 건강 

보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포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전환은 인

도네시아 건강보장 체계의 중  변화로 판단된다. 2011년 6월 현재 인도

네시아 총 인구의 약 65% 만이 건강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나머지 국

민들은 어떠한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 이후 인

도네시아는 국가 보건 체계 구축에 있어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care Coverage)에 이르는 여정은 

수많은 도전과제에 노출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총 의료비는 2002-2011년 까지 10년 동안 GDP 비 

평균 2.7% 수준이었으며 2007년에는 역  최고 수준인 3.1%에 이르렀

다(그림 2-1). 지난 2년 간 국민의료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

액 역시 2010~2011년 사이 연간 0.1% 하락하였다. 동아시아 이웃 국가

인도네시아의 
건강보장 체계

<<2



24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와 비교했을 때도 인도네시아의 의료비 지출은(health spending) 매우 

낮은 편이다(그림 2-2). 인도네시아는 GDP의 3% 미만을 의료비로 지출

하고 있는 데 반해, 1인당 GDP가 비슷한 수준인 다른 국가들은 GDP의 

최소 3~4%를 의료비로 지출한다. 1인당 소득이 상 적으로 낮은 베트남

과 캄보디아도 GDP의 6~7%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그림 2-1〕 GDP 대비 총 의료비 비중

자료: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02년 ~ 2011년 사이에는 총 의료비 비 민간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아 평균 62.5%에 이르렀다(그림 2-3). 2005년에는 민간 의료비가 최

고조에 이르러 총 의료비의 67.7%를 점유했다. 그러나 2005년 빈곤층 

상 건강보험이 구축된 이후(Asuransi Kesehatan Masyarakat 

Miskin/Askeskin), 공공의료비 비중이 2006년부터 점차 증가하였다. 

과부담 의료비와 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가구의 본인 부담 비용을 

줄임으로써 건강 보장 체계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인 부담 민간 비용은 중요한 지표로서 기능한다. 본인부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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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일반적인 민간 비용 동향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 2002~2011년 

사이에 총 의료비의 48.3%를(평균치) 차지하였다. 2005년 이후 본인부

담 민간 비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아직도 총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인부담 민간 비용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인도네

시아 의료 서비스의 영리화가 아직도 높은 수준임을 시사해 준다.

 

〔그림 2-2〕 총 의료비 vs 1인당 GDP, 2008년 기준

   주: 1인당 GDP(US$); 로그 스케일
자료: World Bank(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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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총 의료비 대비 지출 구성요소의 비중

자료: WHO World Health Statistics

 

지방 분권화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의 정부 간 재정지원 시스템은 용도

지정 기금(earmarked funding)에서 벗어나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World Bank, 2008). 2001년 지방 분권화 이후에도 지역 예산에 반영

된 펀드 다수가 중앙 정부 예산을 통해서 조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

앙 정부는 몇 가지 수단을 통하여 지방 정부와의 수익 공유 제도를 실행

하고 있다: 1) Dana Alokasi Umum/DAU(일반 할당 펀드), 2) Sumbe

r Daya Alam/SDA(천연 자원), 3) Dana Alokasi Khusus/DAK(특별 

할당 펀드). 이러한 재정 지원 시스템 이외에도 지방 정부는 Pendapata

n Asli Daerah/PAD(지역 기반 생성 수익)제도를 갖추고 있다. 지방 정

부가 DAU, SDA, PAD의 보건(Health) 부문 할당을 결정하고 있으나 D

AK의 배정은 지역의 재정 역량을 고려하여 중앙 정부가 결정한다(World 

Bank, 2008). 전술한 펀드 이외에, 중앙 정부는 2010년부터 운영 지원 

보건 펀드(Bantuan Operasional Kesehatan/BOK)라는 지원 펀드를 

보건부를 통해 분배하여 지방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함은 물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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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보건 센터(Puskesmas)의 성과와 네트워크 구축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2011년 5월 인도네시아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300개 지역 또는 시 

정부가 2010년 상 BOK 활용 현황을 이미 보고하였다.

World Bank(2008)에 따르면 2001~2008년 사이에 총 공공 의료비 

부문에서 중앙 및 지역 정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방 

정부의 의료비 지원 비중이 감소하면서 인도네시아 공공 의료비 동향의 

변화가 감지되었다(그림 2-4). 이러한 동향은 동 기간 동안 유지되었으

며 지역 정부가 공공 의료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평균 47%)을 차지하

였다.

 

〔그림 2-4〕 정부수준 별 공공 의료비  

자료: World Bank(2008)

 

2. 인도네시아 의료 전달체계의 일반 특징

분권화 이후 인도네시아의 의료 전달체계는 보건부와 준 국가 정부(지

방 보건국, 지역 보건국)의 관리 상이 되었다. 지방 분권화로 인하여 지

방 정부의 의료 서비스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보건부는 아직도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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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부는 중앙 병원 및 교육 시설

에 한 책임도 지고 있다. 지방 보건국은 지역 감독 및 지원을 담당하고, 

지역 보건국은 1차 의료 시설(Puskesmas)네트워크를 관리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요 의료 시설로써, Puskesmas의 가용성과 보급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보건부는 인구 30,000명 당 하나의 

Puskesmas를 확보한다는 국가 기준을 설정하였고 인구 100,000명당 

Puskesmas비율 지표를 활용하여 그 가용도를 결정한다. 2002~2011년 

사이에, Puskesmas접근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4평방 킬로미터의 

서비스 지역 내 100,000명 당 Puskesmas 수치가 2002년 3.46에서 

2011년 3.89로 증가하였다(그림 2-5). 그러나, 지방 간 차이는 해소되지 

않아 5개 지방의 100,000명 당 Puskesmas 수는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까지 인도네시아는 9.321개의 Puskesmas를 구축하였으

며, 이 가운데 32.4%는 침상을 구비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2012). 동 기간 동안 Puskesmas 수는 매 년 2~4% 증가하였다. 

 

〔그림 2-5〕 인구 100,000명 당 1차 의료시설(Puskesmas) 수(2002-2011)

자료: Ministry of Health(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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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kesmas가 기본적 의료 서비스와 1차 진료를 담당하는 데 반해, 병

원은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의료 기관으로 분류된다.  병

원은 위탁 의료 시설로서도 기능한다. 인도네시아는 2007 ~ 2011년 사

이에 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 하였으며, 그 결과 2011년 현재 전국적

으로 1,721개의 병원이 설립되어있다(표 2-1). 병원 확 의 주요 동인은 

민간 병원의 성장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공공 병원의 증가율은 상 적은 

낮은 편이다. 2011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1,721개 병원 가운데 1,127개

는 종합병원이며 279개는 전문병원이다. 2007~2011년까지 종합병원의 

증가는 정부 종합병원의 성장이 주도한 데 반해, 전문병원의 확 는 민간

병원이 주도하였다(Ministry of Health, 2012).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

구 비 침상 수(6.32/10,000)는 전 세계 평균(30/10,00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 기간 기준 인도네시아의 인구 비 침상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6). 의료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지리적 불평등은 주요 도전과제로 남아 있어 외딴 지역의 병원 

및 침상 수는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2-1〉 소유 기관 별 병원 수(2007-2011)

자료: Ministry of Health(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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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인구 10,000명 당 병원 침상 수 및 비율 

자료: Ministry of Health(2012)

2011년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32,492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인구 100,000명 당 의사 수는 13.47명이다. World Bank(2008) 보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구 100,000명 당 의사 수는 다른 동남 아시아 국

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구 100,000명 당 의사 수는 70명에 이른다. 2011년 기준, 인구 

100,000명 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방은 North Sulawesi 와 

Yogyakarta로 각각 39.20 명, 35.86명을 확보하고 있다(그림 2-7). 한

편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Banten과 West Java 지방은 인구 100,000

명 당 의사 수가 가장 적어, 각각 6.52명과 6.22명에 불과하다(Ministry 

of Health, 2012). 낮은 의사 도를 고려해 볼 때, 의료 서비스 제공 측

면에서 간호사와 기타 보조 인력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다행히

도, 인구 100,000명 당 간호사 수는 의사 수와 비교할 때 상 적으로 높

은 편이다(91.46). 인구 100,000명 당 간호사 수가 가장 높은 지방은 

North Maluku로서, 332.02명에 달한다. West Java의 경우 그 수가 가

장 적어 31.89명에 그친다. 민간 의사가 포함될 경우 부분의 지방에서 

이 수치는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나, 그림 10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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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심각한 지방 간 불균형을 감추고 있는 실정이다. 인센티브 정책을 

수정하여(특히, 숙련 인력 상) 의료 인력의 균등한 보급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림 2-7〕 인도네시아 인구 100,000명 당 의료 인력 수, 2011

자료: Ministry of Health(2012)

 

3. 인도네시아의 보건 현황 

인도네시아는 보건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으나 특히 빈곤층 

부문에 한 성과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2005년 Askeskin

의 구축을 통해서 빈곤층 상 보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요 조치를 취

하였으나,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보건 서비스 활용도는 아

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World Bank, 2008). 사망률, 기  수명, 

영양 등 보건 성과 부문 일반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인도네시아

의 보건 성과는 부정적/긍정적 기류가 혼재되어 있다. 기  수명 부문에

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1960~ 2005년 사이 평균 기  수명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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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 69세로 증가하였다(그림 2-8). 그 과정에서 아동 및 영아 사망률

도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인도네시아 보건 성과 부문의 주요 특징 중 하

나는 지역 별 불균형이다. World Bank(2008) 보고에 따르면 기  수명

의 괄목할 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불균형은 여전해서 West 

Nusa Tenggara(NTB) 지역의 경우 59세에 불과하나 Yogyakarta 지역

은 72세에 이른다(그림 2-9). 국가 평균 기  수명이 70.7세에 이르는 동 

아시아 지역의 이웃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World Bank, 2008).  

 

〔그림 2-8〕 기대 수명 및 사망률 동향, 1960-2005

자료: World Bank(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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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지방 별 기대 수명(지역, 시, 포함)

자료: World Bank(2008)

〔그림 2-10〕 인도네시아의 사망률, 1994-2007

자료: Ministry of Health(2012)

 

인도네시아는 2000년에 새천년 개발 목표(MDGs)에 가입한 후, 2015년

까지 부분적이나마 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림 2-10〕

은 인도네시아가 2007년까지 달성한 사망률 감축 동향을 보여준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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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는 5세 미만 아동 사망률(UMR)과 영아 사망률(IMR) 부문에서 상

당한 진전을 이루어 두 수치 모두 2015년 목표치(UMR: 44; IMR: 23)에 

이미 근접한 상태이다. 기존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IMR / 

UMR 부문의 MDG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Ministry of 

Health, 2012).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모 사망률(MMR) 부문의 

MDG 달성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

문의 현재 수준은 아직 MDG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UMR 및 IMR 부문

은 개선되었지만 MMR 부문의 개선은 만족스럽지 않아 2007년 현재 

100,000 정상 출산 당 228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사망률 부문

에서도 지리적 불평등 문제는 여전하다. 예를 들면, Maluku 지역의 IMR

은 60에 육박하여 Yogyakarta 지역의(20) 세 배에 이른다(그림 2-11). 

World Bank(2008)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그룹 간 격차도 상당하여 5분

위 극빈층 가구의 UMR이 77인데 반해, 5분위 부유층 가구의 UMR은 22

에 불과하다.   

〔그림 2-11〕 영아 사망률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부문,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불균형

자료: World Bank(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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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상태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5세 미만 아동의 저체

중 유병률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5세 미만 아동의 저체중 유병률은 

MDGs에서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림 2-12〕은 

2000~2010년 까지 5세 미만 아동의 영양 상태 변화 동향을 보여준다. 

동 기간 동안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비율은 24.6%에서 17.9%로 줄어

들었다. 저체중 영양 결핍 아동의 비율도 2007년 18.4%에서 2010년 

17.9%로 감소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영양 결핍 유병률 부문 MDGs를 달

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5세 미만 아동의 영양 결핍 유병률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2015년 까지 15.5%로 감축한다는 목표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World Bank(2008)는 1990년 와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 저체중 유병률의 변화가 거의 없고 일부 지방의 경우 5세 

미만 아동의 영양 결핍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World 

Bank(2008) 보고에 따르면, 저체중 영양 결핍은 단지 영양학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량 영양소 결핍이라는 주요 이슈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한편 2010년도의 경우 5세 미만 아동의 35.6%가 성장 발달 장애

군으로 분류되었는데(Ministry of Health, 2012), 이 수치는 2007년의 

36.8%에 비해 다소나마 감소한 것이다. 5세 미만 아동 군에서의 높은 유

병률과 인생 후반기 비 전염성 질환(NCD) 리스크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다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여 5세 미만 아동의 

성장 발달 장애 유병률을 낮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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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5세 미만 아동의 영양 상태 

자료: Susenas 2000-2005; Riskesdas 2010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랜 기간 영양 결핍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으며 정책 수립자와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도 이를 십분 이해하고 있다. 

영양 결핍의 이중 부담(DBM)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인도네시아에 존재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주요 특징으로 아동의 영양 결핍 지속, 과체

중 비만 및 식습관 관련 만성질환의 급속한 증가를 들 수 있다. 인도네시

아에서 비만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World Bank, 2013), 이러한 

현상은 인도네시아 가족생활조사(IFLS)에서도 그 로 드러나고 있다. 

IFLS에 따르면 1993~2007년까지 15년 동안 45세 이상 저체중 남녀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과체중 남녀의 비율은 증가하였다(그림 2-13).  

Riskesdas 2010의 또 다른 데이터는 5세 미만 아동의 과체중 유병률이

(14%) 타 연령 그룹 아동에(6-12세 9.2%; 13-15세 2.5%; 16-18세 

1.4%)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45세 이상 성인

의 현 동향과도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과체중 증가 현상은 인구의 도시

화 확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 생활양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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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지방을 함유한 가공식품의 소비와 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

이다. 

〔그림 2-13〕 성인의 과체중/저체중 비율 

자료: World Bank(2013)

제2절 개별 부문 분석 
 

1. 건강 보장 체계의 중요 요소 

인도네시아의 건강 보장 체계는 2001년 분권화 정책 실행 이후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분권화 이후 건강 보장 서비스 책임과 권한이 상당 부분 지

방 정부로 이양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건강 보장 체계는 보건부, 지방 보

건국, 지역 보건국 등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14). 보건 체계

를 담당하는 보건부는 아직도 ‘주요 인력의 지방 할당’, ‘공공 부문 의사 

채용/할당’, ‘교육/전문 병원 관리’, ‘결핵, HIV/AIDS, 말라리아 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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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직적 프로그램 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다. 한편 지방 보건국은 지

방 병원의 교육 및 감독을 담당하며, 지역 보건국은 보건 서비스 제공, 자

원 할당 등을 책임진다. 그러나 공공 보건 시설 및 병원의 운영비, 급여 

등 자원 할당 과정은 아직도 중앙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비 임금 비용은 수익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Rokx et al, 

2012).

 

〔그림 2-14〕 인도네시아 건강 보장 체계 구조 

자료: Ministry of Health

 

소지역 단위의 puskesmas(공동체 보건 센터)는 기본 보건 서비스와 1

차 진료를 제공하는 주 공급자로 기능한다. 마을 단위에는 2차 보건 센터

(pustu), 산부인과 의원(polindes), 통합 보건소(posyandu)등이 구축되

어 있어 업무 수행과정에서 puskesmas를 지원한다. Posyandu는 3~5

개 간부 그룹으로 구성된 지역 공동체가 puskesmas 인력의 지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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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관리한다. 이들 기관은 5개 핵심 보건 프로그램을(모자보건, 가족계

획 프로그램, 영양 개선, 예방 접종, 설사 예방) 중심으로 예방적 관리 서

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마을 단위로 조산소가 설치되어 있어 모자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별도로, 민간 부문 공급자들도 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간 서비스 공급자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 보건 체계의 인상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민 

상당수가 민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간 서비스는 이동

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진과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정부 의료진

으로 구성된다.

2. 환자

  

1997/8년 경제 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의료 시설 활용률은 감소한 

반면 자가 치료 의존율은 증가하였다. 2005-2006년 기간 동안 환자의 

절반 이상이 자가 치료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2-15). 2007년 

이후 치료를 위해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

하였으나 아직도 자가 치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의료 시설을 찾는 사람

들보다 많았다. MarkPlus Insight(2011)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가 치

료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시간과 돈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46%가 질환 

정도가 경미하여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매/사용하였으며, 16%

는 낮은 비용 때문에, 9%는 사용 용이성 때문에 자가 치료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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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수료(Care Seeking) 행동 

자료: World Bank(2011)

 

의료 시설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동향이 2005년 이후 크게 변

화하였다. 2005년 이전에는 부분의 사람들이 민간 의료 서비스 공급자

의 치료를 선택하였으나 2005년 이후 Jamkesmas의 전신인 Askeskin

의 도입으로 그 추세가 역전되었다(그림 2-16). 빈곤층 상 건강 보험 

프로그램인 Askeskin이 실행되면서 공공 의료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였

는데 그 이유는 1차 진료의 경우, 보험 수급자들이 공공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2-16〕 공공 및 민간 의료 서비스 활용도 

자료: World Bank(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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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사람들은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이 민간 의료 서비스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간 의료 기관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

스를 받고자 할 경우,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공공 보건 센터

와 민간 의료 기관의 의료진이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공 / 민

간 의료 서비스료 산정 시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는 

복수의 고비용 의료 시술이 필요한 경우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도네시아에는 민간 의료비에 한 규제 장치가 마

련되어 있지 않다(Setiana, 2005).

 

3. 보험자

 

  가. 인도네시아 건강 보험의 역사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의 역사는 1968년 공무원 건강보험인 Askes가 

도입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제도는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

금 수령 공무원과 그의 직계 가족에게 건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

입/운영되고 있다. 1992년 위 보험사는 공기업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

유한 국영 기업으로(PT Asuransi Kesehatan Indonesia) 그 지위가 바

뀌었다. PTAskes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 후, Askes는 정부의 허가를 받

아 기업에 상업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의거하여 보험 커

버리지도 자발적으로 민간/공공 기업의 직원(말단 직원부터 최고 경영진

까지, 일부 경우에는 이들의 피부양자도 포함)으로 확 할 수 있었다.   

Askes 뒤를 이어 1992년에 Jamsostek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민간 

부문 근로자들을 커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국영 영리 기업인 PT 

Jamsostek 가 관리한다. 1997-1998년 금융 위기로 인하여 경제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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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시행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JPS 프로그램)으로써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빈곤층

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보건부는 ‘마을 공동체 

개발’, ‘공동체 관리 보건 의료’ 등 다양한 공동체 기반 및 자발적 이니셔

티브 증진에 참여하였다. 이들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HMO(건강 관리 기

구; Jaminan Pemeliharaan Kesehatan Masyarakat; JPKM)와 동일

한 개념을 사용하였다(Rokx et al., 2010).

Jamkesmas는 2005-2007년 사이에 시행된 빈곤층 상 건강보험 프

로그램인 Askeskin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2008년 시행되었다. 이 프로

그램은 빈곤층 및 준 빈곤층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입 조사 

상인 소비 기준 최저 3개 십분위 그룹에 해당한다(World Bank, 

2011). 이 외에도, 2001년의 지방 자치제로 인하여, 다수의 지방이 지역 

고유의 사회 건강 보험 제도를(Jamkesda)구축하였다.  

 

  나. 건강 보험 부문의 구조 

2012년 기준,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의 인구 커버리지는 이미 65%에 도

달하였으나 나머지 35%는 아직 건강 보험에 미 가입된 상태이다. 

Jamkesmas와 지역 별 사회 건강 보험(Jamkesda)이 인구 다수를 커

버하며 각각의 커버리지는 32%와 14%에 이른다. Askes(공무원 상 의

무 건강 보험)와 Asabri(경찰 및 군인 상 건강 보험)가 약 7%, 

Jamsostek가 약 2%를 커버한다. 이 외에 기업 건강 보험, 민간 보험(및 

기타)이 전체 인구의 약 10%를 책임진다(그림 2-17).  

 



제2장 인도네시아의 건강보장 체계 43

〔그림 2-17〕 보험업자 별 인구 커버리지  

자료: Ministry of Health(2012) 

 

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부분 Askes/Asabri, Jamsostek, 민간 보험

에 가입되어 있다. 공무원, 공무원 퇴직자, 경찰, 군인, 참전 용사, 인도네

시아 독립 운동가 등을 상으로 하는 의무 건강 보험인, Askes/Asabri

는 가입자 월 기본급의 4%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이는 결혼 여부나 가

족 현황에 상관 없이 가입자 근로자(2%)와 고용주로서의 정부(2%)가 분

담한다. 한편, Jamsostek부담금은 고용주가 100% 지급하며, 독신 근로

자일 경우 기본급의 3%,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기본급의 6%가 적용된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고용주 또는 월급이 1백만 루피아($100) 이상

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Jamsostek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고

용주가 근로자들에게 Jamsostek 건강 보험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민간 고용주와 근로자의 가입은 선택 사항이다. 옵트 아웃 선택권 

때문에 회원 가입 증가율은 완만한 편이다. 주로 중소 기업들이 

Jamsostek 에 가입하고 있으며 기업은 민간 건강 보험이나 자가 보험

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민간 건강 보험 침투도는 4% 또는 750만으

로 평가되며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Global Business Guide 

Indonesi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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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부문 근로자 부분은 Jamkesmas & Jamkesda 에 가입되어 

있다. Jamkesmas가입자 수는 2005년 36,146,700명에서 2012년 

7,640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비공식 부문 근로자 부분을 책임

지고 있다. 월 부담금은 고정되어 있으며 수급자나 지방 정부의 보험 부

담금이나 비용 분담 없이 중앙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 중앙 정부는 

1인당 월 6,500 루피아($0.65)를 지원하고 있다. 보편적 건강 보장 실현

을 위하여 2014년 까지 수급자 수는 8,640만명으로 확 될 것이다.  

이 외에 국가 사회 건강 보험 프로그램의 보완 제도로서 Jamkesda가 

현재 모든 지역에서 총 3,200만 명을 담당하고 있다. 부분의 

Jamkesda 제도는 수익자로서 빈곤층이나 준빈곤층을 상으로 한다. 그

러나, 빈곤층에 속하지 않는 가구를 커버하거나, Jamkesmas가 제공하

지 못하는 추가 혜택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제도도 동시에 운용되고 있

다. 보험료는 지역 단위 및/또는 지방 정부, Jamkesda가입자가 공동으

로 부담한다. 건강 보험 제공 및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 간의 

규제 조율 부족, 역할/책임 분배 부족 등이 Jamkesda제도의 변화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World Bank, 2011).

건강 보험 체계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역할은 건강 보험 제도의 규제

와 감시(재정적 / 기술적)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규정과 법규

에 의거 결정된다. 노동부, 재무부, 보건부, 국방부 등 4개 부처가 건강 보

험 체계 감독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각 부처는 보험사 감독을 위

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부는 PT Askes, Jamkesmas, 상업 보

험사를 상으로 기술적 감독을 담당한다. 노동부와 국방부는 각각 

Jamsostek 와 Asabri에 한 기술적 감독을 책임진다. 마지막으로 재무

부는 재정적 측면에서 Jamsostek, PT Askes, Asabri, 민간 보험사를 감

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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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의료 서비스 

 

  가. 자금 지원 및 지급 메커니즘 

인도네시아에서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은 puskesmas 

이다. pustu, polindes, posyandu 등도 puskesmas 를 보완, 지원하며 

소지역 및 마을 단위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권화 이전에는 

puskesmas 구축 자금을 중앙 정부에서 제공하였다. 초기에는 통령 명

령 프로그램(Inpres)의 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차후에는 국가 예산을 통해

서 보건부가 자금 지원을 담당하였다. 분권화 이후엔 puskesmas 건설 

자금을 특별 할당 펀드가(Dana Alokasi Khusus/DAK) 지원하였는데 

이 자금은 지역/시 정부에 직접 할당되었다(Rokx et al., 2011). 한편, 

puskesmas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는 질병 예방 및 보건 서비스 향

상을 위한 puskesmas 운영 펀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puskesmas 관

련 지급 메커니즘은 인두제(capitation)와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

ice)를 결합한 형태를 띠며 보험사 별로 다양하다. Jamsostek 와 Askes

의 경우, 1차 진료에 해서는 인두제를, 입원 치료를 위해서는 행위별 수

가제를 적용하나, Jamkesmas는 puskesmas에 인두제를 적용한다. 

 

  나. 의사의 역할과 경제적 유인

 

puskesmas는 통상적으로 의사가 지휘하며 최소 1명의 의사(일반의), 

수 명의 간호사/조산사, 기타 보건 인력, 행정 인력 등으로 구성된 스태프

를 확보하고 있다. pustu는 최소 1 명의 간호사나 조산사, 수 명의 행정 

인력으로 구성되며 polindes는 puskesmas 출신의 의사 감독 하에 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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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관리한다. 그러나 의사의 공급은 지역 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다수의 puskesmas 특히 빈곤 지역, 농촌, 벽촌 등에서는 의

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규 졸업생들에게 매력적인 

급여 조건을 제시하고 의료 학의 수를 확 해 나가면서 농촌 및 벽촌 

지역에 단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충분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의사와 조산사가 공공 업무 시간 이후 개인 진료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이중 진료 시스템을 지원해 

왔으나, 개인 진료 기회가 많다는 이유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농촌 

보다는 도시를 선호하고 있다(Rokx et al, 2010).

 5. 병원

 

  가. 자금 지원 및 지급 방법

인도네시아에서 병원은 제공 서비스에 따라 종합 병원과 전문 병원으

로 구분된다. 경영 또는 소유권에 따라 공공 병원 또는 민간 병원으로 나

누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에는 공공 병원보다 민간 병원의 수가 더 많다. 

2010년 기준 총 1,632개 병원 가운데 838개가 민간 병원이며 그 비중은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2006년, 49%). 재정 목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두 가지 유형의 민간 병원이 존재한다(비 영리 병원과 영리 병

원). 민간 병원 조직은 영리 기관인 기업일 수도 있고, 비 영리 기관인 재

단이나 공동체 조합일 수도 있다. 부분의 민간 병원은 재단 및 공동체 

조합(86.2%)이며 13.8% 만이 기업이다. 그러나, 과거에 정부와 자선기

구가 제공했던 보조금이 부족해지고 세금 감면 혜택도 축소되면서, 일부 

재단은 자선 의료 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영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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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Hort et al, 2011). 일부 민간 병

원은 국제 인증 단체의 승인을 받아 국제 표준 의료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 표준 병원은 첨단 의료 장비와 품격 높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

며 최고의 환경을 자랑하는 고급 도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인

도네시아 정부의 병원 인증 시스템은 국제 표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상

태여서 미국 기반의 국제 의료기관 평가 위원회(JCI)의 국제 인증을 득한 

경우에만 ‘국제 표준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Spire 

Research and Consulting Sdn. Bhd., 2010).

인도네시아의 공공 병원은 정부가 설립하며 비 영리를 기본으로 한다. 

2007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국립 병원은 자치 병원(Swadana)에서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Badan Layanan Umum) 전환되었다. 과거에는 

Swadana 의 법적 지위 때문에 수급자 부담금에 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부유층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급 시설 구축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World 

bank, 2009). 그러나, 지위가 변화하면서 공공 병원들은 정부 자금을 활

용하는 것은 물론, 이윤을 우선시 하지 않고서도 공동체 행위별 수가제로

부터 자금을 확보하고 고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비스 효율성과 질

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Hort et al, 2011; Utarini et al, 2009). 

같은 수준의 모든 병원이 항상 동일한 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

다. 병원과 건강 보험 운용사 간의 협상과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부분의 공공/민간 병원은 Jamkesmas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

고, 환자로부터 의료비를 거둬들인다. Jamkesmas는 초기에 행위별 수

가제에 기초하여 병원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포괄 수

가제(INA-DRG)가1) [2011년에 (INA-CBG’s)2) 전환] 행위별 수가제를 

1) INA-DRG 제도 하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진단 관련 평균 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받는다. 치료비가 DRG 급여보다 작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통상적으로 초과금을 
수령한다. 치료비가 DRG 급여 이상일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DRG 급여 만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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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나. 의사의 역할 및 훈련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의과 학 수는 52개에서 74개로 42% 증가

하였으며, 이들 기관을 통해 현재 연 평균 약 6,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신규 사립 학의 설립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수가 현재 약 43개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의 생들은 일반 및 의과학 7개 

학기와(의학사 학위; SKed), 임상 교육 3개 학기로 구성된 5년 간의 교육

을 이수하여야 의사가 될 수 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사 

역량 시험을 통과하여 인도네시아 의사 협회(KDI)로부터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자격증 만으로는 보건부와 지방 정부의 관리 하

에서, 최소 규모의 기본 시설만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또는 

Puskesmas 에 한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최소 1년 간의 인턴쉽 프로그

램을 이수하여야 공무원 또는 민간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의사들은 민간 서비스 제공자로서 활동하거나 자신의 의

원을 개업할 수도 있으며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며 공공 병원에서 자리잡

을 수도 있다. 공무원으로써 의사의 임금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민간 

시설에서 일을 하며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2006년 CHSM의 연구 조

사에 따르면(Hort et al, 2011), 의사들의 수입 부분은 민간 병원 근무 

및 개업의 활동(72%) 등을 통해 조달되며, 정부 봉급과 수당은 15% 정도 

만을 차지한다. 이 수치는 전문의의 경우 더욱 낮아, 외과의사는 12.5%, 

(World Bank, 2012, p. 22).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만료됨에 따라, 2010년 10월 1일, INA-CBG가 INA-DRG를 

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두 시스템 간에 차이는 없다. 적정 가격으로 표준화
된 진단군에 기초하여 의료비를 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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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는 9.3%에 불과하다. 이중(dual) 진료 허용 정책으로 인하

여 신규 민간 병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의들은 신규 민간 병원 설립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

며, 산부인과 병원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산부인과 의사: 산부인과 병원; 일반의: 종합 병원; 등)(Hort et al, 

2011). 이들 병원의 의사들은 소유자, 관리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 

삼중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병원 운영 측면에서 내부 갈등을 초래할 소

지도 있다. Hort et al(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의 다중 역할 

수행으로 인하여 전문의들이 공공 병원에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상

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개인 진료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그

러나 공무원으로써 전문의의 봉급이 시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보건국이 특별한 조처를 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당국도 공

공 부문 의사 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용인하고 있다.   

2010년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인도네시아 의료 시

장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의사들로 무

장한 새로운 민간 병원과 경쟁하려면, 인도네시아 병원들은 인적 자원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도네시아 병원법도 기술

과 지식 이전에 외국인 의료진이 필요할 경우,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많은 공공/민간 병원들이 내부 교육 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외국 병원 및 의사들과의 협업에도 나서고 있

다. 일부 민간 병원들은 첨단 장비 활용 교육을 위해 의료진을 외국에 파

견하기도 하였다(Spire Research and Consulting Sdn. Bh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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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약 부문 

  가. 인도네시아 제약 산업  

인도네시아의 제약 산업은 최근 수년간 보건에 한 중의 인식 제고

와 빈곤층/준 빈곤층 상 국가 보건 프로그램의 커버리지 확 로 인하여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인도네시아의 제약 및 백신 부문 지출은 총 의

료비의 약 30%에 이른다(World Bank, 2009c). 시장 조사 기관인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

아의 의약품 지출은 2007년 이후 연 평균 12.8% 증가하고 있으며, 2015

년에는 63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Pharma Indonesia, 

2012). 인도네시아의 의약품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웃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는 상 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도네시아

는 의약품에 연 간 1인당 US$ 12 정도를 지출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각각 3배, 2배에 이르는 자금을 의약품에 지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제약 시장은 2007~2011년 사이 연 간 13% 성장해왔으

며 시가 기준으로 2011년에 추산했을 때 2012년 말까지 48.3조 루피아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제약 시장은 아직도 전문 의약품

(58.1%)이 지배하고 있으며 일반 의약품(OTC)은 2011년 현재 전체 시

장의 41.9%를 차지한다(Pharma Indonesia, 2012). 전문 의약품은 특

허 약품, 브랜드 복제 약품, 일반 복제 약품(브랜드 없음) 등 3가지 유형으

로 구분된다. 브랜드 복제 약품과 특허 약품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67%, 

25% 정도이다. 품질 표시용으로 일반 복제 약품에 로고를 부착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 덕분에 인도

네시아 국민들의 일반 복제 약품 수용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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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저가 복제 약품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인도네시아 보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제약 시장

에서 경쟁하고 있는 업체 수는 212개에 달하며 5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

이 32%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제약 업체의 약 75%는 토종 기업이며 나

머지는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 유

럽 국가들로부터 약품 원재료의 90%를 수입한다. 약품 원재료는 전체 제

약 비용의 70~80%에 육박한다. 원재료 수입 금액은 인도네시아 제약 산

업의 성장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기준 원재료 수입 금

액은 12.5조 루피아에 달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수입 원재료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품 원재료 생

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

나 현재 진행 중인 기관과 부처 간의 협상 과정을 고려해 볼 때 현실화까

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기존 투자 규정

에 따르면 약품 원재료 투자는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에 포함되어 국내 

업체와 합작하지 않을 경우(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는 최  75%) 외국인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약품 원재료 산업에 투자할 수 없다. 국내 업체들이 

75%의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 규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

과, 아직도 약품 생산을 위해 수입 원재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형

편이며 제약 업계의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국내에 원재료 생산 시설을 확

충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약품 유통망은 도매업체, 약국, 드럭 스토어(drug stores)로 구성된다. 

모든 제약업체가 우선적으로 도매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유통시켜야 하기 

때문에 도매업체는 유통망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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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영업 중인 도매업체, 약국, 드럭 

스토어의 수는 각각 2,695개, 16,735개, 8,247개에 이른다. 

2007-2010년 기간 동안 도매업체의 수는 상 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

지했으나 약국 수는 매년 약 35%씩 증가하였다. 유통 시설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아 75.1%가 인구가 가장 많은 두 개 섬(수마트

라와 자바)에 집중되어 있다(Ministry of Health, 2011). 접근 평등성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의 약품 유통망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

유권 측면에서 3가지 종류의 약국이 존재한다: 1) 약사 소유의 약국, 2) 

비 약사 소유의 약국, 3) 약국 체인. 이 중에서 비 약사 소유의 약국이 전

체 약국의 약 70%를 차지한다(Ministry of Health, 2011). 약국은 전체 

약품의 약 43%를 공급하며 일반 의약품의 평균 마진은 10%, 전문 의약

품의 마진은 20% ~ 30% 수준이다(Pharma Indonesia, 2012). 

World Bank(2009) 보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필요 이상의 

비용을 약품에 지출하고 있으며 국제 중앙치 비 가격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표 2-2〉은 국제 약품 가격 중앙치 비 민간 약국/병원 약품 가

격 비율을 보여준다. 기준으로 사용된 국제 약품 가격 중앙치는 세금, 유

통비, 소매가 인상을 배제한 것이나 인도네시아의 약품 가격은 전술한 구

성 요소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약품 종류 별로 살펴봤을 때,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지불하는 가격과 국제 표준 가격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인도네시아의 높은 유통비용과(World Bank, 2009c), 원

재료 수입에 따른 높은 생산비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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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제 약품 가격 중앙치 대비 약품 가격 비율 

국제 기준 가격 중앙치 
대비 가격 비율 

원 개발사 약품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복제 약품 
최저가 복제 약품 

민간 약국 22-26 6-7 2.6

공공 병원 22 1.7-6 2.15

자료: NIHRD Survey 2004, as appeared in World Bank(2009c)

 

  나. 인도네시아의 약사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45,000명의 약사

가 존재하며 그 수는 매년 5,000 명 정도 증가하고 있다(Bisnis 

Indonesia, 2012). 인도네시아가 세계 4  인구 국이라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약사의 수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편이다. 2012년 기준, 보건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약사의 수는 전체 병원 및 공동체 보건 센터의 

20%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입원환자, 외래환자 각각에 한 약사 도는 

1:30, 1:50 수준이다. 약사들은 부분 도시 지역에서 활동하며, 한정된 

수의 약사만이(약 15%) 공동체 보건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Bisnis 

Indonesia, 2012). 오늘날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단순

히 약사 수를 확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촌 지역과 공동체 보건 센터

(Puskesmas)에 약사들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

한다. 인도네시아가 2014년에 사회 보장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

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듯

하다. 2014년에 국가 사회 보장 시스템을 실시하려면 최적의 의료 서비

스 보장을 위해 충분한 수의 약사를 확보하여 전국에 골고루 배치하여야 

한다.

매년 63개 약학 에서 약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약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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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얻으려면, 2개 부전공 약학 및 약학 공학(제품 지향적 커리큘

럼); 공동체 및 임상 약학(환자 지향적)]과 함께 4년 간의 교육을 이수하여

야 한다. 약학 학 과정은 주로 약학, 생약학, 실험 실습으로 구성된다

(Tan & Aslam, 2000).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 과정 이후 1년 간의 

예비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육생은 수업에 출석하고 인턴

쉽을 수행하여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 후, 예비 교육생은 등록 후, 

필기 및 구두 시험을 치러야 한다(Tan and Aslam, 2000). 1년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  졸업생은 제약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학 

교육을 이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약학 애널리스트로서 한정된 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다.

의약분업은 1964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법제화되었으며, 이에 의거하

여 조제는 의사가 아닌 약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일부 농촌 지역의 접근

성 문제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지방 의원들은 약국으로부터 약품을 량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의사들이 자신의 약국을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약사

의 역할이 의사의 명령 이행으로 한정되는 실정으로 인해 의약분업에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De Silva, 2008). 조제에 관한 World Bank(2009c)

의 또 다른 보고 자료에 따르면 상당량의 처방약이 무면허 드럭 스토어, 

비 공식 매장, 의사, 기타 의료 종사자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의사와 의료 종사자들이 아직도 조제 업무를 중단하고 있지 

않아 의약분업이 충분히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World Bank(2009c) 자료에 따르면 약 5,000개의 무면허 드럭 스토어

와 90,000개의 소규모 상점/ 판매상들이 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다. 인도

네시아 국민들의 구매력이 계층 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국과 병원들은 시장을 세분화하여 원개발자 제품은 부유층을, 일반 복

제약품은 빈곤층을 겨냥하여 집중 공급하고 있다(World Bank, 20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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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사 규제에 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사업

에 한 규제는 마련되지 않았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에 국가 의

약품 위원회(National Pharmacy Committee)를 설립하여 제약 업무, 

약사의 역할, 제약 관리 등에 한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Jakarta 

Post, 2011). 국가 의약품 위원회는 약사의 역할을 전통적인 약사 업무에

서 보다 환자 지향적인 업무로 전환시키고자 관련 규정의 초안 작업을 진

행 중이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 약사들은 의약품 처방 및 복용과 

관련하여, 의사 및 환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면서 보다 긴 한 관계를 형

성할 것으로 예상된다(Jakarta Post, 2011). 이와 함께, 국가 의약품 위

원회는 약사의 업무 역량 표준화를 위하여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이다.

 

  다. 제약 산업 규제

핵심 산업으로써, 제약 부문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

부의 규제 정책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Pharma Indonesia, 2012). 

약품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  규정이 마련되

어 있다.

1. 인도네시아 보건법 No. 23/1992: 인도네시아의 모든 제약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영업 라이선스를 득하여야 한다.  

2. 정부 규정 No. 949/Menkes/Per/VI/2000: 모든 의약품은 소비

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3.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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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이미 의약품 안전성 및 품질을 강력히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청은(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BPOM) 독립적인 상품 관리 기관으로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왔다. 

World Bank(2009c)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GMP)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청은 의약품 실사 상호인

증 협정 기구(PICS) 국제 표준의 100% 준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BPOM은 복제 약품이 원개발자 제품을 체할 수 있는 지 그 효능을 점

검하고자 등가 시험에 한 기준 초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매년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복제 약품의 최고 소매가에 한 규정을 발

표하여 약국, 병원 또는 드럭 스토어가 이를 기준으로 복제 약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고 소매가는 매년 조정되며 해당 규정을 

고시하여 의료 서비스의 일부로서 의약품의 유통과 활용성을 보장하고 

있다. 보건부 및 지방 정부와 함께 BPOM은 시장의 의약품 가격을 모니

터링한다. 보건부 규정에 따르면 제약업체는 보건부가 결정한 최고 소매

가를 의약품 라벨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약

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동남아시아 최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의약품 시장의 매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

음과 같은 일부 규정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어 인도네시아 제약 시장은 국내 업체가 지배해왔다(Global Business 

Guide Indonesia, 2012):

1. 보건부령 No.1010/2008: 외국 제약사들이 라이선스를 득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하려면 인도네시아 내에 제조 시설을 구축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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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부 규정 No. 45/2009에 의거, 제약업체는 한 가지 유형의 

수입업체 ID 만을 득할 수 있어 수입 활동이 단일 제품으로 제한

된다.  

3.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 2010 통령령 No.36/2010: 외국인의 

제약업체 소유 지분은 최  75%로 제한된다.





제3장 필리핀의 건강보장 체계

제1절 개요

제2절 필리핀의 보건 전달체계

제3절 의료체계 수행에 대한 평가

제4절 필리핀 의료개혁의 역사

제5절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아키노 의료 아젠다





 

제1절 개요

필리핀의 보건 서비스 제공 체계는 분권화되어 있으며 여러 출처를 통

해 재원을 충당한다. 보건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높

고 이에 따라 보건 체계의 성과는 상당히 다양하다. 또한 의료 재원을 환

자의 본인분담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있

어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필리핀 국민, 특히 빈곤층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은 

2010년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are: UHC)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보편적 의료보장 전략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취지를 갖고 있다:

1) 사회 건강 보험 보장을 확 하고 혜택을 개선하여 재정 위험에 

한 보호를 보장한다. 

2) 정부 시설을 향상하여 양질의 의료에 한 접근을 촉진한다. 

3) 빈곤층과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공공 의료 노력을 집중하여 건강 관련 MDG를 달성한다. 

2010년 이후 보편적 의료보장의 주요 정책이 발표되었고 필리핀 보건

부(Department of Health: DOH) 예산은 2010년 수준의 약 2배로 증

가했다. 그 결과 약 520만 빈곤 가구가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NHIP)에 가입했고 정부의 의료 시설 향

필리핀의 건강보장 체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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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약 4억 8,7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공공 의료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 하고 있다. 

그러나 확 된 규모의 의료적 개입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 체계의 역량

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건강 상황의 개선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보편적 의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보편적 의료의 이행을 빈

곤층을 상으로 하는 정부의 기타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 또한 의료 

부문은 정치적 리더십, 확 된 재정 재량, 모성 건강에 한 획기적인 법

안의 통과, 죄악세(sin tax) 개혁,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 등이 제

공하는 기회를 최 화해야 한다. 

제2절 필리핀의 보건 전달체계 

1. 주요 보건 지표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중간소득 국가이다. 필리핀의 2011년 

1인당 GDP는 2,504달러(USD)이다.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로 2013년 인구 약 9,900만 명에 출생률은 2.96명이다. 필리핀의 중앙

치(median) 나이는 23.4세로 상 적으로 인구가 젊은 편이다. 또한 61

이라는 높은 노인부양 비율을 갖고 있다.3)

출생 시 평균 수명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6.1세, 71.6세이다.4) 또한 

3)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12. The Age and Sex Structure of the Philippine 
Population 
(http://www.census.gov.ph/content/age-and-sex-structure-philippine-populatio
n-facts-2010-census;accessedOctober4,2013)

4) 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Life Expectancy at Birth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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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주요 3  질병 원인이 전염병이지만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

이 이미 4위를 차지하면서 역학적 변화(질병의 이중 부담)를 경험하고 있

다. 주요 사망 원인에 있어 심장병과 암이 3  원인이며 폐렴으로 인한 사

망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5) 

2. 의료 재원 

2011년 보건 지출은(현재 금액으로) 105억 달러, 즉 1인당 111.6달러

였다. 이러한 보건 지출 수준은 2011년 GDP의 4.4%에 해당된다. 의료 

지출의 부분은 개인 의료(예: 병원 입원)를 위한 것으로 이는 전년도의 

78%에서 거의 바뀌지 않았다. 반면 공공 의료가 차지하는 부분(예: 예방

접종과 같은 예방적 증진적 의료)은 단 12%이다.6) 

필리핀의 의료 서비스는 여러 출처를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 개인의 지

출, 특히 본인분담금이 의료 서비스의 주요 재원이다(총 63% 중 53%). 

지난 10년간 정부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출을 합하면 전체 의료 지출의 30% 미만이다.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가 소유한 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빈곤층의 사회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

출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건강 보험이 지급하는 혜택이 2011년 약 10

 
(http://www.census.gov.ph/content/life-expectancy-birth-women;accessedOcto
ber4,2013)

5) Department of Health 2009. Field Health Surveillance Information System 
2009
(http://uhmis1.doh.gov.ph/UnifiedHMIS/downloads/15-disease-surveillance/fhs
is-reports.html;accessedOctober4,2013)

6) The 2011 Philippine National Health Accounts. Data and Charts
(http://nscb.gov.ph/stats/pnha/dataCharts.asphttp://nscb.gov.ph/stats/pnha/dat
aCharts.asp;accessedSeptember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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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의료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로 거의 그

로이다. 

〔그림 3-1〕 의료 재원의 출처(2011년) 

 

3. 의료 시설 

공공 부문에는 공공 의료와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 16,038개

의 바랑가이 보건소(마을 의료 센터)와 3,074개의 시골 의료 부서(정부 

의료 센터)가 있다.7) 마을 단위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진료소(clinic)는 

필리핀 보건부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숫자에 한 정보는 

없다. 

2009년 현재 필리핀에서 허가 받은 병원은 총 1,822개이고 침상 수는 

7) DOH 2013. Kalusugan Pangkalahatan Roadmap 20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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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6,141개이다. 필리핀의 인구 비 병원 침상의 비율은 1:10,000보

다 약간 낮으며 이는 ASEAN과 세계 기준에 필적한다. 이들 병원은 응급 

상황을 위한 몇 개의 병상과 일반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레벨 1 시설(치료

소 또는 1차 병원), 레벨1 시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의료와 맹

장 수술, 제왕절개 등 수술이 추가된 레벨2 병원( 부분의 구역 병원), 집

중 치료와 더불어 4개의 주요 전문 영역인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레벨3 병원, 그리고 매우 전문적인 의료

를 제공하고 임상 레지던트 훈련 프로그램을 인가하는 레벨4 병원을 포

함한다. 

이들 병원 중 788개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1,032개는 민간 병원이

다. 중앙 정부가 70개 병원을 소유한 반면 지방 정부가 584개 구역

(district) 병원, 89개 지역(provincial) 병원, 45개 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8) 부분의 병원은 마닐라, 세부, 팡가시난, 다바오에 집중되어 있

다. 종종 민간 병원의 병상 수는 정부 병원보다 작다. 그러나 레벨3 병원

의 경우 민간 병원의 병상 수는 공공 병원보다 3배 가량 많다(5,212  

15,428).9)

4. 의료를 위한 인적 자원 

필리핀의 의료 전문가에 한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의사 

90,370명, 간호사와 산파 480,91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당 의사 비율은 1,000명 당1.2명으로 이는 ASEAN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10) 필리핀에는 59개의 의과 학이 있고 매년 약 3,000명의 졸업생

8) DOH 2009. Department of Health, Bureau of Health Facilities and Services
9) Reyes C et al. 2010. Rapid Review of the Private Health Care Market in the 

Philippines(preliminary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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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출한다. 그러나 의과 학이 배출한 졸업생의 수준은 상당히 다양하

다. 2013년 2,211명 중 단 1,834명이 전문 직업 조정위원회

(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의 의료 면허 시험을 통과했

다.11) 

그러나 숫자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가들이 도시 근무를 선

호함에 따라 불균형한 분포와 불완전 고용이 널리 퍼져있어 2012년에는 

32개 지방자치제에 “의사가 없는” 상태였다.12) 필리핀 정부는 “시골 마

을에 의사(Doctors to the Barrios)”를 할당해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있

지만 의료 인력 배치의 지속 가능성은 중앙 정부의 지원에 주로 의존한

다. 또한 아웃소싱 업무와 항공업계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처럼 많은 의

료 전문가가 비의료 부문에서 보다 고수입 직업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상

당한 불완전 고용이 존재한다. 또한 많은 의료 전문가가 해외에서 근무하

기 위해 필리핀을 떠나면서 필리핀은 전세계에서 간호사를 가장 많이 수

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13)14)15) 의료 인력 배출과 적정 조건의 취업

10) Kanchanatchitra C et al 2011. Human resources for health in southeast 
Asia: shortages, distributional challenges, and international trade in health 
services, The Lancet 2011; 377: 769–81

11) PRC 2013. August 2013 Physician Licensure Examination results released in 
three(3) working days
(http://prc.gov.ph/news/?id=573&page=3&maxrows=10;accessedOctober4,2013)

12) Tubeza C. Finally a doctor in every town. The Philippine daily Inquirer 
November 10, 2012 
(http://newsinfo.inquirer.net/304820/finally-a-doctor-in-every-town;accessed
October4,2013)

13) Hugo, G. & Stahl, C.(2004). Labour export strategies in Asia. In Massey, D. 
and Taylor, J.E.(eds.). International Migration: Prospects and Policies in a 
Globalized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4) Estela C 2005. Lack of nurses burdens an ailing health system
(http://pcij.org/stories/2005/nurses.html;accessedOctober4,2013)

15) Harden B 2008. In Rural Philippines a Dearth of Doctors.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20, 2008
(http://articles.washingtonpost.com/2008-09-20/world/36886195_1_doctors-p
ediatric-ward-nurses;accessedOctober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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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불일치는 의료에 한 접근의 불평등에 일조하고 있다. 적정 조건의 

취업 부족으로 인한 의료 전문가의 진로 변경은 시장에 의료 인력의 비효

율성을 더하고 있다. 

5. 제약 시장 

필리핀 제약 시장의 규모는 2012년 약 30억 달러로 추정되며16) 2011

년 총 의료 지출 중 약 1/3을 차지했다. 수천 개의 등록된 제약사와 의약

품 판매처가 있지만 시장 점유율 약 20%의 United Laboratories가 제약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17) 반면 소매 판매는 전국적으로 450개 이

상의 지점을 갖고 있는 Mercury Drug 체인이 60%를 장악하고 있다.18)

6. 관리운영 

공공 부문 의료 체계는 1992년 양도되기 전까지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

치제와 도시까지 하나의 관료 체계에 통합되어 있었다.19) 이후, 보건부의 

행정 통제의 범위가 지역 사무소(Center for Health Development)로 

제한되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양도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표준 설정, 

LGU(Local Government Unit)에 한 규정 및 기술적 지원으로 이동

16) Philippines Pharmaceuticals Healthcare Report 2013
(http://store.businessmonitor.com/philippines-pharmaceuticals-healthcare-re
port.html; accessed September 30,2013)

17) United Laboratories Incorporated(unilab.com.ph accessed September 30, 
2013)

18) Cohen M 2005. Mercury Drug Corporation
(http://www.referenceforbusiness.com/history/Lo-Me/Mercury-Drug-Corporati
on.html; accessed October 4, 2013

19) Bautista V 1999. A state of the art review of primary health care in the 
Philippines: Two decades of government initiative;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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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 프로그램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관

련 인력 부분이 지방 정부의 급여를 받도록 이동했고 예산 중 상당 부

분이 지방 정부로 이전되었다. 공급물품의 중앙 조달과 배포도 결핵 통제

와 아동 예방접종 등 국가적 우선순위 공공 의료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었

다. 이후, 각자 자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관리하는 80개 지역 정

부, 40개 독립적인 시, 1,500개 지방자치 정부, 17,318개 바랑가이20) 또

는 마을을 조율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높은 거래비용이 의료 프로그램의 

이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는 지역마다 의료 체계를 이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차이,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 접근에 한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 공공 부문 의료 체계의 분권화 구조 

20) 필리핀의 가장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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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료체계 수행에 대한 평가 

필리핀의 의료 체계 수행에 해 간략히 평가한다. 이 평가는 조율이 

부족하고 분열된 의료 서비스 제공과 재원 충당 체계가 공공 의료 프로그

램의 이행, 재정 위험 보호, 양질의 의료에 한 접근에 어떻게 영향을 주

는지에 해 시사한다. 

평균적으로, 필리핀은 WHO가 정한 목표 사례 발견(80%)과 치료율

(85%)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원소(reservoir)가 될 수 있는 

높은 결핵 부담과 부진한 성과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병원소

는 왜 질병 부담이 여전히 높고 MDR(multi- drug resistant) 결핵 발생

률이 증가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은 필리핀 지역을 사분면에 표시한 것으로 결핵에 한 사례 

발견과 치료율에 있어 성과를 보여준다. 사례 발견율과 치료율이 높으면 

이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샘플 지역들이 사분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

음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인구가 많고 빈곤층이 집중되어 있으며 결핵 

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라스 피나스(Las Pinas)와 퀘존 시티

(Quezon City)와 같은 도시화가 심화된 지역의 성과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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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결핵 예방과 통제에 있어 지역 성과(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의 사례 

발견율과 치료율)

자료 : HPDP(2008)

 

의료 제공과 재원 충당 체계의 분열이 국가적 프로그램에 어떻게 영향

을 주는지에 한 또 다른 예를 재정 위험 보호에 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 2010년 필리핀의 보건부는 재정 위험 보호에 한 약식 조치로서 

BDR(benefit delivery rate) 활용을 도입했다. BDR은 범위(53%), 이용

성(42%), 지원액(34%)에 기반한 종합 점수이다. 2008년 데이터에 기반

하여 BDR는 8%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필리핀 국민 100명 중 8명만이 사

회 건강 보험으로부터 재정 위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국 평

균은 낮지만 본인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빈곤층 보험료에 보조금을 제공

하고 적극적인 수요 발생 캠페인과 가입자 서비스를 실행하며 공공 보조

금, 보험 상환, 기부금을 활용함으로써 미사미스 옥시덴탈(Misamis 

Occidental), 부키논(Bukidnon)과 같은 지역은 BDR를 28%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지역을 1인당 IRA(internal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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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ue allotment)와 함께 표시했으며21) 다른 지역보다 자원이 적은 지역

이 재정 위험 보호를 더 잘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4〕 필리핀 지역에 대한 BDR(2008년)

자료: Solon O et al.(2010)

필리핀의 여러 지역에서 구체적인 병원 유형에 한 접근성은 의료 서

비스를 받는데 있어 불평등을 보여준다. 특정 지역의 경우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레벨3과 레벨4 시설에 한 접근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려면 교통비와 이동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며 

이는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21) IRA는 지역 정부 운영을 위한 중앙 정부의 연간 보조금이다. 여기에는 1992년 양도로 
인해 지방 정부로 이전된 의료 예산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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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레벨 별 병원의 밀도 지도 

정부 소유 병원의 기능에 한 2011년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특정 지역은 수술실과 숙련된 외과의사 부족으로 인해 생명을 구하는 수

술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특히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금전적 여유가 

없거나 가장 가까운 정부 시설에 도달하느라 멀리 이동할 수 없는 빈곤층

이 집중된 지역에서 특히 문제이다. 

〔그림 3-6〕 샘플 지역에서 수술실과 외과의사를 갖춘 구역 병원의 비율

   주: 1) 가로축: 총 HH에 비 NHTS 빈곤 HH의 비율
 2) 세로축: HPDP 샘플 지역에서 기능적 수술실과 외과 의사를 갖춘 구역 병원의 비율

자료: DOH-HPDP(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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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불평등이 주는 영향은 빈곤층에서 가장 심

각하다. 2008년 전국인구건강조사(National Demographic Health 

Survey)에 따르면 가장 빈곤한 5분위 수에 속한 가구의 유병률이 가장 부

유한 5분위 수의 2배이다. 유병률이 2배 더 높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가족 

구성원 중 환자가 있다고 보고한 빈곤층의 20%는 전통 치료사와 같은 비

전문가 치료에 의존하거나 직접 치료를 했다. 

 

〔그림 3-7〕 질병이 있지만 비전문가 진료를 받는 가구의 % 

자료: Ministry of Health(2011)

 

일정하지 않은 공공 의료 노력, 재정 위험 보호, 의료 시설에 한 접근

으로 인한 의료체계 수행의 큰 차이가 필리핀 국민의 낮은 건강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특히, 필리핀은 산모 사망률을 2015년까지 2/3 줄이겠

다는 자국의 MDG 목표를 달성할 것 같지 않다.22)의료체계 수행의 취약

성과 높은 산모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필리핀 국민의 건강 결

과는 지난 20년간 개선되었다. 건강 상태에서 이러한 개선은 지난 40년

간 다양한 의료 개혁을 이행하면서 의료 서비스 제공과 재원 충당을 개선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2) MMR은 이전 수준인 2006년 10만 명 당 162명에서 2011년 221명으로 사실상 증가
했다. 국가통계조정위원회(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는 이러한 차이
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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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필리핀 의료개혁의 역사 

1960년  초 필리핀은 정부 소유의 클리닉과 병원이 지역(province)

의 특정 의료 구역을 위해 단일 네트워크로서 운영되는 구역(district) 의

료 체계 방식을 구현했다. 이 방식은 공공 의료와 병원 우선순위 모두를 

내면화하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 조율을 개선하고 다양한 레벨

의 시설간 소개(referral)를 촉진시켰다. 시골 건강 클리닉과 병원으로 구

성된 지역의 의료 체계 관리를 지역건강사무소(Provincial Health 

Office) 에서 통합하는 통합지역건강사무소(Integrated Provincial 

Health Office) 방식을 도입하여 구역 의료 체계 방식을 추가적으로 강

화하고 확 했다. 당국 한 곳이 해당 지역의 공공 의료와 병원 부문을 관

리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에 더 나은 조율과 시너지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된 체계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포함해 많은 정부 기능을 지방 

정부로 분권화했던 1991년 지방정부법이 통과하면서 무너졌다. 하룻밤 

사이에, 단일 당국 체계에서 활동하던 의료 인력과 시설이 지역 정부가 

관리하는 자율적인 의료 체계로 들어오게 되었다. 

1979년 필리핀은 건강에 한 예방적 증진적 의료와 지역사회 참여의 

역할을 강조하는 1차 진료(Primary Health Care: PHC) 방식을 도입했

다. 또한 PHC는 의료 체계의 일환으로서 의료 자원봉사자(바랑가이 또는 

마을 의료 종사자)제도를 공식화하였다. 의료 자원봉사자의 권한과 혜택

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이 통과했다.23)

의료 재원 충당에 있어 필리핀은 1969년 필리핀의료위원회

(Philippine Medical Care Commission: 메디케어)를 설립해 건강 보

23) RA 7883 or the Barangay Health Workers’ Benefits and Incentives Act o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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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위험 분산의 개념을 도입했다. 메디케어는 공공과 민간 분야 근로자

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게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했다. 또한 메디케어는 

사회 건강 보험의 도입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1995년 국민건강보험법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은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을 

만들어(공공과 민간) 고용 부문, 빈곤층, 비공식 부문, 해외 필리핀 근로

자, 정부 은퇴자, 개인연금 기금 체계를 다루었다. 이들 각각이 관리했던 

개별 건강 보험 기금이 이제는 필리핀건강보험공단(PhilHealth)이 운영

하는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되었다. 

규제 상의 다른 개혁으로는 의료 전문가의 업무를 관리하는 다양한 법, 

특히 모든 정부 의약품 조달을 위한 토 로서 필수 의약품 목록의 사용을 

명령하고 의사에게 제네릭 명칭으로 처방하도록 요구한 1988년 제네릭

스법(Generics Act)의 통과 등이 있다. 제네릭스법은 정부가 경쟁을 촉

진하고 조달에 있어 효율성을 개선하며 약값 지불에 있어 비용을 억제하

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들 개혁이 서로 조율되지 않고 각기 다른 시점에 도입된 것처럼 보이

지만 개혁의 교훈, 경험, 보완적 요소를 1998년 시작한 의료부문개혁아

젠다(Health Sector Reform Agenda: HSRA)에서 보여주었다. HSRA

는 필리핀 의료 부문을 개혁하는데 있어 다음을 달성하려는 포괄적인 전

략을 명시했다.

1. 공공 병원을 법인체로 전환하여 자율적이고 자립적으로 만든다. 

2. 전국적인 공공 의료 프로그램의 실행하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결

정한다. 

3. 지역 의료 체계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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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5.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의 가입 범위와 혜택을 확 한다.24) 

주목할 만한 것은 필리핀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데 있어 이후 노력은 

HSRA에서 명시한 방향을 기본적으로 고수해 왔다는 것이다. 2004년 

“건강을 위한 포뮬라 원(Fourmula One for Health)”으로 알려진 개혁 

실행 전략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5년간 지방 전역의 투자를 함께 계

획하는 체계를 통해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 투자 계

획은 우선순위를 협상하기 위한 수단뿐 아니라 건강 프로그램을 위한 전

국적인 지원 제공을 결정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연간 서비스수준

계약(Service Level Agreement)이 정의한 지역 상자를 정하는데 있

어 기반이 되었다. 공동 계획을 통해 지방의 의료 체계에 한 가상적 재

통합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아키노 정부가 2010년 취임했을 때 필리핀 가구, 특히 빈곤층의 건강

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통령은 2013

년까지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보험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

이 개혁의 혜택은 빈곤 가구의 건강과 복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

기 때문에 보편적 보장을 달성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1. 2010년 보험료 보조금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음에도 불구

하고 약 490만 빈곤 가구가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에 등

록되지 않았다. 

2. 정부가 공공 의료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20억 달러를 지출함에도 

24) DOH 1999. The Health Sector Reform Agenda Mon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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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약 300만 빈곤 가구가 산전 건강 관리, 예방접종, 가족 

계획과 같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3. 지난 10년 간 자본 투자의 부족으로 인해 시설은 악화되고 있으

며 350만 이상의 빈곤 가구가 현 적인 클리닉이나 병원 서비스

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제5절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아키노 의료 아젠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Kalusugan Pangkalahatan 라고도 알려진 보편

적 의료보장은 빈곤층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을 이행하려는 운영 전략이

다. 보편적 의료보장은 빈곤층을 시작으로 모든 필리핀 국민이 

1) 예방적이고 증진적 의료 서비스를 활용하여 병의 걸리는 것을 예

방하고 

2)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

를 받고 

3) 현 적인 의료 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노력한다. 

지난 3년간 보편적 의료 이행은 집중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

강 관련 MDG를 달성하고 재정 위험 보호를 보장하며 양질의 진료를 확

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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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관련 MDG 달성

건강 관련 MDG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부는 빈곤 가구의 수가 가장 많

고 현 적인 가족 계획, 시설 기반의 의료 제공, 예방접종, 결핵 통제와 

같은 서비스 니즈가 가장 충족되지 않는 12개의 우선순위 지역

(province)을 파악했다. 물품 제공, 지역사회 의료팀(community 

health team: CHT)의 배정25), CHD의 기술 지원 제공을 위해, 빈곤층

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2012년 보건부는 가족 계획 공급물품26), 백신, 결핵 의약품 

등 공공 의료 물품 약 1억 달러를 조달하여 지역 정부에 배포했다.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와 MDR(multi-drug re-

sistant) 결핵을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 서비스 사용에 관해 알려

주고 안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적으로 약 40,000개의 CHT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2012년 책임양육출산건강법

(Responsible Parenthood and Reproductive Health Act)을 통과시

켜 출산 의료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2. 재정 위험 보호 

재정 위험과 관련하여 필리핀 국민의 48%가 2011년 국민건강보험프

로그램(NHIP)에 따라 보호를 받았다.27) 이들 중 520만 빈곤 가구 즉 약 

25) 지역사회 의료 팀은 선호 지정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건강 정보
를 제공하고 건강 위험에 한 평가를 실시하며 의료 활용 계획 준비를 도와주고 서비
스 활용을 촉진하도록 훈련 후 특정 가구에 배정된 자원봉사자이다(예: 바랑가이 또는 
마을 의료 근로자). 

26) 2012년 중앙 정부는 최초로 피임약을 구입했다. 과거에는 국가적인 가족 계획 프로그램
은 상품의 배포에 있어 기부와 LGU 조달에 의존했었다.

27) NSO 2012. Family Health Survey 2011. 그러나 PhilHealth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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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명이 전액 국가 보조금을 받고 가입하였다. 국민건강보험프로그

램(NHIP)의 혜택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보험료

를 29달러에서 58달러(USD)로 인상했다. 또한 공식 부문에서 보험료에 

한 급여 상한선은 매월 3% 고정율로 853달러까지 높였다. 또한 

PhilHealth는 가입과 의료 서비스 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자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PhilHealth CARES 배치가 한 가지 예인데 

PhilHealth CARES를 지방 정부에 배치하여 가입 자격 판단을 촉진하고 

청구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PhilHealth는 학교와 병원에 신속

한 가입 캠페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외래환자 진료와 진단을 제공하

고 인두제를 통해 재원 충당을 하는 1차 진료 혜택(Primary Care 

Benefit) 패키지와 같은 혜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해 왔다. 입원

환자 진료에 있어 빈곤층에게 잔여비용을 청구하지 않고(즉 공동분담금

이나 본인분담금 없이) 고정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한 23개 조건을 파악해 

왔다. 아동 백혈병, 유방암, 신장 이식과 같은 상태를 보장하는 질병 혜택 

패키지도 도입되었다. 

3. 양질의 진료에 대한 접근 확대 

양질의 진료에 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부는 2010-2013년 정

부 의료 시설을 위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현 적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약 7억 7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또한 정부는 보건부의 주요 의료 센

터에 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공공 민간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을 체결했다.28) 병원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면 2012년 국민의 80%가 가입되어 있다. 
28) 입찰을 실시한 최초의 PPP 프로젝트는 필리핀 정형외과 센터(Philippine Orthopedic 

Center) 개선이다. 



80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보건부 병원의 소득 보유를 허용했다. 또

한 일부 병원은 각자의 지방 정부에 의해 법인이나 경제 기업으로 전환하

고 있다. 2012년 보건부는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지역에 LGU 인력을 증

가시키기 위해 RNHeals 프로그램에 따라 총 170명의 의사와 21,434명

의 간호사29), 2,666명의 산파를 배치했다. 

4. 의료 관리의 개선 

2013년 보건부 예산 12억 달러는 2010년 예산 6억 200만 달러에 비

해 약 두 배이다. 가장 큰 증가는 빈곤층에 한 사회 건강 보험료 보조금

과 의료시설 향상 때문이었다. 의료 부문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부

는 현장 구현 부서로 하여금 원하는 보건 상태의 달성을 직접 책임지도록 

조직을 재편했다. 또한 자율적인 지방 정부 의료 체계간 실적에 해 보

조금을 활용했다. 또한 프로그램 이행에 한 확인과 평가 체계, 지출 추

적, 물류 관리, 전자적 의료 기록과 병원 보고, 사회 건강 보험 운영을 개

선하기 위해 정부는 현 적인 정보통신 기술 활용에 투자하고 있다. 

29) RNHeals 프로그램은 30만 명의 실업/고용불완전 간호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프
로그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들 간호사는 시골 의료 센터와 정부 병원을 순환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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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보건부 예산 추이(2008-2013년) 

(단위: 100만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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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태국 공공 건강보험의 역사

태국의 의료 제도는 과거에 많은 변화를 거쳤다. 최초의 공공 건강보험 

제도는 1972년 설립된 근로자 보상기금(WCF)이다. 이 기금은 근무 중 

사고와 관련된 근로자의 병에 해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해에는 

2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방콕에 위치한 회사의 근로자들만이 보상 범위

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상 집단이 상당히 작았다. 

〔그림 4-1〕 태국 건강보험의 발전

자료: 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2012)

두 번째 의료보험 제도는 8년 후에 수립되었는데 그것이 공무원 의료

제도(CSMBS)이다. 이 제도는 세금에 의해 전액 충당되는데 주요 특징은 

가입자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까지 보장범위에 포함된다. 이 혜택은 보험

에 가입한 공무원이 은퇴할 때까지 지속된다. 재무부가 시행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보험에는 2011년 말 현재 5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1987년 방콕시가 내무부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자치정부(Bangkok 

태국의 건강보장 체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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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politan Administration: BMA)가 되었을 때 의료보험 제도 역시 

분리되었다. BMA 의료보험은 정부 직원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 뿐 아니

라 BMA를 운영하는 정치인들도 포함한다. 2011년 말에 BMA의료보험 

가입자는 230,958명에 이르렀다. 

태국 보건의료제도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1990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민간기업들을 상으로 직원들을 사회보

장보험(SSS)에 가입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보험은 해당 근로자들이 직업 중 부상과 무관한 병에 걸렸을 때도 보

장해주는 것이었다. WCF도 SSF(사회보장기금)에 통합되었으며 노

동부 산하의 사회보장청에 의해 운영되었다. CSMBS의 경우와 달리 

의료혜택은 보험에 가입된 직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SSS의 

특이한 점은 병에 걸린 기간에 한 급여 보상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다. SSS는 노동부 산하의 사회보장청에 의해 관리된다. 시행의 어려

움 때문에 SSS는 4천만 명 이상의 노동인구 중 약 1천만 명에 이르

는 공식 근로자들만 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태국의 비공식 

경제부문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SSF는 사실상 비공식 근로자들도 

보장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지만 비공식 노동인구에 해서는 정

부의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비공식 근로자들은 SSS에 가입할 매력

을 느끼지 못한다. 

1996년에 이르자 재정 분권화의 범위와 강도가 높아졌고 이는 지방정

부 직원들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다. 특별히 이들을 상으로 설계된 의

료보험도 1998년에 도입되었다. 이 보험은 CSMBS와 상당히 유사하다. 

단지 재정적인 내용이 다를 뿐이며 CSMBS가 재무부에 의해 운영되는 것

과 달리 이 보험은 내무부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두 보험 모두 세수에 

의해 자금이 완전히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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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2002년 보편적 의료보장(UC)의 도입이었다. 이 

계획은 다른 공공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모든 태국 국민들을 위

해 개발되었다. 2011년 말 현재 4천 8백만 명의 태국 국민들이 UC의 보

장을 받고 있다. 

UC의 도입 이후 남은 상 집단은 외국인 근로자뿐이었다. 2004년 태

국 정부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3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 목적은 단지 복지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때때로 이들 근로자들에 의해 유입되는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해

서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보험은 단기 보험이고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 

이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134만 명에 이른다. 

위에서 열거한 보험 이외에도 태국에는 특별히 공기업이나 헌법에 따

른 독립기관 등 일부 공공 단위를 상으로 하는 특별 의료보험들이 있

다. 이 보험들은 부분 해당 조직 내에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진다. 

〈표 4-1~3〉은 현재 태국의 6  국민 의료보험의 특징, 상 집단, 혜

택, 재원조달 모델을 보여주며, 〔그림 4-2〕에는 3  의료보험 제도

(CSMBS, SSF, UC)의 의료비 지출현황이 나와 있다.

태국 의료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보편적 의료보장의 도입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UC이전에는 태국 인구의 다수, 특히 빈곤층과 

비공식 부문의 저소득층은 어떤 형태의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일부 빈곤층 가구와 개인들은 돈을 내지 않고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의료 카드를 제공하는 ‘저소득 무료 의료카드’ 제도의 도

움을 받았다. UC는 다양한 상 집단들을 위해 설계된 다른 기존의 의료

서비스 제도들과 함께 보장 범위를 효과적으로 거의 부분의 태국 국민

들에게 확 시켰다. 

보편적 의료보장 개혁은 전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개혁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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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인구의 복지를 증진시켰다. 또한 많은 연구들30)의 결과에 따르면 이 

개혁으로 빈곤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 제도는 공공 의

료서비스 제공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성공적으로 개선시켰다. 이 점은 

2002-2005년 기간에 보장범위의 확 에도 불구하고 총 의료비 지출이 

미미한 증가만을 보였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30) Na Ranong(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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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3대 주요 의료보험의 의료비 지출현황(GDP 대비 %) 

자료: Jitsuchon(2012)

 

제2절 보편적 의료보장제도 수립의 제도적 측면

태국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의 수립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성공담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의 사람들은 1인당 소득이 중하위 수준에 불과한

(2002년 UC 수립 시기에) 태국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의 도입은 재정적으

로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비판자들은 종종 이 프

로그램의 지속가능성에 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 보험제도가 몇 년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제 이러한 이들의 생각은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의 비용은 통제불능으로 늘어나지 않았

다. 사실 처음 몇 년 동안 태국 정부는 추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었고 

의료 예산을 재배정했을 뿐이다. 후에 이 제도의 1인당 비용이 상당히 증

가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서비스 보장과 품질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충분한 양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UC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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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UC의 구상적 기원, 조직, 관

리 및 시행 과정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정책과제 설정과 정책 형성 

태국은 지난 40~50년 동안 몇 차례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확 시켰으

나 그 중에서도 UC의 도입이 가장 획기적인 확 를 가져왔다. 이 때 새롭

게 보험 혜택을 받게 된 사람의 수는 과거 보험확 에 포함된 사람들을 

모두 합친 인구의 거의 4배에 달했다. 이전에 보험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이 인구의 부분은 비공식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들의 분담금에 기반을 둔 의료보험은 시행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단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세수로 재원을 전부 충당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재정 부담은 과거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

인이었다. 그러나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태국정부로 하여

금 의료복지보험(1975년 도입)과 의료서비스보험(1983년) 등 특정 집단

을 상으로 한 의료보험들을 도입하게 했다. 의료복지보험은 주로 빈곤

층을 상으로 했으며 무료로 제공되었다. 의료서비스보험은 정부가 일

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발적 가입 보험이었다. 

1992년 사회보장보험(SSS)이 시행되자 사회적으로 보편적 의료보장

의 개념이 널리 고려되기 시작했다.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 

모두를 상으로 직업에 따른 보장범위 확  실험(‘직업보험’)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효율성, 품질, 공평성의 문제 때문에 태국의 관료들은 이 계

획을 포기하였고, 비정부 단체와 시민사회는 진정한 보편적 의료보장제

도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약 10년 간 지속되었으며 사

회의 부분 계층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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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생각한 정치인들도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지지

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 총선 이후 국가 의료보장법이 2002년 11월 의

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제도는 치료서비스,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 태

국 전통의학 또는 기타 체의학 서비스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997년에서 2002년까지 지속된 경제위기와 1997년 도입된 

‘신’ 헌법이 UC의 채택을 가능하게 한 정치환경 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거의 모든 태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주

어 그들이 국가의 도움을 요구하게 했다. 따라서 질병과 관련된 재정 부

담의 완화가 선거운동의 승리를 위한 필수 공약으로 등장했다. 또한 

1997년 헌법은 시민 평등권을 지지하고 특히 법 집행권을 강화시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이때부터 정치인들은 관료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통

치권력을 손에 넣기 시작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당선 후에는 강한 집행권을 갖게 됨으로써 정책의 형성과 시행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었다. 

학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다. 보편적 의료보장법의 도입에 까지 소요

된 10년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과 정책혁신가들이 정책 형성을 위해 헌신

적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연구로 얻어진 견실한 정보는 반 의견과 비판

을 이겨내는데 사용되었다.

2. 보편적 의료보장의 시행

보편적 의료보장(UC)이 도입된 이후 수많은 시행 계획들이 실시되었

다. 이것은 품질과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의료복지보

험과 의료서비스보험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반시설이 UC의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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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훌륭한 밑바탕이 되었다. 

UC는 비용억제 방법으로 SSS에서 인두제를 차용했으나 고비용 질환

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구성’ 지불제(‘case-mixed’ 

payment system)나 입원환자의 경우 진단군 포괄수가제 (DRGs)를 통

해 이를 보강했다. 진단군 포괄수가제는 실제로 UC가 법적으로 통과되기 

전 1998~2001년에 시험적으로 실시(76개 주 중 6주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과정 덕분에 UC가 국가의 의료서비스 제도에 가져온 

변화의 크기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도입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재원조달 모델, 비용산출과 회계 실무, 환자이관 시스템, 공동 의료 데이

터베이스 개발 등에서 많은 교훈과 경험을 얻었다. 그 결과 UC가 전면 

시행되었을 때 고도의 효율성 실현이 가능했고 보장 상 인구가 크게 늘

어났음에도 불구하고 UC 시행 이전과 유사한 재정부담을 유지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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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책 개요

사회 의료보험(social health insurance)은 근로자가 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건강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면 혜택을 받는 의

료보험 제도이다. 이러한 의료보험은 개인, 기업, 국가의 기여를 통해 재

정 지원을 받는다. 현재, 베트남에는 의무적 의료보험과 자발적 의료보험

이라는 2개의 보험 제도가 존재한다. 의료보험 기금은 공공 기금으로 간

주되며 위험을 함께 나누는 메커니즘을 통해 의료보험을 공평하게 부담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보편적 의료보험(universal health insurance)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

을 포함하는 사회 의료보험 제도를 가리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의료 제도의 보호를 받는다면 보

장률이 100%가 안 되더라도 보편적 의료보험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명시한 자발적 의료보험(voluntary health insurance)은 

2014년 1월 1일까지 베트남이 이행하려는 의료보험 제도로서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나라의 상업적인 자발적 의료보험의 개념과는 완전

히 다르다.

의료보험에 관한 현재 법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건강보장 체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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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

의료보험 제도의 보장을 확 하는 것은 항상 베트남 정부의 정책이다. 

2009년 7월 1일 발효한 의료보험법(Health Insurance Law)은 모든 베

트남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

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2014년 효력일부터는 

자발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i) 2010년 1월 1일부터 학생은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ii) 농업, 임업 어업, 염전 가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iii) 근로자와 기업 구성원의 인척, 가내 사업체 등은 2014년 1월 1

일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2. 의료보험료 요율과 납입 책임

이전 규제와 비교해 의료보험법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행정 

부문에서 보험료는 월 급여나 보수, 연금, 수당, 최소 임금 비 일정 비

율로 한다.(2) 가족 패키지의 보험료를 낮춘다.(3) 월 보험료는 최  6%

이며 정부는 다양한 상 그룹에 해 보험료와 지원 비율을 구체화한다. 

의료보험법의 다양한 조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안내하는 베트남 정부의 

2009년 7월 27일 지침 제62/2009/ND-CP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

부터 의료보험료는 월 급여나 보수, 연금, 수당, 최소 임금의 3%에서 

4.5%로 인상되었다. 학생과 근로자의 인척은 최소 임금의 3%를 부담한

다. 국가 예산은 차상위 빈곤층 가구(현재 수혜자에 한 지원은 70%, 일

부에 해 100%로 상승)에 해 보험료의 최소 50%를 지원하고 평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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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수준의 학생과 농촌 가구를 위해 보험료의 최소 30%를 지원한다. 의

료보험료는 근로자가 두 명 이상인 가족 패키지의 경우 감소한다. 

3. 의료보험 혜택

이전 규제와 비교해 의료보험법과 안내문서가 명시한 보험 혜택은 매

우 포괄적이다. 이 법에 따라 피보험자는 첨단 의료 검사와 치료는 물론 

예방적 건강 검진과 기능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에서 지불하

는 비용으로는 의료 검사와 치료, 기능 재활, 정기적인 임신 검사와 출산, 

일부 질병의 검사와 조기 진단을 위한 의료 검사, 기술적인 이전이 필요

한 입원환자에 해 또는 비상 시(일부 카테고리의 수혜자에 해) 지역 

병원에서 상위 병원으로 이전 등이 포함된다. 

의료 센터에서 진행되는 부분의 임상 활동은 의료보험 기금으로 지

불한다. 보험 처리되는 의약품의 목록은 선진국과 비슷하다. 또한, 암 치

료 약물은 이 목록에 있지 않은 수용 약물로서 피보험자가 3년 이상 보험

에 가입한 경우 의료보험 기금이 50%를 지불한다. 

의료보험법이 명시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피보험자에게 의료보험 기

금을 통해 3가지 수준(100%, 95%, 80%)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한다. 의

료보험법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수준의 병원, 다양한 카테고리, 의료 서

비스 사용에 해 병원 등급에 따라 3가지 수준으로 의료비를 보험 처리

한다. 

4. 피보험자를 위한 의료 조직

공공과 민간 의료 서비스 공급자는 의료보험 가입 환자에게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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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제공한다.

피보험자는 의료보험 1차 의료 서비스에 등록함으로써 자신의 거주와 

근무 여건에 따라 적합한 의료 시설을 훨씬 쉽게 선택할 수 있다. 보건부 

규정에 따라 지방 또는 중앙 의료 시설에 등록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는 공동체, 구역이나 구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의료 시설에서 의

료보험이 제공하는 1차 의료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다. 

5. 피보험자 의료비 지급

의료보험법에 따라, 기금의 질, 효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부담 

메커니즘과 더불어 3가지 지급 방법이 있다(요율 기준의 지급, 서비스 비

용 기준의 지급, 질병 기준의 지급). 

6. 의료보험 기금

의료보험기관이라는 제도 내에서 관리를 분권화하면서 집중적이고 동

일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의료보험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작

은 마을들은 장비와 품질의 개선에 투자하기 위해 차액을 일부 활용할 수 

있다. 기금 관리의 활동과 유연성을 촉진한 것이 의료보험법의 성과 중 

하나이며 이와 동시에 작은 마을에 회사와 개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지지

하도록 장려하고 피보험자에게 보다 혜택을 잘 제공하고 있다. 

의료보험법에 추가하여 적시에 안내 문서를 발표한다. 또한 정부 부처

와 지방 정부는 또한 근로자, 특히 빈곤층, 노인, 차상위 빈곤층, 아동 등 

취약한 그룹의 건강을 위해 의료보험 정책 이행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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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보험 조직도

〔그림 5-1〕 의료보험이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와 지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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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의 의료 계약에 따라 의료보험 기관은 의료 서비스 공급

자에게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의료비를 지불한다. 

(2) 의료보험 기관은 다음의 경우 의료 서비스를 사용한 의료보험 카

드 소지자에게 의료비를 직접 지불한다: 

a) 의료보험 의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의료보험 의료 서비스 공

급자의 서비스 이용 

b) 등록 또는 병원 수준을 준수하지 않고 의료 서비스 이용 

c) 외국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

d) 보건부가 명시한 기타 특수한 상황 

(3) 보건부는 본 조항의 2항에서 명시한 사례에 한 지불과 수준을 

명시하는데 있어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조율한다. 

(4) 의료보험 기관은 정부 규정에 따라 병원 청구액을 기준으로 의료

비를 지불한다.

제2절 이행 결과 

1. 의료보험의 보장 확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의료보험의 보장을 확 하고 국가 예산으로 

보험료 지원을 늘리려는 정책 덕분에 의료보험 가입자가 급격하게 증가

했다. 빈곤층과 사회정책의 수혜자의 의료보험료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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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에 한 접근성을 상당히 개선하고 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5,702만 1,000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

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64.9%에 해당된다. 

〈표 5-1〉 2006-2011년 의료보험 가입자

(단위: 1,000명)

연도 인구 
의료보험 카드 소지자 

합계 인구 중 % 의무적
빈곤층, 

소수 민족 
자발적 

2006 82,427 36,866 44.73 10,568 15,178 11,120 

2007 83,416 36,545 43.81 11,667 15,499 9,379 

2008 84,417 39,749 47.09 13,529 15,530 10,690 

2009 86,025 50,069 58.20 19,609 15,113 15,347 

2010 86,866 50,771 58.45 33,343 13,511 3,917

2011 87,840 57,021 64.9 52,033 15,140 4,987

 

자료: Data in 2005 - 2006 from Ministry of Health(1992-2007);  Data in 2007 - 2011 
from Vietnam Social Insurance 

25 상 그룹을 보험료 부담 책임에 따라 5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었으

며 이들의 가입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그룹의 가입률은 60.5%이며 행정 부문의 경우 

100%이다. 

- 보험료를 사회 보험 기금이 부담하는 그룹의 가입률은 100%이다.

- 보험료를 국가 예산이 부담하는 그룹의 가입률은 92.6%이다. 국가 예산에서 수당을 받

는 공동체 공무원, 6세 미만 아동과 같은 일부 그룹의 가입률은 100% 미만이다. 

- 보험료를 국가 예산이 일부 부담하는 그룹의 가입률: 차상위 빈곤층: 17.2%, 학생: 

79.3% 

- 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그룹의 가입률(자발적): 농부, 근로자의 인척, 협동조합원: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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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35.1%는 의료보험에 가입 의무자, 

국가 예산의 일부 지원을 받는 경우, 직접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2. 의료보험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혜택과 접근성 확대

(ⅰ) 의료보험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 피보험자는 의료보험 1차 

의료 서비스에 해 등록할 수 있으며 의료 네트워크의 기술 분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술적 요건을 기준으로 상위 병원으로 옮길 수 있

다. 의료보험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는 모든 수준의 공공과 민간 시설

을 포함한다. 의료보험 의료 서비스를 공동체에 제공함으로써 기본

적인 수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2011년 베트

남사회보험(Vietnam Social Insurance)에 따라 1,922개의 공공 시

설과 381개의 민간 시설 등 2,303개의 건강 시설이 의료보험 기관과 

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위해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병원이 8,656개이며 2010년보다 28% 늘어나 

베트남의 전체 공동체 병원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ii) 의료보험의 건강 검진과 치료, 피보험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 피보

험자의 건강 검진과 치료를 위한 혜택은 매우 포괄적이다. 의료 검사와 

치료(선천성 질환, HIV/AIDS 치료 포함), 기능 재활, 정기적인 임신 검사

와 출산, 일부 질병의 확인과 진단을 위한 의료 검사 등에 한 비용이 지

불된다. 보건부가 상세히 명시한 상당 수의 고가 의료 서비스에 한 비

용도 의료보험 기금으로 지불하며 사용한 의료 서비스에 해 최소 임금

의 40배까지 지불한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현재 의약품, 의료 장비, 기술

의 부분은 의료 보험 상 목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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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모든 수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약 1

억600만 명의 의료보험 피보험자가 인당 연간 평균 2.1회로 의료 서비스

를 사용했다. 지방 수준에서 사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수는 의료 서비스를 

처리하는 전체 의료보험 중 65%이다. 

〈표 5-2〉 2010년 수준 별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의 수

구분 2009 % 2010 %

합계 92,509,665 100 102,170,852 100

전국 3,527,361 3.81 3,465,511 3.39

지방 21,602,705 23.35 23,733,861 23.23

구역 42,219,030 45.64 43,233,283 42.31

공동체 25,160,569 27.20 31,738,197 31.06

자료: Vietnam Social Insurance

공동체 수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의료 서비스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유용하다. 2011년 공동체 수준에서 피보험자에 

한 총 지불액은 2010년 비 13.82% 증가했다. 

〈표 5-3〉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지급액

(단위: 100만 동) 

구분 2010 2011

1. 공동체 수준 1,038,308 1,181,779

2. 기타 수준 17,857,126 22,147,543

  2.1. 외래 환자 8,190,299 10,131,454

  2.2. 입원 환자 9,666,826 12,016,089

자료: Vietnam Soci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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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보험 기금의 수입-지출 

〔그림 5-2〕 부담 책임에 따른 대상 그룹

자료: Vietnam Social Insurance

 

6세 미만 아동과 국가 귀의자의 의료보험료는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과 고가의 서비스 등 의료 서비스의 사용은 의료보험 기

금으로 100%로 부담한다. 2011년 가입자에 한 분석에 따르면 가입자 

51%의 보험료는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19%는 국가 예산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다. 급여와 소득 비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많지 않다. 

현재 가입자 중 70%의 보험료를 국가 예산이 일부 부담하고 있으며 이

는 전체 의료보험 기금 중 42-43%이다. 가구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2009년 49.3%로 감소했으며 이는 보편적인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을 달

성하기 위해 상 그룹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과 역할의 발전을 의미한다

(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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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2011년 가입자 부담 

(단위: 명, 10억 동)

대상 그룹 가입자의 수 전체 부담액

합계 57,021,490 29,368,445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4,207,736 10,025,389

사회 보험 기금이 부담하는 보험료 2,449,878 3,138,013

국가 예산이 부담하는 보험료 29,106,657 11,227,354

국가 예산이 일부 부담하는 보험료 11,257,219 3,059,330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4,987,939 1,918,358
 

자료: Vietnam Social Insurance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의료보험 기금은 종종 과다 지출되었다. 의

료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다음과 요인들 덕분에 의료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위험을 함께 나누려는 가입자의 증가, 보험

료 인상(월 급여나 보수, 연금, 수당, 최소 임금 비 3%에서 4.5%로 인

상), 최소 임금 상승, 거의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공동 부담 메커니

즘, 지급 방식의 변경(서비스 비용 기준의 지급), 상위 병원 이전 시 최  

지급액의 한도,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에 한 모니터링과 평가 개선 

〔그림 5-3〕 의료보험 수입-지출의 차이

(단위: 1,000 동)

자료: Vietnam Soci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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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료보험 카드별 평균 지출에 한 분석에 따르면 사회 보험 

기금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그룹에 한 지출은 수입보다 1.2배 높고 본인

이 직접 부담하는 그룹(자발적 의료보험)은 2.1배 높다. 

 
〈표 5-5〉 2011년 다양한 그룹의 평균 수입-지출 

(단위: 1,000 동)

대상 그룹 
카드 당 

평균 수입 
카드 당 

평균 지출 
차이 

평균 514 433 82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104 479 625

사회 보험 기금이 부담하는 보험료 1,281 1,573 -293

국가 예산이 부담하는 보험료 385 359 25

빈곤층, 소수 민족 385 217 168

6세 미만 아동 385 369 16

국가 예산이 일부 부담하는 보험료 269 174 95

학생 256 110 146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385 809 -424

자료: Vietnam Social Insurance

제3절 일부 취약점 

1. 법과 안내 문서에 분명하고 확실한 규정 여전히 부족

 
(1) 의료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수 많은 상 

그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한 제재 때문에 법 집행이 보장되지 않

고 있다.(2) 가입자를 여러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어 의료보험 카드의 관

리와 발행에 중복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분류는 의료보험 기금에 한 

가구 구성원과 사회간 부담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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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준수와 이행의 취약점

 
지난 몇 년간 의료보험에 한 법 이행에 따르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부 상 그룹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법 이행

에 있어 다른 공인 기관의 협력 부족은 보장을 확 하는데 부정적으로 영

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i) 민간 기업 근로자: 민간 기업 근로자는 근로자 의료보험 납부를 피

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의료보험 정책에 해 고용주

의 인식이 좋지 않고 법 준수에 한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

으며 의료보험에 한 근로자의 권리에 해 정보가 부족하고 근로자 권

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노조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ii) 학생: 학생, 특히 학교 학생에 해 의료보험의 이행을 홍보하고 

안내하는데 있어 교육 체계와 사회 보험 제도간 긴 하고 효과적인 협력

이 부족하다. 학교 의료 시설의 역량이 제한적이다. 51.5%의 학교에서 

의료 담당 직원은 종종 여러 직책을 맡고 있다. 

(iii) 차상위 빈곤층 가족 구성원: 차상위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 의료보

험 가입을 장려하지 않고 있다. 차상위 빈곤층의 경제 상황은 빈곤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차상위 빈곤층은 빈곤층만큼 많은 정책적 특혜

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의료보험 가입의 혜택을 제 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당국이 보험료의 80-90%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은 

마을은 가입률이 여전히 낮다. 

(iv) 6세 미만 아동: 의료보험 카드 발행 시 공동체위원회(Commune 

People Committee)에서 사회보험기관(Social Insurance Agency)으

로 6세 미만 아동의 목록 작성과 취급이 지연되고 부정확하다. 작은 마을

의 경우 불완전한 카드 발행 절차로 인해 사회 보험 기관이 발행한 일부 

카드가 피보험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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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평균 생활 수준의 농업, 어업, 임업, 염전 가구는 2012년 1월 1일부

터 이 제도에 가입할 것을 요청 받고 있으며 국가 예산으로 보험료의 

30%를 부담한다. 그러나 평균 생활 수준의 이러한 가구를 파악할 수 있

는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이행할 수 없었다. 

(vi) 자발적 가입자: 의료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자 비중이 현재 낮다(가

입자의 25.6%). 이들 중 부분은 만성 질환이나 고가의 치료를 요구하

는 질병을 겪고 있다. 일부 작은 마을에서 당국은 의료보험 가입의 권리

와 책임을 전적으로 인식하는데 있어 유용한 홍보 업무에 큰 주의를 기

울이지 않고 있다. 의료보험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험 카드를 수집

하고 발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조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작은 마을

의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한 정책과 규정에 해 학습할 기회가 제한적

이다. 

3. 부족한 홍보

 
의료보험 정책에 한 홍보 효과가 도시 지역도 낮은 편이고 때로는 

부적절한 프로그램 때문에 제한적이다. 작은 마을은 의료보험 정책을 홍

보해야 할 책임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홍보 활동을 위한 예산 배

정을 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은 여전히 필요한 금액보다 

낮다. 

4. 의료서비스 접근성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은 부실한 인프라, 시설, 기술적 지식, 직

원 역량으로 인해 기본적인 수준으로 그리고 외딴 산악 지역에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작은 마을의 기본적인 의료 기관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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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피보험자의 등록에 영향

을 주고 있다. 의료보험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상위 수준 병원으로 이전

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특히 지방과 구역에서 병원의 과다업무가 의료 서

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살펴보거나 의료 

치료비를 줄이기 위한 정기 검진이나 지역사회 건강 관리가 보험 혜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의료 서비스 제공과 비용 지불에 있어 또한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5. 지불 방법과 병원비 청구 메커니즘 

 
현재, 의료보험은 병원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피보험자는 

병원 청구액과 의료보험 기금을 통한 지불액간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계의 직접 지출이 높은데(전체 의료비의 49.3%) 이는 WHO의 

권장비율(30%)보다 높다. 공동 부담에 한 규정(5%, 20%, 비용이 최소 

임금의 40배를 넘으면 피보험자는 고가의 첨단 기술 서비스 사용에 해 

지불해야 한다)은 피보험자, 특히 빈곤층, 차상위 빈곤층, 만성질환자에

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6. 의료보험 이행 체계

 
의료보험의 전국적 관리를 위한 보건부의 인적 자원이 제한적이다. 보

건부에는 의료보험을 위한 부서가 없다. 부분의 직원이 여러 직책을 맡

고 있다. 의료보험 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 현지 부서와 기관간 부실한 

조율은 의료보험 카드의 목록작성과 발행은 물론 문제 처리를 지연시키

고 있다. 의료보험에 한 통계, 데이터 수집, 관리가 적시에 업데이트되

지 않아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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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편적 의료보험 지향 
 

1. 목표

 

  가. 일반적인 목표

 
가입자와 의료 서비스에 있어 의료보험의 보장을 확 하고 보편적 의

료보험을 통해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지출을 줄인다. 의료를 위한 국가 기

금이 평등, 효과, 품질, 지속 가능한 개발에 사용되도록 한다. 

  

  나. 구체적인 목표

 
(i) 의료보험 가입자 증가: 100% 가입 그룹은 유지한다. 2015년까지 

인구의 70% 이상, 2020년까지 인구의 80% 이상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

록 장려한다.

(ii) 피보험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보험의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iii) 가계의 의료 서비스에 한 직접 지출을 2015년까지 40% 미만, 

2020년까지 30% 미만으로 낮추도록 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수혜자

에 한 직접 투자의 재무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개혁 

〈표 5-6〉 연간 의료보험 보장 

2012 2013 2014 2015 2020

인구 88,606 89,530 90,469 91,415 96,221

의료보험 카드의 수(단위: 100만) 58,459 61,261 63,307 65,354 76,604

포함(%) 66 68 69 70 80 

자료: Ministry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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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가. 의료보험 정책의 마무리

 
(i) 다음 방향으로 의료보험을 연구하고 법 개정: 가계의 의무 가입, 기

초 보장 패키지 개발, 의료보험 1차 의료 서비스 등록에 한 규정을 개정

하고, (ii) 병원비 규정, 공공 의료 기관에서 재무적 자체 관리, 의료의 사

회화 등 의료보험 정책의 동시 이행을 위해 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문서 

및 기타 관련 문서의 개정과 보완해야 한다. (iii) 병원 과다업무 감소, 의

료 서비스 품질, 위성 병원, 주치의 등에 관한 의료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의 개발과 이행을 진행해야 한다.  

  나. 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홍보 강화와 보급

 
(i) 관련 내용을 보강하고 당국, 기관, 조직, 노조, 국민들의 의료보험 

중요성과 제도 가입과 계약 이행에 있어 개인의 책임에 한 인식을 높이

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보급, 홍보, 교육하는 것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ii) 상 그룹이 의료보험 정책과 가입 선택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

록 당국, 노조, 학교, 정당 등 모든 상 그룹에 해 홍보와 배포 작업을 

적용하고 이를 적절한 형태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iii) 의료보험 홍보

를 사회화하기 위해 사회 자원 활용해야 한다.

  다. 의료보험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품질 개선

 
(i) 공공과 민간 의료 시설에서 서비스 품질과 피보험자의 만족을 보장

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 개선, 행정 개혁, 의사의 태도와 윤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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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의료보험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공 서비스의 품질을 모니터

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개발하여 병원 품질을 관리해야 한

다. 또한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보험의 의료 

시설에 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건강 

진단, 치료, 지급에 있어 행정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외래 치료를 확 하

고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병원과 의료보험의 의료 서비스

를 관리하는데 있어 정보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1차 의료 개발, 사회경제

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혜택, 의료보험 기금, 서비스 공급자 시스템, 의료 

수요에 한 연구를 더욱 확 해야 한다. 

(ⅱ) 장비, 시설,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전국 의료 

서비스 체계와 지역 의료 서비스 체계에 한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2020년까지 기술 부서와 전문가 부서 사이에 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부서를 개발하고 병원 침상의 적정 수와 비율에 한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위성 병원과 하위 병원으로 기술 전달, 주치의, 원거리 건

강 진단에 한 법적 근거, 원격 의료 시스템을 이용한 치료에 관한 정책

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질병과 의료 서비스에 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시회 건강 이슈, 비전염성 질환의 증가, 깨끗

한 물의 부족과 환경 오염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다루는 관련 부

처와 기관이 조율하여 예방 건강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병원 과다업

무를 줄이는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와 서비스 품질, 특히 기본적인 수준에

서 의료에 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

하는데 추가 투자를 기울여야 한다. 보다 나은 품질에 한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의료 서비스의 사회화를 강화해야 한다.

(iii) 하위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역량 구축: 의료 시설의 역량에 적합하

도록 수준과 기술 이전에 한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보험 납입, 하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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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의 기술 개발, 불필요한 이전의 감소를 촉진해야 한다. 상위 병원으

로의 기술 이전을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교육, 기술 이전을 강화해야 한

다. 개인과 가구에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 

시설과 주치의 네트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1차 의료에 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 표준, 인프라, 시설 개발을 통해 공동체 병

원의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 2015년까지 공동체 병원의 100%가 의료보

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가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공동체 병원의 1차 의료와 비전염성 질환의 치료도 강화해야 한다.

  라. 예방적 1차 의료로의 개선

 
(i) 전염성 질환의 예방: 전국적인 상 프로그램, 예방접종 프로그램,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지역사회와 개인의 예방, “위생과 건강 개선” 운동

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 계획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 의료 시설과 지역사

회에서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적 해결책과 더불어 건강한 

습관, 라이프스타일, 운동에 한 소통과 교육에 초점을 두고 비전염성 

질환 예방에 한 전국적인 프로그램 실시하며, (iii) 생식, 모자 의료를 

추가적으로 개선하고 “모자 사망률 감소에 한 레니엄 개발 목표”를 

이행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 의료보험의 의료비용에 대한 재무 메커니즘과 지급 개혁

 
(i) 국가가 연구, 예방적 의료에 한 최소 예산을 지불하고 기본적인 

구축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의료 예산을 재배정 하고, 서비스 공급에 

한 기타 지출을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ii) 의료비 조정과 더불어 국

가 예산 배정을 추가적으로 개혁, 의료 공급자에 한 국가 예산 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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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진행 단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수혜자에게 전달한다. (iii) 차상위 빈곤

층과 학생의 보험료에 한 일부 부담과 더불어 빈곤층, 어려운 지역의 

소수 민족, 6세 미만 아동, 기타 사회 정책 수혜자의 보험료에 해 국가 

예산의 제공 보장(iv) 의료 서비스 비용에 기여하는 요인을 정확하게 계산

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비용을 조정 및 보강해야 한다. (v) 서비스 비용 기

준의 지급과 질병 기준의 지급에 따른 지급 등 다양한 지급 방법을 개혁

하고 이행, 의료 수요, 자금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험

료에 따른 보장 패키지 설계한다.

  바. 조사와 모니터링의 강화

 
(i) 관련 부서와 기관이 지방에서 의료보험 정책 이행을 조사하고 모니

터링 하도록 의료 보험 정책 이행에 한 다양한 국가 기관의 책임, 특히 

지방위원회(Provincial People Committee)의 역할을 분명히 정의하고 

조사를 강화한다. (ii) 의료보험의 관리 위반에 엄격하게 제재를 가한다. 

  사. 국가 관리와 의료보험 이행 체계의 강화

 
(i) 의료보험에 한 국가 관리 역량의 강화, 건강 부서에 의료보험에 

관한 분과 개발, 의료보험 이행 체계를 중앙에서 지역 차원으로 강화, 의

료보험 인력에 한 역량 구축과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 (ii) 관리에 있어 

정보 기술의 추가 적용, 통계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에서 의료보험의 의료 서비스 사용에 한 정보와 보고서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특정 상 그룹에 해 피보험자(공무원, 연

금수급자, 소수 민족 등)의 사진이 있는 스마트카드 또는 의료보험 카드

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iii) 편리하고 접근이 쉬우며 현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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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적합한 의료보험 카드 수집 및 보험 담당자 구성, 6세 미만 아동의 

목록작성과 의료보험 카드의 발행 및 국가 예산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수

혜자 전달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 특정 대상 그룹에 대해 가입률 확대

 
96-100% 그룹에 해 보장률 유지, 의료 서비스 품질의 개선, 의료 서

비스에 한 접근성 개선, 의료보험 정책과 법에 한 홍보. 가입률이 낮

은 그룹의 해 주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그룹별 구체적인 해결

책에 추가하여 의료보험에 한 소통과 정책 배포를 강화하는 것이다. 

(i) 민간 기업 근로자: 기업에서 의료보험 정책 이행에 해 소통과 조

사 강화, 의료보험에 한 법적 규정의 개정 및 보완, 의료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근로자를 위한 현장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현장에 투입

(ii) 차상위 빈곤층 가구 구성원: 정부 결의안 제30a호에 따라 특히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북부 산악 지 와 중부 고지 에 거주하는 차상위 빈곤

층, 62개 가장 가난한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해 100% 보험료 지원 

등 상황이 어려운 그룹을 중심으로 지원 비율을 확 하는 로드맵 설계

(iii) 학생: 의료보험료의 50%로 지원 비율 증가, 공인 조직에게 제안하

기 위해 학교에서 의료보험 기금의 활용에 한 정책, 학교 의료 기준과 

내용을 개발하고 보완, 학교 클리닉에서 최소 1명의 중간급 의료 직원 확

보, 직원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용 의료보험 학교 예산을 이

용하는 행위 금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학생에 한 1차 의료 수요를 충

족시키는 클리닉을 모든 학교가 갖추도록 인프라에 한 투자 확 , 의료

보험 가입에 한 기준을 학교의 평가 경쟁 기준 중 하나로 설정

(iv) 평균 생활 수준의 농업, 임업, 어업, 염전 가구: 평균 생활 수준의 

농업, 임업, 어업, 염전 가구를 가능한 빨리 파악하기 위한 기준 결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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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험료의 50%까지 지원 확 (현재 30%), 가족 가입 패키지 추가

(v) 자발적 그룹: 의료보험 가입에 한 홍보 외에 비공식 부문의 근로

자와 가족 가입 패키지에 해 보험료의 최소 30% 지원

(vi) 6세 미만 아동: 의료보험 카드를 갖고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아

동의 권리, 의료 보험 정책과 법에 한 홍보, 의료보험 가입과 의료보험

이 보장하는 1차 의료 서비스에 등록하도록 부모/후견인에게 안내, 공동

체위원회(Commune People Committee),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사회보장기관(Social Insurance 

Agency)에서 6세 미만 아동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을 처우하는 것을 안

내하는 문서를 개정하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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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료서비스 제도의 구조

제2절 각 부문에 대한 분석

제3절 의료서비스 정책의 분석





 

제1절 의료서비스 제도의 구조
 

1. 의료서비스 제도의 전후 맥락

 

싱가포르 의료서비스 제도의 일반적 철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

다(Ministry of Health: MOH). 그것은 첫째, 높은 수준의 저렴한 기본 

의료 서비스를 모두를 상으로 보장하는 것, 둘째, 건강한 삶과 예방 의

료 프로그램의 확산, 셋째, 모두가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높은 생활 

수준과 깨끗한 물,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의료 서비스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은 “공동의 책

임”에 의해 조달되는데, 여기서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

하고 국민들 또한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Lim, 2004).

기 수명, 발병률, 유아 사망률 등과 같은 건강상태에 한 주요정

보는 <표 6-1>에 나타나 있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수

집한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출생시 기 수명은 평균 82세이며 

이에 비해 세계 평균 기 수명은 70세이다. 정상 출산된 천 명의 아

이들 중 5세 미만 사망률은 세계 평균인 51명에 비해 크게 낮은 3명

에 불과했다.   

싱가포르의 
건강보장 체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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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싱가포르의 건강 상태

국가 지역 평균 세계 평균

출생시 기대수명(년) 남녀 82 76 70

60세의 기대수명(년) 남녀 25 21 20

5세 미만 사망률(정상출산 천명 당) 남녀 3 16 51

성인 사망률
(인구 천명당 15 ~ 60세에 사망할 확률)

남성 72 118 190

여성 41 81 129

모성 사망률 (정상출산 천명 당) 3 49 210

결핵 유병률 (인구 10만 명 당) 46 138 170

HIV 유병률 (인구 10만 명 당) 66 72 499

자료: WHO(2011)

 

WHO가 발표한 싱가포르의 최고 사망요인은 심장병과 뇌졸중을 포함

하는 심혈관 질환이었다(World Health Organisation, 2013). 두 번째 

사망요인은 암으로 나타났다(그림 6-1). 

 
〔그림 6-1〕 싱가포르의 사망률 



제6장 싱가포르의 건강보장 체계 125

  가. 건강보험 및 의료지원 프로그램

1) 1.1.1 3M 프로그램

싱가포르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접근권을 다층적인 방법으로 보호

하고 있으며(Ministry of Health, 2011) 자금의 부족을 이유로 의료 서

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보호의 첫 단계는 공

공 병원의 급성질병 병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 비용을 최  80%까지 

지원하는 강력한 정부 보조금 제도이며 이것은 모든 싱가포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개인이 의무적으로 의료저축 계좌에 가입해야 

하는 메디세이브(Medisave) 제도이다. 세 번째는 메디쉴드(Medishield)

인데 이것은 저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에 비하는 의료보험이다. 마

지막으로 정부에서는 메디펀드(Medifund)라는 의료기금을 마련하여 강

력한 보조금, 메디세이브, 메디쉴드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상으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가) 메디세이브

메디세이브는 중앙적립기금(CPF)의 연장선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국

민들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입원, 간단한 수술 및 특정 외래치료 비용

에 비하기 위해” 나이에 따라 임금의 6-8%를 내야 한다(Ministry of 

Health, 2011). 

보건부(MIH)에 따르면 메디세이브 계좌에 적립되는 모든 적립금은 메

디세이브 적립금 한도(MCC)의 적용을 받으며 이 한도는 한 개인이 자신

의 메디세이브 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최  잔액을 나타낸다. 현재 MCC 

의 액수는 43,500 달러이다(2012년 7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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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MCC의 한도를 초과하는 메디세이브 적립금은 55세 미만 회원들의 

경우 특별계좌로 이전된다.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메디세이브 계좌 초과

액이 은퇴계좌(RA)로 이전되어 최소 총액의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이용된

다. 회원이 55세 또는 그 이후에 메디세이브 적립금을 인출하려면 그의 

계좌에 메디세이브 최소 총액(MMS) 이상이 있어야 하며 이 최소 총액은 

38,500달러이다(2001년 7월 1일 기준)(Ministry of Health, 2011). 림

(2004)에 따르면 메디세이브는 제 3자 선불 시스템에 따르기 마련인 “도

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① 자영업자 

보건부(MOH)에 따르면 한 해 6천 달러 이상의 순 거래 소득을 벌어 

들이는 자영업자들은 적립금을 낼 의무가 있다. 메디세이브 적립금은 전 

해의 순 거래 소득에 기준을 둔다. 자영업자들의 메디세이브 금액은 순 

거래 소득과 해당 개인의 나이에 의거하여 산정된다(Ministry of 

Health, 2011).

 
② 만성질환 환자

메디세이브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CDM)에 의해 10  만성질환이 

보장 혜택을 받는다. 이 10  질환들은 진성 당뇨병, 고혈압, 지방 장애, 

뇌졸중, 천식, 만성 폐질환, 정신분열증, 주우울증, 조울증, 치매이다

(Ministry of Health, 2011).

 
③ 메디세이브 출산 패키지(MMP)

메디세이브 출산 패키지를 통해 부모들은 메디세이브를 (1) 출산비용 

및 (2) 출산 전 의료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 MMP에 의해 각 개인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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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중 매일 450달러까지 인출하고 여기에 추가로 450달러, 그리

고 출산방식에 따라 수술시 인출 한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메디쉴드

메디쉴드는 싱가포르 국민들이 주요 질병에 걸렸을 때 재정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공동 응할 수 있게 해주는 저비용 중증질병 보험이다. 이 

제도는 개인이 “공제금과 공동납입”을 통해 자신의 의료서비스 필요성에 

해 책임을 지도록 유도한다(Ministry of Health, 2011). “공동보험과 

공제금은 메디세이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2011) 메디쉴드 보험료는 메디세이브를 통해서도 납입 가능하

다. 또한 엘더쉴드와 통합 쉴드 플랜 등의 기타 보험들도 마련되어 시민

들이 미래의 의료서비스 필요에 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통합 쉴드 플랜

민간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통합 쉴드 플랜은 다양한 보험 보장 필요성

에 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보험은 개인이 “공공병원의 A급 병실, 

B1급 병실 또는 민간병원 병실을 선택할 때 추가 혜택과 보장을 제공한

다”(Ministry of Health, 2011).

 

② 엘더쉴드

엘더쉴드는 싱가포르 인들이 “중증장애로 인한 재정적 위험에 공동 

응”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중증장애 보험이다(Ministry of Health, 

2011). 이 보험은 “최장 60개월까지 월 300 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해준

다(Lim, 2004). 엘더쉴드 보험료는 가입시 결정되며 나이가 들면서 인상

되지 않는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매년 납입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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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엘더쉴드 보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보험은 엘더쉴드 

300과 엘더쉴드 400이다. 

 

  다) 메디펀드

메디펀드는 정부 보조금과 메디세이브, 메디쉴드 등의 지원을 받고서

도 자신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싱가포르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 

안전망으로서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인구고령화 추세를 고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싱가포르의 노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기 위해 메디펀드 실버가 도입되었다. 

 

2) 공동체 건강지원 제도(CHAS)

 CHAS는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의료 및 치과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부가 계획한 프로그램이다. 

CHAS 가입자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CHAS 참여 일반 가정의

들과 치과의원에서 만성, 급성 질환의 외래 치료 및 특정 치과 서비스를 

받을 때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CHAS 가입자들은 또한 필요시 전문 외래

의원으로 이첩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또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현재 보장되고 있는 10

 만성질환의 치료도 보장한다. 이 프로그램의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장애를 가진 40세 이상의 싱가포르 시민(일상생활 수행능력 중 6

가지 수행 불가)

○ 소득 기준: 1인당 월 가구소득 1500 달러(중간 및 저소득층 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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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이 없는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에 따른 주거 연간 가치

(AV)가 13,000 달러 이하일 때.

 

3) 노인 임시 장애지원 프로그램(IDAPE)

IDAPE는 싱가포르 국민 중 나이 또는 이전부터의 장애 때문에 엘더쉴

드 가입요건이 안 되는 가난한 장애 노인들을 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정부지원 제도이다. 자격이 인정될 경우 IDAPE는 지원 상자들에게 월 

100달러 또는 150달러를 최  72개월까지 지급한다. 

 

4) 약 보조금

환자들은 그들의 비용 지불 자격과 해당 약품의 보장제도(예: 표준 약 

리스트, 약물 지원 기금, 입원환자 약 보조금 등) 에 따라 약 보조금을 지

급받는다. 일부 약들은 특정 임상적 징후가 있을 때에만 보조금이 지급된

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환자들은 그들의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5) 정부지원 중장기 간병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중장기 간병(ILTC) 서비스는 보통 급성 병원치료에서 퇴원 후 추가 간

병 및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 

병원, 만성질병 기관, 요양원, 호스피스 병원, 주간 재활센터, 주간 치매

센터에서 제공되고 가정 간호 및 가정 의료 등의 가정 간병 서비스도 포

함된다. 이 보조금의 액수는 자산 조사를 통해 각 환자의 지원자격을 판

단하여 결정된다. 자산 조사는 환자의 지원 자격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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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와 같은 자산조사 제도 하에서 저소득 가구의 

환자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나. 재무 제도의 일반적 특징 

 

1) 국가 의료 지출

 2013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르면 보건부는 57억 달러를 의료서비스 

증진 비용으로 배정받았다(Ministry of Finance, 2012). 세계은행에 따

르면 2010년 국가 의료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4%로 추산되었으

며 정부의 의료 지출은 전체 의료 지출의 36%에 불과하여 스웨덴,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최저 수준이었다(The World Bank 

Group, 2013).

 

〈표 6-2〉 싱가포르의 의료 지출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
GDP 대비 

의료지출 비율(%)
총 의료지출 대비 
정부 의료지출(%)

오스트레일리아 27 9 68

핀란드 40 9 75

싱가포르 13 4 36

스웨덴 33 10 81

영국 46 10 84

미국 27 18 53

고소득 OECD 회원국들(종합) 30 15 65

자료: World Bank 2010 Statistics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국가 의료 지출은 2011년 현재 GDP의 4.6%

에 달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총 의료비 지출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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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담은 1965년의 50%에서 2000년에는 25%로 줄어들었고(Lim, 

2004) 재원 마련의 부담은 민간부문으로 크게 이전되었다. 

 앞에 언급한 메디세이브, 메디쉴드, 메디펀드가 의료 지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다른 재원으로는 “고용주 보조금(35%), 정부 보조금

(25%), 환자 개인 지급액(25%), 민간 보험(5%)” 등이 있다(Lim, 2004). 

 
〈표 6-3〉 의료 지출의 종류

종류 의료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메디세이브 8

메디쉴드, 메디펀드 2

고용주 보조금 35

정부 보조금 25

개인 비용 25

민간 보험 5

자료: Lim(2004)

2) 자금의 주요 재원 

 

  가) 공적 자금 지원 

“개인의 책임”과 “공동납입”에 한 국가의 강조는 싱가포르의 의료분

야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는 3M 제도의 도입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3M 

제도에 포함된 다양한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

가 의료보장 비용의 4분의 1을 부담한다. 이러한 보조금들은 의료 비용의 

지불이 어려운 빈곤계층을 돕고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증진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3년 예산에는 정부의 의료분야 예산배정 계획이 다음과 같이 나타

나 있다(Government of Singapor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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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펀드와 엘더케어 기금의 확충

－ 메디펀드를 10억 달러 확충시켜 중간소득 가구들을 포함한 국

민들의 의료비 지출에 추가 지원 제공

－ 엘더케어 기금을 2억 5천 달러 늘려 요양원 및 기타 장기 의료 

서비스 강화

○ 노인 기동성 및 활동 지원 펀드(Senior’s Mobility and 

Enabling Fund)

－ 5백만 달러까지 확충

－ 노인들의 보청기, 전동 휠체어 등 다양한 보조기구 구입 지원

○ 공공 지원(PA) 계획에 의한 추가 지원

－ 부부의 경우 월 90달러를 추가로 지급(최고 790 달러까지 지급)

－ 노인들이 이미 받고 있는 종합병원과 개혁병원(restructured 

hospitals)에서의 의료 서비스 및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무료 서비스들을 보완 

○ 연금 수령자 혜택 확충

－ 싱가포르 수당(Singapore Allowance)을 월 280달러까지 인상

－ 월 연금 상한선을 1210 달러까지 인상

－ 이러한 변화로 1만 명의 정부 연금 수혜자들에게 혜택 가능 

○ 사회 복지 제공방식의 향상

－ 공공임 주택(HDB) 지구에 사회복지 사무소를 20개까지 새

로 설립하여 빈곤 가정에 한 지원업무 담당 

－ 노인들에 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인의료 서비스를 

단일 기구 아래 통합

－ 전담부서에서 장애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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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존하는 공공자금 지원으로는 논문 앞부분에 언급한 병실 등급

에 따른 보조금 등이 있으며 이때 병실 보조금 이용자격 확인을 위한 자

산 조사가 활용된다. 

 

  나) 민간자금 지원 - 보험

○ AIA(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

○ 아비바(Aviva)

○ 그레이트 이스턴 생명보험(Great Eastern Life)

○ 싱가포르 전국노동조합 보험(NTUC Income)

○ 프루덴셜 보험(Prudential Assurance)

 

“이들은 모두 개인과 단체를 위한 민간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이 보험

들은 서로 유사한 보장범위와 혜택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입원 및 외

래 의료비용, 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보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민간 의료보험(PMIS)과 비 PMIS 민간 의료보험이다. 중앙

적립기금(CPF) 가입자들은 그들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메디세이브 적립

금을 이용하여 메디세이브의 인가를 받은 통합 쉴드 플랜에 가입하기 위

해 PMIS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중증질환을 위한 의료보험으로 민

간 보험회사와 CPF 위원회가 공동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때문에 메디쉴

드에 기반하여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민간 보험회사들은 단체

와 개인들을 상으로 비 PMIS 민간 의료보험도 운영한다.”(Bai, Shi, 

Li, & Liu,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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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메커니즘의 해설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의료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

약 싱가포르 국민이 정부 보조금과 메디세이브, 메디쉴드의 혜택을 받고

도 남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메디펀드가 이

용된다. 

4) 혜택

공공 및 민간 부문과 공동납입 능력이 있는 개인들의 “공동 책임”을 장려

함으로써 분배적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소수집단에게 재원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의료보험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다(Lim, 2004). 

싱가포르 인들이 메디세이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창이종

합병원, 글렌이글스 병원, 그리고 주롱 의료센터와 같이 간단한 수술을 전

문으로 하는 병원 등 ‘개혁병원…과 허가된 민간 병원들’(Reisman, 2006)

에서의 입원 치료가 포함된다. 보장 범위에는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투

석’(Central Provident Fund Board, 2013)등의 특정 외래 서비스까지

도 해당된다. 그렇지만 ‘1차 진료… 사고 및 응급진료 비용, 장기 병원치료, 

정식 건강검진’(Reisman, 2006)은 보장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메디쉴드의 혜택은 부분 메디세이브의 혜택과 유사하나 메디쉴드가 

‘B2/C 등급의 규모 병원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준다. 통합 쉴드 플랜

으로 메디쉴드의 등급을 상향시킨 사람들은 ‘민간 병원 또는 B1/A급 병

실’에서 메디쉴드를 이용하여 비용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Central 

Provident Fund Boar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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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의료보장의 혜택과 청구 한도

혜택 청구 한도

입원/ 간이 수술 

일별 병실 및 치료 비용1)

- 일반 병실
- 중환자실
- 지역 병원2)

- 정신과3)

 
$450(일)
$900(일)
$250(일)
$100(일)

수술 절차4)

- 수술 1(간단한 수술)
- 수술 2
- 수술 3
- 수술 4
- 수술 5
- 수술 6
- 수술 7(복잡한 수술)

 
$150
$360
$720
$800
$840
$960
$1,100

이식 수술5) $7,000(건)

방사선 수술6) $4,800(건)

외래 치료

항암 화학 치료
- 7일 치료 주기당
- 21일 또는 28일 치료 주기당

 
$270
$1,240

항암 정위 방사선 치료 $1,800(건)

항암 방사선 치료
- 외부 또는 표면 치료
- 방사선물질 주입치료(외부치료 유무 무관)

 
$80(일)
$160(일)

신장 투석 $1,000(월)

장기 이식을 위한 면역억제제 $200(월)

만성 신부전증을 위한 에리스로포이에틴 $200(월)

최대 청구 한도7)

보험 증권년도별 한도 $70,000

평생 한도 $300,000

보장연령 한도 90(생일 이후 만 나이)

   주: 1) 식비, 처방, 전문치료 비용 (professional charges), 조사 및 기타 비용
  2) 급성병원에서 입원 뒤 추가적 치료를  위해 이첩된 경우에만 청구 가능
  3) 한 증권년도 당 35일까지만 청구 가능 
  4) 수술의 복잡성에 따라 단계를 1에서 7단계까지 구분 
  5) 포함 내역

 - 전기 생리학 수술에 사용되는 혈관 내 전극 
 - 경피적 경혈관 관상동맥 확장술(PTCA)용 풍선
 - 동맥 내 풍선(또는 풍선도관)

  6)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 및 감마선 수술 포함
  7)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

자료: Central Provident Fund Board(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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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일반적 특징

 

1) 1차 진료

1차 진료 중 약 80%가 2천 개에 이르는 민간 전문 의원에 의해 제공되

고 그 나머지는 18개의 정부 종합병원(Bai, Shi, Li, & Liu, 2012)에 의

해 제공된다. 이 종합병원들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연령그룹들의 

필요에 부응한다.”(Lim, 1998) 

〈표 6-5〉 등록된 의료인력

 

구분 2007 2011 2012

의사 7,384 9,646 10,225

치과의사 1,413 1,611 1,699

약사 1,483 2,013 2,172

공인 간호사(RN) 16,504 23,598 25,971

등록 간호사(EN) 5,604 7,869 8,274

등록 조산사 224 282 262

검안사, 안경사 해당 없음 2,441 2,478

싱가포르의 의료서비스 제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의해 서로 다른 

비율로 제공된다. 1차 진료의 경우 공공부문은 17개의 종합병원과 15개

의 ‘모자보건 전문병원’을 통해 전체 서비스의 20%만을 제공한다. 반면

에 민간부문은 1,900곳의 의료기관에서 80%의 서비스를 담당한다. 한편 

2차 병원 진료의 경우 80%의 서비스가 7개의 형 공공 병원에서 공공부

문에 의해 제공된다. 이 병원들은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뉘어 보건부 홀

딩스 유한책임회사에 의해 운영되며 자금의 부분은 정부에서 ‘중점보



제6장 싱가포르의 건강보장 체계 137

조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각 병원 내에는 A등급에서 C

등급에 이르는 각 등급의 병실에 다양한 수준의 편의시설들이 있다

(Reisman, 2006).

 

〈표 6-6〉 병원의 병상, 입원 및 공공부문 외래환자 내원 현황

 

구분 2007 2011 2012

병상 수 11,547 11,394 11,854

공공부문 8,368 8,935 9,180

민간부문 3,179 2,459 2,674

병원 입원환자 수 429,744 469,445 477,117

공공부문 병원 325,772 357,026 362,458

민간부문 병원 103,972 112,419 114,659

공공부문 외래환자 수

전문의 외래 병원 3,687,910 4,234,139 4,353,357

사고 및 응급의료 담당과 752,122 934,485 985,289

종합병원 3,797,953 4,502,043 4,614,038

치과 889,210 875,802 893,058

간이 수술 203,639 238,071 246,313

2) 병원 의료

병원 의료 서비스는 입원환자, 외래환자 및 응급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다. 공공병원들은 2차 진료에서 80%의 병원 의료를 제공한다. 공공 병원

들은 지역별로 다섯 개의 클러스터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이 다섯 그룹은 

알렉산드라 의료 유한회사(AHPL), 주롱 의료 서비스(JHS), 국립 학 의

료 시스템(NUHS), 국립 의료 그룹(NHG), 그리고 싱가포르 의료 서비스

(SHS)이다(Bai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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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공공병원들 중에는 6개의 급성질병 담당 종합병원(SGH, NUH, 

CGH, TTSH, KTPH & AH), 그리고 여성 및 아동 병원(KKH)과 정신병

원(IMH)이 하나씩 있다. 종합병원들은 여러 분야의 급성 입원환자 및 전

문의 외래 진료서비스, 그리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

공한다. 여기에 추가로 6개의 국립 전문센터에서 각각 암, 심장, 눈, 피부, 

신경과학, 치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메디컬 센

터도 한 곳 운영되고 있다. 

공공병원에서 입원시 환자들은 몇 종류의 병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

다. 공공병원의 병상 중 81%(B2 및 C 등급)는 중점 보조 상이고 나머

지 19%는 20%를 지원받는 B1등급과 지원이 없는 A등급으로 나뉘어진

다. 정부에서는 모든 공공 급성 병원들과 전문센터들을 개혁하여 정부가 

전체를 소유하는 민간 회사로서 운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들

은 경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환자들의 필요에 더욱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업적인 회계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경비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지고 재정적 규율과 책임의식이 강화되

었다(Ministry of Health, 2013).

공공병원들은 환자들에게 보조금 혜택이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로 매년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병원들은 비영리기관과 같이 운

영되며 보건부를 통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지침을 수용해야 한다

(Ministry of Health, 2013).

 

3) 장기 의료 

싱가포르의 장기 의료는 노인과 장애인 등 다양한 인구집단들을 상

으로 한다. 이러한 장기 의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은 ‘지역 의료’와 ‘기

관 의료’의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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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싱가포르의 장기의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

 

자료: Mehta & Vasoo(2008)

 

장기 의료 서비스는 공식 및 비공식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공식 서비

스에는 공공 또는 민간 기금으로 충당되는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다

(Rozario & Rosetti, 2012). 반면에 비공식 서비스는 직계가족 또는 “비

공식적 사회 네트워크에 속하는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들”(Mui, 

Choi, & Monk., 1998)이 제공하는 무보수 서비스이다.

“장기 의료의 주 제공자들은 민간부문에 있으며 요양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지역개발체육부와 보건부에서는 자원복지기관

들(VWO)의 노력을 지원하고 품질관리 메커니즘을 관리한다. 지역개발

체육부는 요양원에 한 의무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지역

기반 서비스에 한 일련의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했다”(Mehta & Vasoo, 

2008). 이 가이드라인들은 제안 형식으로 제시되었고 강제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1998). 

“제3의 법정기관인 국립 사회복지 위원회가 비정부 복지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그 기관들이 정부를 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돕는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Mehta & Vasoo, 2008).

싱가포르의 장기 의료는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도 상으로 한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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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마스터플랜(Enabling Masterplan) 2012-2016에는 인구 고

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기존의 정부계획들을 이용해서 지역기반 노인의료 

시설들의 숫자를 확 하려는 위원회의 계획이 잘 나타나 있다(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2011). 이미 장애인과 노인의료 

부문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 계획의 지원

을 목적으로 145만 달러의 노인의료 및 장애인 서비스 지속증진 기금

(SEED Fund)의 설립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졌다(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2011). 

 

4) 기타 통합 의료

싱가포르의 통합의료국(AIC)은 전국적인 의료통합 노력을 총괄하고 1

차 진료 및 중장기 의료 제공자들(ILTC)을 급성질병에 중점을 둔 공공 의

료 시스템과 연결, 발전시키며 환자들의 교육과 의료서비스제도 이용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Cheah, Kirk-Chuan, & Lim, 2012).

싱가포르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 비전은 통합된 지역 의료서비스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 지역의료 서비스 제도는 환자의 상태 개선

을 목적으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

력하는 1차 진료, 급성질병, 지역의료 부문의 파트너들을 포괄하는 각 지

역별 환자중심 의료 생태계이다. 

통합 의료 경로(ICPs)는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이며 의료 

코디네이터들은 환자의 이첩이 원활하게 조정되게 하는 일을 책임질 것

이다. 오늘날 장기 의료의 파편화는 잦은 재입원, 뒤늦은 퇴원, 조기 기관

입소, 간병인 스트레스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싱가포르에서는 가정 의

료와 기타 지역기반 의료 서비스를 확장시킴으로써 빈 틈을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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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의료 연속성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의 통합은 가장 비용 절감이 가능한 곳에서 적절한 사람들에 의해 적

절한 시간에 품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Cheah et al., 2012).

 

  라. 제도의 투입과 산출

 

1) 의료 지출

 

“WHO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전 싱가포르의 정부 및 민간 의료 

지출은 국가 지출이 20억 1천만 싱가포르 달러(미화 11억 7천만 달러), 

민간 지출이 총 19억 1천만 싱가포르 달러(미화 11억 달러)(2000년)로 

상당히 균형이 잘 맞았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민간 의료 지출이 급증하

여 2010년에 76억 6천만 싱가포르 달러(미화 56억 2천만 달러)로 43억 

6천만 싱가포르 달러(미화 32억 달러)에 달한 정부 지출의 1.75배로 늘

어났다”(Business Monitor Singapore, 2013).

 

2) 건강 상태(기대 수명, 발병률, 유아 사망률)

“기  수명이 78.4세이고 유아 사망률이 천명 당 2.2명이라는 인상적

인 실적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의 의료비 지출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 (Ministry of Health, 2011). 부모들은 쉽게 이용 가능한 민

간 및 공공 병원 사이에서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외래 진료의 경

우 민간병원이 80%, 공공병원이 20%인데 비해 입원의 경우 공공병원이 

80%, 민간병원이 20%를 차지한다”(Li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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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진료 서비스 중 약 80%는 2천 개의 민간 병원에 의해 제공되며 나

머지는 18개의 정부 종합병원에서 제공된다(Bai et al., 2012). 이 종합

병원들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연령그룹들의 필요에 부응한

다”(Lim, 1998). 

 

 

제2절 각 부문에 대한 분석
 

1. 의료서비스 제도의 주요 참여기관들

 

  가. 보건부(MOH)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및 규제를 감독한다. 구체적으로 의료 교육 증진,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 조사, 질병 예방 및 관리, 자원 및 전문가 

배정, 의료 시설에 필요한 허가 관리를 담당한다”(Bai et al., 2012).  
  나. 중앙 적립 기금(CPF)

“CPF는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사회보장 저축 프로그램이다. 이 기금은 

일하는 싱가포르 국민들과 영주권자들(PRs)이 노후에 자신을 부양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CPF는 싱가포르 인구의 은퇴, 주거, 가족 보호, 자산 

증진, 의료 분야의 필요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확장시켰다.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은 고용인의 CPF에 해당되는 세 가지 계좌에 매달 

적립금을 납입할 의무를 가지며, 이 세 계좌는 일반계좌, 특별계좌, 그리

고 메디세이브 계좌이다”(Bai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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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싱가포르 통화청(MAS)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으로서 MAS는 보험부문의 재정적 측면을 규제

한다. MAS의 보험과는 보험가입자들의 이해를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활

동을 규제하는 보험법을 관리하며, 등록 및 허가 필요요건들도 담당한다. 

MAS는 정기적으로 보험 활동을 규제하는 지시와 실천사항을 발표한

다”(Bai et al., 2012).   
  라. 통합의료국(AIC)

통합의료국(AIC)은 장기 의료 부문의 발전과 통합을 조사하기 위해 보

건부 홀딩스(MOHH) 산하의 독립 법인실체로 2009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의료 부문에서의 역할은 다음의 기관 미션에 명시되어 있다

(Agency for Integrated Care, 2013): 

 
‧ 고객들에 한 권한 부여와 적절한 의료를 위한 접근권 조정

‧ 이해당사자들이 1차 진료와 지역의료 부문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

록 지원

‧ 잘 연결된 의료 서비스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 강화

 
AIC는 일반 가정의들과 의료서비스 전문가들, 환자와 간병인들을 

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마. 국립 의료 연구 협의회(NMRC)

“국립 의료 연구 협의회(NMRC) 는 연구인재들의 양성, 고품질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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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임상연구 지원, 싱가포르의 의료서비스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보건부가 세운 기관이다. NMRC는 핵심 인재와 연구능력 개발을 지원하

고 개혁병원, 국립 질병센터, 3차 공공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연구 프로젝

트에 자금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 연구인력의 개발을 위해 의료 연구 지

원 장학금도 수여한다”(The National Medical Research Council, 

2009).

 

  바. 싱가포르 보험계리 협회(SAS)

“보험계리사들은 의료보험에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다. 싱가포르 보험

계리 협회(SAS)는 싱가포르의 전문 계리사들을 표하는 공인기구이다. 

의료보험에서 이들은 가격 책정, 준비금 계산, 분석 및 위험 관리를 담당

한다. SAS는 전문적 기준을 정하는 최종 권위를 가진다”(Bai et al., 

2012).

 

  사. 건강 증진국(HPB)

“HPB는 국민의 건강 향상과 질병 예방 프로그램들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HPB의 목표는 건강한 삶의 질과 기간을 연장시키고 질병, 장

애,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다”(Health Promotion Board, 2012).

  아. 보건 과학청(HAS)

보건 과학청(HSA)은 2001년 4월 1일 다섯 개의 전문기구들이 통합되

어 싱가포르 보건부 산하의 법정 준 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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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들은 의약품 평가 센터, 과학 법의학 연구소, 국립 제약 관리국, 상품 

규제국, 그리고 싱가포르 수혈 서비스이다. 이 조직의 비전은 국민의 건

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기관이 되는 것

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 세 가지이다. 

· 건강 상품에 한 국가 규제기관

· 국립 혈액은행(Bloodbank@HSA) 운영을 통한 전국 혈액공급 보장 

· 법의학, 범죄과학, 분석화학 테스트 분야의 국내 전문지식 표. 이 

분야들은 법 집행과 국민 건강 보호를 담당하는 규제 및 집행기관들

을 지원한다.”(Health Sciences Authority, 2011)

 

  자. 보건부 홀딩스(MOHH)(MOH Holdings Pte Ltd, 2013)

MOHH(전 싱가포르 보건법인)은 싱가포르의 공공 의료서비스 자산들

의 지주회사이다. 이 회사는 최근 싱가포르 공공 의료서비스의 제도적 수

준의 공백들을 메꾸기 위한 개혁이 실시되기 전에는 거의 활동 중단 상태

의 지주회사였다. 현재 MOHH는 제도적 수준의 전략개발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각 클러스터/의료기관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 회사는 전반적인 공공 의료제도의 성과를 증

진시키고 한편으로는 보건부의 비전, 미션, 우선과제들이 보다 긴 히 조

율되도록 한다. 또한 MOHH는 가능한 경우 전체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증진시켜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부문의 영

업적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MOHH에서는 현재 보건부와 공공 의료기관들을 위한 전략 계획들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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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배정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의 공동 고용

· 싱가포르의 공공의료 부문을 위한 국가 IT 체계 개발

· 싱가포르의 공공 의료기관들을 위한 의료 전문가들의 공동 채용

· 공공 의료서비스 영역 전반을 위한 인재관리 및 인력 체계의 개발과 

운용

· 중앙금고(central treasury) 등 MOHH 그룹 내부의 선별된 재정관

련 기능들의 최적화 

· MOHH 자회사들에 한 기업자문 및 지원 제공, MOHH 그룹의 장

래 조직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발전 시스템 개발 

· MOHH 그룹의 개별 조직들을 위한 전략 및 운영 이사회 보조업무 

제공

 

MOHH 소속 의료기관들은 6개의 광범위한 클러스터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는 국립 학 의료 시스템, 국립 의료 그룹, 싱가포르 의료 서비스, 

알렉산드라 의료 시스템, 주롱 의료 서비스, 동부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

다. 그 밖의 자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IHIS): 다양한 개혁 의료조직들에 한 IT 정

보 통합제공 기관

· 통합 의료국(AIC): 싱가포르의 장기 의료 부문의 발전과 통합을 모색

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법인실체

· 싱가포르 임상연구원(SCRI): 싱가포르의 중개의학을 지원하는 역할

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그 외에 건강 의료행위 보험(HMPI)은 

MOHH와 자회사들이 의료배상 청구에 응하기 위한 자가보험에 

들 수 있도록 설립된 전속 보험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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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싱헬스(SingHealth)

 

싱헬스는 싱가포르 최 의 의료서비스 그룹으로 모든 분야의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2 개의 병원, 5개의 국립 전문센터와 9개의 종합병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 환자들

 

  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의료 서비스 제도에 대한 기대

학자들은 의료서비스 제도에 한 국민들의 반응에 해 엇갈린 결과

를 내놓고 있다. 한쪽에서 림은 국민이 의료서비스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역사적 상황 때문에 싱가포르 인들에게

는 자립정신이 깊이 내재해있다고 말한다. 또한 싱가포르 인들은 고품질

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도의 상충관계에 해 인식하고 있다(Lim, 

2004). 

1,783명의 국민들을 상으로 한 전화조사31)에서 응답자들은 일반적

으로 싱가포르의 의료서비스에 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76.9%는 “싱

가포르는 훌륭한 의료서비스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발언에 긍정 또는 강

한 긍정을 나타냈다(Lim & Joshi, 2008). 이것은 비교적 좋은 반응이지

만 2003년 피드백 유니트의 조사에 비하면 중의 의료서비스 제도에 

한 긍정적 반응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31) 낮은 응답률을 고려할 때 이 조사결과가 싱가포르 인구에 한 표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 4363명의 비응답자들 가운데 절반은 연결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절반은 
참여를 거부했다. 또한 저소득층이 상 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Lim & Josh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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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에 한 긍정적 응답률이 22.4%의 차이를 보였다(2003년 

80%, 2006년 57.6%)”(Lim & Joshi, 2008).

이 큰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국민들이 정부와 정부의 의료서비스 제도 관리에 해 보다 부정적인 태

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싱가포르 퍼스펙티브에서 제레미 림과 

니얼 리는 국민들이 정부가 잘 알아서 한다는 식의 “가부장주의적 접

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을 포

함하는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이라고 강조한다(Lim & Lee, 2012).

  나. 의료서비스 제도 하의 혜택 

· 소득수준과 무관한 의료서비스에 한 보편적 접근권

·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은 정부의 사회안전망(3M 프로그램) 에 의

해 보호

3. 납부자들

 

  가. 의료보험/의료지원의 역사 

“메디세이브는 중앙적립기금(CPF)을 확 하여 1984년부터 시행되었

다. CPF는 근로자들에게 노후의 재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1955년 처

음 도입된 면세, 이자혜택이 있는 저축제도로서 수십 년에 걸쳐 사회보장

제도로 진화했다. 싱가포르 인들은 그들의 총급여의 40%에 해당하는 금

액을 CPF에 납입하는데 22%는 고용인이 부담하고 18%는 고용주가 부

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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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메디세이브는 공공병원 입원과 등급이 낮은 병실의 총 비용만

을 보장했으나 1986년 기준완화로 민간병원 입원의 보장이 이루어졌고 

1988년에는 모든 등급의 병상에 한 보장으로 확 되었다.”

“메디세이브는 1990년에 도입된 기본적인 저비용 중증질병 보험인 메

디쉴드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3M 중 세 번째 제도인 메디펀드는 국가 재

원의 사회 안전망으로 1993년에 도입되었다. 메디펀드는 메디세이브나 

메디쉴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이 프로그램들의 보장한도를 초과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비용을 지불할 수단이 없는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비

용을 해결해준다”(Lim, 1998).

 

  나. 의료보험 부문의 구조 

모든 시민들은 메디세이브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의료비용을 지

불할 능력이 있는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메디세이브의 인가를 받은 통합 보험 플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세이브 인가 보험들은 기본적인 메디쉴드와 통합되어 하나의 통

합 보험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통합 쉴드 플랜은 공공병원의 A 또는 B1 

등급 병실 또는 민간병원 병실을 이용할 때 추가적인 혜택과 보장을 제공

한다. 

메디세이브의 인가를 받은 통합 쉴드 플랜 가입자들은 기본적인 메디

쉴드의 혜택과 보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민간 보험회사의 확 된 보장

을 누릴 수 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모든 필요에 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민간 보험회사에 직접 납입된다. 또한 민간 보험회사들은 모든 보

험청구에 응하고 메디쉴드의 모든 지불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CPF 위

원회와 백엔드 처리문제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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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세이브는 또한 이와 같은 민간의 메디세이브 인가 통합 쉴드 플랜 

보험들의 보험료를 지불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통합 쉴드 플랜을 위한 

메디세이브 인출 한도는 다음과 같다.

 

‧ 75세 가입자의 경우 보험 건당 연 $800

‧ 76~80세 가입자의 경우 보험 건당 연 $1,000

‧ 81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보험 건당 연 $1,200(Ministry of Health, 2013)

 

  다. 납부자들의 재원

메디쉴드는 싱가포르 인들이 주요 질병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에 공동 

응할 수 있게 해주는 저비용 중증질환 보험으로 세 번째 단계의 보호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개인이 “공제금과 공동납입”을 통해 자신의 의료서

비스 필요성에 해 책임을 지도록 유도한다”(Ministry of Health, 

2011). “공동보험과 공제금은 메디세이브 또는 현금으로 납입할 수 있

다.”(Ministry of Health, 2011) ‘공제금’은 개인이 메디쉴드 지불을 청

구할 때 내야 하는 최소 청구 가능액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보다 이 공

제금이 청구 가능액을 결정한다. 공제금은 증권년도 당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Central Pr1ovident Fund Board , 2013). 또한 ‘공동보험’에 따

라 개인은 청구 가능액의 일부를 지불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메디쉴드

에 의해 지급된다. 개인은 그 자신 또는 직계가족의 메디세이브 저축을 

공제금과 공동보험을 지급하는데 쓸 수 있다(Central Provident Fund 

Board , 2013). 또한 외래 치료의 경우에는 공제금을 낼 필요가 없다. 

“메디쉴드는 실제 비용의 80%를 청구가능 한도까지 지급한다”(Central 

Provident Fund Board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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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쉴드의 보험료는 메디세이브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의료 비용 청구

서 비용이 아주 높을 경우에는 메디세이브 잔고가 바닥날 수도 있다. 따

라서 메디세이브 납입금을 보전하기 위해 메디쉴드 또는 적절한 민간 통

합 쉴드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쉴드 참여를 장려하기 위

해 메디쉴드 보험료는 납부 가능한 낮은 가격에 유지되고 있다. 메디쉴드

에 한 연간 보험료는 20세 이하의 경우 50 달러에서 시작해서 89~90

세의 경우 1,190 달러에 이른다. 개인의 메디세이브 저축을 이용하여 메

디쉴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2013)

 
〈표 6-7〉 메디쉴드 보험료

만 나이 연간 메디쉴드 보험료

1 ~ 20 50

21 ~ 30   66

31 ~ 40 105

41 ~ 50 220

51 ~ 60 345

61 ~ 65 455

66 ~ 70 540

71 ~ 73 560

74 ~ 75 646

76 ~ 78 775

79 ~ 80 865

81 ~ 83 1,123

84 ~ 85 1,150

86 ~ 90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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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납부자 규정

“싱가포르의 의료서비스 규제 체계에는 두 그룹의 이해당사자가 있는

데 하나는 규제기관(MOH 및 법정 산하 위원회들)이고 다른 하나는 피규

제기관(공공 및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이다”(Ministry of Health, 

2012). 의료서비스 규제기관들은 위의 2.1항에 명시된 CPF 위원회와 

MAS이다. 

4. 1차 진료 서비스

 

  가. 주요 참여자들의 역할과 목표

 

1) 일반 가정의와 간호사

보통 각 지역의 의료서비스 전문가들이 환자와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

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싱가포르 인들에게 “최전방 1차 진료”를 제공하

고(Agency for Integrated Care, 2013) 상태가 위중한 경우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위해 의료 전문가와 병원에 이첩되도록 보장한

다”(Ministry of Health, 2013).

2) 전문의

전문의들은 가정의와 달리 특정 의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이

다. 이들은 보다 전문적인 의료 문제에 응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가

진 의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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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원 

공공 종합병원의 표준 진찰료와 조적으로 민간 병원들은 ‘진료행위

별 수가제’로 운영된다. 진료와 서비스가 한 번 제공될 때 마다 ‘시간, 복

잡성, 의사의 능력’에 따라 다른 비용이 부과되며 ‘첫 진료, 시간외 서비

스, 응급 의료의 경우…추가 비용’이 따른다(Massaro, Wong, 1996). 다

시 말해서 의사들은 ‘제공되는 모든 진료행위에 해 보상을 받고…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마다 발생한다’(Gosden, et al., 2000).

〈표 6-8〉 진료비

구분 싱가포르 국민 어린이/노인 영주권자 비영주권자

진료 $10.50 $5.80 $17.50 $39.40

가정의학과 $21.00 $21.00 $31.50 $51.80

전문간호사(Nurse 
Clinician) 서비스

$6.00 $6.00 $9.00 $12.00

자료: Sing Health(2013)

 

  다. 주요 참여자들의 경제적 인센티브 

1차 진료 전문가들의 재원과 경제적 인센티브에 해 설명하기 전에, 

의료수가 가이드라인(GOF)의 근거와 가이드라인 폐지의 결과에 해 이

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의료수가 가이드라인(GOF)은 개업의들의 과잉요금 청구에 한 불만

이 높아짐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다. 싱가포르 의사협회(SMA)와 보건부는 

“의료비용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환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

수가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Singapore Medical Associat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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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년에 이 가이드라인은 반경쟁적 행위들을 배제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경쟁법의 위반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가이드라인 폐지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Singapore Medical Association, 2007).

· 가정의와 민간 전문의들의 진료비 인상 

· 건강진단서 비용 인상 

· 민사재판에서 의사의 법원 출석 비용에 한 지침 부재 

· SMA 불만처리 위원회의 과잉 진료비용에 한 불만 처리 중단 

· SMA의 의약품 가격인상 가이드라인 철회 

 
의료수가 가이드라인의 폐지는 또한 정보 불균형32)이 심화될 것이라

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환자들의 이해관계 증진이 어려울 것이며, 특히 

의료서비스 비용 증가와 지불 어려움에 한 우려가 높아질 것이

다”(Singapore Medical Association, 2007)

오늘날 싱가포르의 의사들은 그들의 전문적 수준, 지식, 의료서비스 제

공 상황(응급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이 

비용은 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과잉요금 청구

를 하지 않을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Ho, 2013). 그러나 호(2013)의 주

장과 같이 공공정책이 의료서비스를 시장경제에 맡긴 국가에서는 “의료

수가에 한 윤리적 제한”이 있다. 시민들은 의료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공동납입과 공제금과 같은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의료업계의 소비

자이기도 하다. 

32) 정보 불균형은 “거래에서 지식이 더 많은 측이 유리한” 상황을 의미한다(Web Finance 
Incorporation, 2013).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사들은 의료계에 해 도 많은 지식과 전
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 많은 힘이 있는 의사들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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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의료수가 가이드라인의 폐지 이후 싱가포르에는 직업적 윤리를 

위반하고 환자들에게 과잉요금을 청구하는 의사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사례는 수전 림 박사가 경과단계의 암 환자인 브루네이 왕비의 여동생에

게 총 2430만 싱가포르 달러를 청구한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Quah, 

2011). 이 사건에 해 일부 의사들은 SMA가 의사의 진찰료에 과도하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결장경 검사의인 프랜시스 

시오첸의 말처럼 “우리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사업가가 되었을 것이다”(Lum & Chuan, 2013). 그러나 그의 발

언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고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표하는 것이 아니

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사들에게 보다 큰 경제적 인센티브

가 존재한다. 

민간병원들은 재정 상담을 받을 의무를 갖지만 1차 진료 병원의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Singapore Medical Association, 2007). 따라서 의

사들에게는 의료비용을 임의로 조정할 자유가 있다. 과잉요금을 청구할

지 안 할지는 그들 자신의 윤리의식에 달려있다. 

 

5. 병원 부문

 

  가. Hospital formation and management

8개의 공공병원들 중에는 6개의 급성질병 담당 종합병원(SGH, NUH, 

CGH, TTSH, KTPH & AH), 그리고 여성 및 아동 병원(KKH)과 정신병

원(IMH)이 하나씩 있다(Ministry of Health , 2011).

정부에서는 모든 공공 급성 병원들과 전문센터들을 개혁하여 정부가 

전체를 소유하는 민간 회사로서 운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들

은 경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환자들의 필요에 더욱 즉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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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업적인 회계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경비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지고 재정적 규율과 책임의식이 강화되

었다. 공공병원들은 민간병원들과 달리 환자들에게 보조금 혜택이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로 매년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병원들

은 비영리기관과 같이 운영되며 보건부를 통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지

침을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회복기의 환자 

또는 노인들을 위한 중등도 간호를 위한 지역 병원들을 설립했다

(Ministry of Health , 2013).

민간병원들은 존재하고 가벼운 규제를 받고 있지만 보조금은 받지 않

는다. 정부에서는 민간병원들을 꼭 필요한 안적 혁신의 원천이자 업무 

벤치마킹을 위한 참고 상, 외국인 환자 서비스라는 사업활동의 주체로 

간주한다. 이 병원들은 싱가포르의 상위소득층과 외국인 환자들에 의해

서 거의 독점적으로 애용된다(Ramesh, 2008 ). 2000년에 싱가포르 병

원에서 진료를 받은 15만 명의 외국인 환자들은 부분 민간병원을 이용

했으며 이들의 숫자는 가까운 장래에 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Khoo, 2003).

싱가포르에는 현재 10개의 민간병원들이 있다(Ministry of Health , 

2013).(글렌이글스 병원,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 파크웨이 이스트 병

원, 마운트 앨버니아 병원, 톰슨 의료 센터, 래플즈 병원 등) 

 

  나. 주요 참여기관들의 역할과 목표

국립 의료 그룹(NHG)과 싱가포르 의료 그룹(싱헬스)은 MOH 홀딩스

가 전적으로 소유한 개별적인 민간회사들이다. “각각의 공공병원들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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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산드라 병원과 건강연구소 제외) NHG 또는 싱헬스가 전체를 소유한 

독립된 민간회사들이다.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의 수직적 통합을 증

진시키기 위해 외래환자 “종합병원”의 소유와 경영은 이 두 클러스터에 

맡겨졌다. 그 전에는 보건부가 직접 소유, 경영하는 종합병원들에 의해 1

차 진료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클러스터들은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

된 회사들로서 전분야의 급성, 전문의, 일반 외래환자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한다”(Ramesh, 2008 ).

 

1) 국립 의료 그룹(NHG)

NHG는 싱가포르의 공공의료 부문을 이끄는 회사이다. “의료서비스는 

9개의 1차 진료 종합병원들, 급성질병 및 3차 병원들, 국립 전문센터들, 

그리고 사업부서들의 통합된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된다”(National 

Healthcare Group, 2012)

 

2) 싱헬스

싱헬스는 공공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병상간호, 연구 및 교육”의 통합

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문적 의료서비스 클러스터인 싱헬스는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 변화를 위한 혁신을 추구한다. 또한 환자를 위한 새롭고 개선된 치료

와 간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최고의 임상 및 연구 능력을 개발한다

(SingHealt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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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병원 의사들의 교육 

의료 교육은 학 학부에서 학원생,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 까지 

평생 계속되는 과정이다. 의사들을 위한 전문의 교육은 기초교육과 심화

교육의 두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기초교육은 의사 등록 후 1년이 지난 

뒤 시작되며 보통 3년이 걸린다. 그 후 의사들은 의학석사(M Med)와 심

화 전문의 교육 등 더 높은 단계의 전문시험을 치를 자격을 갖게 된다. 

교육은 모든 공공 의과 학 부속병원과 국립 전문센터의 공인된 학과

에서 제공된다. 모든 교육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조언과 6개월 마다 실시

되는 평가를 위한 지정된 지도교수가 있다. 이것은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빨리 수정하기 위해 중요하다(Chew & Chee, 2005).

 

  라. 병원 재원

병원 경비의 부분은 이용자들에 의해 충당된다. 정부의 의료비 지출

은 상 적으로 낮아서 “싱가포르의 의료비 지출에서 공공 부문은 35%만

을 차지하고 나머지 65%는 민간 부문이 차지한다.” 

싱가포르 의료서비스 비용의 재원에는 환자들의 개인 지출을 비롯해서 

세금, 의무 저축(메디세이브), 보험(메디쉴드), 자산조사에 의한 지원(메

디펀드)이 포함된다.(Ramesh, 2008 )

 

6. 제약 부문

 

  가. 제약업계(Yeoh, 2008)

2000년 이 분야를 싱가포르 산업의 네 번째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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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생물의학(BMS) 계획이 수립되었다. 

BMS 계획은 제약, 생명공학, 의료공학 및 의료 서비스 산업을 상으로 

한다. BMS 부문의 발전을 위해 인적 자본, 지적 자본, 산업 자본(3Cs)에 

중점을 둔 통합 전략이 채택되었다. 

싱가포르의 BMS 계획에 관련된 세 기관은 경제개발청(EDB)에 소속된 

생물의학 그룹(BMSG), 역시 EDB 소속의 바이오 원 캐피털, 그리고 과학

기술연구청(A*STAR)에 소속된 생물의학연구위원회(BMRC)이다. 

BMSG는 관련산업 발전을 담당하고 바이오 원 캐피털은 싱가포르의 

경제적 파생효과를 주도하는 기업들에 한 전략적 투자를 책임지고 있

으며 BMRC는 공공부문의 조정 및 재원조달과 학술연구, 인적 자원 개발 

지원을 담당한다. 

싱가포르는 현재 공격적으로 장차 약품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생물학

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생물의약품 제조의 임계치를 신속하게 축적시키

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새로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유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년 내에 싱가포르는 이 분야에서 5건의 규

모 투자를 했으며 그 총액은 미화 15억 달러에 이른다. 

싱가포르에는 45개의 제약, 생명공학, 의료용품 제조 공장들이 있다. 

그 중 셰링 플라우는 제약분야의 최  투자자이자 고용업체로서 고정자

산 투자액이 미화 10억 달러를 상회한다. 

 

1) 연구

2003년 싱가포르는 통합 연구개발 단지인 바이오폴리스를 개설했다. 

이곳에는 9개의 공공 연구소와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들의 R&D 연구소

들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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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TBP)는 해외의 바이오생약 제조업체들을 

싱가포르로 유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TBP는 제조업체들을 

위해 도로, 배수 시설, 정보통신망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한 빠른 접

근성과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곳에는 현재 애보트, 

시바 비전, 제네테크, SK 바이올로지컬 등의 유수한 바이오생약, 의료기

술 업체들이 자리잡고 있다. 

 

3) 보건 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2011)

HAS의 의료제품 규제 그룹은 강력한 과학적, 응적 규제체제를 운영

함으로써 싱가포르의 생물의학 발전에 공헌한다. 이 조직은 의약품, 혁신

적 치료학, 의료기기들과 건강관련 상품들이 현명하게 규제되고 안전, 품

질, 효능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 과학청은 또한 

국가 의약품 정책 개발에도 기여한다.

시판 전 상품의 경우 HAS는 새로운 약품의 임상실험을 관리하고 싱가

포르에서 판매가 시작되기 전 이들 상품을 승인하는 일을 맡고 있다. 또

한 우수 제조 및 유통제품에 한 관리 업무도 담당한다. 

시판 후 상품과 관련해서 HAS는 시장에 유통 중인 건강 상품에 해 

규제감시 활동을 한다. 또한 미등록, 위조 또는 불량 상품 등의 불법 행위

에 한 조사와 법률 집행도 담당하고 있다. 

 

4) 싱가포르 약국 협의회

싱가포르 약국 협의회는 2007년 약사등록법에 의거하여 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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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성된 보건부 산하의 법정 위원회이다. 

약사등록법(PRA)의 5항에 명시된 이 협의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된 약사들 리스트의 관리 및 유지

2. PRA에 따라, 또는 협의회 자체에서 제한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

는 등록 신청의 허가 또는 거부

3. 등록된 약사들에 한 등록증명서와 업무증명서 발급

4. 적합한 정부당국을 상으로 싱가포르 내 학위관련 교육과정 및 시

험에 해 추천 

5. PRA에 따른 약사 등록을 원하는 개인들의 교육을 위한 기준, 가이

드라인 및 조치들의 규정과 시행 

6. 적합한 정부당국을 상으로 등록된 약사들의 훈련과 교육에 해 

추천 

7. 등록된 약사들의 행동과 윤리의 결정 및 규제 

8. PRA 하에서 실행이 필요한 일반적인 모든 조치와 행동 수행 

 

  나. 제조와 유통(Health Sciences Authority , 2013)

1) 우수제조기준

우수제조기준(GMP)은 의료제품들이 원래 용도에 의한 품질기준에 따

라 일관성 있게 생산되도록 하는 품질보증의 필수요소이다. 의약품법 하

에서 모든 의료제품들(“양약”과 “한의학 특허매약”(CPM) 모두 포함)의 

제조업체와 조립업체들은 GMP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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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유통기준

우수유통기준(GDP) 역시 품질보증의 필수요소이다. 이 기준에 따라 

관련 회사는 제품들이 항상 판매허가 또는 제품 설명서에 규정된 로 보

관 및 취급되어 보관, 운송, 유통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품

질시스템을 확립시켜야 한다. 

 

  다. 약사들의 교육 

약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4년의 학 교육을 거치는데 이중에는 3개

월의 직무 실습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졸업 즉시 그들은 병원 또는 소

매약국 등 훈련센터의 교육을 신청한다. 약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9개

월 간의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Pang, 2013).

 

  라. 제약 부문의 규제들 

싱가포르에서 제약분야의 주된 규제기관은 의약품 관리센터(CDA)로

서 이 기관은 의료기기 규제센터와 함께 의료제품 규제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의료제품 규제그룹은 보건과학청(HAS) 산하의 3  주요 그룹 중 

하나이다. 

2005년 6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은 제약분야 우수유통기준 증서를 위

한 제조소 총람(SMF)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

약품법 하에서 모든 의료제품의 제조업체와 조립업체들은 GDP에 따를 

의무가 있다. 증서를 받는 회사들은 기존 유통업무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들의 SMF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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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SMF에는 제품 저장, 유통절차 및 기타 유통

처에서 실행되는 모든 유통 업무에 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더 구

체적으로 SMF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는(1) 일반 정보(2) 직원 정보(3) 

부지 및 시설(4) 재고 처리 및 관리(5) 문서 정보(6) 제품 불만 및 회수(7) 

자체 감사 그리고(8) 계약 활동이다. 전체적으로 SMF는 약 25~30 페이

지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HAS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한

다”(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13, p. 66)

 

1) 보건과학청(HSA) 

싱가포르의 보건과학청(HAS)은 의약품과 기타 건강관련 제품들을 규

제한다. HAS의 권한에는 의약품법, 독극물법, 의약품 판매법, 의약품(광

고 및 판매) 법 등 매우 다양한 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들을 통해 

HAS는 싱가포르 국내의 건강관련 제품들의 제조, 수입, 유통, 홍보, 판매

를 관리한다.(Spruson & Ferguson, 2005)

 

2) 건강계획 규제위원회(HPRG)(Ministry of Health, 2011)

건강계획 규제위원회(HPRG)는 “싱가포르의 의료제품과 건강관련 제

품들이 안전, 품질, 효능 면에서 적합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공 보건을 지킨다. 

HPRG에서는 의료제품이 싱가포르에서 판매허가를 받기 전에 시판 전 

평가를 수행한다. 현재 규제 상인 제품들은 양약제품, 한의학 특허매약, 

그리고 화장품이다. 건강 보조식품에 한 규제 체계도 개발되고 있다. 

HPRG는 또한 싱가포르의 임상실험 규제 및 의료전문가와 중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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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편파성 없는 의약품 정보의 제공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흡연

을 줄이고 공공보건을 증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흡연

(담배 광고 및 판매 규제)법의 관리와 집행 업무도 하고 있다. 

HPRG는 의약품법, 독극물법, 의약품 판매법, 의약품(광고 및 판매) 

법, 의약품 남용 규정에 따라 의료제품과 기타 건강관련 제품들을 규제한

다. 시판 후 규제활동으로는 품질감시 프로그램, 정기 점검, 그리고 법 위

반에 한 조사활동 등이 있다. 필요시에는 법 위반자들을 상으로 법정 

기소 등의 사법조치들을 취한다. 

의사와 기타 의료 전문가들이 약품 거부반응을 자발적으로 보고할 경

우 이것은 HPRG가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에 한 경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된다. 

HPRG는 또한 현재의 국제 우수제조기준(GMP) 및 우수유통기준

(GDP)에 의거하여 약품제조업체와 수입/도매상인들에 한 검사와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과 제조업체에

서 유통업체, 소매상으로 연결되는 공급망을 통해 품질이 계속 보존되도

록 관리한다.  

 

3) 혁신치료그룹(ITG)(Ministry of Health, 2011)

ITG의 전신은 의약품평가센터(CDE)이다. CDE는 1998년 보건부와 

현재 과학기술연구청(A*Star)으로 이름이 바뀐 국립 과학기술 위원회의 

공동 협력에 의해 보건부 산하에 설립되었다. 

ITG는 여전히 A*Star 의 지원 하에 싱가포르에서 신약의 등록 전 평가

를 위해 전문지식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그룹은 싱

가포르가 해당지역의 의료분야 허브이자 세계적인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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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일부분을 담당한다. 

싱가포르의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이 발전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과 생명공학 제품들의 등록을 지원하

는 일이 중요해졌다. ITG는 싱가포르와 관련 지역에 새롭고 혁신적인 고

품질의 의약품들, 특히 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들의 치료약품들

이 시의 적절하게 도입되고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제3절 의료서비스 정책의 분석
 

1. 현 의료정책들의 평가

 

  가. 의료저축계좌

경제학자들과 기타 다른 분야의 학자들은 의료저축계좌(MSA)의 효율

성과 효과에 해 엇갈린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개인들의 인센티브에 

한 왜곡 없는 효과, 고용주들(과 고용인들)의 면세 기여금, 기타 혜택들이 

주어지는 MSA는 싱가포르에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재원조달 시스템으

로 인식되어 왔다(Chia & Tsui, 2005). 학자들은 분명히 이 재원 시스템

이 “개인적 책임”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증진시켰다는데 동의한다. 예를 

들면 함(2001)은 MSA가 환자들이 고품질 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재원의 신중한 이용과 원가의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p.741). 이것은 따라서 “제3자 재원조달과 관련된 의료서

비스의 과잉소비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적 해이에 의한 복지손실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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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써 효율성 증가를 가져온다”(Chia & Tsui, 2005).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의료서비스 재원조달에서 “개인적 책임”의 개념

이 정부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부

족한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Barr, 2001). 쇼트(2002) 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공공제도를 연구하고 

미국의 메디케어 자료에 기반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 MSA

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정한 것이 아니며 공공자금 지원 시스템에서 불

평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학자들은 또한 MSA가 의료서비스를 상업화시켰고 시민들의 정부보조

금에 한 의존도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바(2001)는 의무저축제도

(메디세이브)의 도입이 자유방임적인 의료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

라 정부자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서비스에 시장의 힘을 도입하려는 담한 

시도였다고 말했다. 마사로와 웡(1995)은 더 나아가서 정부가 가격을 삭

감하려는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개혁의 초점

이라고 공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가격억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Barr, 2001, p. 13)

싱가포르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서 많은 학자들은 노인들의 장

기의료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MSA의 유효성에 해 우

려를 표명했다. 오늘날 싱가포르는 부양비 증가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퇴한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일하는 성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

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 재원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는 당분간 보조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의료서비스 비용

의 증가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부 학자들은 비용증가에 따라 

정부가 의료비 지출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Li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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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 정책들 

 

  가) 캠페인

캠페인은 건강한 생활방식의 중요성과 특정 질병들의 위험에 한 사

람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이다. 싱가포르의 통치 초기부터 “건강을 유

지하자. 뇌졸중에 맞서자” 캠페인 등 수많은 홍보 캠페인들이 시행되었

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러한 캠페인들의 성공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

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유지하자. 뇌졸중에 맞서자”라는 슬로건은 제한된 

효과만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건강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54%의 

싱가포르 인들이 운동을 전혀 안하며 단지 16%만이 주 3회 20분 이상 심

혈관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isman, 2006, p. 136)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싱가포르에서는 독특한 의명분을 내세우는 

캠페인들이 성공을 거두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

폼들이 등장하여 이들 캠페인의 홍보 프로그램들을 증진시키는데 한 몫

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2년 “나는 끊는다 – 반흡연에서 친금연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금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캠페인

은 많은 접점을 통해 금연을 독려하는 환경을 만들어냄으로써 금연을 고

무시키고 여러 수단, 재원 및 금연클럽을 통해 이에 한 지원을 이끌어냈

다. 그 결과 흡연자 둘 중 한 명이 금연에 한 걸음 다가섰고 성공률은 국제 

평균의 3배에 이르렀다.(Haymarket Media Group, 2012). 따라서 효

과적인 홍보전략이 있다면 캠페인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 정부부처의 예방조치들(Reisman, 2006)

교육부는 건강한 생활방식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건강검진을 활성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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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학교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력검사 및 관련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학교 건강 프로그램은 과체중 아동들에게 저칼로리 음식에 해 알

려주고 충분한 운동을 하도록 하는 ‘날씬하고 건강하게’ 프로그램(TAF)

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 배수시설, 안전한 물과 위생, 음식기준과 공기오

염의 규제, 무연 휘발유 이외의 휘발유 금지와 식수의 불소첨가를 담당한다. 

2.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들

 

  가. 메디세이브 

1일 의료비와 의료행위 종류에 제한을 둠으로써 과도한 메디세이브 적

립금을 인출하는 잠재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비 인상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추가 비용이 개인비용 지출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불

리한 요소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인출액 한도를 의료비 인상에 맞춰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질문이 제기되었다(Barr, 2001; 

Hong & Teng, 2008). 홍과 텅(2008) 은 또한 노인 의료서비스의 높은 

차별원가 때문에 인출액 한도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언급한다. 뿐만 아

니라 “지역적 상황에서 배상방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보다 세심한 조정과 

변경, 예를 들면 환자구성 지원 또는 DRG 타입 지불방식의 도입이나 의

료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상 가치에 따른 요금 스케줄 등이 필요하

다”(Hong & Teng, 2008).

 

  나. 메디쉴드의 확장 

현 메디쉴드의 보장범위를 확장시켜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포함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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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강력한 논거가 있다. 노인들의 중증질병 발병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상업 보험에서는 이와 같은 보장이 수익 면에서나 시행 가능성 측면에서

나 불가능할 것이다. 모든 공공 프로그램에서 비용효과가 주요 고려사항

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메디쉴드의 무제한적 확장은 재정적

으로 경솔한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사회정의와 연 의 개념에 

따라 적어도 인구의 평균 기 수명에 이를 때까지 국가 의료보험 프로그

램에 한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

겨지고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의 평균 기 수명은 75세를 상회한다.

 

  다. 공급자 중심 개혁: 1차 진료 담당의사

의료서비스의 공급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점은 1차 진료 담당의사의 

역할이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두 개의 만성질환을 한꺼

번에 가진’ 노인 환자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종합적 의료

팀의 개념을 확장시켜 ‘내과의사의 수술 팀 참여’를 통해 ‘의료의 연속성’

을 보장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 위험에 대한 공동 대응 

위험 분담의 개념은 ‘개인의 평생에 걸친 의료서비스 지출과 관련된 연

간 위험’과 관련된다. 우리가 메디세이브 계좌에 계속 납부하는 적립금이 

갑작스러운 질병의 재정적 부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메디세이브 제

도의 원칙에도 이 개념이 내포되어있다. 하지만 위험 분담의 또 다른 측

면에는 자원들의 ‘통합 관리(pooling)’도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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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상쇄시켜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

본적으로 ‘자원을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암묵

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으로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의료서비스 제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그 이유는 우리가 내는 돈이 ‘공동 자금’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가 의료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저축으로 돈을 모으기’ 때문이다(Lim, 

2004). 싱가포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슈가 인구 고령화 

추세와 높은 소득 격차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방향의 

개혁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위험 분담의 존재는 ‘의료비 지출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크게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공익을 폭넓게 증진시킨다’. 동시에 위험분담 자금

의 크기, 자금에 공동 참여하는 회원제 등 이 제도의 구조에 해 많은 결

정들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Smith, Witt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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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공의료

제2절 민간 의료

제3절 의료서비스 재정지원

제4절 말레이시아 의료제도의 관리

제5절 의료정책 분석

제6절 제안





 

인구 2,900만 명의 말레이시아에서는 공공과 민간에 의해 보편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약 37%가 20세 미만인 반

면 8%가 60세 이상이다.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적이다. 말레이시

아의 경제적 안정은 국민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빠른 도

시화와 시골-도시 이주는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인 국민들에게 잠재적 

건강 이슈를 유발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구 중 약 63%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junid, n.d ; Ministry of Health 

[MOH], 2011; Ramli, 2008). 

제1절 공공 의료 

1957년 독립 후 말레이시아는 국내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표

되는 의료 체계를 수립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경제 안정과 성장에 있어 

인적 자본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면서 의료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관심 분

야 중 하나가 되었다. 공공 의료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보건 산업이 되

었으며 정부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OE),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MOD)가 말레이시아의 공공 의료 공급자이다. 

교육부는 학문과 의료 연구를 위해 국내에 최소 3개의 학 병원을 운영

말레이시아의 
건강보장 체계

<<7



174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군인과 그 가족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몇 개의 

군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주요 공공 의료 공급자는 

보건부며 외래 환자의 치료 간호에서부터 예방과 건강 증진에 이르기까

지 의료 서비스를 담당한다(Country Report, 2006; Hamidy, n.d).

〔그림 7-1〕 말레이시아의 공공 의료 공급자 

 

1. 제공 체계의 일반적인 특징 

3가지 주요 시설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공공 의료(public healthcare: 

PHC)가 국민들에게 제공된다(보건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1차 진료, 2

차 진료, 3차 진료). 원래 이 체계의 목적은 과거 말레이시아에서 의료 서

비스를 제 로 받지 못하는 80%의 시골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었다(Yadav & Ghani, 2001). 공공 의료는 의료보건공무원의 감

독 하에 주 건강센터, 건강 서브센터, 산파 클리닉의 3단계 구조로 처음 

시작되었다. 나중에 이 체계는 주 건강 센터와 건강 서브 센터를 건강 센

터로 통합하고 산파 클리닉을 지역사회 클리닉으로 명명하여 2단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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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업그레이드되었다. 건강센터와 지역사회 클리닉을 통해 공공 의료는 

모자 건강, 학생, 청소년, 성인, 노인의 건강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예방과 증진 목적에 기반하였다(Aniza et 

al., 2008, Yadav & Ghani, 2001). 

현재 말레이시아는 빠른 도시화와 시골-도시 이주로 인해 긍정적인 결

과를 얻었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에 직면해 있다. 청소년 비행, 약물 

중독, STD와 HIV/AIDS, 정신 건강 문제, 10  임신, 안전하지 않은 낙

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을 잠재적으로 위협했고 이

에 응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한 기존의 공공 의료 확 가 

필요했다(Yadav & Ghani, 2001). 정부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의 

1차 진료를 확 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 프로그램, 청소년 건강 프로그

램, 노인 간호, 정신 건강, 장애 아동 간호, 체 분만원, 지역사회 재활, 

체 의학, 가족 계획, 가정 방문, 예방접종, 영양 증진과 교육, 치과 서비

스, 비전염병과 만성 질환 관리(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암, 부상)가 포함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목적은 치료와 재활 관리를 예방과 증

진으로 확 하는 것이다(Aniza et al., 2008; Country Report, 2006; 

MOH, 2008; Noh & Jaafar, 2011; Ramli, 2008). 

현재 1차 진료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4개의 하위 

부서를 설립했다. 첫 번째 부서는 태아와 아동 건강, 학교 의료 서비스, 

청소년 건강, 여성 건강, 노인 건강, 재활을 담당하는 가족건강부이다. 두 

번째 부서인 영양부는 영양을 바로 잡고 증진하는 활동을 모니터링 한다. 

세 번째 부서는 운영 정책, 인프라, 의료 기술, 보건 인력의 경력 개발을 

담당한다. 정신보건관리부가 네 번째 부서로서 정신 보건관리 프로그램

의 실행을 담당한다(Aniza et al., 2008). 오늘날 공공 의료는 개인, 가

족, 지역사회 모두에 혜택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의료 체계다. 또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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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고 공평하며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건강관리에 있어 처음 접촉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1년 현재 1차 진료를 위해 879개 건강 클리닉, 1,864개 지역사회 클

리닉, 106개의 모자 클리닉, 211개의 이동식 클리닉이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MOH, 2011; Noh et al., n.d.).  

 2차 진료와 3차 진료는 공공 의료 체계의 다음의 두 시설에서 제공된

다. 2차 진료는 구역 병원이 제공하고 3차 진료는 위탁/지역 병원이 제공

한다. 2차와 3차 기능 모두 전국적인 위탁 체계 아래에서 일반적인 외래

환자와 병원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체계에 따라 지정 병원에

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수도에 있는 국립 위탁 병원, 주립 

병원, 선정된 구역 병원이 해당된다. 138개 보건부 병원, 38,394 침상에

서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Hamidy, n.d.; MOH, 2011; 

Yu,Whynes & Sach, 2008).

말레이시아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에서 가장 최근 발전사항은 병

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과 텔레헬스 플래그

십 애플리케이션(Telehealth Flagship Application)의 구현이다. 

1990년 보건부는 공중 보건 시설의 행정, 재무, 환자 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공 병원에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으로서 병

원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병원정보시스템은 병원 운영과 시스템에 한 

결정, 계획, 이행,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적합한 형

태로 올바른 곳에서 각 관리 단계에 제공한다. 또한 보다 적합한 의료 서

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제안을 할 수 있게 하여 환

자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Aniza et al., 2010). 텔레헬스는 

말레이시아 공공 의료 체계에서 또 다른 국가 건강 프로젝트이다. 이 프

로젝트는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보다 사전에 매끄럽고 지속적인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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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1997년 구현되었다. 텔레헬스는 1차 진료 센

터와 2차 진료의 통합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Marzuki, Ismail, 

Mohsein & Ehsan, 2012). 오늘날 유아 사망률은 크게 감소했다. 여러 

전염병(뎅기열, 말라리아, 결핵, 심지어 HIV/AIDS)과 비전염병의 발생

률이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체로 접근이 쉽고 공평하며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MOH, 2011; Yadav & Ghani, 2001; Yu,Whynes & Sach, 

2008). 

〔그림 7-2〕 말레이시아의 공공 의료 제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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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상태 

  가. 기대 수명

출생 시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기  수명은 길었다. 해가 갈수록 이들의 

기  수명은 늘어났지만 여성과 남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

어, 2002년 조사에 따르면 출생 시 기  수명은 남성의 경우 70.8세이며 

여성은 75.3세였다. 2005년에는 남성의 경우 71.8세, 여성의 경우 76.2

세였다. 2010년 기  수명 조사에 따르면 기  수명이 늘어나 남성은 

71.9세, 여성은 77.0세가 되었다. 국민들의 영양 상태와 사회경제 발전, 

효과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로 인해 이처럼 규칙적으로 기  수명이 증가

하고 있다(MOH, 2011; Ramli, 2008; Yu,Whynes & Sach, 2008).

  나. 질병(전염병과 비전염병) 발생률

말레이시아는 전염병과 비전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으며 오랜 

기간 전염병과 비전염병의 카테고리에서 건강 이슈를 지속적으로 경험하

고 있다. 2011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률이 높은 상위 6개 전염병(CD)은 

결핵(TB), 뎅기열, 식중독, 수족구병(HFMD), 말라리아, HIV/AIDS이었

다(MOH, 2012). 결핵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는 중간 수준의 결핵 부담 

국가 중 하나이다. 결핵은 지난 20년 동안 다소 변화를 보이면서 오늘날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국민의 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되

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조사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2.6명이었으며 10만 명당 사망률은 17명이었다. 2009

년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64.00명이었다. 2011년 발생률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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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0만 명당 71.3명이었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68명이었다

(MOH, 2012). 

결핵의 뒤를 이어 뎅기열에 많은 이들이 전염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여러 건의 사망을 유발했다. 예를 들어, 2010년 뎅기열 환자 19,884명이 

발견되었고 36명이 사망했다. 효과적인 통제 조치 덕분에 2011년에는 

뎅기열 사망률은 0건이었지만 2011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63.75으

로 여전히 공공 의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MOH, 2011; MOH, 2012). 

말라리아는 공중 보건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다. 효과적인 조

치를 통해 정부가 말라리아를 통제하여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2001

년 37.0에서 2011년 18.32, 사망률은 0.006으로 낮추었지만 말라리아

는 말레이시아 동부 주 사바(Sabah)와 사라와크(Sarawak )를 중심으로 

여전히 시골 주민들을 위협하는 두드러진 질병이다(MOH, 2011). 

또한 식중독도 중 한 전염병이다. 2011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56.25이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0.03으로 낮다. HFMD 유병률은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더 높다. 인구 10만 명당 2012년 HFMD 발생률은 

24.17건이었으며 같은 해 사망률은 0이었다. HIV/AIDS도 부담스러운 

질병으로서 약물 사용자의 마약 복용자의 마약 주사 투약으로 인해 발생

한다. 이 질병은 1988년 첫 사례 발견 후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우

려사항이 되었다. 실행 가능한 메커니즘과 프로그램을 통해 HIV/AIDS

에 적극 응하고 있다. 따라서 HIV/AIDS 발생률은 2002년부터 2011

년 사이에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002년 28.4, 2005년 

23.4, 2011년 12.2이었다. 약물주사 사용자, 성매매 종사자, 성전환자 

인구가 이 질병에 취약했다(MOH, 2011; WHO, 2010). 

토착민 지역사회에 유입된 합법/불법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난민도 

결핵, 뎅기열, 말라리아, HIV/AIDS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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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실행 가능한 법안, 정책, 전략, 메커니즘, 지역사회 정보, 동원을 통

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응했다. 그러나 이

들의 지속적인 발생과 사망률은 이러한 응조치를 구현하는데 있어 계

층간 격차와 제약사항에 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WHO, 2010). 

또한 비전염병은 몇 년에 걸쳐 사망과 장애를 상당히 유발하고 있다. 

가장 흔한 질병으로는 심장병,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질환, 특정 감염 

질환, 기생충 질환, 종양, 부상(사고)이 포함되었다(MOH, 2011; WHO, 

2010). 비활동적인 신체적 움직임, 과일과 야채의 섭취 부족, 흡연, 고혈

압,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과 같은 여러 위험 인자들의 가장 높

은 유병률이 말레이시아에서 비전염병의 꾸준한 발생에 기여했다(WHO, 

2010). 2006년 25-64세의 말레이시아 국민 약 1,160만 명이 비전염병

에 해 적어도 하나의 위험 인자를 경험했다. 고혈압은 30세 이상 국민

에게 여전히 가장 만연한 위험 인자였다. 고혈압은 1996년 32.9%, 2004

년 40.5%, 2006년 32.2%, 2007년 32.7%로 만연했다. 또한 비만은 15

세 이상에게 흔한 위험 인자로서 2006년 11.7%로 만연했으며 당뇨병은 

2010년 18.2%, 2011년 15.6%로 만연했다(MOH, 2011; Ramli, 

2008). 말레이시아의 비전염병을 다루기 위해 정부는 홍보(건강한 라이

프스타일 홍보와 건강한 식습관 홍보), 건강 교육과 캠페인(금연 캠페인), 

상담(영양 상담) 등 여러 계획을 실행했다(MO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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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전염병과 비전염병 발생률 

(단위: 명, %)

전염병
발생률

(인구 10명당)
사망률 

결핵(TB) 71.35  5.68

뎅기열 63.75  0.00

식중독 56.25  0.03

수족구병(GHMD) 24.17  0.00

말라리아 18.32  0.06

HIV/AIDS 16.62  2.37 

비전염병 사망자 수 비율

순환계 질환 12,282 25.64

호흡계 질환  9,332 19.48

특정 감염 질환과 기생충 질환  8,152 17.02

종양  5,328 11.12

소화계 질환  2,479  5.18

부상(사고)  2,407  5.03

자료: Ministry of Health, Malaysia(2011) 

  다. 유아 사망률

지난 40년 동안 말레이시아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모성사

망률(maternal mortality rate: MMR), 유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 IMR), 신생아사망률(neonatal mortality rate: NMR)은 모두 

1971년 이후 감소했다. 1971년 신생아 1,000명당 1.1이던 모성사망률

은 1981년 0.5, 1991년 0.2, 2001년 0.4, 2010년 0.3, 2011년 0.3으

로 감소했다. 유아사망률은 1971년 신생아 1,000명당 37.2에서 1981년 

19.9, 1991년 12.5, 2001년 5.7, 2010년 6.8, 2011년 6.6으로 감소했

다. 마찬가지로 신생아 1,000명당 20.8이었던 신생아사망률은 1981년 

12.3, 1991년 8.1, 2001년 3.6, 2010년 4.4, 2011년 4.2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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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홍보,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 면역력, 환경 상태, 보건부의 체

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러한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된다(MOH, 

2011).

〈표 7-2〉 말레이시아 유아 사망률(1971-2011)

(단위: 신생아 1,000명 당 수)

사망률의 구분 1971 1981 1991 2001 2010 2011

유아사망률(IMR) 37.2 19.9 12.5 5.7 6.8 6.6

신생아사망률(NMR) 20.8 12.3  8.1 3.6 4.4 4.2

모성사망률(MMR)  1.1  0.5  0.2 0.4 0.3 0.3

자료: Ministry of Health, Malaysia(2011)

제2절 민간 의료 

40년 전부터 시작된 민간 의료는 매우 상업화되었고 수익을 기반으로 

하며 말레이시아의 부유층에 의해 혜택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의료 서비스 체계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 민간의료시설서비스법

(Private Healthcare Facilities and Services Act)을 통해 민간 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Suleiman et al., 1998; Yu, 

Whynes & Sach, 2008).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260만 명의 주민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

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인식도 증가하고 중

산층도 확 되며 계속해서 인구 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 모든 것은 

의료 서비스 개선에 한 수요 증가로 귀결된다. 노령 인구와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민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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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수입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계층은 공공 

병원의 높은 업무량 때문에 민간 의료에 의존한다. 또한 증가하는 중산층

은 민간 보험의 가치와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이에 비해 과거에는 생명 

보험에만 초점을 두었다) 민간 병원을 보다 많이 활용하려고 한다, 게다

가 말레이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더 많은 검사와 건강 검진 덕분에) 복잡

한 질병에 한 진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치료와 수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Frost & Sullivan, 2013).

말레이시아의 민간 의료 센터는 보건부로부터 승인과 면허를 받는다. 

부분의 민간 의료 센터가 MS ISO 9002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품질 기준이나 말레이시아 보건품질 사회(Malaysian Society for 

Quality of Health)의 승인을 위한 증명서를 획득했다. 5년 내에 새로운 

병원의 완공이 예상되고 말레이시아에서 신규 분야에 진행 중인 투자 덕

분에 민간 병원 시장 규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8%의 연평균 성

장률로 2016년 약 5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 말레

이시아의 민간 병원은 220개였으며 2018년까지 239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Simrit, 2013).

이들 병원 부분은 몇 개의 주요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운영하는 보다 

광범위한 병원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 민간 병원 외에도 다른 민간 의료 

서비스 시설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덕분에 조산원, 양로원, 외래진료

센터, 혈액은행, 혈액투석센터, 복합 시설과 같은 민간 의료를 더욱 개선

하고 있다(Eve, 2013). 

동부 말레이시아와 서부 말레이시아 사이에는 서비스 접근에 한 격

차가 존재하며 이는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접근성의 격차를 감

안하고 공공-민간 연계 시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환자가 의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하는 것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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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프라뿐 이러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즉 도로/철도망)이다

(Durrishah, 2013).

공공 보험에 한 기존의 낮은 가입률과 의료비용 상승은 민간보험 기

업들을 위한 거 한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현재 말

레이시아에는 주요 민간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연계해 다양한 보험사가 

활동 중이며 이들은 국내 환자의 많은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패키

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해외 

의료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Malaysia 

Medical Insurance Organization: MMIO, 2013).

공공 부문과 비교해 말레이시아의 민간 부문의 의료 전문성은 이 지역

에서 최고로 손꼽히고 있으며 부분의 민간 병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받

는 기준을 충족시킨다. 모든 민간 의료 센터는 매년 보건부의 승인과 면

허를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등록된 의사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교

육과 훈련을 받았다. 민간 병원과 클리닉의 장비는 호화롭고 선진국 기준

을 충족시킨다. 다음 표는 지난 몇 년간 민간 병원과 침상의 증가를 보여

준다(Teo, 2013).

〈표 7-3〉 말레이시아의 공공 병원, 민간 병원, 침상, 등록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수 

연도 공공 병원 침상 민간 병원 침상 
의사 & 
치과의사 

2004 120 34,573 224  9,547 17,763

2005 125 34,414 218 10,452 20,796

2006 128 34,761 222 10,794 22,856

2007 134 35,739 223 11,637 24,877

2008 136 35,004 209 11,689 28,742

2009 136 3,5004 209 12,216 34,103

2010 137 37,793 217 13,186 36,789

자료: Healthcare Malaysi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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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료 서비스 재정지원

말레이시아의 의료 서비스 체계는 지난 20년 동안 근본적으로 바뀌었

다. 식민 시절, 주로 도시를 기반으로 의료 체계는 식민지 정부의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켰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 재정은 과세를 통해 제공되

었다. 말레이시아의 첫 비기여 의료 체계를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영국 

식민지 통치자들이었다(Chooi, 2012). 

국가 공무원은 완전히 무료 또는 상당한 보조금을 받는 병원 진료를 받

을 수 있었고 치료 과정 동안 병동에서 순위 체계가 지켜졌다. 그러나 공

공 병원도 일반 중을 위한 복지 모델의 일부 특징을 받아들였다. 일반 

시민은 입원과 외래 모두에 있어 무료로 또는 상당한 보조금을 받는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부유층만이 추가적인 일반 시설을 갖춘 병동을 

이용했다(Chua & Cheah, 2012).

1957년 독립 후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보다 오랜 기간 누릴 수 있었다. 중앙 정부의 과세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았고 병원 진료를 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제공했다. 의료 서비스

에 한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투자자, 민

간 소유 서비스, 전문 클리닉과 협력하여 의료 서비스를 빠르게 확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있을 국립건강보장기금(National Health 

Security Fund)은 말레이시아의 의료를 세금 기반 체계에서 사회적 건

강 재정지원 체계로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의료 체계는 세제 정책, 사회보장조직(Social Security Ogranization: 

SOCSO)과 종업원적립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에 한 

기여를 통해 주로 지원을 받는다. 공공 의료 지출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

존하며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 은퇴자, 일반 시민은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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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받는다. 병원의 의료 외 진료도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외래 클리

닉에서 1차 진료에 해 명목상의 금액을 청구한다. 모든 말레이시아 국

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증이 

없는 경우 위급시에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국가와 상호간의 의료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영주권이 있는 시민만

이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객과 여행객은 민간 의료 시설

에 의존해야 한다(Chee & Simon, 2007).

1. 공공 부문을 위한 의료 재정지원 

정부는 사회 부문 개발 예산 중 5%를 공공 의료에 투입한다. 말레이시

아 정부는 세금 기반의 의료 재정지원을 바꾸는데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회 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증

가하는 공중 보건 지출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없

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 지출은 분명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과 

GDP 비 상 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본인부담

(out-of-pocket)은 총 의료 지출의 40% 미만이다. 세제 기반의 재정지

원 메커니즘은 취약한 인구를 위한 포괄적 사회 안전망과 말레이시아를 

위한 국가적 준비 체계로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Chua, 2010). 

의료 체계의 90%가 말레이시아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Malaysia 

Healthcare and Pharmaceuticals Report, 2010). 정부 병원에서 치

료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A&E(Accident and Emergency) 또는 정부 

건강 클리닉(KlinikKesihatan)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에 해 RM1이 청

구된다. 전문의 클리닉(KlinikPakar)에 해 방문당 RM5를 청구하고 의

사의 상담/검사/치료를 포함해 RM15를 청구한다. 병동 내 환자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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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4회 식사(아침/점심/티타임/저녁), 간호, 의사 상담, 검사, 치료

를 포함해 하루 RM10을 청구한다. 

말레이시아의 의료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

이다. 치료적 진료에 한 의료 지출의 증가율은 11%이며 지난 10년 동안 

평균 57%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19.07% 상승했고 2006년에는 

12.6% 감소했다. 2007년에는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64.13%의 급

격한 상승을 보였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6.31%, 11.91% 상승했다(Healthcare Malaysia, 2011).

〈표 7-4〉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의 의료 지출 

연도 
보건부 예산 

(단위: 10억 링깃) 
증감 
in %

주민
(단위: 100만) 

인당 지출
(단위: 1,000 링깃) 

2005  8,997.01 19.07 25.58 352

2006  7,860.43 -12.6 26.13 301

2007  7,860.20 0.0033 26.64 327

2008 12,901.86 64.14 27.73 465

2009 13,716.04 6.31 28.31 484

2010 15,349.10 11.91 28.7 542

자료: Healthcare Malaysia(2011)

2. 의약품 지출

의약품의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레이시

아의 건강 지출 중 확실히 증가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의약품에 관한 지

출은 보건부의 총 운영 경비 중 보다 적게 차지하고 있다. 의약품의 차지

하는 부분은 2003년 12%를 기록했고 2007년 2%의 미미한 증가를 보였

다. 최근 몇 년간 보건부의 공공 병원과 건강 클리닉에서 의약품에 한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의약품에 한 총 지출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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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만 링깃이었으며 이는 2008년 15억1,000만 링깃으로 약 4배(397%) 

증가했다. 연간 평균 40% 증가한 것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의약품 총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말레이시아 주는 각

자의 연간 의약품 지출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Chan, Izham, Asrul, 

Salmah, 2011). 

 

〈표 7-5〉 한눈에 보는 의약품에 대한 지난 몇 년간의 지출 

연도 지출(단위: 10억 링깃)

2008 1.510

2009 1.887

2010 2.358

2011 5.23

2012 6.5

자료: Malaysia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2012)

3. 민간 부문을 위한 의료 재정지원 

민간 부문 근로자는 다양한 보험 계약을 이용할 수 있지만 민간 건강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 소득, 계약 유형, 보장

을 기반으로 다양한 보험료로 구성된 여러 가지 보험 계약이 소개되고 있

다. 각 부문의 고용주는 보험 패키지를 통해 복지와 건강 급여를 제공하

기 위해 건강 보험사(Managed Care Organization: MCO)와 협상을 

할 수 있다. 보건부 지출을 위한 연간 재정지원은 국가 예산에서 배정된

다. 여기에 더하여, 공식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종업원적립기금(EPF)에 

매월 납입을 해야 한다. 매월 3,000 링깃 미만을 받는 모든 민간 기업 근

로자는 사회보장조직(SOCSO) 회원의 산재에 해 의료 보험금을 제공

하는 제도에 최소 납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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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납입과 보장이 명목적이기 때문에 이들(SOCSO & EPF)에 한 

납입이 말레이시아 의료 지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되고 있

다.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때 본인부담 경비가 발생하며 의료 지

출에 한 수익자의 기여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이다. 말레이시아의 의료 

지출에 한 사용자의 납입 기여가 2% 미만으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국내 

세제 정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 산업과 민간 의료 업무

를 모니터링하고 의료 보험과 치료비 구조를 규제하는 법, 지침,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어 있다(Chua & Cheah, 2012).

4. 말레이시아의 보험의 시작

과거 영국과 미국 회사들이 독점을 누리고 보험 산업을 장악했다. 동시

에 국내 회사들도 보험 계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 지원 정책

을 통해 국내 회사에게 투자와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을 설득했다. 그러

나 적절한 보장 없이 일부 회사가 파산하면서 고객에게는 무가치한 보험 

계약이 남게 되었고 일부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보험 업무를 다시 체계적

으로 만들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1963년 보험법(Insurance Act)을 

도입했다. 

5. 말레이시아의 보험 유형

현재 9개의 타카풀(Takaful: 이슬람 법에 따른 브랜드 보험)과 16개의 

생명보험사가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다(Manulife, 2013). 일반적

으로 말레이시아에는 보험 가입자를 위해 2가지 유형의 의료 보험이 존

재한다: 건강관리조직(Health Maintainance Organization)이라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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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부르는 관리의료(managed care)와 손해보상(indemnity). 일반적으

로 의료건강보험(medical health insurance: MHI) 계약은 보장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입원비와 건강관리 서비스 비

용 등 민간 의료 치료 비용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면허가 있는 보

험사가 이러한 보장을 제공한다. 의료건강보험 보험계약은 다양한 입원

비와 의료비 지급을 재정 지원을 한다. 이러한 비용은 병실과 식사, 전문

가와 수술비, 의료 장비, 서비스를 포함한다. 의료건강보험 보험계약은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유용할 것이다

(Malaysia Medical Insurance Organization, 2013). 다음은 말레이

시아 보험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보험 계약이다.

· 입원환자와 입원 보험  

· 외래환자 보험  

· 긴급 피난 보험 

· 출산과 임신 보험  

· 치과 보험 

· 체 요법과 한방 보험 

· 신생아 보험  

· 만성 질환 보험  

· 기존 병력 보험 

6. 말레이시아의 외국인을 위한 건강 보험 

말레이시아 회사가 고용한 외국인도 공공과 민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치료를 위해 체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다음은 정

부 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와 각 비용의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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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외국 국적자를 위한 외래환자 청구액

외래환자 청구액(의료 정가 A)

시설 유형 일일 비용(단위: 링깃)

1. 일반의 치료

외래 치료 15

X-Ray 서비스 50

아동 의료 서비스 15

산부인과 치료 15

산후 서비스 15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 서비스(요청 시) 100

황열병 예방접종 90

2. 전문의 치료

외래 전문의 치료(상담과 약물만 해당; 검사 제외)

  a) 1차 방문 60

  b) 이후 방문 60

산부인과 치료 15

사고 & 응급 치료 50

병원 비용(의료 정가 B)

시설 유형 일일 비용(단위: 링깃)

1. 병실 

1인실 160

2인실 115

3인실 80

4인실 80

5인실 80

6인실 60

8인실 40

분만실 250

2. 분만 유형  

정상 분만 500

제왕절개 1000

쌍둥이 800

겸자 분만, 흡인 분만, 골반위 분만 600

 

자료: Ministry of Health(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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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말레이시아 의료제도의 관리 

1. 공공 의료 관리 

말레이시아의 공공 의료는 5개 국을 통해 보건부가 관리한다: 1) 인력

국 2) 교육관리국 3) 역량개발국 4) 관리서비스국 5) 정보통신기술국. 인

력국은 보건부의 인력과 조직 구조를 포함한 사안을 담당한다. 인원, 제

도, 자문, 서비스, 규율, 청렴을 다룬다. 교육관리국은 말레이시아 시민들

에게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부의 인적 자원의 개발

을 담당한다. 관리서비스국은 보건부의 업무수행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리서비스국은 일반 관리, 재무와 자산 관리, 정보 자원이라

는 3개의 분과를 포함하고 있다. 역량개발국의 목적은 역량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역량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 역량개발국은 서비스의 특

정 제도에 한 부서 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확인을 받는다. 또한, 의

료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임원들에게 역량 기반의 교육을 제

공하는 강사들을 교육한다. 정보관리국은 ICT 인프라를 개선하고 강화하

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MOH, 

2011). 

2. 의료 전문가의 교육과 의무 서비스

의료 전문가, 특히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 인력은 말레이시아에 있

는 정부 병원에서 3년간 의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부나 정부 

기관과의 그 어떤 과거 계약이나 합의 상이 아니다. 정부로부터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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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을 받는지에 상관없이 의사는 이러한 3년간의 의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원 학위를 마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의사에게

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추가 1년

간 인턴 근무나 수련의 근무가 진행된다. 수련의 근무나 인턴 근무는 

1971년 의료법(Medical Act)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유자격 

의사는 내과, 산부인과, 외과에서 각각 4개월씩 순환직을 거친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또 다른 두 개의 순환직, 즉 소아과와 정형외과가 추가되었

고 이는 수련의 근무를 마친 후 2년차 서비스로 진행될 것이다. 

의무 서비스 기간 동안 의료 공무원은 보건부의 모든 근무지이동 지시

를 준수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의료 전문성이 필요한 시골과 작

은 마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다 작은 마을일

수록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종 더 나은 학습 기회가 제공된다. 게다

가 이러한 마을에서는 수술을 시행하는데 있어 경쟁이 적고 직접적인 경

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의무 서비스를 마치면 의사는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지 또는 해외에서 학원 진학을 선택할 수 있다. 말레이시

아 학, 말레이시아국립 학, 말레이시아과학 학 등 현지 학은 많은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서 학원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 코스는 해외에서 근무 파견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

(Malaysian Medical Association, 2013).

부분의 학원 교육은 국내 학이 진행하는 석사 프로그램에 의존

한다. 과거 말레이시아 의료 전문가는 영국 중심의 시험과 교육에 크게 

의존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재 MRCP(UK) – Internal Medicine, 

MRCPCH(UK) – Paediatric & MRCOG(UK)만 실시되고 있다

(Pagalav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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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의료 관리

공공 의료 체계와 달리 말레이시아의 민간 의료 체계는 확실하게 자리

잡은 공동 관리가 없다. 민간 의료 체계는 시작부터 느슨하게 관리되었으

며 모든 민간 의료 시설은 직원 개발부터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각자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관리로 인해 민

간 의료 체계를 위한 공동의 행정적 관리 방안이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공공 의료 체계와 조적으로 민간 의료 체계는 직원의 추가적인 전문

성 개발을 장려하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공공 의료의 경우 의사와 간

호사가 정부의 다양한 특혜(예: 장학금, 유급 연구 휴가, 고용 보장)를 받

으며 전문분야를 취득하거나 국내외에서 추가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다. 

또한 공공 의료 시설 근무자에게 경력을 개발하도록 개 장려한다. 민간 

의료 체계는 이러한 종류의 특혜와 장려를 여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가끔 민간 의료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분야나 추가적인 연구에 한 지원

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단지 단기 또는 파트타임 과정이나 교

육으로 제한된다. 의사는 해외나 국내에서 추가 연구(풀타임)를 하게 될 

경우 직장을 퇴사하여 자비로 진행한다. 또한 학업을 마친 후 같은 시설

에 돌아와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는 고용 보장이 없다. 이는 말레이시아에

서 민간 의료 체계의 상당한 단점으로 보인다(Akbar Ali, personal 

communication, July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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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의료정책 분석 

말레이시아는 몇 년간 다양한 의료 정책을 도입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다루고 말레이시아 국민 모두에게 광범위한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며 중의 증가하는 의료 서비스 요구에 응하고 건강

한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경제 발전을 장려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국내 현실, 국가의 경제 발전, 사회적 행동, 사회 보장, 

중의 생활방식은 모두 말레이시아의 의료 정책의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1. 현행 의료 정책에 대한 평가

 

말레이시아에서 의료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국

가적 차원에서 정의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의료 정책은 3가지 계획 주

기로 만들어진다: OPP(Outline Perspective Plan)라고 부르는 중기 계

획, 비전 2020이라고 알려진 국가 비전 정책인 장기 계획 , 말레이시아 

플랜이라고 알려진 5개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 OPP는 지식 기반 경제

(K-economy)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해 모두에게 공평한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비전 2020은 건강을 위한 비전

을 증진시켰다. 건강을 위한 비전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기술적으로 

적절하고 환경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공평하고 적정한 비용의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갖춘 나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발전시켰다(Merican, 

Rohaizat & Haniza, 2003).

현재 말레이시아는 10차 말레이시아 계획(2011-2015)을 진행하고 있

다. 이 계획 중 일부는 품질을 개선하고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의

료를 변화시키는 포괄적 의료 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존 공공과 민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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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체계의 구조조정을 이끌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시골과 도시 지역

에 1차, 2차, 3차 공공 의료 시설을 확장해 왔다. 의료 서비스를 치료와 

재활 간호에서 예방과 증진으로 바꾸고 있으며 공공 의료 시설에서 인적 

자원을 늘리고 직원들이 다양한 전문 교육과 전문성을 더욱 갖추도록 장

려해왔다(Prime Minister’s Department, Malaysia, 2010).

적어도 말레이시아 국민의 95%가 현재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다. 2000년 보고서에서 WHO는 응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체계에 있어 

말레이시아를 191개 회원국 중 49위로 평가했다. 이러한 발전은 모두 이

들 3가지 유형의 계획을 통해 실천한 의료 정책의 결과이다(Merican, 

Rohaizat & Haniza, 2003; MOH, 2011; WHO, 2010; Prime 

Minister’s Department, Malaysia, 2010; Yu, Whynes & Sach, 

2008).     

2. 개혁, 서비스 공급자, 공동 기여 

현재의 말레이시아 의료 체계는 많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

구하고 중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면 공공-민간 의료 서비스의 통합 미비, 인력 부족, 인구 구성의 

변화, 질병 발생,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건강 문제, 추

가 연구의 필요성 인식 등이 있다. 

첫째, 말레이시아의 공공과 민간 건강 산업의 통합은 보다 정교한 조율

을 필요로 한다. 양 부문의 서비스와 자원에 있어 분명한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한다. 도시 지역에는 보다 수익이 높고 상 적으로 보다 준비된 인력

을 확보한 민간 부문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 Ismail & Rohaizat(2002)

는 이러한 발전이 특히 공공과 민간 의료 부문의 서비스 질 격차를 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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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관찰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에 있어 도시와 시골 인구

간 분명한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높은 수익성 때문에 의

료 전문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10년 전에 이러

한 상황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 로이다.

둘째, 공공과 민간 부문 시설 모두에서 인적 자원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 증가하는 중의 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거의 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외래진료실과 전문의 클리닉에서 긴 줄

을 서야 했다. 공공과 민간 의료 서비스에서 의사에 한 침상 배부가 균

형이 맞지 않는다. 부분의 의료 시설에서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와 같

은 기타 전문가는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 언어 치료사, 청력전

문가, 시스템 분석가, 의료 사회복지사, 상담사의 서비스도 필요하다. 공

공과 민간 의료 부문이 이들 서비스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Merican, 

Rohaizat & Haniza, 2003). 

셋째, 인구 구성의 변화가 의료 비용을 높이고 있다. 오늘날 말레이시

아의 인구는 약 2,900만 명이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최

소 2.6%이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는 말레이시아의 라이프스타일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점점 바꾸고 도시화와 시골-도시 이주를 유발하고 있

다(MOH, 2011; Ramli, 2008). 인구 구성의 변화와 이후 사회경제적 지

위의 변화는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Merican, Rohaizat & 

Haniza, 2003). 

넷째, 말레이시아는 보다 나은 감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 특히 전

염병((결핵과 HIV/AIDS) 발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Merican, Rohaizat & Haniza, 2003).

다섯째, 말레이시아 사회에는 도시 빈민, 유민, HIV/AIDS 환자, 성매

매 종사자 등 소외 계층으로 알려진 집단이 있었다. 이 집단은 많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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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체로 취약했다. 이들의 문제와 사회로부터의 배척은 말레이시

아의 공공 의료에 영향을 주었다(Merican, Rohaizat & Haniza, 

2003). 

마지막으로, 환경 건강, 건강관리, 건강 홍보에 맞춘 임상적 상황, 공중 

위생, 보건 정책에 한 연구가 필요하고 의료서비스 인력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공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과제는 모두 말레

이시아의 기존 의료 체계에 해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원 케어 포 원 말레이시아(One Care for One Malaysia)”라는 

의료 개혁을 도입했다. 

“원 케어 포 원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10차 말레이시아 플랜 중 일부이

다(Prime Minister’s Department, Malaysia, 2010). 다음과 같은 3가

지 주요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의 현재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목표이

다: 관리, 서비스 제공, 재정지원. 관리 개혁은 보건부의 권한과 기능을 

구조조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관리 개혁에 따라 2가지 형태의 개혁이 

제안되고 있다. 첫째는 보건부가 수행하는 정책과 전략 구성, 표준 설정

과 규제, 모니터링과 평가, 입법과 집행 활동, 교육과 연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과 재정지원을 다루기 위해 보

건부 산하 자율적인 국립보건재정국(National Health Financing 

Authority: NHFA)과 자율적인 공공 의료 공급자를 설립하는 것이다

(Saleh, 2011).

서비스 제공 개혁은 2가지를 실천하고자 한다. 첫째는 홍보-예방 진료

와 조기 치료에 한 의료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 의료 

공급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 개혁에 따르면 1차 의료 공급자는 환자가 본

인의 집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요청하는 가족 의사와 독립적인 계약자를 

가리킨다. 또 다른 실천으로는 공공과 민간 의료 공급자를 통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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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개혁을 통해 공공과 민간 공급자의 경험, 전문성, 기술이 잘 통합

되어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 공

급자의 서비스는 이 개혁 아래에서 충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Saleh, 

2011).

재정지원 개혁으로는 새로 설립한 사회건강보험(Social Health 

Insurance: SHI)과 일반정부수익(General Government Revenue: 

GGR)을 하나의 재정지원 메커니즘으로 합쳐 공동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 개혁에 따라 사회건강보험은 의무이며 근로자, 고용주, 정부가 납입을 

한다. 사회건강보험의 경우 빈민,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등 지역사회에

서 취약하다고 인식되는 집단에 해 정부가 기여를 한다(Lee, n.d.).  

제6절 제안

말레이시아 의료 체계가 보편적 보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상당한 개혁을 통해 이러한 개선을 다루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

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의료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제공 

체계, 관리, 재정지원, 정책)를 개혁해야 한다. 

1. 서비스 개혁

 

서비스 제공에 있어 말레이시아 의료는 많은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 질

병 치료, 인적 자원, 관리. 특히, 질병 치료에 한 개혁은 만성질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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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포함한다. 인적 자원에 한 개혁은 증가하는 

중의 건강 관련 요구에 응하기 위해 공공 의료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

를 다루고 다양한 새로운 전문가를 투입해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

에 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모든 민간 의료 시설을 위해 

공동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과 관련 있다.

2. 전달체계 개혁(질병 치료)

말레이시아에서 일부 질병에 한 응은 무계획적이다. 예를 들어, 말

레이시아의 공공과 민간 의료 공급자 모두 만성질환을 다룰 수 있는 어떠

한 확립된 체계도 갖고 있지 않다. 공공 의료 부문이 건강한 라이프스타

일 홍보, 건강한 식습관 홍보, 금연 캠페인과 같은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일 뿐이며 질병

에 한 치료 조치가 아니다. 민간 공급자는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이 아

예 갖고 있지 않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만성 질환은 국가적으로 부담스

러운 질병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잘 준비된 치료 조치를 통해 체계적

으로 응해야 한다. 

이에 해 말레이시아의 공공과 민간 건강 산업 모두 만성질환 치료 모

델을 개발해야 한다. 만성질환이 부담스러운 질병인 일부 국가들은 적합

한 치료 모델을 개발하고 이러한 질병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왔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들 질병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의료는 자

국에게 부담스러운 질병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치료적 모델을 구현

하면서 개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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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 자원 개혁

말레이시아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인적 자원 부족은 또 다른 개혁을 요

구하는 도전과제이다. 정부가 공공 의료서비스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제

공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의 경우 단 160명의 가족의학

전문의(Family Medicine Specialist: FMS)가 말레이시아의 전체 공공 

의료 클리닉 중 12%를 다루었다. 국내 도시를 제외한 모든 공공 의료 

시설에서 전문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 2008년 이후 국내에 약 

2,126명의 의료보건공무원(Medical and Health Officer: M&HO)이 

결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단 1,097명만 충원되었다. 2011년에는 

모든 분야의 인력을 포함해 적어도 의료 인력 221,110명이 공공 의료 부

문에서 필요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 195,041명만 확보

되었다. 공공과 민간 의료 산업이 2011년 이후 갖춘 인적 자원을 고려할 

때 859명당 의사 1명, 7,437명당 치과의사 1명, 3,652명당 약사 1명, 

10,023명당 안경사 1명, 32,308명당 검안사 1명, 2,738명당 보조 의사 

1명, 410명당 간호사 1명 이었다. 

반면 빠른 도시화, 시골-도시 이주, 외국 노동자의 현지 활동, 말레이

시아의 세계화 경제 역할과 같은 현지의 현실은 모두 중의 의료 수요를 

늘렸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에 여러 새로운 건강 문제를 야기했고 이

들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료 인력에 새로운 전문가(예: 언어 치료사, 청력

전문가, 시스템 분석가, 의료 사회복지사, 상담사)를 포함시켜야 했다. 그

러나 분명 공공과 민간 의료 부문의 응은 충분하지 않았다. 응이 실

패하면서 기존의 인적 자원 부족은 훨씬 더 심각해졌다. 따라서 말레이시

아 의료 산업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의 새로운 건강 문제를 다

루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마련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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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 개혁

관리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민간 의료 산업은 

처음 나타난 후 30년 이상 공동의 관리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

한 관리의 중요성을 아직까지 감안하지 않고 있다. 민간 의료 산업은 상

당히 번창하고 있고 주로 말레이시아 지역사회의 부유층으로부터 좋은 

반응과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동 관리는 필수적이다. 민간 의료 부

문은 모든 의료 공급자가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공동의 관리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민간 의료 부문은 공동 관리의 일환으로서 인력 개

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에게 높은 효

율성, 전문분야, 연구비, 장학금, 유급 휴가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활

용한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임상 기관과 협업하고 교육, 워

크숍, 파트타임과 단기 과정, 의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를 설립하여 관리와 직원 개발 프로그램을 모두 감독해야 한다. 

5. 재정 관련 개혁 

말레이시아의 공공 의료 산업은 국가 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상당한 

보조금(95~97%)을 받고 있다. 2011년 공공 의료는 149억 링깃, 즉 예산

의 4.17%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재정지원 수준은 중의 증가하

는 의료 요구에 응하기에는 부족하다. 오늘날 말레이시아인 국민들은 

인구 구성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가져온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직면

하고 있다. 

새롭게 나타난 건강 문제들은 항고혈압제, 이식, 임플란트 치료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고가의 약물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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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정지원으로 인해 시설에서 의약품 제공은 제한적이며 공공 의료 시

설은 정보통신기술(ICT)를 갖추지 않고 때문에 체로 말레이시아의 1차 

진료 시설은 이러한 문제에 응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말레이시아의 저소득층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게 지나친 약값과 의료비를 유발하고 있다. 이들은 무료 의료서비스에 

한 접근성으로부터 소외되는 위험에 놓여있다. 

또한 제한적인 재정지원은 서비스 제공에 또 다른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오늘날 공공 의료 종사자들은 보다 나은 금전적 혜택 때문에 위해 

상 적으로 급여가 가장 높은 민간 의료 산업으로 옮기고 있다. 고도의 

훈련된 전문가, 전문의, 기타 숙련된 의료 전문가의 이러한 이동은 공공 

의료 서비스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에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공공 의료의 제한적인 재정지

원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지금의 재정지원 수준을 더 높이고/높

이거나 정부가 재정 자산을 창출하는 공공 의료 재정 개혁을 요구한다. 

말레이시아 공공 의료의 이러한 개혁은 의료 시설 인프라 개선, 의약품 

가용성 확 , 인력 부족 완화, 인력 이동 방지, 전문성 장려, 의료 서비스

에 한 말레이시아 전국민의 광범위한 서비스 접근성 유지에 있어 필수

적이다.  

6. 정책 개혁 

정부의 10차 말레이시아 플랜의 일환으로서 새로 도입된 “원 말레이시

아 케어”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의료 산업을 보다 응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기 여러 실행 가능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적인 의료 연구를 장려하고 추가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정책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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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의제에서 고려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국립과 사립 학에는 공중 보

건 교육, 공중 보건과 의학 연구가 학부와 학원 커리큘럼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더욱 확 해야 한다. 중 건강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질병 관리에 한 연구를 학부 프로그램에 도입해야 한다. 의료 전문가의 

소통과 상담 스킬을 개선하기 위해 훈련에 기반한 환자 연구를 학원 프

로그램에 소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 의학에 학원 전문의 훈련이 

있지만 의사가 이 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많은 가정의

학과 의사가 이 부분에 해 여전히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향후 중 의

료에 있어 증가하는 도전과제를 다루려면 학원 전문의 훈련을 마친 의

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끔 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현 의 요인에 해 보

다 많은 임상 연구, 공중 보건 연구, 환경 건강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시

골-도시 격차가 또한 의료 서비스에 체로 반영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의 

민간 의료 산업이 시골 지역에도 있긴 하지만 주로 도시에 존재한다. 시

골 지역의 공공 의료 시설은 도시 지역과 비교해 늘 충분히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골과 도시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상

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좁히는 것이 중요하며 이 정책적 제

안이 앞서 논의한 모든 쟁점을 다루는데 있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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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건의료제도 체계

2011년 시작된 미얀마의 정치‧경제 개혁은 현 떼인 세인(Tein Sein) 

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개혁은 미얀마의 보건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얀마의 사회 발전 지수는 아시아 지역에

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교

육 및 보건 부문에 한 공공 투자는 GDP의 1퍼센트도 채 안 되는 수준

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33) 수십 년 동안의 투자 부족으로 인해 

미얀마의 보건 제도는 매우 취약해졌고 보건 부문의 상황도 열악한 상태

이다. 그 동안 국제 원조 기구들은 미얀마 정부와 공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 새로운 정치환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미

얀마 정부와 공조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해 당사자

들간의 갈등, 경제 제재, 보건 제도의 취약성 및 관료주의로 인한 보건 서

비스 제공의 장벽 등이 있다. 현재 미얀마는 인적 자원, 자료, 의약 제품 

및 기반 시설, 물류‧교통을 포함한 실행 문제34) 등 모든 부문이 취약한 상

황이다. 보건의료 제도는 변화하는 정치 및 행정 제도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 주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상 적인 역할도 이에 따라 변

화하고 있지만 보건부는 계속해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추적인 

33) 버마 카운티 브리프(Burma Country Brief), http://dfat.gov.au/geo/burma/burma
_brief.html

34) Isabelle Risso-Gill(et al). “Health system strengthening in Myanmar during 
political reforms: perspectives from international agencies”, Oxford Journal 
of Health, May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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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미얀마의 보건의료 제도는 자금 조

달 및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모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공존하

는 다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공 및 민간 보건 서비스 

제공기관이 함께 보건의료 제도를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부는 미얀마 전체의 건강 수준 개선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건

강 증진 활동, 질병 예방,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보건부 산

하 일곱 개 부서 중 하나인 보건국은 외딴 지역과 국경 지역을 포함한 미

얀마 전역에 걸쳐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일부 부처에서도 또한 해당 부처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부처들에는 국방부, 철도교통부, 

광업부, 산업부, 에너지부, 내무부 및 교통부가 있다. 또한 노동부는 세 

개의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사회보장 제도 상자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세 병원 중 두 곳은 양곤(Yangon)에, 한 곳은 만달레이

(Mandalay)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얀마 제약 공장(Myanmar 

Pharmaceutical Factory)을 운영하여 국내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약품 및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다.35)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부문은 주로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만 최근 몇 년간 네피도(Naypyidaw), 양곤(Yangon), 만달레이

(Mandalay) 및 일부 도시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시설보호 서비스

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이 설립되고 있다. 보건 서비스를 위한 자금 조달 

및 서비스 제공은 세분화되어 있으며,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법 

조항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각 지역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미얀마의사협

35) Ministry of Health, Myanmar(2013). Health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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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반 개업의 담당부서는 현재 부상하는 이슈 및 최신 진단/치료 방

법에 한 세미나, 간담회, 심포지엄을 열어 일반 개업의들이 서로의 지

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사 협회와 

그 지부에서는 또한 일반 개업의와 공공 부문의 상  파트너를 연결시켜 

이들도 공공 보건의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조

직(CBOs) 및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 기관도 또한 외래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시설 보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사회의료 보호 제도가 도시와 일부 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보장 

범위가 빈곤 계층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미얀마의 의료보장 제도에서 한 가지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은 증요

법인 서양 의학과 함께 전통 의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통 의학은 미

얀마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식민지 시절 서양 의학이 도입되

어 성행하던 시기에 잠시 침체를 겪기도 했지만,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 역사에 걸쳐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 특히 전문 의료인이 없는 시골지

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미얀마에는 국립 전통 의학 병원이 총 14개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전통 의료인은 전통 의학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왔는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통 의학 학이 신설되면서 이제 보다 능

력 있는 전통 의료인들이 양성되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

다. 서양 의학계에서처럼 상당수 민간 전통 의료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이들은 관련법 조항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고 규제를 받는다. 

국가 차원의 보건정책과 함께 미얀마 모자복지 협회 및 미얀마 적십자

사 등과 같은 NGO들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건 

부문에 있어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들 단체의 역할도 점점 중요

해지고 있다. 모든 관련 부문들이 모든 행정 단위 수준에서 참여해야 하

는 필요성과 의료 활동에 지역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하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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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각 지역구 및 마을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행정 단위 수준에 맞는 보건 위원회가 설립되었다.36) 정부는 정치, 경

제 및 사회적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는데, 수립된 사회적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국가 전체의 보건, 건강,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부는 국민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

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지난 십 년 동안 국립병원 및 의사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보건 상태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일부 자료 및 분석에 따르면 보건의료 시설에 한 접근성 및 서비스 

수준 측면에서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수 민족, 빈곤 취약 계층, 외딴 지역의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의 보건 제도는 국내외로부터의 낮은 투자로 인한 인적 자원의 불

균형, 취약한 보건의료 서비스 관리 및 조정, 열악한 정보/모니터링 시스

템 및 공급망 관리 때문에 개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36) Ministry of Health, Myanmar(2013). Health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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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미얀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조직도

 

정책개혁의 일환으로 1989년 12월 28일에 설립된 국가 보건 위원회

(NHC)는 보건 사안을 다루는 고위급 정부 부처간 정책 결정 기구이며 각 

행정부처 보건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NHC는 보건의료 프로그램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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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지침을 제공한다. 고위급 정책 결정 기구 NHC

는 부문간 협업 및 조율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모든 보건의료 관련 활동에 한 지침과 방향을 제공

한다. NHC는 2011년 4월 18명의 위원으로 재편성 되었으며 보건부에

서 의장을 맡고 있다. 

보건부는 중앙, 특별구/주, 군, 이 세 개 행정조직 차원에서 조직되어 

있다. 새 헌법에 따라 분권화가 진행되겠지만, 자치권이 분명하지 않은 

특별구/주의 상황으로 인해 아직 분권화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보건부 산하에는 7개 부서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부서는 보건국

이다. 보건부 전체 직원 중 93%에 이르는 5만 8000명 이상이 보건국에

서 일하고 있으며 보건부 총 지출의 약 75%가 보건국을 통해 지출되고 

있다. 보건국은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으며, 7개 특별구, 

7개 주, 66개 지구, 325개 군 및 각 병원의 보건 부서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37)

 

1. 보건의료 제도 현황 

 

미얀마 부분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험한 

지형과 지리적 고립, 갈등 및 문화적 다양성 등의 요인으로 핵심적인 보

건 서비스가 제 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조차 극빈층에게는 재정 문제, 산간 지형과 같은 기타 장벽 때문에 서비

스 이용이 제한적이다.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부문 모두에서 개인의 지

출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각 가정이 의료비 부담을 져야 하고, 보건의료 상

황 및 접근성에 있어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한다. 중병이나 응급상황은 “재

37) Action Fiche NGO 2011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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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가까운 지출로 이어져 가계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킨다. 미얀마 전

체 인구의 약 60%가 모자가정이다. 여러 지표에 따르면 비용 부담이 가

능한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자가정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8)

2010년 유니세프 추산에 따르면 매년 최소 2,400명의 임산부와 7만 

명의 유아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다.39) 산모 사망률은 정상 

출산 산모 10만 명 당 240명으로 추산되며40),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정상 출생아 1,000 명당 71명에 이른다.41) 출산 전 건강관리 상황도 열

악하고, 숙련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경우는 2015년 목표인 

80% 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비율은 36%밖에 되

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42) 또한 긴급한 산과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적

절하고 비용 부담 가능한 치료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신생아 시기 이

후 5세 미만 유아의 주요 사망원인은 폐렴, 설사, 말라리아이다.43) 국제

원조기구와 미얀마 정부가 각각 작성한 미얀마의 보건의료 자료는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자료 참고 시 주의해야 한다.

보건의료 제도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공공 부문은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문 전체에 걸친 또

는 제도에 한 분석자료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자금 조달, 계획 및 관리, 인적 자원, 기반 시설, 필수 의약품 및 물

38) Action Fiche NGO 2011 보고서
39) UNICEF(2010). Levels and trends in child mortality. Estimates developed by 

the UN inter-agency group for mortality estimates
40)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1990-2008, H4
41) UNICEF(2010). Levels and trends in child mortality. Estimates developed by 

the UN inter-agency group for mortality estimates
42) MICS, 2009-2010
43) Ministry of Health and UNICEF(2003). Nationwide overall and cause-specific 

under-five mortalit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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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보건 정보, 공공 부문의 운영책임 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2011년 미얀마 전체 의사 수는 2만 6,43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 

1만 5,508명이 민간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간 부문의 의료 서비스

는 비용이 높아 국민 부분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1인당 연간 보건의료 지출금액은 평균 12달러였으며, 그 

중 단 2달러만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NGO와 환자 개인이 부담했

다.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부분의 마을에는 기본적인 의료시설이 없다. 

따라서 환자는 몇 시간, 일부 산간지역의 경우 꼬박 하루를 이동해야 소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병원들도 부분 시설이 낙후

되거나 필요한 물품이 부족한 실정이다.44)

공공 부문은 계획 및 관리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각각 별도의 계획, 관리, 모니터링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단편적이다. 기본적인 보

건의료 인력(Basic Health Staff)의 수, 특히 조산사(보건부가 공식적으

로 인정) 수가 부족하고 농촌에서 이러한 보건의료 인력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산모 및 신생아 보건(MNCH)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있다.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고, 이들에 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인적 자원에 한 계획, 양성, 배치 및 기본적인 보건의료 인력

의 역할과 책임에 한 근본적인 검토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이슈들 또한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예산 편성도 3차 의료시설을 위한 기반 시설 개발에 편향되어 있다. 농

촌 보건 센터 수준에서 살펴보면 많은 시설들이 보수공사와 개선이 필요

한 상황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감독, 모니터링, 응급처치가 필요한 

44) IRIN report July 2013, www.irin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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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아이의 병원 수송을 위한 교통수단도 충분하지 않다. 필수 의약품 

및 물품 부족도 보건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국

가 보건의료 자료가 있긴 하지만 군 단위의 세부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나와있는 자료도 불완전하고 일관되지 않아서 주요 보건의료 지

표들 사이에서 큰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2002년 이후 산모와 5

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에 한 신뢰할 만한 국가적인 조사가 한 번도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료는 보건의료 시스템에 따라 상부조직으로 보고

가 되지만 그에 한 피드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자료를 의

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책임의식도 약하다. 서비스 

사용자들은 그들이 받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한 결정이나 제공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점점 커지고 있는 민간 부문의 상당 부분이 

규제 밖에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한 책임과 반응성을 향상시키고, 

보건부에서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

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얀마 군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전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10년 기준 국민 1인당 단 

2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그 결과 미얀마는 의약품, 의료물품, 의료장비, 

간호사의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5,800만에 이르는 인구 중 70

퍼센트가 도시 밖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부분의 마을은 기본적인 보건

의료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프면 도시로 나가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립병원이나 개인병원에 가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나가야 

한다. NGO와 종교 단체들은 이러한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

다. 미얀마 인구 부분이 농촌에 살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 기관은 부

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즉 전체 인구의 부분에 해당하는 5,0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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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특

히 정부와 반란세력 간에 갈등이 있는 지역이나 분쟁 지역에서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년 동안 모자보건 센터의 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농촌 보건 센터의 수는 지난 5년 동안 95개 늘어나는데 그쳐 요

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시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

르면 부분의 센터는 의료 물품, 장비, 약품, 의료 인력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NGO 자료에 따르면 지역 보건 센터에서는 즉각적인 의료 서

비스가 필요한 환자 부분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45) 

분쟁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분쟁이 진행중인 카친(Kachin)

주에서는 6만 2 000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으며 그 중 2만 4 000명은 정

부 통치 지역에, 4만 명에 가까운 수가 반군 통치 지역에 살고 있고, 7 

000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라카인(Rakhine)주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이미 심각한 보건 상황은 “절

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 

 

2. 재정 체계의 일반적인 특징(의료비 지출)

 

2012년 8월 발표된 ADB 보고서는 “미얀마는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 

중 교육 예산과 보건 예산을 합한 금액보다 국방 예산을 더 많이 지출하

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부족한 재정은 미얀마 보건의료 시스템의 

주요 문제이며 개혁의 큰 장애가 되고 있다. 1인당 연간 공공 보건지출은 

1달러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부자 후원, 공공 및 개인 지출을 

포함한 총 1인당 연간 보건지출은 8달러 미만이다. 다른 국가들의 국민 1

인당 종합적인 필수 보건 서비스 비용은 연간 12달러에서 34달러 정도로 

45) IRIN report July 2013, www.irin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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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된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개인의 의료비 지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문제이다. 미얀마 정부는 최근 아주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최근 2012

년도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보건의료 부문 지출보다는 국방비 지출에 큰 중점

을 두었다. 이러한 부족한 정부 지출이 제 로 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비영리기관이 할 수 있는 

활동에 한 군부의 제재가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2012년 12월 

28일 IMF와 미얀마 중앙은행총재 및 재무부 장관이 서명한 의향서는 

“2012-2013 회계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고 승인되었는

데, 보건비 및 교육비 예산은 2011-2012 회계연도에 비해 각각 5배, 2

배 증액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루비콘(RUBICON) 전략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보건의료 지

출은 GDP 비 2%(세계 188위)밖에 되지 않는다. 보건의료비를 개인적

으로 부담(개인부담비율: 총 지출액의 82-85%)하는데 익숙한 소비자들

은 정부 보조에 해 매우 낮은 기 치를 가지고 있다.46) 미얀마 보건의

료 부문은 때때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채널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왔다. 현재까지 덴마크, 유럽연합,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

국, 호주가 3 DF를 통한 양자채널을 통해 미얀마 보건 부문을 지원한 주

요 후원국이다. 또한 13개의 UN산하기구가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 세계보건기구(WHO), UN아동기금(UNICEF), UN인구기금, 에이즈

에 한 UN공동계획(UNAIDS) 등이 미얀마 보건부의 보건정책 개발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재원은 정부, 가계, 사회 보장 제도, 지역사회 기부, 

외국 원조로 조달된다. 정부는 보건 부문에 한 연간 자본지출 및 경상

46) RUBICON Strategy Group (March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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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늘리고 있다. 미얀마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보건 부문 총지

출은 2000-2001년 76억 8,800만 차트(kyat)에서 2011-2012년 1,008

억 2,500만 차트로 증가했다.47) 2012-2013 회계연도 보건 및 교육 부

문에 할당된 예산도 늘어났다. 다음 표는 지난 세 회계연도 동안의 일반 

정부지출 비 정부의 보건 부문 지출 비율을 나타낸다.

 

〈표 8-1〉 GDP 대비 / 일반 정부 지출 대비 정부 보건 지출 비율

(단위: %)

회계연도
GDP대비 정부 보건 

지출(%) 
일반 정부지출 대비 
정부 보건 지출(%) 

2010~2011 0.20 1.03

2011~2012 0.21 1.05

2012~2013 0.76 3.14

자료: Financial Allocation to Social Budget, Social Protection Conference, 25th and 
26th June 2012, Naypyitaw

사회 보장 제도는 1954년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노동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장, 

작업장, 기업은 국영, 민간, 외국, 합작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직원에

게 사회 보장 보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보험료는 3자 부담 형식으로 충당

되는데, 고용주가 2.5%, 직원 1.5%, 그리고 정부 부담분은 자본 투자 형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제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직원들은 치료비 무

상, 현금 급여, 산재 보험 혜택을 받는다. 사회 보장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부 사무실, 노동이자 병원, 약품 조제실, 이동 의료실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사회 보장 위원회는 공식 부문의 의무 사회 

보험 부담을 늘리고 비공식 부문 및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부담을 증가시

47) Ministry of Health, Myanmar(2013). Health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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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2012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Law)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이전 정부들에서도 시행되기는 했지만 사회복지 혜

택 범위가 미미하고 포괄적이지 않았으며 정부 기관에 국한되었다. 사회

보호 부분에 한 지출은 인간 개발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현재 

민간 기관에는 연금과 퇴직금이 없다. 2012년 8월 31일 통과된 사회보

장법(Social Security Law)48)은 이전의 1954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노동 인구에 혜택을 적용하는 등

의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앞으로 비공

식부문 노동자에게도 사회 보장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3년 6월 28일 떼인 세인(Tein Sein) 통령이 공표한 공공보건법은 

수술로 출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원환자와 입원환자 모두를 위해 사

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공간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 놓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는 봉급 노동자, 일급 노동자, 개수불 임금 노동자 및 

견습생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계획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가지는 무상의료 서비스 제공이고, 다른 하

나는 현금 급여이다. 현금 급여는 친(Chin)주를 제외한 14 개 주/구의 

110개 군을 담당하는 80개 사회보장 지역 사무소에 지원된다.49)

기존의 경제 및 기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12개 국영 “경제 기업”의 사

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가진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규제되는 

기업 범주에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은 없다는 것이다. 2007년 4월 발효된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법”은 미얀마 보건의료제도에 한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민간 운영 기관이 제

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종류를 규정해 놓았는데, 이는 민간 보

48) 약 50만 명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49) 전국적으로 330개 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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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운영 보건기관과는 별개

의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에

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민간 병원이 몇 곳 설립되었는데, 2007 민간 보건

의료 서비스법이 이러한 민간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가 광범위

한 지역에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볼 때 2007 법안이 이러한 상황을 개

선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50)

아래 제시된 자료는 루비콘전략그룹이 자료를 수집하고 세계보건기구

가 2010년 완성한 세계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비지출 조사 결과에서 인

용한 것이다.51) 다음 표는 미얀마의 GDP 비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비 

총지출 비율을 인근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보여준다. 미얀마는 공공/

민간 부문 지출을 합한 총 보건의료지출이 GDP의 약 2% 수준이다. 빈곤

에 시달리고 있는 라오스조차도 4.5%를 지출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그보

다 조금 더 높은 5.6%를 지출하고 있다. 미얀마의 수치에 가장 근접한 국

가는 인도네시아로 GDP의 2.6%가 보건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미얀마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최저 수준이며, 이는 미얀마 정부가 제 로 기능하는 보건의료 부문을 구

축하기 위해서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50) Rubicon Strategy Group report (June 2013)
51) Rubicon Strategy Group report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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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국가별 GDP대비(%) 보건비 지출 비교

 

현재 미얀마 정부는 보건의료비 부담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

다. 주변 지역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현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얀

마에서 총 보건의료비 지출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12%를 약간 상회

하는 수준이다. 75%를 부담하는 태국정부나 비교적 정부 부담 비율이 낮

은 베트남조차도 37.8%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미

얀마의 정부 부담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미얀마의 보건의료

비 지출에서 개인 부담 지출(OOPS)이 높은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미얀마의 현 의료 상황에서 개인 부담 지출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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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총 보건의료지출 중 정부지출 비율(%)

 

2010년 미얀마 보건부는 보건의료 제도 현황 파악을 위해 규모 자료

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 자료로 인해 특히 보건의

료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관한 한 정부 제공 자료를 이용할 때는 문자 그

로 이해하지 말고 상황을 감안해서 자료를 해석해야 한다. 또한 자료 

수집에 이용된 방법론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료 수집에 참여

한 인력의 능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염두에 두

고 미얀마 보건부는 세 개 지역(양곤, 만달레이, 몬)의 2010년 감사를 기

반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비 지출은 개 개인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용의 출처는 부분 현재 수입과 저축인 것으로 나타난다. 미

얀마 평균 가정은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들은 그에 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동안 역사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왔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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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러한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도 정부의 보건의

료 지출 확 를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가정으로서 보건의료비 지출

에 있어 계속해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림 8-4〕 가계 보건의료비 출처 

최근 미얀마 정부의 보건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

구는 병원의 의료장비 미비와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의약품의 부족으

로 인해 여전히 보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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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지표 

〈표 8-2〉 주요 질병이환 원인(2011)

순위 원인 비율(%)

1 기타 특정, 불특정, 다수의 신체 부분 부상 10.6

2 기타 임신 및 출산 합병증  6.7

3 단일 자연분만* 6

4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 및 위창자염 5.4

5 말라리아 3.2

6 기타 유산된 임신 2.9

7 기타 바이러스성 질환 2.6

8 위염 및 십이지장염 2.1

9 백내장 및 기타 렌즈 관련 장애 2.0

10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8

11 기타 사지 뼈 골절 1.8

12 출산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병태  1.7

13 호흡기결핵 1.6

14 비의약품의 중독작용 1.5

15 기타 간질환 0.5

기타 원인 49.6

 총계 100.0

   주: 국제 질병 및 사인 분류(ICD-10) 코딩을 기반으로, 단일 병태 질병이환 분석에 사용된 병태는 
진료기간 동안 검사나 치료를 받은 주된 병태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일 자연분만이 진료기간 
동안 검사나 치료를 받은 가장 흔한 병태로 나타났다.

자료: Ministry of Health Myanmar(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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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인구 동태 통계

보건 지표 1988 199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수명

도시(남) 59.0 61.0 62.5 62.9 64.0 65.1 65.5 65.8

도시(여) 63.2 65.1 66.6 67.3 69.0 70.5 70.7 70.8

농촌(남) 56.2 60.3 62.0 62.5 63.2 63.9 64.1 64.3

농촌(여) 60.4 62.7 64.9 65.4 67.1 67.4 67.5 67.8

영아 사망률(신생아 1천명 당)

도시 47.0 55.1 45.1 44.9 43.4 28.2 25.7 25.6

농촌 49.8 62.5 47.0 46.9 46.3 30.0 27.8 27.8

산모 사망률(신생아 1천명 당)

연방  2.5 1.17 1.16 1.13 1.48 1.41 1.42

도시 1.0 1.8 0.96 0.96 0.94 1.23 1.13 1.12

농촌 1.9 2.8 1.41 1.41 1.36 1.57 1.52 1.54

인구증가율 1.96 2.02 2.02 2.02 1.75 1.52 1.29 1.10

자료: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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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주요 사망 원인(2011)

순위 사망원인 비율(%)

1 HIV 질환 6.3

2 패혈증 5

3 기타 호흡기질환 3.9

4 호흡기 결핵 3.9

5 기타 간질환 3.8

6 태아 발육지연, 태아 영양실조, 단기 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 3.7

7 출혈이나 경색으로 분류되지 않은 뇌졸증 3.6

8 심부전 3.2

9 말라리아 3.1

10 기타 심장질환 2.3

11 폐렴 1.8

12 두개내출혈 1.6

13 신장부전증 0.9

14 급성 심근경색 0.9

15 기타 바이러스성질환 0.9

기타 원인 55.1

 총계 100.0

자료: Ministry of Health, Myanmar(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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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별 부문 분석 

1. 보건의료제도의 주요 참가자 

 

보건부는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추적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의료 제도는 자금 조달 및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모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공존하는 다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공 및 민간 보건 서비스 제공기관이 함께 보건의료 제도를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부의 역할은 외딴 지역

과 손길이 닿기 힘든 국경지역을 포함한 미얀마 전역에서 국민의 보건 수

준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 증진 활동, 질병 예방,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위에 언급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부문은 주로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만 최근 몇 년간 양곤, 만달레이 및 일부 도시에서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들이 설립되고 있다. 지역사회 조직(CBOs) 및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또한 외래진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

고 일부 기관에서는 시설보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의료보호 

제도가 도시와 일부 군에서 시행되고 있다.52) 그러나 정부 규제로 인해 

CBO와 INGO 단체들이 분쟁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

을 받고 있다. 

52) Ministry of Health, Myanmar(2013). Health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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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

 

루비콘전략그룹은 환자가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시 고려하는 우선사

항과 서비스 제공기관에 한 환자의 태도에 한 조사를 실시했다. 선

호도 조사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선택사항이 제시되었다. 기관의 형태

에 관계 없이 더 많은 장소에서 위치하고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

부, 개인 의료비 부담이 더 적은지 여부, 진찰 기시간이 더 짧은지 여

부,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더 나은지 여부, 추

가적인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여부 등이 제시된 

선택사항이었다. 부분의 환자는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선호

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 보건 서비스에 한 불신과 서비스 품질에 

한 우려를 보여준다. 부분의 응답자들은 미얀마 보건의료 제도에 문제

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현재의 보건의료 제도의 기본 토 가 미래에 보

다 향상된 제도로 발전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부담 의료비(OOPS) 부분과 이용하는 보건 기관을 살펴

보면, 루비콘그룹 보고서와 보건부 자체 연구 모두에서 의료 서비스 이

용 시 환자의 의료비 자가부담분이 의료비의 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미얀마의 보건 서비스 이용자들은 

비용과 서비스 품질의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으며, 이 점에 민감하다. 루

비콘 연구 조사에서 응답자의 25%가 지난해 보건의료비를 전혀 지출하

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그 25%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2

세였다.53)

53) Rubicon Strategy Group report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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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 외래환자 

3. 보건의료비 부담 당사자

 

국립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부분의 환자들은 붕 , 약품, 수술에 사용

되는 바늘과 실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중앙여성병원이 

2013년 초에야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환자와 의

료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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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민 개혁 정부가 보건의료 제도를 완전히 재정비하기 전까지는 환자

가 모든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 최고 병원 중 하나인 양곤

종합병원에서는 환자가 치료 중 사용된 장비에 해서도 모든 비용을 지

불해야 한다.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다른 치료법

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십 년 이상 태국 국경지역에서 미얀마 이주

민들과 함께 일해 온 공중보건 연구원인 비트 수완바니크키 박사(Dr. Vit 

Suwanvanichkij)는 “미얀마 국립병원은 정부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 상

황이 매우 열악하다. 환자들이 정맥주사, 약품, 드레싱, 청소 및 식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런 의미에

서 미얀마의 보건의료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민영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미얀마 정

부의 역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보건부에서 나온 국가 회계자료에 따

르면, 보건부는 2008-2009 회계연도에 총 보건의료비 지출 중 단 10%

만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가계의 의료비 부담분은 전체의 약 

85%에 이르며, 기타 행정부처 및 NGO 단체가 나머지 부분을 부담했

다.54)

수백 명의 의사들이 양곤 및 기타 도시에서 야간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좁은 공간에 가능한 한 많은 환자를 받아, 정말 약이 필요

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환자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있다. 지역 의사인 

윈(Win)은 “ 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주사를 맞고 싶어한다. 그들

은 주사가 정말 필요한지에 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이 환

자들의 의식수준이다. 의사들은 이러한 의료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점을 

54) http://www.ibtimes.com/myanmar-government-spends-less-1-person-annually
-healthcare-1379461(2013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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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그러한 처방을 계속하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에게 증상에 해 

얘기하거나 설명할 시간이 없다. 의사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저 환

자들이 계속 병원에 오기만을 바란다.”55)

정부는 2013년 2월부터 빈곤층 환자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겠

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빈곤층 상 의약품 무상제공이라는 계획이 모든 

환자를 상으로 할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 계획에 해 잘 모르고 있고, 그 결과 부분이 민간 개인병원을 찾

고 있다. 보건부는 현재 미얀마에 존재하지 않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

는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보건부 장관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

으며 국가 건강보험제도 구축 방법에 한 연구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건강보험제도에 한 분석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

르다. 

 

4. 주요 보건의료시설 및 병원 부문 

 

보건부의 페이 테트 킨(Phay Thet Khin) 박사에 따르면, 미얀마 전국

에 걸쳐 신경과전문의는 단 15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는 “현재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신경과 수련의와 전문의는 총 15명 밖에 되지 않는다. 양

곤, 네피도, 만달레이를 제외한 다른 특별구/주에 있는 병원에 배치할 수 

있는 전문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미얀마 전체

에 신경외과 전문의는 단 12명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의사가 전문의가 되

려면 최소 12년 이상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다 많은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양성은 쉽게 이루어

55) “버마 보건제도의 만성적 문제점(Chronic Problems for Burma’s Health System)” 
http://www.irrawaddy.org/archives/28854(2013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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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전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이 수정되어 현재는 

각 전공별로 개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의가 양성되고 있다고 밝혔

다.56) 올해 2월 국립병원에서 빈곤층 환자들에게 의약품과 장비를 무상

으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무상 제공 범위가 점차 확 되고 있다. 

그는 “환자의 약 50%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랑군 시

내 자선병원의 의료 종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정부의 이러한 재정 

지원 정책에 해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한다.57)

미얀마의 의료보건 시설 및 인력 부분을 살펴보면, 전문 병원

(Specialist Hospital) 35개, 전문의 서비스 제공 병원(Hospital with 

specialist service) 29개, 병상 수 25개 이상 병원 302개, 모두 합쳐 총 

366개의 병원이 있다. 그리고 총 국립병원 수는 790개이다. 국립부문의 

의사 수는 6331명이고 민간 부문 의사 수는 1만 1145명으로 미얀마 총 

의사 수는 1만 7476명이다. 

사회보험 제도에서 제공되는 무상 의료 서비스 및 혜택의 재원은 고용

주, 고용인, 국가가 함께 부담한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15개로 분류된 급

여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제일 낮은 등급은 최저 1 차트

(kyat)에서 최고 4000차트까지 부담하며, 최고 등급은 3만 차트 이상을 

부담한다. 국가는 연간 자본 지출로 2억 차트 이상을 보조하여 병원, 진료

소, 사무소 건설과 의료 장비, 차량, 가구 및 사무 집기를 구입하는데 사

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용주 다수가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최근 몇 주간 정부는 

고용주들이 법에 따라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인을 위한 의료비용을 

56) Mizzima News, August 22
57) “버마 빈곤층을 위한 국영병원의 의약품 무상제공(Public Hospitals Offer Free 

Medicine for Burma’s Poor)”http://www.irrawaddy.org/archives/36695(2013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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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보건부는 최근 외국기업이 국내 파트너와 70:30의 비율로 합작 투자하

는 경우에 한해 민간 병원 및 진료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했

다. 테인 테인 흐테이(Thein Thein Htay) 복지부 차관은 “이러한 외국

인 투자는 의사, 간호사, 숙련된 의료인력에게 보다 나은 취업 기회를 제

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간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숙련 

의료인력 부분은 국립병원에서도 동시에 일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병

원에서는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민간 병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사 및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는 중이다. 보건부는 예비비로 받

은 732억 6,000만 차트를 투자해 의약품 및 의료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

는 국립병원에서 응급환자, 임산부 및 5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상 보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58) 미얀마에서는 국립병원의 임금 수

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다수 의사들이 완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동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립병원에서 일

하는 의사들 부분이 민간 진료시설에서도 일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한 다른 안이 없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미얀마 최  도시인 양곤에는 자선 병원 및 진료소가 몇 곳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로는 이슬람 자유 병원(Muslim Free Hospital)과 투

카 자선 진료소(Thukha Charity Clinic)가 있는데,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자유 병원의 외과 과장인 

묘윈(Myo Win) 박사는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주치의이다. 이

러한 관계는 이슬람 자유 병원의 해외 기부금 유치에 도움이 되었고, 양

곤시 이슬람 사회의 종교적인 기부를 통해서도 운영자금이 들어오고 있

58) 위클리 일레븐(Weekly Eleven), 2013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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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슬람 자유 병원 외과병동 및 외래병동 환자들은 국립병원의 치료비

를 감당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미흡한 치료에 해 들은 적이 있기 때문

에 국립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술 환자인 우 네 윈(U Ne Win) 

씨는“이 병원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은 가본 적이 없다”고 말

한다. 외과 과장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아슬람 자유 병원의 시설은 제한적

이고 미흡한 수준이다. 외과에는 병상이 단 25개 밖에 되지 않고, 심장‧뇌‧
신장 수술과 같은 어려운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제 로 갖춰져 있지 

않다. 

농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범위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조산

사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의지하고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일부 특별구에

서는 조산사들이 약 3,000명의 환자를 책임지고 있다. “조산사들은 1차 

진료, 출산 전후 건강관리, 소아과의사 역할, 분만, 보건자료 수집 등 모

든 일을 한다. 농촌 의사들 사이에 조산사는 아기를 낳는 것을 제외한 모

든 일을 다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라고 수완바니크키 박사(Dr. 

Suwanvanichkij)는 말한다.59) 의사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역

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몬(Mon)주의 의사 수

는 인구 10만 명당 6명에 불과한데 비해 친(Chin)주에서는 10만 명당 

60명이다. 농촌의 신뢰할 만한 보건의료 시설의 부족은 큰 피해로 이어지

고 있다. 말라리아가 아직도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폐결핵 

환자 수는 10만 명당 500명 이상이나 된다. 세계보건기구가 2010년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폐결핵 발병률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두 배에 이른다. HIV의 경우도 감염자 수가 10만 명

당 455명으로 동남아시아지역 평균인 189명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60)

59) 위클리 일레븐(Weekly Eleven), 2013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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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국립병원에서 빈곤층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의

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치료 중 사용된 모든 의약품과 장비에 해 

비용을 청구하던 이전의 정책에서 크게 발전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병원의 의료비는 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

로 높은 수준이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러한 무상제공 정책을 위해 

보건부는 처음으로 의약품 및 장비 구입을 위해 특별히 배정된 예산을 해

당 국립병원에 지원하였다.61) “이러한 예산지원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의

약품과 장비를 구입해서 각 병원에 분배해 주었다. 따라서 병원에 의약품 

구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거의 모두 

자비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의약품과 장비를 구입해

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 특히 빈곤층 환자들과 응급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62)라고 랑군의 틴간견(Thingangyun)군

에 위치한 국립병원인 산피아 종합병원(San Pya General Hospital) 의

사 자우 흐툰(Zaw Htun) 박사가 말했다. 최근 정부는 양곤 안과 병원

(Yangon Eye Hospital)의 모든 처방전에 해 비용을 전액 부담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 이 병원 연간 예산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예산은 민간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얀마 전역에 걸쳐 40

여 개의 국립 안과 병원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이 병원들에는 치료 및 

외과수술 기술에 없기 때문에 부분의 국민들이 안과치료를 위해 양곤 

안과 병원을 찾고 있다.63)

60) http://www.ibtimes.com/myanmar-government-spends-less-1-person-annually
-healthcare-1379461(August 9, 2013)

61) “버마 빈곤층을 위한 국영병원의 의약품 무상제공(Public Hospitals Offer Free 
Medicine for Burma’s Poor)” http://www.irrawaddy.org/archives/36695(2013
년 6월 6일)

62) http://www.irrawaddy.org/archives/36695
63) Rubicon Strategy Group 2013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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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약 부문

 

제약부문 관리1에 있어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약품법(National Drug Law)을 제정했다. 

이 법은 약품의 생산, 보관,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면허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얀마 식품의약안전청(Myanmar Food and Drug Board of 

Authority)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미얀마 의약품

시장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치(CIF value)로 약 미화 1억 달러에서 1억 

2,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Ranbaxy, Cipla, Reddy 와 같은 인도 

제약회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다국적 회사들의 직접적인 활동은 

이들 제약회사보다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의약품시장 매출의 60%가 양

곤과 만달레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나머지 40% 매출

이 이루어진다.64) 민간 병원 및 약국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공개 시장에

서 처방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 산업에 한 적절한 규제 부

족은 미얀마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 주간지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에서 수입한 의약품이 미얀마 시

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인도가 미얀마의 최  의약품 수입국이다.65) 미얀

마 수입 의약품 의 40%를 차지하는 인도의 뒤를 이어 방글라데시,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순으로 의약품 수입이 많이 되고 있

다. 상업부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는 연간 5,000 종류 이상의 의약품을 수

입했다. 2007-2008 회계연도에는 1억 1,556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수입했으며, 이는 2006-2007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15.5% 증가한 수

치이다. 북부 도시인 핀우리(Pyin Oo Lwin)에 위치한 미얀마에서 가장 

64) Rubicon Strategy Group 2013 report
65) 위클리 플라워뉴스(Weekly Flower News), 2013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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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화된 최  규모의 제약 공장은 2007년 12월 162종류의 의약품을 생

산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수입의약품을 체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부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는 핀

우린 제약공장은 알약, 캡슐, 근육 치료제, 주사제, 로션, 파우더 등과 같

은 고품질 현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핀우리 공장 이외에도 두 개의 

특별 공장을 포함해 다섯 개 공장이 더 있는데 각각 양곤, 사가잉

(Sagaing), 인야웅(Inyaung)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공장들이 생산한 의약

품이 미얀마 제약 시장의 약 40% 를 차지하고 있다. 

잘 알려진 미얀마 민간제약회사인 FAME은 한국과 일본을 위해 이들 

국가가 제안한 로 계절 의약품을 생산한다. FAME은 미얀마 최초로 세

계보건기구가 정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부합하는 제품

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로 알려져 있다. FAME은 45가지 종류에 이르는 미

얀마 전통 한약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태국, 만, 한국, 독일, 일본 등으로 수출되었다. 

미얀마에서 약사들은 소비자들이 어떤 제약회사의 약을 구입할지 결정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한다. 사실 약사들이 많은 수의 미얀마 국민들

에게 1차 진료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병원 의사의 진료비가 너무나 비싸

기 때문이다. 미얀마 제약시장에서는 DKSH, Mega, Sea Lion 이 세 개

의 회사가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DKSH가 의약품과 장비를 모두 유통하

는 반면 Mega는 주로 의악품을, Sea Lion은 장비를 유통한다. 모든 다

국적 기업들은 유통업체에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다

음 세 가지 요구사항은 공통적이다. 첫째, 유통업체는 뛰어난 시장 진입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제품을 받아서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

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법 준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이 

지켜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66) 미얀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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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외국 제약회사들을 유치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의약품 품질에 한 것이다. 미얀마 국민이 복

용하는 약품의 약 70%가 규제되지 않은 약품들이다. 랑군에 위치한 민간 

사쿠라 의료센터(Sakura Medical Center) CEO인 흐틴 파우(Htin 

Paw) 박사는 “국경무역을 통해 들어온 의약품을 암시장에서 구입하는 것

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그러한 의약

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진료하는 환자들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별다른 안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약품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고 말

한다.67) 

제3절 보건의료정책 분석

서양 의료보험 회사 리인들이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의회에 로비를 

시작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부패에 찌든 기존 제도가 악화되

고, 지나치게 많은 영리 목적의 불안전한 보건의료 관행이 독립적인 감시 

없이 이루어져 예산 사용 내역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 새 정부

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권고를 내놓고 있다. 2012/2013년도 정부의 

보건 예산이 네 배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예산의 부분은 직원들의 임금

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분의 농촌 인구에 필요한 조산사들을 포

함한 기초 보건의료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적용 범위는 

66) Rubicon Strategy Group (June 2013 report)
67) “버마 보건제도의 만성적 문제점(Chronic Problems for Burma’s Health System)” 

http://www.irrawaddy.org/archives/28854(2013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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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치 않다. 보편적 의료 보장이 실현되려면 민간 의료보험과 함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 보건의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보건 부문 

예산 확 치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군 에 많은 자금을 지

원하는 신 보건 부문 예산 할당을 늘려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제한된 예

산으로는 20년 내에 보편적 의료 보장을 실현하겠다는 보건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68)

50년 가까운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면서, 보건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제

도의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아웅산 수치는 2011년 4월 의회에 진출한 

이후 보건과 교육 개혁을 두 가지 주요 과제로 삼아 왔으며, 최우선 과제

로 양곤 종합병원 발전 계획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주치의사인 묘 윈 박

사는 2013년 2월 결성된 NLD의 국가 보건 네트워크의 수장으로 국가 

보건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외과의사, 각종 전문의, 응급구조 원 등

을 태운 이동 진료소를 만들 계획이다. 국가 보건 네트워크는 미얀마 보

건 정책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는 자선 단체와 

협력하고,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분야의 의사들을 양성하는 것

이다. 

수요를 감안할 때, 변화는 점진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20년간 지속될 

수도 있을 보건 개혁(보건 서비스가 제한되고 조직적이지 못하다)이 가시

화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미얀마의 여러 부문에서 개혁이 진행

되어 왔지만, 향후 20년에 걸쳐 국민들에 한 보편적 의료 보장을 이루

어내겠다는 보건부의 목표는 수십 년간 군사독재 지배 하에서 1인당 미

화 1달러 미만의 예산으로 운영되어 온 미얀마의 보건 제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담한 목표로 보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68) http://www.ibtimes.com/myanmar-government-spends-less-1-person-annually
-healthcare-1379461(August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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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건의료제도의 개혁(향후 방향) 

새 정부는 미얀마를 인간 중심 발전을 지향하는 현 적이고, 발전된 민

주 국가로 변신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에 착수했고 달성 가

능한 목표에 집중해왔다. 정부는 시작은 겸손하게 그러나 국제사회 원조

에 힘입어 결단력 있게 행동하여, 빈곤 발생률을 낮추고 2015년까지 새

천년 개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역량 및 기술 발전을 확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전환기 경제에 놓인 미얀마의 보건 부문 변화는 원

래는 별개이지만 이 경우에는 합쳐질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의 혼합물이 

된다. 한 가지 사안은 보건 부문 전반에 걸친 개혁이다. 이 개혁의 구체적 

의제는 기존 정책, 기관, 구조, 제도가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얼마나 잘 

다루었는지를 검토한 후에 그에 따라 결정된다. 전환기 경제의 보건 부문 

개혁의 기저에 있는 또 다른 사안은 본질적으로 보다 거시경제적이며, 훨

씬 더 비자발적이다.

표준 형식을 사용하여 보건 제도와 정책 현안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국가 기반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추진하는 첫 단계로, 전환

기 미얀마의 보건 발전에 한 기술적 협의가 2012년 10월 3일 나이피타

우에서 열렸지만, 보다 종합적인 보건 정책(현재 수정 중)은 아직 마련되

지 않은 상태이다.  

의사, NGO, 의회에서 논의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피임약이 판매 중인데(사람들은 알약과 주사제를 선호한다), 낙태

는 여전히 불법이어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

다. 낙태 문제는 의회에서도 논의 중인데, 보건 개혁의 일부로 추후 논의

될 필요가 있다. 정보와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여성들이 생식 건강 문제

의 가장 큰 부담을 진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새 정부는 산모 사

망률을 출생아 1,000명당 1명 이하로 낮추고, 영아 사망률(현재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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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당 60명)도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삼았다. 정부의 보건 당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직원들이 부족하다. 

사회 보장 위원회는 국가, 민간 병원, 진료소들 사이의 계약을 협상하

여, 보험 가입 노동자들이 보다 다양한 치료 방식을 택할 수 있게 할 것이

라고, 2012년 4월에 한 관계자가 밝혔다.69) 사회 보장 위원회 사무총장 

유 르윈 아웅(U Yu Lwin Aung)은 이 계약 제도 하에서, 보험 가입 환자

의 약품 및 치료 비용은 각각의 병원에 직접 지불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

약 제도로 보험 가입 노동자들은 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이 크게 늘 것이라

고 사무총장은 밝혔다. 사회 보장 위원회는 결과적으로 가입자 수가 늘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사회 보장 진료소가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보건의료 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사회 보장 진료소는 전국 곳곳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진료소가 없는 

곳의 노동자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현재 노동자 전문 병원도 양곤 , 

만달레이, 방고 지방의 탄타빈 이렇게 세 곳에 불과하며, 사회 보장 진료

소는 총 92개이다. 110개 군 전체에서 불과570,000명의 노동자들만 사

회 보장 위원회에 가입했다. 전문의들의 부족으로 사회 보장 위원회에 

한 불신이 있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가

고, 서비스 전달을 향상한다면, 사회 보장 위원회는 보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구급차 서비스를 제외하면, 미

얀마에는 응급구조 서비스가 없다. 구급차조차 널리 이용되지 않고, 그저 

환자를 해당 지역에서 병원으로 수송하는 일만 한다. 구급차에 탑승한 환

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내에 구조요원, 의사, 간호사, 의료 장비

가 갖춰져야 하므로, 단기 개혁의 관점에서 응급구조 서비스 제공에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다.  

69) 미얀마 타임즈, 32호(Myanmar Times, Volume32, No.623) Apri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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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 개혁

 

단기 개혁에 해당되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 새 공공 보건 정책과 투자를 기획, 감시, 관리할 수 있는 보건부의 

관료적 역량을 강화한다. 

○ 인적자원 강화(병원과 진료소에 수준 높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배

치하도록) 

○  의사, 간호사들에 한 보상을 높인다(즉, 임금 인상). 

○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보건의

료 종사자들의 수를 집계한다.

○ 특히 농촌과 분쟁 지역에 외상치료 역량을 확충한다. 혈액투석 공

급사슬 중단을 해결한다. 종양학 진단 능력 및 치료에 투자를 크

게 늘린다. 

○ 심장병 진단과 주요 장비 및 약물 치료를 크게 확 한다. 

2. 장기 개혁 가능성 

 

보건 부문의 향후 장기 개혁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 보건부는 미얀마 보건 발전 30년 계획의 일부로 2030년까지 보

편적 보건의료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미얀마 보

건 비전 2030), 이는 NLD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나라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해서 고위층 이해당사자들 간의 효

과적인 조율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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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보건부는 외국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정책 화에 임할 준

비가 되어있다. 보건부의 리더십과 소유권을 강화하는데 한 지

지는 매우 중요하다.  

○ 보건부가 주도하고,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거친, 

책임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입각한 효과적이고 기능적인 국가 조

율 구조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 동반자 관계와 협력을 통해 지방 차원에서 모든 공급 기관들의 서

비스를 기획, 운영, 조율하는 데 한 전권을 행사하는 군 단위 보

건 당국의 중요한 역할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중앙 및 지방 차원의 공공 보건 당국의 관리 및 운영 능력을 개선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최우선 과제는 전체 보건 제도(보건의료운영 정보 시스템과 물류 

포함)의 강화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보건의료 제도의 강화는 분권화된 제도 내에서 비공식 및 공식 수

단을 동원하여 인적 자원 제약 해결, 기반 시설 신설 및 개선, 공

급 시스템과 물류 개선, 통치 및 관리 개선을 포함한다. 

○ 적절한 수의 직원과 장비로 운영되는 기초 및 지정 시설로 평균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보편적 의료 

보장을 실현하며, 농촌 보건 서비스의 촉진을 독려한다.  

○ 자발적 개인 분담, 민간 부문 및 기부자 지원, 의료보험 기제, 사

회적 보호 장치 및 조건부 현금 지원을 포함하는 의료 부문을 위

한 투자 및 자금 조달을 확 한다. 

○ 건강 위기, 영양 결핍, 보건의료 관련 재정적 부담으로부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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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적 틀을 마련한다. 또한 보건의료

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사이의 제휴관계 및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분명한 정책 및 법적 틀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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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제2절 캄보디아 보건의료 제도

제3절 향후 발전방향





제1절 개요
 

공산주의 체제 하의 킬링필드와 30년간 계속된 내전으로 알려졌던 캄

보디아는 1991년 파리 평화 협정에 모든 교전 당파들이 조인한 이후 새

로운 역사를 열게 되었다. 2년 후 유엔의 협조로 첫 총선을 치르게 되었으

며 그 결과 새로 탄생한 민주주의 정부는 평화를 되살리고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착수하는 막 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

었기에 초기 단계에 개발 계획은 주로 해외원조로 진행되었고, 

Ear(2007)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한 공적개발원조(ODA)는 미화 50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발전을 

가속화, 지속화하기 위해 전후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 생산품을 미국

과 유럽연합 시장에 수출 시 무관세나 낮은 관세가 적용되었다. 이 같은 

양해와 다자간 사회 개발 계획의 결과로 캄보디아 경제는 지역 및 세계 

사회로의 재편입, 인구학적 양상의 변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덕분에 심도깊은 사회 경제적 변혁을 겪게 되었다(UN Cambodia, 

2009).

지난 10년간, 캄보디아는 주로 의류 산업, 농업, 관광 및 건설 산업 덕

분에 2004-2007년 동안 10%에 달하는 활발한 경제성장을 구가했고

(World Bank, 2009), 인구 1천4백만(World Bank, 2012)인 캄보디아

의 GDP는 2011년에 미화 140억6천만 달러에 달했다. 거시경제 측면의 

이 같은 인상적인 발전 덕분에, 캄보디아는 삶의 질 개선과 급속도의 경

캄보디아의 
건강보장 체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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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전이라는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Ministry of 

Planning, 2010). 2012년 1인당 GDP 또한 미화 946달러로 높아졌으

며, 빈곤율은 1994년 39.1%, 2007년 30.1%에서 2011년에는 20.5%로 

현저히 낮아졌다(World Bank 2012). 국민 복지를 위한 공적 투자에 있

어서 우선적으로 보건 부문에 한 정부 예산 할당을 지속적으로 늘려 

2008년 미화 1억1천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미화 1억8천7백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Ministry of Health, 2013).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영아사

망률이 2005년 1,000명당 66명에서 2010년에는 45명으로 낮아졌고, 

산모사망률의 경우 2005년 100,000명당 471명에서 2010년에는 206

명으로 낮아졌으며(Ministry of Health 2013), HIV/AIDS 유병률은 최

고를 기록했던 1998년의 1.7에서 2012년에는 0.7로 낮아졌다

(NCHADS70) Database). 보건부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센터는 전국적으로 2008년에 967개소에서 2012년에는 1,024개소로 증

가했다. 특히, 보건 부문 발전 계획에 따라 의료 보장 계획과 수익자 부담

금 제도(각각 1996년), 건강 형평 기금(HEF)과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

(CBHI)(각각 2000년), 그리고 최근에는 보건 전략 계획 I, II를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유엔과 아세안이 권고하는 보편적 의료 보장을 달성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보건 재원을 위한 전략적 계획 2008-2015는

(1) 빈곤에 따른 건강 문제를 근절하고,(2) 의료보험 기금 및 수준을 높이

고,(3) 보편적 의료보험 보장의 기틀을 닦는다는 목표를 세웠다(Ministry 

of Health, 2008b).

법적 제도와 공적 투자라는 탄탄한 근간 덕분에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발전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이게

도 보건의료 기반시설이 차츰 마련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70) NCHADS: 국립HIV/AIDS, 피부학, STD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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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도 확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재정 및 인적 자원이 한정적이고 취약한 캄보디

아에서 전 국민에 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제 기능을 하는 보

건제도를 수립하기란 쉬운 일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다. 

캄보디아 왕실 정부에 남은 과제는 전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제

공하고,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민간 의료 관행과 모든 보건 관련 

부문 시장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다(Ministry of Health, 2013). 

제2절 캄보디아 보건의료 제도
 

1. 보건의료 개혁 역사

 

현  캄보디아의 초기 보건의료 개혁은 새 헌법이 채택되고 난 1993년

에 시작되었다. 새 헌법의 72조는 “국민의 건강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는 질병 예방과 의학적 치료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빈곤층 국민들은 

공공 병원, 진료실, 조산소에서 무료 의학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헌법은 여전히 국민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주된 법적 장

치로 남아있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특히 빈곤층과 취약 계층 국민들을 위

한 보건의료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또한 국민들이 의료 문제로 빈곤층으

로 전락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996년 이전에는, 공

공 보건시설 이용이 공식적으로는 무료였지만, 보건의료 예산이 충분치 

않아 의료 시설이 제 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약품도 부족했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월급도 생활임금을 밑돌았다(WHO Cambodi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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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보건부는 국민, 특히 빈곤층에 한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보건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국립보건기금헌장을 수립했다

(Ministry of Health, 1996). 이 최초의 수익자부담제도 하에서 환자들

은 병원에 한 번씩 올 때마다 500 리엘(미화 1달러=4,000리엘)을 지불함

으로써 3일 간의 치료 비용을 일부 분담했다. 이 수입 중 60%는 직원들에 

한 인센티브로 책정되었고, 나머지 39%는 운영 비용과 수준 향상을 위

해 쓰였다. 같은 해, 세계보건기구의 도움으로 의료보장제도 운영구역

(Operational District: OD)을 도입하여 구역 차원 지정 병원과 코뮌 차

원의 보건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기초 보건의료를 개선하도록 했다

(Ministry of Health, 2002). 그 결과, 24개 주에 지정 병원, 보건센터, 

보건진료소를 관할하는 73개 운영구역이 설립되었다(Waltford V., 

2000).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구조개혁은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수익자 부담 제도가 치료 수준의 미달과 환자들에 

한 비공식적인 치료비 요구 등의 문제로 실패하게 되어 2000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수익자 부담 제도인 건강 형평 기금(HEF)이 수립되었다

(WHO Cambodia, 1999). HEF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 또

는 거의 무료로 건강 바우처를 제공하는 빈곤층을 위한 제도로, 바우처 

제공에 앞서 혹은 그 후에 빈곤층임을 확인하기 위해 보통 NGO들이 시

행한다(Annear, 2008). 개발 파트너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HEF는 

면제 환자들의 비용이 모두 병원 부담인 다른 수익자 부담 면제 제도와 

다르다.

또 다른 제도는 선납 제도인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CBHI)으로 긴급

한 또는 뜻밖의 의료비 지출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

이다(Annear, 2008). 이것은 수익자 납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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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행을 담당하는 자발적인 보험제도이다. CBHI는 기존의 보험제도와 

유사하며 다만 종종 부적절한 진료를 받곤 하는 농촌 및 외딴 지역의 보

다 가난한 계층의 수요에 맞추려는 것이다(Levine at al., 2008). 보험가

입자와 그 가족은 보건센터와 지정 병원 등의 계약된 공공 보건시설에서 

규정된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BHI 운영업체는 가입자들이 이

용한 서비스 비용을 시설에 상환한다(Ministry of Health, 2013).

 

2. 보건의료 구조 및 자금조달

 

1996년 이래,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제도는 구역 차원의 지정 병원과 

코뮌 차원의 보건센터 및 보건진료소로 구성되는 운영구역(OD)으로 조

직되었다(Ministry of Health, 2002). 각각의 운영구역(OD)은 

100,000-200,000명을 담당하며, 보건센터 여러 곳과 지정 병원 한 곳으

로 구성된다. 보건센터는 마을 가까이에 가장 가까운 공공 보건시설을 세

우기 위한 것으로 한 곳이 8,000-12,000명을 담당하며, 마을 사람들이 

걸어서 최  두 시간 이내의 거리 또는 10km 이내에 위치하는 한편, 지

정 병원은 차나 배로 세 시간 또는 20-30km 거리에 위치한다(Ministry 

of Health, 2008a). 서비스 전달을 통해 국민들이 보건 제도를 처음 접

하게 되는 단계인 운영구역(OD)은 지방 보건부의 감독 하에 운영되며, 

각 지방 보건부는 정책, 기획, 인력개발 및 배치, 자원 동원 및 할당을 담

당하는 중앙 보건부와 긴 히 협력한다(Ministry of Health, 2002). 이

에 따라 보건센터는 센터 내 진료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기초적인 

치료 및 예방 활동을 하는 “최소활동패키지(Minimum Package of 

Activities)를 제공하고, 지정 병원은 복잡한 건강상의 문제 해결과 지속

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통합활동패키지(Complementary Pack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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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를 제공하며, 그 밖의 국립병원, 훈련센터 및 기타 국가 차원

의 보건 관련 기관은 3차 서비스를 제공한다(Ministry of Health, 

2008a).

공공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구역(OD)과 국립병원 외에, 민간 의

사들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선택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민간 차원에서는 1)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상담 병원, 2) 다양한 분

야의 전문 병원, 3)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폴리테크닉의 세 가

지 종류의 시설이 허가된다(WHO WPRO, 2008).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국가 예산, 개발 파트너나 NGO가 제공하는 외

부 기금, 그리고 가계 지출로도 알려진 직접 비용 등의 세 가지 재원이 있

다(Ministry of Health, 2008a). 캄보디아의 총 보건 지출은 2008년 미

화 5억6천4백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7억6천3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Ministry of Health, 2013). 이것은 1인당 지출로 환산하면 미화 52달

러였는데, 이중 61%는 직접 비용, 24%는 국가 예산, 그리고 15%는 개발 

파트너들의 지원이다. 보건의료 지출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직접 비

용은 2008년의 미화 25달러(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10)에

서 2012년에는 1인당 미화 32달러(Ministry of Health, 2013)로 증가

했다. 개발 파트너들의 외부 기금은 2012년에 략 1억1천6백만 달러였

다(캄보디아 개발 위원회 자료). 기금은 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조달되며 다양한 자금 양식으로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할당된다

(Ministry of Health, 2013). 국가 예산은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해마다 

인정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 전달 차원 진료

소 및 병원에 약품, 의료 장비와 물품을 제공하는 데 할당된다(WHO and 

Ministry of Health, 2013). 이 같은 자금조달 제도는 빈곤층에 한 보

건의료 서비스 개선 및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보건 시설에 한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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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보건의료 시설 활용에 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Ministry of Health, 2013).

 

3. 보건의료 관련 국민들의 선택 

 

국민 1인당 1년에 0.4회 공공 보건 시설을 이용한다(WHO WPRO, 

2008). 2010 캄보디아 인구통계 및 보건 설문조사 결과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제일 먼저 민간 보건 시설을 찾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도시 주민들은 먼저 민간 진료소에 가고(27%), 약국에서 약

을 사고(20%), 마지막으로 국립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향을 보인다. 농

촌 지역 환자들은 공공 보건센터나, 숙련 보건의료 종사자, 민간 진료소

에서 치료를 받거나 비의학 서비스(상점이나 시장)도 빈번하게 찾았다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11). 농촌에서는 숙련 보건의료 종

사자나 간호사들에게 첫 진료를 받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전체 인구 중

에서 1%는 주로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서 치료를 받았다(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11).

위 사실은 진료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짐을 알려주는데, 

Wilkinson(2001)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상황을 설명한다. 

 

‧ 건강 문제의 진단과 진료 기능에 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 

‧ 집이나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는 생각

‧ 진료비 납부 방식이 유연하고 약품을 사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제일 먼

저 민간 의료 시설을 찾게 되는 점 

‧ 보건센터 진료비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한 제한된 또는 잘못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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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 비해 농촌이 보건의료 종사자 수가 적고 진료 선택 범위가 제

한되어 있는데 지리적으로 민간 의료 시설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는 점

 

결국 접근성, 진료비, 진료 수준 및 이용자들의 정보 부족은 질병에 걸

린 사람들이 공공 또는 민간 의료 시설을 선택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이유

가 된다(WHO WPRO, 2008). 민간 의료 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 민간 부문 보건의료에 한 감시와 규제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11). 농촌 주민들은 가장 다양한 

전공 분야의 진료를 제공하고 전국 의사들 가운데 약 54%를 채용하는 수

도 프놈펜의 국립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한다

(Chhea et al., 2010).

 

4. 보건의료 부문의 과제

 

캄보디아 전체 인구 1,400만 중 80%가 농촌에 거주하며 자급 농업에 

의존한다(World Bank, 2006). 경제 개발 활동은 주로 수도와 도시 지역

에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수입의 불균형이 초래된다(Annear, 2009). 

그 결과 평균 지니 계수는 여전히 0.4에 머무른다(World Bank, 2007). 

전체 예산에서 보건 부문 비중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부

문은 이용, 기금 마련, 자원,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수준 및 조율 등 산

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WHO WPRO, 2008).

2011년 1인당 GDP가 미화 853달러로 세계은행이 저소득국가로 지

정한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20.5%가 빈곤층에 속하고, 보건의료 종사

자가 많지 않고, 조산사들을 찾아보기 힘들며, 우선순위에 기반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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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때문에 농촌 및 외딴 지역의 국민들에 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이 

여전히 어렵다. 다시 말해 농촌 지역의 취약 계층은 기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2004년

에 실시된 캄보디아 사회경제 설문조사는 빈곤층의 60% 미만만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첫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 

중 28.9%만 공공 보건 시설을 이용했고, 56.8%는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를 이용했다(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11). 다시 말해 캄보디

아의 공공 의료 부문은 여전히 이용률이 낮다(Lane, 2007). 

진료비, 뒷돈, 그 밖의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금전적 장벽은 여전하다(Annear et al., 2009). 1인당 미화 52달러의 총 

보건 지출 중, 61%는 본인 부담금, 24%는 정부 예산, 15%는 개발 파트

너 지원과 기부금이다(Ministry of Health, 2013). 보건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먼저 저금을 헐고, 가계 수입을 쓰고, 돈을 빌리

고, 그 다음에는 재산을 팔게 되고(WHO WPRO, 2008), 이로 인해 빈곤

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수요 측면의 어려움뿐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Lane(2007)에 

따르면 예산의 일부가 분산되고 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외부 원조

이기 때문에 정부로써는 공급 측면에 제약이 있다. 농촌 및 외딴 지역의 

보건의료 접근성은 지리적 어려움이 여전히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 이 때

문에, 이 부분의 보건의료 보장은 여전히 개발 파트너들로부터의 원조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캄보디아 보건 부문의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WHO WPRO, 2008).

또 다른 문제는 직원들의 임상 기술이 부족하고, 약품의 재고가 없고, 

의학 장비가 부족하고 지정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자들

에게 제때,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Annea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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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보건 종사자들의 훈련 상태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

공 보건 시설의 성과는 더욱 좋지 않다. 조산사와 간호사들의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보건 센터에서 제 로 된 최소 활동 패키지를 전달하지 못하

고 있으며, 역량 있는 의사들의 부족으로 몇몇 지정 병원들조차 통합 활

동 패키지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Ministry of Health, 

2006).

민간 부문 보건 서비스에 한 느슨한 규제와 감시에 해서도 효과적

이고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2010 캄보디아 인구통계 및 보건 설

문조사 결과, 민간병원, 진료소, 약국,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상담 등 민간 

보건 시설 이용이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약품 

판매상 등 비임상 부문, 전통 치료사, 전통 조산사 등도 농촌 지역에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11). 안타깝게도 이 부문은 임상 관행 지침과 서비스 수준에 한 기준

과 인증 제도가 없거나 있다 해도 미비하여 제 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Ministry of Health, 2008a).

 

5. 보건 의료 발전: 개혁부터 포괄적인 사회복지 정책까지

 

2002년 사회보장제도법이 제정되어 고용 상해 보험, 노령, 장애, 유족 

연금을 도입하고, 국가 경제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다른 수당은 차후 규

정하기로 했다(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02). 이 법에 따

라, 우선적으로 공무원과 민간 부문 노동자들에 한 두 가지 종류의 의

무 건강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9년 공무원 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for 

Civil Servants: NSSFC)은 사회, 퇴역군인, 청년 재활부 관할 하에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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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제도로 생겨났으며, 공무원과 가족들에 한 사회보장 혜택을 관리, 

집행하는데, 여기에는 질병 시 현금 수당, 고용 상해 수당, 출산 수당, 퇴

직금, 사망 및 장애 수당이 포함된다.

민간노동자 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for pri-

vate sector workers: NSSF) 은 2008년 노동부의 관리 하에 정부, 사용

자, 노동자의 3자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고용 상해 보험, 의료 및 

연금 제도를 포함한다. 2010년 현재 가입 노동자의 부분(78%)이 캄보

디아 최  산업 부문인 의류 및 신발 제조 산업에 종사한다. 산업의 특성

상, NSSF 가입 노동자들은 부분 30세 미만의 젊은 여성이다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12). 이 기금의 재원 마련은 

노동자들의 보험 적용 가능 임금의 0.8%를 사용자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09년 정부는 보조금 제공으로 이 비율을 0.5%로 낮추었

다. 이는 세계적 경제 위기의 지속적인 영향을 해결하고, 캄보디아가 동남

아시아에서 우수한 투자 지역으로써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007년에 보건부는 모든 캄보디아 국민들이 최  수준의 보건 및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보건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

기 위해 “보건전략계획 II 2008-2015”을 새롭게 보완했다. 이 전략의 방

향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기술적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성, 윤리적 

행위 및 업무 수준을 높이며, 보건 분야 중 직원들이 반드시 필요한 곳의 

우선 순위에 맞게 직원을 채용, 배치하며, 직원 보수, 급여, 성과 인센티

브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물품 및 장비를 제공하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이 튼튼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다(Ministry 

of Health, 2008a). 

2008년에는 보건부가 보건 분야 자금 조달을 위한 전략적 기본틀

(Strategic Framework for Health Financing 2008-2015)을 마련했



258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다. 이 제도의 취지는(1) 건강 악화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2) 보건의료

의 재원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3)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을 달성

하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다(Ministry of Health, 2008a). 이 기본 

계획은 특히 정부 예산의 보건 부문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빈곤

층에 한 사회적 보호 개입과 사회 안전망 개발을 통해 수준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따르는 금전적 제약을 해결하는데 집중한다.  

2011년 정부는 빈곤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포괄적, 통합적, 체계적인 

사회적 보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사회

적 보호 전략 2011-2015”를 실행했다(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11). 이 다차원적 정책에 따르면, 사회적 보호 개입은 다

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구성되었고, 사회복

지 서비스는 건강, 영양, 교육 서비스에 한 접근을 향상, 확 함으로써 

개인과 가정을 재난, 충격, 빈곤의 여파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6. 보건의료 부문의 성과

 

지난 수 십 년간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전 분야에 걸쳐 눈에 띄는 성과

가 있었다. 가장 두드러지는 기반 시설 측면은 2012년 현재 공공 보건 시

설은 8개 국립 병원, 82개 지정 병원, 1,024개 보건 센터, 그리고 121개

의 보건 지소로 구성되어 있다(Ministry of Health, 2013). 민간 부문 또

한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산후 관리에 있어서, 전통 출산 도우미는 출산과 낙태 시 꼭 필요하

다고 여겨진다(WHO WPRO, 2008). 현재 민간 부문의 의사들에 한 

정확한 최근 통계는 없지만, 2011년에 략 3,700개의 민간 진료소와 

1,371개 약국 및 약품 판매상이 보건부에 등록, 인가를 받아 여러 가지 



제9장 캄보디아의 건강보장 체계 259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품을 판매했으며(Ministry of Health 

2013), 그 수는 지금까지 매년 늘고 있다. 캄보디아 약품 시장에도 긍정

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미화 1억 9천 4백만 달러였던 약

품 거래는 2011년에는 미화 2억1천 7백만 달러로 성장했고, 의료 장비 

지출 또한 2010년의 미화 2천 4백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미화 2천 7

백만 달러로 증가했다(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11).

2012년에는 19,721명이 공공 보건 부문에 채용되었다(Staff record 

at Department of Personnel, Ministry of Health, 2012). 최근 몇 

년간, WHO는 캄보디아에 략 4천 3백 명의 의사와 1만 4천 8백 명의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는데(WHO, 2007) 1979년 킬링필드에서 

겨우 50명의 의사만이 살아남은 것(Hill et al 2007)을 감안하면 단한 

증가이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 인구 10,000명당 간호사와 조산사는 9

명, 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WHO, 2010). 그래서 2008년 18,906명이

던 보건 분야의 직원 배치, 신규 채용 및 훈련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전체 보건 종사자의 77%는 의사, 전문의, 간호사, 조산사, 약사들로 

지방 에서(지정 병원, 보건 센터, 보건 지소) 일하며, 나머지는 중앙부에

서 보건부, 국립 병원 및 기타 보건 당국에 소속되어 있다(Ministry of 

Health 2013). 2009년 중반부터, 캄보디아 전역의 각 보건 센터는 최소 

한 명의 조산사를 두고 있다(Ministry of Health, 2010). 2010년에는 

의  졸업생과 간호  졸업생이 각각 200명과 500명이었고, 150명의 조

산사가 훈련을 받았다(Staff record at Department of Personnel, 

Ministry of Health, 2010). 

두 개의 보건 자금 조달 계획, 즉 건강 형평 기금(HEF)과 지역사회 기

반 건강보험(CBHI) 또한 성공적인 기제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23개 주

에 적용되는 45개 운영 구역(Operating District) 내에 있는 47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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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313개 보건 센터에서 45가지의 HEF 계획이 이행되어, 빈곤층으

로 확인된 인구 약 245만 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2012년 한 해에만 미화 

9백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여기에 할당되었다(Ministry of Health, 

2013). 보건부 계획에 따르면, HEF 운영은 2015년이면 목표 지역 전체

를 아우르게 될 것이다. CBHI는 11개 주의 19개 운영구역(OD)에서 19

개 계획이 진행 중인데(Ministry of Health 2013), 2012년 CBHI 전체 

수혜자는 166,663명이고, 총 지출은 미화 622,715달러로 이중 46%는 

의료비, 34%는 행정 비용, 그리고 10%는 환자들의 이동 비용이다

(Ministry of Health, 2013).

다른 두 가지 의무 사회보험제도인 NSSSFC와 NSSF는 계속 발전해서 

공공 및 민간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2009년 자료를 보면 NSSFC 가

입 공무원은 175,000명에 달하며, 미화 2천2백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12). 공무원 유가족은 해당 공

무원이나 연금 수급자의 사망 시 유가족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해당

하는 공무원 가족의 수는 약 465,000명으로 추산된다(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12). 2012년 현재 4,583개 기업이 NSSF에 참

여하고 있으며, 략 4,000개 기업이 745,275명의 직원들을 위한 분담

금을 납부했다(Ministry of Health, 2013). 주요 산업 중심지인 프놈펜

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NSSF는 2008년 3개 주에서 현재에는 20개 주로 

그 범위가 확 되었다. 입수 가능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총 보험금 지출

은 미화 약 6십만 달러로, 이중 485,000 달러는 의학적 치료에 사용되었

다(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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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의 시사점: 미완의 과제 해결 

 

전반적으로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제도는 경제적 안정과 개발 파트너들

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덕분에 정부는 

공공 보건 기반 시설에 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을 위한 

보건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도시의 보건의료 적용 상태는 좀 나은 편이

지만, 농촌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은 만성 질병 치료에 있어서 특

히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제공할 약품도 구하기

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WHO WPRO, 2008). 보건 기반 시설 확 로 국

민들에 한 보건 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은 개선되었으나, 공공 보건시

설 이용 만족도는 여전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만족도는 개인들

의 재정 능력, 서비스 수준 및 보건 서비스 전달을 지원할 인적자원과 자

금에 달려있다(Ministry of Health 201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계의 현금 지출은 캄보디아 보건 지출의 주

요 원천이지만, 캄보디아 국민들 중 약 20%는 여전히 빈곤선 이하의 삶

을 살고 있어서 모두에게 끝없는 근심거리가 된다. 재원 조달 능력은 서

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건 센터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높일 인센티브

로 작용할 뿐 아니라, 농촌 및 외딴 지역의 환자를 이송할 지정 제도를 강

화하는 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HO WPRO, 2008). 또한 중요한 

것은 현재 보건 개선의 주요 우선순위 분야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개발 파트너들 또는 NGO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서, 정부의 예산 확  

및 이용 가능한 자금의 효율적인 할당 능력은 물론 이러한 개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예측하기가 어렵다(Ministry of Health, 2010).

또 다른 캄보디아 보건의료 발전의 정책 시사점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보편적인 보건의료 적용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막 한 과제로 남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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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거의 부분의 국민들이 의료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1% 미만 만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간 건강

보험인 사용자 기반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다(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11). 공식 부문의 의무적인 건강보험은 공무원들과 민간 기

업 직원들을 보호한다. HEF 설립을 통한 비공식 부문의 자발적 건강보험

은 보건의료에 한 접근성을 높여주지만, 몇 개의 선별 분야에만 적용되

어 여러 비금전적 제약은 해결하지 못한다(Ministry of Health, 2010).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들의 중 한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캄보디아 왕립 정부는 아래의 정책 목표(Ministry of Health, 2008a)를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내야 한다.  

 

○ 자원의 효과적인 동원 및 할당

○ 특히 공공 부문의 병원과 보건 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국민들 사이에 공공 보건 서비스에 한 신뢰도 회복 

○ 전체 인구 중 보건 서비스 적용 비중을 높이기 위한 각 시설의 통

원 가능 구역 설정

제3절 향후 발전 방향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제도는 법적으로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을 보호

한다. 전 국민에 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보장 계획과 수익자 

부담금 제도 등의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졌다. 빈곤층과 취약 계층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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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자금조달 계

획이 마련되었다. 최근 몇 년간, 공무원 및 민간 노동자들을 상으로 하

는 의무 보험 등의 포괄적인 제도가 확 되어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 민

간 보건 시설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진료의 

수준과 서비스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 진료소와 약품 판매상에 

한 감시와 규제가 제 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 파트너들은 캄보디아 보

건의료 발전의 주요 재원이지만 예산의 일부는 정부의 우선순위와는 다

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현재,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자금 조달 전략은 정

부 예산, 개발 파트너들로부터의 민간 수익 그리고 요금 부과 서비스 수

입을 포함하는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 보건 부문에 

적당한 예산 할당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개발 파트너들의 

재정 지원을 정부의 우선순위와 조율할 것이다. 앞으로 캄보디아의 보편

적 의료보장을 달성하려면 현재의 보건의료 자금 조달 제도를 모두 포함

하는 보다 포괄적인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장치는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와 함께 국가의 보건 부문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사회 이동 개입으로 빈곤층과 취약 계층을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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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건강보장 체계의 문제점과 발

전 방향에 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지역 저개발국가의 향후 보편

적 의료보장제도 실현을 위한 시사점과 발전방향을 얻고자 한다. 인도네

시아와 필리핀은 단일 보험자체제로 수년 내에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태국의 경우는 단일 보험자체제

는 아니지만 이미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선 이들 국가의 보건관련 지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도네시아와 필

리핀의 경우 GDP 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2011년 현재 각각 2.72와 

4.07로 상이하나, 건강관련 지출 비 공공부문 지출은 각각 34.14와 

33.33으로 유사하다. 태국의 GDP 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4.06으로 필

리핀의 수치와 유사하나, 건강관련 지출 비 공공부문 지출은 75.46으

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기 여명,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률 등을 살펴보면, 이들 3개 국가 중에서 태국이 

가장 건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 국가의 
건강보장정책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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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1인당 GDP, GDP 대비 세수 및 건강관련 지출, 공공부문 건강관련 지출

(단위: US 달러, %)

구분 1인당 GDP
GDP 대비 

세수

GDP 대비 
총 건강관련 

지출

총 건강관련 
지출 대비 
공공부문 

건강관련 지출

인도네시아 3,557.39 12.0 2.72 34.14

캄보디아 945.99 8.0 5.69 22.45 

한국 22,590.16 26.8 7.21 57.33 

미얀마 1,300.00 4.9 2.00 12.96 

말레이시아 10,380.54 15.5 3.58 45.68 

필리핀 2,587.02 14.4 4.07 33.33 

싱가폴 51,709.45 14.2 4.56 31.02 

태국 5,479.76 17.0 4.06 75.46 

베트남 1,595.81 13.8 6.81 40.35 

대만 20,378.00 12.4
6.60

(2010년 기준)
-

  주: 1) 1인당 GDP는 2012년 기준, 그 외는 2011년 기준임. 
     2) GDP 비 세수는 2012 Index of Economic Freedom 기준

자료: World Bank Database (http://data.worldbank.org/); 외교부(2013); 외교부(2013.4) ; 
2012 Index of Economic Freedom(http://www.heritage.org/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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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주요 건강 지표

(단위: 세, 명)

구분
기대여명

영아 
사망률

5세 이하 
사망률

모성
사망률

전체 남성 여성

인도네시아 70.39 68.41 72.47 25.80 31.00 220

캄보디아 71.05 68.44 73.80 33.90 39.70 250

한국 80.87 77.50 84.40 3.30 3.80 16

미얀마 64.76 62.75 66.87 41.10 52.30 200

말레이시아 74.67 72.38 77.07 7.30 8.50 29

필리핀 68.39 65.05 71.90 23.50 29.80 99

싱가폴 81.89 79.60 84.30 2.30 2.90 3

태국 74.01 70.75 77.44 11.40 13.20 48

베트남 75.46 70.87 80.27 18.40 23.00 59

 주: 1) 영아사망률 및 5세 이하 사망률은 2012년 기준, 기 여명은 2011년 기준, 모성사망률은 
2010년 기준임. 

 2) 영아사망률과 5세 이하 사망률은 인구 1,000명 당 수치임.
 3) 모성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수치임.

자료: World Bank Database(http://data.worldbank.org/)

앞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

는 인도네시아는 2011년 현재 총 인구의 약 65% 만이 건강 보험에 가입

한 상태이며 나머지 국민들은 어떠한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사회 보장 체계의 일환으로써 2014년에 시작

하여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 국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

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도전과

제가 남아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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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측면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국민의료비는 점진적 증가세를 보

여 지난 10년 간 GDP 비 평균 2.7%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주변 국가들

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는 상 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민의료비 지출은 확 되어야 할 것이다(인도네시아의 국민의료

비는 2014년에 GDP 비 4%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임). 그리고 세수는 

건강보험 확 를 위한 재정 할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료비는 

세수와 비례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세수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어서 GDP의 12.3%에 불과하며 다른 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20% 이상으로 확 되어야 한다(한국 GDP 비 세수비율의 경우 약 

26%).

현재 인도네시아의 여러 가지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혜택이나 의료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간극이 존재한

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건강 보험의 현재 상황은 평등성 원칙과 아직 

거리가 상당하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적 

표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러한 표준에 의료 시설 및 인력의 질도 포함

시켜 점진적으로 의료 인프라 질의 지역적 편차를 없애야 할 것이다. 또

한 인도네시아 2억5천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상으로 한 건강 보험 제도

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건강 보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가입자 신원

확인 수단으로써 국가 주민 번호를 생성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관리조직이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르지 못한 지역별 인구 분포는 의

료 시설 및 의료 인력의 할당 문제를 초래한다. 벽지의 낮은 인구 도는 

의료 시설 및 인력의 부족을 수반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전국적 의료보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벽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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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에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are: UHC) 이니셔티

브를 시작한 필리핀의 경우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서 인도네시

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총 인구의 

약 65%가 건강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나 필리핀의 경우는 2011년 현재 

45%가 국가건강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러한 가입자 수치뿐

만 아니라 필리핀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 가지 측

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보편적 의료보장을 이행하려면 

부문적 차원에서 매우 분열된 의료 제공 및 재원 충당 체계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필리핀 지역마다 의료 체계를 이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차이,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 접근에 한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 

체계의 재통합이 필요하다. 자율적인 지방 정부 부서뿐 아니라 민간 부문

의 이행을 활용하기 위해 보조금 메커니즘을 더욱 활용함으로써 의료 프

로그램을 조율하는데 필요한 높은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의료 인력의 업무를 제한하는 다양한 의료 직종 법을 검토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필리핀의 전체 80개 주(province) 중에서 12개 

주(province)는 집중적인 공공 의료 노력이 필요한 곳으로 이를 위해 구

체적으로 세부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운영적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전국가구 상시스템(National Household Targeting System 

for Poor Families: NHTS-PR)에 등재된 빈곤 가구를 어떻게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지 구체화해야 한다. 일단 빈곤 가구를 찾아내고 이들의 의

료 수요를 파악하면 그 다음 도전과제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제공자와 이들

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주요한 도전과제는 정부, 고용주, 개인의 보험료 납입 능력이다. 

빈곤 가구에 한 보험료 보조금 제공은 가입자 수의 변동을 완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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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2013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통과는 이러한 보조금 프

로그램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큰 과제는 가입자, 특히 

빈곤층이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 가입자로서 자신의 혜택과 의무

를 주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필리핀 건강보험 관리운영조직인 

PhilHealth는 의료보장 수준 확 에 노력과 자원을 낭비하기 보다는 가

입자에게 더 나은 정보, 공인된 의료공급자에 해 보다 용이한 접근, 기

존 혜택에 한 더 높은 지원 제공을 통해 가입자의 혜택 경험을 풍부하

게 만드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국가 중에서 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성공적

으로 실행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태국은 2002년에 보편적 의료보장

(Universal Coverage; UC)제도를 도입하였다. UC이전에는 태국 인구

의 다수, 특히 빈곤층과 비공식 부문의 저소득층은 어떤 형태의 의료보

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UC는 다양한 상 집단들을 위해 설계된 다른 

기존의 의료서비스 제도들과 함께 보장 범위를 효과적으로 거의 부분

의 태국 국민들에게 확 시켰다. 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개혁은 태국 국

민의 복지를 증진시켰고, 빈곤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

러한 태국의 성공담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뿐만 아니라 보편적 의료보

장을 추구하는 아시아지역 저개발국가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태국은 보편적 의료보장에서의 비용억제 방법으로 인두제를 사용했으나 

고비용 질환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구성’ 지불제 

(‘case-mixed’ payment system)나 입원환자의 경우 진단군 포괄수가

제(DRGs)를 통해 이를 보강했다. 진단군 포괄수가제는 실제로 UC가 법

적으로 통과되기 전 1998~2001년에 시험적으로 실시 (76개 주 중 6주)

되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과정 덕분에 UC가 국가의 의료서비스 제도에 

가져온 변화의 크기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도입될 수 있었다.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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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재원조달 모델, 비용산출과 회계 실무, 환자이관 시스템, 공동 의

료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에서 많은 교훈과 경험을 얻었다. 그 결과 UC가 

전면 시행되었을 때 고도의 효율성 실현이 가능했고 보장 상 인구가 크

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UC 시행 이전과 유사한 재정부담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국의 경험담에서 주는 시사점과 더불어 태국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보편적 

의료보장을 추구하는 아시아지역 후발주자에게 주는 다른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은 단일보험자가 아닌 여러 개

의 의료보험제도로 실행되고 있다. 의료보험들의 전체적인 재정 및 

성과관련 책임을 관리할 총 권한을 갖고 있는 단일 기관이 없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제도가 완전히 단편화되어 있다. 서로 다

른 의료보험들의 단편화된 운영은 의료 불일치 (health discrep-

ancies)와 비용의 비효율, 불공평한 혜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차이점 자

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차이에 한 정당화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보험(SSS) 가입자들은 그들이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세입으로 완전히 재정이 충원되는 UC 가입자들과 유사한 의료혜택만을 

받는다는 사실에 점차 높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동시에 공무원의료제

도(CSMBS)의 혜택은 비합리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재정 부

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태국에서 의료보험 단편화의 한 가지 결과는 재원조달의 다양성이 매

우 크다는 것이었다. CSMBS 제도 하에서 감사국은 지출규정과 관련된 

어떤 의무도 갖고 있지 않으며 직접 지급제에 따른 의료비용의 해결에 

한 책임만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1인당 의료비용이 다른 보험들의 경우

에 비해 가장 높다. 더욱이 CSMBS의 행위별수가 지불제도는 병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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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값이 비싸거나 수입된 의약품으로 과잉진료를 하도록 동기유발을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UC와 SSS의 1인당 비용은 서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UC의 

혜택이 SSS보다 반드시 부족한 것은 아니고 가끔은 더 나을 때도 있기 때

문에 이것이 SSS에 분담금을 내는 민간기업 고용인들 사이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들은 태국정부를 상으로 SSS와 UC를 통합하고 세금

으로 전체 재원을 충당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태국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에서도 SSS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태국의 의료제도는 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

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비효율, 단편화, 투명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단편화와 재원조달 불평등의 문제에 한 해결책

은 단일 보험자 체제를 도입하여 혜택을 결정하는 주체와 모든 상집단

들이 세금이나 공동부담금 등 똑같은 재원으로부터 자금을 충당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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