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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환경 변화

개혁 전략

의료체계 : 의료자원 – 전달체계 – 서비스 제공

정책주체 : 소비자 – 의료제공자 – 정부

보건의료환경 변화

개혁 전략

의료체계 : 의료자원 – 전달체계 – 서비스 제공

정책주체 : 소비자 – 의료제공자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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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인구••질병질병 구조구조

의료비의료비 증가증가: : 
자연증가자연증가

의료비의료비 증가증가: : 
자연증가자연증가

만성질환만성질환 증가증가만성질환만성질환 증가증가

고령화고령화고령화고령화

경제경제 발전발전
둔화와둔화와 양극화양극화

경제경제 발전발전
둔화와둔화와 양극화양극화

의료체계의료체계 효율화효율화의료체계의료체계 효율화효율화

보장성보장성 강화강화 요구요구: : 
의료비의료비 제도적제도적 증가증가
보장성보장성 강화강화 요구요구: : 
의료비의료비 제도적제도적 증가증가

경제경제••사회사회 구조구조
의료비의료비 사회적사회적
부담능력부담능력 감소감소
의료비의료비 사회적사회적
부담능력부담능력 감소감소

소비자소비자 중심중심 의료의료소비자소비자 중심중심 의료의료

의료의료 질질 향상향상의료의료 질질 향상향상
세계화세계화세계화세계화

권리의식권리의식 확대확대

경제경제 발전발전
둔화와둔화와 양극화양극화

경제경제 발전발전
둔화와둔화와 양극화양극화

신의료기술신의료기술 이용이용//산업산업
화화 요구요구

신의료기술신의료기술 이용이용//산업산업
화화 요구요구

신의료기술신의료기술 발전발전신의료기술신의료기술 발전발전

보장성보장성 강화강화 요구요구: : 
의료비의료비 제도적제도적 증가증가
보장성보장성 강화강화 요구요구: : 
의료비의료비 제도적제도적 증가증가

높은높은 의료의료 질질 요구요구높은높은 의료의료 질질 요구요구국민국민 요구요구 변화변화

알알 권리와권리와 선택권선택권
보장보장 요구요구

알알 권리와권리와 선택권선택권
보장보장 요구요구 4



의료시장의의료시장의
구조적구조적 혁신혁신
의료시장의의료시장의
구조적구조적 혁신혁신

의료시장의의료시장의
기능적기능적 정상화정상화

의료시장의의료시장의
기능적기능적 정상화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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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의료체계 효율화효율화의료체계의료체계 효율화효율화

의료의료 질질 향상향상의료의료 질질 향상향상

의료세계화의료세계화의료세계화의료세계화

소비자소비자 중심중심 의료의료소비자소비자 중심중심 의료의료

소비자소비자 중심중심

양질양질//고효율고효율
의료체계의료체계



소비자소비자 권리보장권리보장: : 
의료시장의료시장 정상화정상화
소비자소비자 권리보장권리보장: : 
의료시장의료시장 정상화정상화

정부정부
혁신적혁신적 정책정책

의료기관의료기관
자율적자율적 혁신혁신

비용비용 보상보상에서에서
가치가치 보상보상으로으로
비용비용 보상보상에서에서
가치가치 보상보상으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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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소비자 중심중심

양질양질//고효율고효율
의료체계의료체계

정부정부
혁신적혁신적 정책정책

의료기관의료기관
자율적자율적 혁신혁신

의료시장의의료시장의
구조적구조적 혁신혁신
의료시장의의료시장의
구조적구조적 혁신혁신

의료시장의의료시장의
기능적기능적 정상화정상화
의료시장의의료시장의

기능적기능적 정상화정상화



‘비용’에 대한 보상 è ‘가치’에 대한 보상
가치 = (의료서비스 질 / 비용) 

의료의 질과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

Downstream intervention è Upstream intervention 
포괄적 접근 : 전달체계-지불제도-성과평가

의료기관 중심의 자율적 혁신
의료체계 혁신으로 확산

‘비용’에 대한 보상 è ‘가치’에 대한 보상
가치 = (의료서비스 질 / 비용) 

의료의 질과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

Downstream intervention è Upstream intervention 
포괄적 접근 : 전달체계-지불제도-성과평가

의료기관 중심의 자율적 혁신
의료체계 혁신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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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700병상 이상 병원
-’08년 진료비 청구 및 사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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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700병상 이상 병원
-’08년 진료비 청구 및 사망자료

위험도 보정 : 
Modified Elixhauser Index

사망률 최대 10.32%
최소 2.43%
èè 4.25 4.25 배배

진료비 최대 6,612 
(천원) 최소 3,341 

èè 1.98 1.98 배배

높은높은 질질

낮은낮은 비용비용

높은높은 질질

낮은낮은 비용비용

낮은낮은 질질

높은높은 비용비용

낮은낮은 질질

높은높은 비용비용



의료기관의료기관 적정성적정성 평가평가//결과공개결과공개

Improvement PathwayImprovement PathwaySelection PathwaySelection PathwaySelection PathwaySelection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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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료 질질 향상과향상과 효율화효율화

Improvement Pathway

병원/의료진의 자발적인
활동

병원 내부 질 향상 활동

Reputation 
Pathway

Selection PathwaySelection Pathway

소비자/보험자: 
의사/의료기관 선택

의사: 
자신의 환자를 의뢰할 때



전달체계전달체계
자원관리자원관리

-- 병상병상, , 장비장비, , 인력인력 --
자원관리자원관리

-- 병상병상, , 장비장비, , 인력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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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전달체계

지불제도지불제도성과평가성과평가

자원관리자원관리
-- 병상병상, , 장비장비, , 인력인력 --

자원관리자원관리
-- 병상병상, , 장비장비, , 인력인력 --

신의료기술신의료기술 관리관리신의료기술신의료기술 관리관리



간접 규제

의료의료 질질 향상향상 병원병원
환자안전환자안전 병원병원

진료비진료비 공개공개
환자만족도환자만족도 결과공개결과공개

직접
규제

자율 규제

시장 기전

의료의료 질질 향상향상 병원병원
환자안전환자안전 병원병원

진료비진료비 공개공개
환자만족도환자만족도 결과공개결과공개

Braithwaite et al. Responsive regulati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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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의료자원

••의료자원의료자원
공급공급 적정화적정화

••신의료기술신의료기술
활용활용 적정화적정화

5555

전달체계전달체계

전달체계전달체계 혁신혁신: : 
-- 일차의료일차의료
-- 임종진료임종진료
-- 장기요양장기요양

4444

서비스서비스 제공제공

‘‘가치가치’’ 중심의중심의
의료체계의료체계

1111

의료기관의료기관: : 
자율적자율적

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 혁신혁신

의료기관의료기관: : 
자율적자율적

의료서비스의료서비스 혁신혁신

의료소비자의료소비자: : 
알알 권리와권리와

선택권선택권 보장보장

의료소비자의료소비자: : 
알알 권리와권리와

선택권선택권 보장보장

정부정부: : 
의료체계의료체계

혁신인프라혁신인프라 강화강화

정부정부: : 
의료체계의료체계

혁신인프라혁신인프라 강화강화

••의료자원의료자원
공급공급 적정화적정화

••신의료기술신의료기술
활용활용 적정화적정화

전달체계전달체계 혁신혁신: : 
-- 일차의료일차의료
-- 임종진료임종진료
-- 장기요양장기요양

2222 3333 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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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높은 질질

낮은낮은 비용비용

높은높은 질질

높은높은 비용비용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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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진료비 진료비진료비

낮은낮은 질질

낮은낮은 비용비용

낮은낮은 질질

높은높은 비용비용

질질



평가영역 점진적 확대

임상적 질
진료비
만족도

심뇌혈관심뇌혈관

질환질환
암암

근골격계근골격계

질환질환

감염성감염성

질환질환

대사성대사성

질환질환

평가영역 점진적 확대

임상적 질
진료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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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의원(15%)-병원(20%)-종합(25%)-상급(30%) 
향후 : 미흡(15%)-보통(20%)-우수(25%)-최우수(30%) 

현재 : 시설/장비/인력 기준 + 환자구성비
+ 인증평가결과

향후 : 비용과 질에 대한 평가결과 포함

진료영역별 è 의료기관 전체

현재 : 의원(15%)-병원(20%)-종합(25%)-상급(30%) 
향후 : 미흡(15%)-보통(20%)-우수(25%)-최우수(30%) 

현재 : 시설/장비/인력 기준 + 환자구성비
+ 인증평가결과

향후 : 비용과 질에 대한 평가결과 포함

진료영역별 è 의료기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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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PCI, 척추/관절 수술

검사 : CT, MRI 등

DRG 분류체계의 개선과 적정 수가 산출 지원

보장성 강화 지원 – 적정 급여범위 설정

의료 질 표준화와 의료사고 감소

수술 : PCI, 척추/관절 수술

검사 : CT, MRI 등

DRG 분류체계의 개선과 적정 수가 산출 지원

보장성 강화 지원 – 적정 급여범위 설정

의료 질 표준화와 의료사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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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률본인부담률 10%10%
§§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상한상한

100100만원만원
비급여비급여

전면전면 급여화급여화

총 진료비

3333
2222

1111 보장성보장성 강화강화 목표목표

본인본인
부담률부담률

§§ 본인부담률본인부담률 10%10%
§§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상한상한

100100만원만원
비급여비급여

전면전면 급여화급여화

보험료보험료 체납자체납자
해소해소

[[보장인구보장인구 100%]100%]
건강보험건강보험
보장성보장성

4444

건강보장인구건강보장인구

본인본인
부담률부담률

WHO. World Health Report. 2008



급여급여: : 

건강보험건강보험 부담부담

법정비급여법정비급여::

검사검사//재료재료//시술시술
법정비급여법정비급여::

검사검사//재료재료//시술시술

급여급여: : 

법정법정 본인부담본인부담

법정비급여법정비급여::

병실료병실료 차액차액
선택진료료선택진료료

법정비급여법정비급여::

병실료병실료 차액차액
선택진료료선택진료료

법정비급여법정비급여: : 

예방예방//재활재활
비필수진료비필수진료

법정비급여법정비급여: : 

예방예방//재활재활
비필수진료비필수진료

20

법정비급여법정비급여::

검사검사//재료재료//시술시술
법정비급여법정비급여::

검사검사//재료재료//시술시술

임의비급여임의비급여::

급여기준급여기준 초과항목초과항목
별도산정별도산정 불가항목불가항목

임의비급여임의비급여: : 

미신고미신고//반려반려
신의료기술신의료기술

법정비급여법정비급여::

병실료병실료 차액차액
선택진료료선택진료료

법정비급여법정비급여::

병실료병실료 차액차액
선택진료료선택진료료

법정비급여법정비급여: : 

예방예방//재활재활
비필수진료비필수진료

법정비급여법정비급여: : 

예방예방//재활재활
비필수진료비필수진료



안전성·유효성 검증된 것
필수진료서비스 급여화
본인부담률 조정 통한 소요재
정 탄력적 조정
의료기관 기존수익 유지

필수진료서비스 범위 합의
비급여 실태 조사

서비스 종류
의료기관 특성별 분포
진료비 규모

전면급여화 급여화

참조가격제 방식

의사 질 인센티브로 전환
보험자와 환자 분담

연구목적으로 허가된 것 이외
시술금지

안전성·유효성 검증된 것
필수진료서비스 급여화
본인부담률 조정 통한 소요재
정 탄력적 조정
의료기관 기존수익 유지

필수진료서비스 범위 합의
비급여 실태 조사

서비스 종류
의료기관 특성별 분포
진료비 규모

전면급여화 급여화

참조가격제 방식

의사 질 인센티브로 전환
보험자와 환자 분담

연구목적으로 허가된 것 이외
시술금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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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입원 적정성 - Computerized AEP 
(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 
예: 수술 - 척추, 관절, PCI 적응증 개발/적용
예: CT, MRI, PET 등 고가검사

검사결과 Reminder 시스템

약제, 검사, 재료
관련 학회와 협력 근거 기반 급여기준 개발
적용 – 평가 – 급여기준 합리화

예: 입원 적정성 - Computerized AEP 
(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 
예: 수술 - 척추, 관절, PCI 적응증 개발/적용
예: CT, MRI, PET 등 고가검사

검사결과 Reminder 시스템

약제, 검사, 재료
관련 학회와 협력 근거 기반 급여기준 개발
적용 – 평가 – 급여기준 합리화

23



처방 적절성 – 조제 안전 – 투약 안전
약물부작용 감시

의료기관의 자발적 환자안전 향상활동 지원
자발적 사건보고와 원인분석, 개선활동, 결과 공유

환자안전문화 확산
관련 학회 : 활동지침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정부 : 환자안전향상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처방 적절성 – 조제 안전 – 투약 안전
약물부작용 감시

의료기관의 자발적 환자안전 향상활동 지원
자발적 사건보고와 원인분석, 개선활동, 결과 공유

환자안전문화 확산
관련 학회 : 활동지침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정부 : 환자안전향상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24



처방적절성처방적절성
평가기능확대평가기능확대
처방적절성처방적절성

평가기능확대평가기능확대
•DUR 대상 약물 확대
•평가기능확대

- 현재: 상호작용 중심
- 연령, 용량 적절 등

시스템시스템
효과평가효과평가
시스템시스템

효과평가효과평가

미래미래
약물안전시스템약물안전시스템

현재현재
DURDUR

환자임상정보환자임상정보
활용도활용도

환자임상정보환자임상정보
활용도활용도

처방처방
오류오류

투약투약
오류오류

약물약물
안전안전v예:  

•신독성 약물용량조절
•간독성 약물용량조절 약물안전약물안전

선도병원선도병원
약물안전약물안전
선도병원선도병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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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별 및 질병별 질-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행위의 표준화와 가격 정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활성화

영상정보 è 주요 진료정보

의사별 및 질병별 질-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행위의 표준화와 가격 정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활성화

영상정보 è 주요 진료정보

27



수술수술 예정예정 환자환자수술수술 예정예정 환자환자

최초최초 진료기관진료기관최초최초 진료기관진료기관

•• 수술수술 권유권유

의무기록의무기록
검사결과검사결과
요청요청//전송전송

28

수술수술 예정예정 환자환자수술수술 예정예정 환자환자

심평원심평원
22ndnd Opinion CenterOpinion Center

심평원심평원
22ndnd Opinion CenterOpinion Center

22ndnd Opinion Opinion 전문의전문의22ndnd Opinion Opinion 전문의전문의

•• 22ndnd OpinionOpinion 요청요청
•• 22ndnd Opinion Opinion 전문의전문의 선정선정

•• 22ndnd OpinionOpinion 의뢰의뢰
•• 환자환자 의무기록의무기록 전송전송

의무기록의무기록
검사결과검사결과
요청요청//전송전송

방문방문
진료진료

수술수술 필요성에필요성에 대한대한
최초최초 판단과판단과

2nd Opinion 2nd Opinion 불일치불일치 시시
33rdrd Opinion Opinion 지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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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생활습관개선 서비스 수가 신설: 운동,영양, 금연 등

환자환자

• 특정의원 지속 이용
• 지속적 진료/투약율
• 생활습관개선: 금연율, 체중조절률
• 협압/혈당 조절률

30

건강보험건강보험의료기관의료기관

• 만성질환자 서비스 가입통보
• 만성질환관리 평가정보 제공

•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 환자연계서비스

• 특정의원 지속 이용
• 지속적 진료/투약율
• 생활습관개선: 금연율, 체중조절률
• 협압/혈당 조절률

• 진료비 10% 경감
• EHR 서비스
• 건강 마일리지: 

만성질환관리 성과기반
환자 인센티브

• 질평가와 인센티브
- 기존: 제한적 (350억)
- 확대: 포괄적 (진료비 5~10%)



1안 : 주치의 제도
2안 : 통합의료체계

전문의료 중심 수가 è 일차의료 중심 수가

검사/시술/약제 수가 인하
진찰/상담/교육 수가 신설 및 인상

1안 : 주치의 제도
2안 : 통합의료체계

전문의료 중심 수가 è 일차의료 중심 수가

검사/시술/약제 수가 인하
진찰/상담/교육 수가 신설 및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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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의 활성화
급성의료-장기요양-사회복지간 연계 강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향상과 사회복귀 촉진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신설
급성의료와 임종의료 연계체계 구축
임종진료지침 개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의 활성화
급성의료-장기요양-사회복지간 연계 강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향상과 사회복귀 촉진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신설
급성의료와 임종의료 연계체계 구축
임종진료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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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부적절한 입원입원 증가증가

지리적지리적 불균등불균등 분포분포

공급구조공급구조 불균형불균형

거시적거시적 효율성의효율성의 저하저하

건강형평성의건강형평성의 악화악화

의료기관개설은 사실상 신고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기초
지자체장 권한

지자체: 병상공급 억제동기 부재

부적절한부적절한 입원입원 증가증가

지리적지리적 불균등불균등 분포분포

공급구조공급구조 불균형불균형

거시적거시적 효율성의효율성의 저하저하

건강형평성의건강형평성의 악화악화

의료기관개설은 사실상 신고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기초
지자체장 권한

지자체: 병상공급 억제동기 부재

34



수요에 근거 의료자원 공급/분포 모니터링
대상 : 병상, 장비, 필수 의료서비스 – 응급, 분만
대진료권 및 중진료권 – 의료자원 유형별 수요
공급 과잉-적절-부족 지역 구분

의료자원 공급량과 의료이용 적절성 모니터링

예 : 병상 과잉지역 – 입원진료비 감산
예 : 병상 부족지역 – 입원진료비 가산

예 : 병상공급 과잉지역 – 중앙정부의 신증설 승인권

수요에 근거 의료자원 공급/분포 모니터링
대상 : 병상, 장비, 필수 의료서비스 – 응급, 분만
대진료권 및 중진료권 – 의료자원 유형별 수요
공급 과잉-적절-부족 지역 구분

의료자원 공급량과 의료이용 적절성 모니터링

예 : 병상 과잉지역 – 입원진료비 감산
예 : 병상 부족지역 – 입원진료비 가산

예 : 병상공급 과잉지역 – 중앙정부의 신증설 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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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혼자 떠안은’ 급여결정의 위험
신의료기술 급여결정의 위험공유(risk-sharing)

불명확한 적응증과 남용
시술의 질적 수준 보장 미흡

시술자/시술기관, 적정성/질에 근거 시술기관을
승인제도 필요

적절한 수가의 설정 – 초과이윤 방지
비용-효과를 고려한 환자본인부담

심평원이 ‘혼자 떠안은’ 급여결정의 위험
신의료기술 급여결정의 위험공유(risk-sharing)

불명확한 적응증과 남용
시술의 질적 수준 보장 미흡

시술자/시술기관, 적정성/질에 근거 시술기관을
승인제도 필요

적절한 수가의 설정 – 초과이윤 방지
비용-효과를 고려한 환자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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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평가

•• 안전성안전성

•• 유효성유효성

•• 경제성경제성

급여급여 관리관리

•• 조건부조건부 급여급여

•• 적응증적응증
지침의지침의 구조화구조화

•• 적정적정 가격가격 산정산정

•• ValueValue--based based 
Benefit DesignBenefit Design

제공자제공자 관리관리

•• 시술기관시술기관
인증제인증제

•• 시설시설--인력인력--
장비장비

•• 질질 평가평가

•• 적정성적정성 평평
가가

•• 안전성안전성

•• 유효성유효성

•• 경제성경제성

•• 조건부조건부 급여급여

•• 적응증적응증
지침의지침의 구조화구조화

•• 적정적정 가격가격 산정산정

•• ValueValue--based based 
Benefit DesignBenefit Design

•• 시술기관시술기관
인증제인증제

•• 시설시설--인력인력--
장비장비

•• 질질 평가평가

•• 적정성적정성 평평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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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근거연구 조건부 급여 (CED) 이외에

가격 및 사용량 협약 (Price-volume agreement) 
진료결과에 따른 차등급여 (Outcomes-based 
reimbursement) 등 다양한 방식 가능

진단명, 환자 상태 등을 명시

비용-효과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방식 : 신의료기술 vs. 신의료기술+ 환자상태
본인부담금 설정 (예) 

Essential 10% / Necessary 20%  / Marginal  30%

균형: 

접근성과 적정성

명확한

근거와 지침

기존의 근거연구 조건부 급여 (CED) 이외에

가격 및 사용량 협약 (Price-volume agreement) 
진료결과에 따른 차등급여 (Outcomes-based 
reimbursement) 등 다양한 방식 가능

진단명, 환자 상태 등을 명시

비용-효과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방식 : 신의료기술 vs. 신의료기술+ 환자상태
본인부담금 설정 (예) 

Essential 10% / Necessary 20%  / Margina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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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와 지침

공급자/환자: 

적정한 제공/이용



난이도가난이도가 높은높은 신의료기술신의료기술

적정성이적정성이 중요한중요한 신의료기술신의료기술 –– 높은높은 오남용오남용 가능성가능성

구조구조 : : 인력인력, , 시설시설, , 장비장비, , 운영운영 지침지침

질적질적 수준수준
시술 적절성 80% 이상
질 평가 점수 > 80점(과정/결과 지표의 종합점수) 

지역화지역화
대진료권별 최소 1개의 시술 기관 지정
필요시 인증기준 조정

난이도가난이도가 높은높은 신의료기술신의료기술

적정성이적정성이 중요한중요한 신의료기술신의료기술 –– 높은높은 오남용오남용 가능성가능성

구조구조 : : 인력인력, , 시설시설, , 장비장비, , 운영운영 지침지침

질적질적 수준수준
시술 적절성 80% 이상
질 평가 점수 > 80점(과정/결과 지표의 종합점수) 

지역화지역화
대진료권별 최소 1개의 시술 기관 지정
필요시 인증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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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대안(1) : (1) : 급여급여 제한제한 -- 인증기관만인증기관만 급여급여 혜택혜택

대안대안(2) : (2) : 시술시술 제한제한 -- 인증기관만인증기관만 해당해당 시술시술 가능가능

인증기준인증기준 개발개발 및및 평가평가 : : 학회학회 + + 심평원심평원

시술별시술별 Registry Registry 구축구축 및및 운영운영

한시적 인증제도 필요 – 구조 평가 후 인증

대안대안(1) : (1) : 급여급여 제한제한 -- 인증기관만인증기관만 급여급여 혜택혜택

대안대안(2) : (2) : 시술시술 제한제한 -- 인증기관만인증기관만 해당해당 시술시술 가능가능

인증기준인증기준 개발개발 및및 평가평가 : : 학회학회 + + 심평원심평원

시술별시술별 Registry Registry 구축구축 및및 운영운영

한시적 인증제도 필요 – 구조 평가 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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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성과평가

국가국가 목표목표 : : 건강수준건강수준--형평성형평성--효율성효율성 향상향상

공중보건시스템 성과평가

M
ea
su
re
m
en
t Macro LevelMirco/Meso Level Mirco/Meso Level M

easurem
ent

Quality/ Access/ Cost/ Efficiency/ EquityQuality/ Access/ Cost/ Efficiency/ Equity Behaviors/ SocioeconomicConditions
/ Resources/ Environment

Behaviors/ SocioeconomicConditions
/ Resources/ Environment

•국가의료체계
성과평가 부재

•의료기관평가인증
•심평원 적정성 평가
•영역별 평가: 응급 등

•의료기관평가인증
•심평원 적정성 평가
•영역별 평가: 응급 등

M
ea
su
re
m
en
t

•자원 정책:개발/배분
•전달체계
•재정/지불제도 등

•평가결과공개
•질 인센티브
•평가결과 환류 및
질향상 지원

•평가결과공개
•질 인센티브
•평가결과 환류 및
질향상 지원

Pl
an
ni
ng
 

Macro LevelMirco/Meso Level Mirco/Meso Level 

•공중보건감시체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전염병감시체계 등

•공중보건감시체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전염병감시체계 등

Po
lic
y

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의료발전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y People 202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y People 2020

사업 및 정책 :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정신보건 등

사업 및 정책 :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정신보건 등

M
easurem

ent
Plann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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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윤희숙

한국 의료의 특징과 정책방향

목차

1. 각국 의료시스템 변화 동향과 개혁 아젠다
2. 우리 의료시스템의 특징과 정책환경
3. 과제



2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3단계 (Hall, 1993)

1단계: 진행되는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지못하며,  기존 정책을

유지한 채 조정만 시도

2단계: 도전이 심각해져도기존 패러다임을방어하며이전 논리를

적용하여새로운상황과 부합하지않는 정책 사용

3단계: 기존의 틀이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기에적절하지않으며

방어가 불가능하다는것이 명확해지며패러다임전환

사례 - 오일쇼크이후 서구 복지국가의복지확대로재정악화, 

국채/이자지출의악순환

- 1990년 버블 붕괴후 일본경제침체 속에서의경기부양

-3-

의료와 국가

국가(Healthcare State)는 얼굴이 세개 달린 몬스터 (Moran, 1995)
복지국가(Welfare State) : 누구나에게적정수준의 의료를 보장

산업자본가(Industrial Capitalist State):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고, 
지나친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사용자가 지지 않도록 보장하며,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의료서비스산업 증진

자유주의적 민주국가(Liberal Democratic State): 이해관계 제약
속에서 의사결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보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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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의 대표적 유형과 기본원리

-5-

① 공공부문 주도형 (NHS, SHI): 서유럽국가

v 의료비 지출을 거의 공적으로 조달

v 포괄적 혜택으로 설계된 후 재정압박으로 의료비용 억제를 주된

과제로 설정

v 의료자원규제와 서비스 이용 제한(rationing)이 핵심 수단
v 일차진료의 문지기 역할(gatekeeping)이 대표적 rationing 기전
v 복지국가시기를 거치면서 정부주도의 병원인프라 구축: 통제와 지원

의 결합

② 민간부문 주도형: 미국
v 의료비 재원 조달의 민간비중이 높음. 
v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치료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음. 
v 민간주도로 인프라가 구축
v 정부 역할은 특정한 공공적 수요를 위한 설비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국한

의료보장과 관련한 정부역할 변화

1. 복지국가정립기(2차대전이후): 의료서비스보장범위
광범위하게책정하고서비스 이용 제약은 거의 없도록 설계

2. 의료비용통제기(1970년대중반~): 신기술 도입 여부 통계, 
직접적이용제한, 총액계약제도입 등 정부 감독 및 규제 강화

3. 시스템개선기(1980년대후반~): 시장메커니즘도입과 시스템
관리자로의정부개입수준과 방식 변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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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GDP 대비 총의료비
비중(%)의 평균

총의료비(US＄PPP)의
연평균 증가율(%)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캐나다 5.99 6.90 7.99 9.19 9.66 10.73 11.13 9.70 4.80 7.24

프랑스 4.25 5.90 7.50 9.57 10.73 12.45 14.66 9.68 6.18 5.79

독 일 7.59 8.64 9.83 10.54 13.87 6.23 7.40 4.33

스웨덴 7.64 8.66 8.16 9.06 11.70 5.71 3.65 5.97

영 국 4.18 5.00 5.81 6.65 7.86 7.13 11.19 7.81 6.66 7.79

미 국 5.75 7.82 10.27 13.29 15.21 10.23 12.77 10.86 6.55 7.47

일 본 4.00 5.32 6.61 6.73 8.00 19.24 15.41 7.43 5.84 4.75

한 국 3.99 4.30 5.80 14.24 8.61 11.13

OECD 국가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과 의료비 증가율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9. 

시스템 개혁의 유형별 내용

각 시스템 고유의 문제점 해소노력

NHS(덴, 노, 핀, 아, 스, 호, 뉴, 영, 이, 아, 스페, 포): command and 
control, state failure – 효율성 증진 위해 시장원리 도입, 
underfunding으로 인한 질 문제 해소 위해 민간부문역할 확대

SHI(오, 벨, 프, 독, 일, 룩, 네, 스위): 고용과 연관된 분절성, 보험료
기반 감소, 코포라티즘적 자율규제의비용통제 실패, 고용영향
우려로 보험료 인상 난항 - 국가의 직접적 규제 강화, 임금연동에서
단일보험료로, 시장경쟁 강화, 

PHI(스위, 미): 행위별 수가와 도덕적 해이, 국가규제부재의 문제, 
고위험군은 uninsured/underinsured – 의무적 가입을 강제하는 SHI로
이동

시스템공통의 새로운과제: NSR(New Social Risk Group), 

Ageing & Coordination proble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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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혁사례: 오바마케어 (ACA)

민간보험규제 강화

금지: 필수서비스의 평생기간내한도, 기존질병으로 인한
가입거절이나보험료 차등 금지, 질병발생시보험취소

보장인구확대(not Universal): 32M 추가보장

메디케이드 확대

중산층에까지보험료 보조(2.1%-10.2%)

50인 이상 사업자: Pay-or-Play 의무 (인당 $2000 과징금)

중소기업보조금: 피고용인보험료 50%까지

Individual Mandate: 의료보험미구매시벌금(개인 $695, 가족 $2085 
or 소득의 2.5% 중 큰 쪽)

의료보험거래소(Health Exchange): 창출과 유지는 정부 역할

참고: 독일 SHI system과 국가의 관계 변화

Quasi-market mechanism + strengthening regulatory authority/statist: 
국가를제외한 주체들의자율성 통제 강화

1992년 Healthcare Structure Reform : Fund간 가격경쟁/규제당국
강화, Budget cap(legally fixed)

2003년 Healthcare Modernization Act, IQWiG 도입

2007년 Act to Strengthen Competition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Payroll contribution rate 단일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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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국 NHS와 국가, 시장메커니즘

의사 개인이 계약에기반하여독립적 단위를 유지하는방식

NHS 경직성,  전문의/고기술서비스기회 부족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여 1990년대 ‘돈이 사람을 따르는’ 개혁 추진

GP fundholding, PCT

예산증액

시장메커니즘과국가역할강화 결합

등록제/인두제가 예방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지 않음

정책목표를 구현하기위한 성과 측정/보상 메커니즘을
중앙집중적으로마련

행위별 수가제와 결합

-11-

의료개혁 아젠다로부터의 함의

Hybridization : System Deficiency & Institutional Entrepreneur

재정문제만의접근에서탈피

비용급증과 미래 증가율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의 본질은
의료전문직의독점력

과학적 전문성과 관련한 영향력과 책임의 재분배 중요성

공급자측의 변화: Trading autonomy for security of funding and steady 
profits

국가역할의강화와 재조준: Priority setting, Performance monitoring, 
Accountability arrangements, NSR와 고령화대처(coordination)

시장기능활용의중요성: Entrepreneurship, Market Inspired Initiative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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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도적요인
§ Globalization
§의료기술확산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불안정화
§사회적배제

제도적요인
§지역통합
§국제기구 영향
§사회보장제도 포괄성의한계

인식의변화
§개인화
§국가역할의변화

문
제

해
결

압
력

의료시스템
유형

공적재원조달차이 감소

공적서비스 제공감소

규제구조의혼합형
(Hybrid)

정책포괄범위와기능에서
국가역할강화

제도적구조

인식
가치구조

개별주체

원인 시스템적 경로

정치경제적 구조

변화

자료: Schmid et al.(2010)

의료시스템 변화의 일반화

2.  우리 의료시스템 특성과 정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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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 Comparison of Health Indicators

-15-

Korea
OECD
average

Min. Max.
No. of 
country

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

1.94 3.1 1.94 4.68 20

general practice
(per 1000 pop)

0.81 0.8 0.06 1.9 28

Obstetrics and gynecology
(per 1000 pop)

0.1 0.1 0.04 0.24 27

Obstetrics and gynecology
(per 1000 live births)

11.43 12.5 4.76 21.56 17

Immunisation: DTP (% of children immunised) 94 95.2 83 99.8 30

Immunisation: Measles (% of children immunised) 93 93.4 76 99.8 30

Immunisation: Hepatitis B (% of children immunised) 94 87.4 0.2 99.3 21

Immunisation: Influenza (% of aged 65 years +) 73.6 57.0 1.1 78.1 26

Mammography screening, survey data 
(% of females aged 50-69 screened)

61.2 71.2 61.2 88.1 5

Cervical cancer screening, survey data
(% of females aged 20-69 screened)

65.3 71.1 65.3 75.8 5

Cervical cancer 5 year relative survival rate (%) 76.0 67.6 58.8 78.2 11

Colorectal cancer 5 year relative survival rate (%) 61.03 59.8 53.31 64.72 11

Admission-based Hemorrhagic stroke 30 day 
in-hospital mortality rate (%) 

9.85 19.2 9.85 29.25 19

Admission-based Ischemic stroke 30 day 
in-hospital mortality rate (%)

1.77 5.4 1.77 17.56 20

CHF admission rate (per 100 000) 106.19 227.7 30.14 569.98 20

의료이용현황: 장기적 지출통제 메커니즘 부재

-16-

1인당 평균 외래진료횟수
Doctors consultations

1인당 평균 입원일수
Average length of stay: 

in-patient care

1990 2000 2008 1990 2000 2008

한국 - 8.8 13.0 13 14 16.7

독일 5.3 7.2 7.7 15.6 11.4 9.9

프랑스 5.9 6.9 6.9 15.1 13.2 12.9

캐나다 6.7 6.3 5.5 - - -

네덜란드 5.5 5.9 5.9 16 12.9 -

영국 6.1 5.3 5.9 - 10.5 8

미국 - 3.7 3.9 9.1 6.8 6.3

스위스 - 3.4 4.0 - 12.8 10.7

스웨덴 2.8 2.8 2.9 18 6.4 5.9

일본 13.8 14.4 13.2 50.5 39.1 33.8

OECD평균 5.9 6.5 7.0 14.2 10.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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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시스템의 정착과 특성

일제시대: 한의사를정부조직에서축출하고의사로대체. 한의사
자격을격하시켜한의교육기관을폐지하여의사의독점적 지위
보장

국가는주로 공중보건업무 담당하고 1956년 국민의료법제정 후, 
전국적보건소 및 지소 망 확립

1950년대 도입된 미국식 전문의 제도로 전문의크게 증가

전후 재정지원축소로시도립병원은시설상의낙후와 인력 부족, 
병원시설기능 위축으로개업의 확대

폐쇄형체계 속에서의원들은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갖춰 자금을
축적하고규모를확장하여병원, 종합병원으로성장

-17-

한국 의료시스템 특성과 건강보험

1977년 의료보험(500인 이상 사업장)과 의료급여도입

지역의료보험(1988년농어촌, 1989년 도시)으로전국민 포괄

2000년 건보통합으로 같은 방식으로 전국민을 포괄하는 단일보험자시스템
확립- 공적시스템의 포괄범위넓음

1990년대 들어 지역의보재정문제 심화

관리운영비, 수직적재분배, 위험분산기능제도필요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저부담저급여설계

Micro Regulation 위주(개별기관의가격과 수량)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entrepreneurship 억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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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환경의 특성

§ Intensive competition among hospitals and clinics.  
- 민간공급자 비중 90% 이상

- 기능차별 미미

§ 정부와공급자간의극단적 대치

- 관료주의적 통제와 수가수준과 봉쇄된 Exit 

- 정부정책 구현의 어려움 Ex) 만성질환관리제

- 지식기반 갖추지 못한 정책 강제적 시행 관행

“선시행 후보완”

§ 정부 개입수위관련 논란:  accountability 부족의문제

§ 공급자와치료방법선택에 익숙해진일반대중

- 1989년 문지기 기능 내장 시도 실패
-19-

한국 의료시스템의 특성과 공적역할

투입재원규모 상대적으로낮음 : 1인당 의료지출 1,980
영국 3,487, 독일 4,218, 미국 7,960 US$, at 2000 PPP

재원확대 수용성 낮음

공적인정보의 생성과유통 기능 취약 – 환자집중현상

평가정보 공개 난항

의료기관 덩치경쟁 장비경쟁

Experties 관련 권력의 집중: 공적영향력 penetration rate low & narrow

Priority Setting 과 관련한원칙 미정립:  필수적 vs 부담비중

간병비, 선택진료비, 차액병실료 관련 논쟁

ü 건강보험 외 의료정책 부재로 정책 인프라 못 갖추고
이것이 정책 기획/추진의 장애,  강제적 추진으로
갈등심화 악순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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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750

250

해당인구그룹

해당월에 한 개 이상 질환 보유

해당월에 의사방문

입원

진료의뢰

대학병원으로의뢰

1

조율기능에 대한 고전적 관점 (비기능적)

자료: White et al.(1961)

§ 문지기 기능에 대한 강제적 접근의 연원으로 시스템 상대성 미고려

기능부재 – 조율기능, 배제그룹 고려 기능 취약

의료비용증가예측 불가능

국가 vs 전문직 / 국가 vs 국민 양측면에서정부영향력미미

조율기능부재

각종검사와 시술의 필요성 관련 정보 인프라 미비

정보 생성과 유통에 관한 정부 역할 미미 : 
- 소비자 지침 제작과유포

- 공급자 지침 준수 정도 monitoring 

건강보험을 통한 직접적 비용통제에만집중

서비스이용 격차 방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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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외래이용(만성)과 이동현황(거주지기준)

주: X축은 65+고령거주자대비만성질병으로외래를이용한비율(%), Y축은 65+고령거주만성외래이용자중거주지밖의의료기관을이용한비율(%)
자료: 환자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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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외래이용(만성)과 이동현황(생활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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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외래이용(만성)과 이동현황(거주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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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외래이용(만성)과 이동현황(생활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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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과 이동비율의 분포범위 - 수도권 도시(시,구)

주: 상자그림(box-whiskers plot)의 중심부의상자는 ¼분위와¾분위를, 중간선은중간값(median), 마름
모는평균값(mean)을나타낸다. ¼분위와 ¾분위기준으로, IQR(¼분위와¾분위의길이)의 1.5배를넘는
상위와하위의개체는특이치로간주, 따로표시하고 1.5IQR내의최소, 최대값이상자와연결된끝임.
자료: 환자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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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도시(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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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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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암 유병률 (2008)

주: An age-standardised rate is the rate that a population would have if it had a standard age structure. Standardization is necessary when comparing several 
populations that differ with respect to age because age has a powerful influence on the risk of cancer. 
자료: http://globocan.iar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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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입원 진료인원 추이 (명)

주: 2001, 2002, 2004년도는진료건수만가용하여, 진료건수와진료인원정보가 모두가용한 2003, 2005~2007년도의수치를이용하여추정.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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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각급의 책무성 장치 마련(Accountability arrangement)

- 외부 사회에 대한 전문직 그룹의 책무성 강화

- 공적 결정 각급수준에서의 책무성 강화

§ 우선순위 결정틀 확립(Priority setting framework)

§ 시스템의 결핍기능 보완

- 비강제적 coordination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

- 복합증상 대처 포괄적질환 관리의 entrepreneurial 시도들 권장
위한 규제완화

§ 의료보장 강화와 지출통제의 균형

-공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치료 이외) 경계 구분

§ 의료서비스 현황에 관한 지식인프라 확충

- 진료비상환 목적 외의 의료정책 목적 정보체계 확립



17

Accountability Arrangement

결정들의수준과주체, 결정에 관한 책임과 설명의무 명시

법률-정부-건정심 간 결정권의영역 분리

국가 vs 전문직

급여원칙결정의 유형

1) 원칙 정립과 절차 확립: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2) 실제 급여포함항목을 제안할 기구 확립: 영국, 이스라엘, 
뉴질랜드

3) 오레곤: 급여항목에포함시킬진료행위의리스트 작성

급여원칙의논란과 다양함

Cost-effectiveness, 개인부담 용이성, 재정영향, 사회적 연대, 연령 고려

Performance monitoring  &  disseminating  
-33-

국가 vs 전문가 그룹

전문가그룹의 역할과작동방식: Authority and market control
전문지식 전수와 quality control 과정

정부의 public health intervention 과의 경쟁

정부의 regulation 으로부터의저항

기업적 통제로부터의저항

정부와의 파트너쉽 유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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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결핍 보완을 위한 전략

-35-

§ 기능적 필요 개선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  

- 만성질환 관리와 사회적 배제 해소

§ 강제적 조율 기능이 아니라, 정책수단이 선택받도록 설계

-‘의사환자간 지속적 관계’‘그룹진료/지역의료센터’등

§ 포괄적 진료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내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예외조항 마련 등 규제 완화

§ 소외지역 파악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접근

§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갈등 심화 지양

§ 근거축적을 통한 근거기반 규제

의료보장 강화와 재정건전성의 균형

비용부담 큰 항목 우선 보장 관행에서 탈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각종 검사 등 필수성원칙에 비추어야 –
급여원칙정비와민간보험과의공조 필요

실질적으로선택이 불가능한제도적환경 개선

총의료비지출 통제 목표로부터의 탈피

산업적 목표가 우세한 부문 인정(피부, 성형, 비만클리닉 등)

건강보험 진료비 외에도 의료전반에 대한 정보인프라 확대

- 똑똑한 환자/소비자 만들기, monitoring 강화

필수의료영역에서의 기대수익률 장기적 감소 인지될 필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영리법인금지 완화

의사그룹 내 분배 악화와 진료비 지불제도 전환

공공의료기관은과잉진료 유인 걷어낸 성과지표로 운영하고 저소득층
진료비 보조(저리대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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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지향 및 정책과제

신 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보건의료정책 환경의 변화 (보사연 내부 자료)

  1. 재정여건 변화

가. 경제성장률

⧠ 2009년 저점에 도달했던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최근 10년간 최대치(6.3%)로 회복되

었다가 하향세로 전환(2012년 전망: 기획재정부 3.3%, 한국은행 3.0%)

○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는 극복하 으나, 뒤이어 발생한 유럽의 재정위기 및 장기간

의 세계적 경기둔화가 최근 하향세 전환에 반

○ 前정부(2003～2007년)에서는 평균 4.3%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 으며, 세

계 경기 역시 안정적인 시기

〔그림 1〕경제성장률(2003～2012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

73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2년 전망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및 기획재정부(2012.6.28) 참고



나. 부담률(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은 2000년 이후 상승추세를 유지하다가 2007～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

○ 2008년 이후 국민부담률의 하향 추세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소득세 누진

세율 완화, 법인세 완화 등 각종 감세조치가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前정부(2003～2007년)에서의 부담률은 2003～2004년 구간에서 감소했다가 이후 

완만한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경향

〔그림 2〕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2003～2010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

122)

○ 2010년 현재 우리나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의 70% 수준이며, 조세부담률 

역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OECD 평균 조세부담률: 24.8%)이나 국민부

담률 상승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기획재정부, 2011)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증가의 주된 원인은 건강보험요율 인상, 국민연

금 가입자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로 파악됨. 사회보장기여금은 같은 

기간 전체 증가폭의 절반 이상인 2.07%p에 기여하 음.



〈표 1〉국민부담률 증가요인

(단위: GDP대비 비중 %, %p)

연도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사회보장

기여금
재산과세 소비세 기타 합계

2000 3.31 3.20 3.77 2.79 8.67 0.85 22.59

2007 4.44 4.00 5.50 3.40 8.29 0.90 26.53

2009 3.63 3.69 5.84 2.99 8.17 1.25 25.57

증가폭(2000 2009) 0.32 0.49 2.07 0.2 -0.5 0.4 2.98

증가폭(2007 2009) -0.81 -0.31 0.34 -0.41 -0.12 0.35 -0.96

자료: 기획재정부,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

다. 저성장 및 재정부담

⧠우리나라의 최근 잠재성장률은 4.3% 내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한국개발연구원, 

2011)되나,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등으로 인해 2021년 이후 

2%대, 2031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OECD, 2012)

○ 국가 경제규모 확대를 위한 자본 투자를 낮은 노동생산성이 상쇄하여 전체적인 성

장률을 감소시키는 양상

〔그림 3〕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2000～2040년)

자료: OECD, Economic Survey Korea, 2012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34.0%, 2011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국가채무 자체

는 증가추세임. 

⧠정부 전체 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보건복지예산 비중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前정부(2003～2007년)에서 평균 7.1% 으나, 現정부(2008～2011년)에서의 보

건복지 예산 비중은 평균 9.7%로 증가

○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대와 인구구조의 변동, 국민들의 복지수요 및 요구 

증가가 보건복지 예산 증가에 향을 미침

○ 인구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복지재정 지출규모가 GDP 

대비 8.5%(2004년)에서 22.4%(2050년)로 13.9%p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국조

세연구원, 2009)

〔그림 4〕국가채무 및 보건복지 예산(2003～2011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

10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 년도



  2. 인구구조 변화 

가. 인구고령화

⧠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에 진입한 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

○ 다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02～2011년은 생산가능인구 역

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 2012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3.1%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26년 초고령사회(노

인인구 20%)에 진입하는 등 인구고령화가 정책환경 변화에 미치는 향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50년 고령화율은 37.4%로 예상되며, 일본(39.6%)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

준(OECD 평균: 25.8%)

〔그림 5〕노인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비율(1980～2050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가정별 성비,인구성장률,인구구조,부양비,노령화지수,중위연령,평균연령 항목)



나. 사회적 부담

⧠ ‘저출산’이라는 출산형태가 지속되는 한, 인구구조의 노령화로 부양부담이 증가

○ 2002～2011년까지는 총부양비가 감소‧안정세를 유지하나, 부양계층이 감소하는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

○ 유소년부양비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노인부양비는 

2017년 이후 유소년부양비를 추월하여 공공지출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그림 6〕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1980～2020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가정별 성비,인구성장률,인구구조,부양비,노령화지수,중위연령,평균연령 항목)

⧠인구고령화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각종 급여 지출 수준에 이미 큰 부담요

인으로 작용

○ 건강보험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규모는 2003～2011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급여범위의 확대와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가 이

와 같은 추세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그림 7〕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변화 추이(2003～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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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 건강보험주요통계

  3. 보건의료 환경 변화

⧠소득수준 증가, 의료기술의 변화, 고령화 등으로 향후 10여년 사이에 보건의료수요에 대

한 급격한 양적‧질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  

⧠미래 보건의료환경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소득수준, 기술적 변화, 질

병 양태의 변화로 볼 수 있음.

○ 소득수준은 의료의 수요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경제성장률과 임금 및 

1인당 소득 증가율은 미래 보건의료환경 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00년 $11,292에서 2011년 

$22,489로 증가하는 등 경제수준의 향상은 전체적인 건강욕구의 증가와 보건의

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대한 기대수준을 제고 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보

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임. 

○ 의료기술의 발전은 의료 서비스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료비용증가를 촉진시

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지만 보건의료산업과 연계해서는 향후 국가성장동력으로 국

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생활습관 서구화, 노령화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 예상



－ 음주, 흡연, 비만 등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책임 강화, 질병요인의 사전 발견, 생

활습관의 개선 등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스트레스,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 정신건강 분야, 신종 전염병,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문제 등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의료기술의 발달과 나노, 바이오, IT 등과의 융합은 소비자의 의료이용 행태는 물론 의료

공급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새로운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U-헬스의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줄기세

포 치료제, 인공장기, 생체이식 칩 등의 상용화로 인류는 불치병 치료 등 새로운 

기회를 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간 존엄성의 위협 문제 등 윤리적 논쟁도 뜨

거워질 것으로 보임. 

○ 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미래에는 ‘개인’이 상시 지속적인 생체신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건강위험요인

을 예측하고 이를 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되어 개인에 맞는 

예측의료활동에 가치가 집중되는 형태로 가치사슬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

○ 미래 보건의료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 체질적 특이성 및 개인 생활습관 등을 반

한 개인 ‘맞춤의료’의 실현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

○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및 융합기술 발달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첨단 신기술은 전통적인 보건의료산업 구조 및 

건강보험 보장 체계의 변화를 촉발 할 것임.

○ 정보기술의 발달로 이전까지 접근이 힘들었던 의료 관련 정보에 대한 획득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의료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Ⅱ. OECD 국가들 속에서 현재 우리의 위상

  1. 보건의료 비용 

⧠ 2009년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6.9%로, OECD 회원국의 평균치

인 9.6%보다 2.7%포인트 낮게 나타남.

○ 위와 같이 한국은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OECD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에 속하지만 지출 증가 속도는 높게 나타남.

－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2004년 5.3%에서 2009년 6.9%

로 1.6%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동일한 시기 일본의 경우 0.4%포인트(2004

년 8.1%에서 2009년 8.5%)가 증가함.

⧠ 2009년 한국의 1인당 총 보건의료비는 US$1,87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US$3,233

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1인당 보건의료비 연평균 실질 증가율

은 8.6%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질 증가율인 4.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그림 8〕2009년 OECD국가의 GDP대비 의료비지출 및 1인당 의료비지출

주 :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08), 그리스(2007), 일본(2008), 포르투갈(2008), 터키(2008)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2. 보건의료자원

⧠ ’09년 한국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1명보다도 매우 

적은 수준임. 

○ 하지만 2000년에서 2009년 기간동안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를 훨씬 상회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활동간호사 수도 2009년 인구 천명당 4.5명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이나

(OECD 평균 9.1명) 지난 10년 동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활동간호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OECD 회원

국 평균인 1.8%보다 높게 나타남.

⧠ 2009년 기준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8.3개로 OECD 평균인 5.0개 보다 월등히 높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CT스캐너, MRI장비 등의 진단 장비 이용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 음.

○ 한국의 경우 인구 백만명 당 CT 스캐너는 2004년 31.5대에서 2009년 37.1대로 

증가하 고, OECD 회원국의 평균은 2004년 18.8대에서 2009년 22.5대로 빠르

게 증가하고 있음.

－ CT와 MRI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인구 백만명당 CT 스캐너 97.3대, 

MRI 장비 43.1대임.

〈표 2〉2009년 보건의료 서비스의 국제적 비교

병원 총 

병상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인구 

1,000명당)

의과대학

졸업생 수
(인구 

10만명당)

활동간호사
(인구 

1,000명당)

간호대학

졸업생 수
(인구 

10만명당)

CT 스캐너
(인구 

100만명당)

MRI 장비
(인구 

100만명당)

한국 8.3 1.9 8.8 4.5 29.2 37.1 19.0
OECD 평균 5.0 3.1 9.9 9.1 39.1 22.8 12.2

최대
일본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일본 일본

13.7 4.7 23.6 15.3 152.0 97.3 43.1

최소
멕시코 한국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멕시코 멕시코

1.7 1.9 4.0 2.5 6.0 4.3 1.9

주 :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3. 진료의 접근성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의사와 전문의 진료, 검사 및 검진, 수술, 치료 시술을 포함하

는 일련의 핵심 서비스의 보건의료비에 대해 거의 모든 국민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달성

⧠본인부담 보건의료비의 부담은 가구 총 소득에서의 비중 또는 가구 총 소비에서의 비중

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OECD 회원국의 평균 보건의료비 비중이 낮은(2% 미만) 국가

로는 터키, 네덜란드, 프랑스, 국이고, 높은(5%이상)국가로는 그리스, 스위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최종 가구 소비에서 차지하는 본인부담금 비중은 2009년 기준 4.3%

로 OECD회원국의 평균인 3.2%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남.

⧠ 2009년 한국의 1인당 평균 치과의사 진찰건수은 1.6으로 OECD회원국 평균인 1.3보

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OECD회원국 일본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본인부담 치과치료 비용은 83.5%로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으

며, 일본의 경우 23.6%로 다소 낮음.

〈표 3〉2009년 진료 접근성의 국제적 비교

지표이름 한국 OECD 평균 최대 최소
한국등수/

제출국가

일련의 핵심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보장(총 

인구대비 비율)

100% -
호주 칠레

12/34
100% 73.5%

최종 가구소비에서 

차지하는 본인부담금의 

비중

4.3% 3.2%
스위스 터키

-
6.2% 1.5%

1인당 평균 치과의사 

진찰 건수
1.6 1.3

일본 멕시코
8/25

3.2 0.1

본인부담 치과치료 

비용
83.5% 54.2%

스페인 일본
22/24

97.2% 23.6%

자료: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11

  4. 건강수준

⧠주거환경 개선, 공적의료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대부분의 OECD국가의 기대

여명은 증가하 음. 

○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기대여명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 음.



－ 1960년 한국의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은 OECD 평균보다 16년 낮았지만 

2009년에는 80.3세로 OECD 평균인 79.5세 보다도 약 1세가량 높음.

⧠ 2009년 한국의 성인 매일흡연율은 25.6%로 OECD 평균인 22.1%보다 다소 높았음. 

○ 성인흡연율은 남녀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흡연율은 44.3%로 OECD 국

가 중 두 번째로 높았으나, 여성흡연율은 7.0%로 두 번째로 낮음.

⧠국가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OECD 국가에서의 비만율은 대체로 증가하 음.

○ 한국의 경우, 실제 키와 몸무게를 근거로 측정한 2009년도 성인비만율은 단 3.8%

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았으며 성인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33.8%

고 OECD 14개국의 평균은 16.9% 음.

Ⅲ.  문제점 및 향후 정책 과제 

< 문제점 >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한계 : 재정의 급등

⧠의료공급의 불균형 : 시설, 기기 등은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하나 인력 등은 낮고, 지

역별 불균형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비효율적 자원 이용 : 고급병원으로 쏠리는 등 자원 배분의 왜곡 발생

⧠지불제도의 한계 : 현행 FFS는 기술 발달 등에는 동력이 될 수 있으나 필요이상의 진료

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원 낭비적 행태 보임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나 현행 체계는 비용통제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Value based Health System 부재)

⧠공평 부담체계 결여 : 보험료 부과체계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 때문에 취약계층의 의료빈곤 증가

⧠신의료기술, 신약, 신의료기기에 대한 도입기전 부재 : 신의료기술, 신약, 신의료기기에 

대한 정의, 도입 및 적용, 발전을 위한 유인 체계 등이 정리되어 있지 않음.(예 : 카바 

수술 등)

⧠비급여 관리기전의 부재로 국민의 부담 증가 및 자원 낭비 급증

⧠의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 창출 : 상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사, 부수되는 간병인력, P.A 

등 일자리가 창출되면 국민에게 더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 부담 동반



⧠신성장 동력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역할 확충 필요 : 최고의 인재들이 의료분야에 집중되

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한 향후 성장 동력 개척 필요(나노, 바이오 등) : 국내에 안

주해있는 의료인력의 다변화를 통해 서비스, 신약 등 국제경쟁력 제고

< 향후 정책 과제 >

  1. 국민의 입장

⧠더 높은 보장성 그러나 낮은 부담

○ 보장성 제고는 더 높은 부담을 동반한다는 전제하에 대국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

과 국민은 약 70%의 보장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공단연구 기준 약 

62% 보장율, 약 5.3% 보험료율을 알려준 상태에서) : 보건의료미래위원회(2011)

=>따라서 부담 능력을 고려한 중장기 보장성 로드맵 필요

⧠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및 의료정보 (소비자 알 권리)

○ 소득 수준 상승과 더불어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질환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격, 서비스 수준 등) 등

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지고 있음. 

=> 따라서 국민이 질환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

는 체계 마련 필요

⧠형평 부담 체계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민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

=> 따라서 전국민 대상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시급

  2. 공급자 입장

⧠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

○ 요양기관 회계조사, 상대가치 적정성 조사 등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뢰성 있는 비용자료 구축의 한계

○ 원가 기준 또는 경 수지 기준 등을 통해 수가를 결정하고 있으나 합의된 기준이 



없어 수가 결정시마다 계속 혼란 가중

○ 원가나 경 수지 기준으로 수가를 결정하게 되면 공급자는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없음. 

=> 따라서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등이 동의할 수 있는 비용조사체계 마련 

급선무(Time Driven ABC) 

⧠의사 결정구조에 대한 불만

○ 건강보험 관련 제반 정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되고 있으나 

위원 구성 등에 비추어 일방적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불만 제기

=>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재검토 필요

  3. 정부 또는 보험자의 입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Value에 기반한 의료체계 도입의 필요성 증대

－ 통제되지 않는 의료비용에 대한 억제책 필요

－ 동시에 최소한의 의료의 질 담보

= > 이를 위해서 의료공급체계, 전달체계, 진료비 지불제도를 포괄하는 의료

시스템 재구축 필요

⧠우선 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국민이 부담능력, 환경변화 등에 대해 평가한 후 의료비

용에 대한 Constraint 설정

⧠제약조건하에서 의료의 Quality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의료공급체계, 전달체계, 

지불제도)

[ 현재 체계의 한계 ]

－ 지불제도 : 현행 FFS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나 이를 개편하기에는 공급자들의 저

항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적지않게 소모될 것으로 보임.

－ 공급체계 : 전체 공급의 약 90%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별 할당

제 등 공급통제시스템은 작동하기 어려움. 통제에 의한 신규 기관의 설립, 의료

기기의 도입, 인력 등 자원 수급량 조절 등은 항상 적정수준보다 과하거나 부족



한 상태에 이를 것임. 적정수준과 괴리를 보이는 현행 민간 의료공급량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음. 

－ 전달체계 : 입원, 외래를 가리지 않고 요양기관간 완전경쟁상태에 있는 현행체계

에서 전달체계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국민은 이미 자유 이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규제에 의한 단계별 이용시스템도 작동하기 어려움.  

 

[ 새로운 체계에 대한 제안 ]

⧠단일보험자-Multi 공급네트워크

○ 한국적 CCO(Coordinate Care Organization) 방식 도입 : 한 개의 CCO 내

에 상급, 종합, 병원, 의원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피보험자를 모집(상

급종합병원에 Head 역할 부여)

－ 모든 CCO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필수 급여 범위(보장율 약 70%)를 설정

하고 추가 급여 Band(10% 범위내)를 이용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계 도입

－ 전국에 약 45개의 CCO 구성 - 한 CCO 당 평균 약 100만명의 피보험자로 

구성·운

－ 네트워크내에 분배 기준은 자발성을 갖도록하되 정부에 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조정

○ 가입을 원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회피할 수 없음. 단 선택한 CCO의 급

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화

－ 피보험자는 1년 후에 CCO 변경 가능

○ 피보험자당 정액 기준으로 지불하되 네트워크에 현재보다 최소 20%이상의 수입 보

장 : 또한 수가 조정기전을 마련하여 매년 수가 변동내역을 공급자가 예측가능하도

록 제도화

－ CCO별 보상 방식(행위별, 포괄수가, 인두제 등)은 자체적으로 결정가능

○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현행처럼 독립적인 지위에서 환자돌봄 업무를 수

행하고, 피보험자 역시 현행 체계 유지 : 단 피보험자의 경우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

해 CCO에 가입 유도



⧠단일보험자-Multi 공급네트워크 제도의 질(Quality) 관리 방안

○ 피보험자에게 CCO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에 의한 Quality Control

－ 심평원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 CCO별 평가를 통해 전체 예산의 10% 범위내에서 가감 지급 : 심사는 CCO별 

자체적으로 수행하되 평가는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심평원에 

실시간 제출)

⧠단일보험자-Multi 공급네트워크 제도의 기대효과

○ 공급 :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 공급량(인력, 시설, 기기 등) 자동조절

－ CCO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은 독점적 전문성이 있거나 점진적으로 도태되어 시

장에서 퇴출될 것임. 

○ 전달체계 : CCO내에서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체 해결

○ 지불제도 : 네트워크별 1인당 정액 기준으로 보상됨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체계

○ 보험자의 심사기능 폐지로 관리비용 감축 및 공급자와의 신뢰 회복

○ 평가의 강화로 의료의 질을 담보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4. 기타

⧠요양기관 비용조사 체계 마련

○ 참여한 요양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국단위 대표성이 있는 TD-ABC 방식

의 비용패널 구축

○ 최소 5년정도의 자료를 구축하여 향후 적정 수가를 도출하고 수가조정 기전을 만드

는데 활용 : 

⧠신의료기술, 신약, 신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유인 기전 및 비급여 관리기전 마련

○ 신의료기술, 신약 등을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는지?  -  누구의 부담

으로

○ 불법인 임의비급여에 대해 -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법정 비급여에 대한 관리 기전 : 100/100 기전을 도입하여 가격을 통제하고 진료

내역도 급여와 같이 보고하도록 제도화 가능? 

⧠비급여 본인부담 조정으로 의료비 과부담 완화

○ 법정 비급여에 대한 100/100 기전이 도입되면 본인부담 상한제를 폐지하고 진료

비 규모별 본인부담율 인하로 취약계층의 의료빈곤 감소

⧠민간보험과의 관계 재설정

○ 민간보험이 공보험에 미치는 negative externality를 민간보험료에 반 (Pigovian 

tax)하여 공보험의 재원으로 활용

○ 공보험의 보충보험(전체 의료비의 약 10% 범위) 도입으로 점진적으로 민간의료보

험 역 축소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의료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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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olve the Cost Crisis in Health Care  

by Robert S. Kaplan & Michael E. Porter

.  The Cost Measurement Process (비용 측정 과정)

1. Select the medical condition(환자의 의학적 상태 선택)

○ 비용 측정 과정에 있어 가장 먼저, 의학적 상태 또는 환자 집단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함

(환자의 치료과정 동안 사용된 자원과 치료 프로세스에 향을 미친 관련 합병증

(complications)과 동반질환(comorbidity) 등을 포함) 

○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환자 치료 사이클의 처음과 끝을 정의할 수 있음. 만성질환의 경우, 

치료 사이클을 1년과 같은 기간 등으로 선택함.

2. Define the care delivery value chain(CDVC 정의하기)

○ 그 다음으로는 환자들의 건강 상태에 다른 치료들과 관련된 주된 활동들을 도식화한 care 

delivery value chain(CDVC)를 확인함. CDVC는 개별 프로세스 보다는 공급자들의 전

체 치료 사이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러한 환자 치료 사이클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성과 측정에 따르는 적절한 관점들을 제

시하는 것을 도와주고 각 활동을 구성하는 과정(process)들을 맵핑하는 시발점이 됨. 

3. Develop process maps of each activity in patient care delivery(환자 치료 전

달체계서의 각 활동의 프로세스 맵을 전개)

○ 다음으로 CDVC에서 각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세스 맵(process maps)을 준비

○ 프로세스 맵은 환자들의 치료 사이클 진행에 따른 경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로에 따른 각 

프로세스에서 환자들에 의해 직접 사용되어 지거나 주요한 자원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공

급물(인적ㆍ시설적ㆍ장비적 자원)들을 포함함.

○ 또한 추가적으로 치료과정 중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약품, 주사기, 카테터, 붕대와 같은 소모

용품들을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공급하는 자원들의 양을 확인함. 이러한 것들은 프로세스 

맵상에서는 보여지지는 않음.

○ 파일럿 사이트들은 프로세스 맵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사용함. 어떤 프로제트는  

환자들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임상의(clinicians)들을 인터뷰하기도 하며, 다



른 경우에는 ‘power meeting'을 조직하여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도 하며, 프로젝트의 초

기 단계에서부터 참여자들은 프로세스와 비용 개선에 대한 즉각적인 기회들을 때때로 확인

하기도 함.

4. Obtain time estimates for each process

○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의료 공급자들 또는 기타 지원들이 환자에게 얼마의 시간을 소요했는

지를 추정해야함. 프로세스에서 여러 자원들이 요구되어질 때, 요구되어진 자원의 각각의 소

요된 시간을 추정해야됨.    

○ 단기간동안, 환자들 간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실재 발생한 자료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표준시간(standard times)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

○ 실제 기간은 치료과정에 소비되어지는 시간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임. 특히, 복합적인 의학적 

배경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주요 수술이나 검사의 경우 겨우 다수의 의사와 간호사가 투입

되어 복합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됨.

○ TDABC는 비용에 대한 프로세스 변화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적합함. 예를 들어, 후두경 검

사(laryngoscopy)가 필요한 환자는 추가적 단계가 요구되어짐. 시간 측정과 요구되어지는 

관련 자원의 증가분은 그 환자에 대한 전체 시간 방정식에 쉽게 추가 됨.

○ 표준 시간과 시간에 대한 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사람

들이 합쳐서 하는 것이 유용함. 미래에 만약 TDABC가 환자의 치료비용을 측정하는 표준

으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진다면, 의료공급자들 휴대용 전자기기, 바코드, RFID 기기로 

실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5. Estimate the cost of supplying patient care resources

○ 이 단계에서는, 환자 치료에 수반되는 각 자원들의 직접비용을 추정함.

○ 직접비용에는 고용인들에 보수, 설비들의 감가상각 및 임대비용, 소모품 및 기타 운  비용 

등이 포함됨. 총 계정원장(general ledger), 예산시스템 그리고 IT 시스템으로부터 취합된 

이러한 데이터들은 자원의 capacity cost rate에 대한 분자로 사용됨. 또한 많은 의사들, 특

히 대학병원의 의사들에 있어 진료에 추가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많은 시간들도 고려해야 함. 

○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는 주요 자원들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자원들에 대한 확

인 필요함. 인적 자원의 경우, ‘Jones’환자의 예처럼 관리감독 지원, 공간, 가구(사무실 및 

환자치료 역), 환자 지원으로 만나게 되는 직원들의 협력적 기능 들이 포함됨. 또한 공급비

용을 계산할 때 환자 치료 과정(구매, 수취, 저장, 살균, 전달 등)동안 치료가 가능하게 하



고 습득하기 위해 사용된 자원들이 포함되어져야 함

○ 마지막으로, 환자와 직면한 작업을 지원한 활동과 부서에 대한 비용을 할당해야 함. 3단계

에서 했던 프로세스를 맵핑하고, 6단계에서 설명되어질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환자 지원에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서비스 자원에 대한 비용을 부과함

○ 지원 비용을 배분하기 위한 이러한 접근은 현재의 관행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중앙 집중화 된 부서에 요구된 자원을 비교해 보면, 그 부서에 두 종류의 수

술 즉, 전체 무릎 교체와 심장 우회술(bypass) 사용되어지는 각각의 수술 도구를 살균

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비용 시스템은 무릎 교체술보다는 심장 바이패스의 경구가 더 많

은  직접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심장 바이패스에 높은 소독 비용을 할당하려고 함

－ 하지만, TDABC 접근방법에서는 무릎 수술 도구의 살균이 대체로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소독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무릅 교체술에 더 높은 살균비용이 배분됨을 

알 수 있음. 

○ 지원부서들에 대한 비용 계산을 할 때, 좋은 가이드라인은 “rule of 1”임 

－ 한명의 직원이 있는 지원 기능들은 고정된 비용으로 취급됨. 하지만, 한사람 이상 또는 

한 개 단위 이상의 부서의 경우 다양한 비용을 나타냄. 이러한 부서의 업무량은 서비스 

요구에 대한 증가와 그들이 산출한 성과로 인해 확대되어짐. 이러한 부서의 비용은 서비

스 수요를 창출하는 환자 치료 프로세스의 근거로 할당 되어져야함.

○ 프로젝트 팀은 재무 및  인사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capacity 

cost rate의 분자인 공급 자원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 

－ 프로젝트 팀은 이러한 일을, 품질관리와 프로세스 개선에 전문성을 가진 팀 구성원과 의

사들에 의해 수행되어 지고 있는 시간 측정(step3와 step4)과 프로세스 맵핑과 병행하

여 할 수 있음. 

6. Estimate the capacity of each resource, and calculate the capacity cost rate

○ capacity cost rate 방정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고용인(직원)들에 대한 실제적인 capacity의 

결정은, HR 기록과 기타 자료들로부터 축적된 것을 가지고 3번의 측정이 요구됨.

  a. 각 직원들이 매년 실질적으로 일한 총근로일수

  b. 직원들이 근무가 가능한 날 대비, 일일 총근로시간

  c. 근무시간 대비 환자와 관련 없는 업무(휴식, 훈련, 교육, 회의 등)에 사용되는 평균 시간

     
Monthly Practical Capacity of Resource =

a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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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임상, 연구 그리고 교육활동으로 구분하는 의사들에 대해 의사들이 임상업무에 사용

가능한 월별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구와 교육활동 시간을 제외함

○ 설비 자원은 각 설비가 사용된 시간, 즉 하루에 몇 시간 사용했는지 또는 한 달에 사용일수

가 몇 일 인지로 측정되어지며 이러한 것은 설비 capacity의 한계를 보여줌. 많은 의료 설

비(기기) 자원들이 한 덩어리로 공급되어 health care의 실제적인 capacity utilization

이 종종 낮게 측정됨.  

－ 예를 들어, 한 달에 1만개 혈액을 검사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고 할 때, 병원은 한달에 

6천개의 검사만 요구되는 것을 알고도 이 기기의 구입을 결정함, 이 경우 이 기기의 능

력은 6천개의 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비용계산 시스템을 조정해야 함, 반면 이 기기는 

기껏 자신의 비용의 60%만 커버하고 있음. 만약 후에 보다 많은 검사에 기기를 사용한

다면 capacity rate은 다시 조정됨.

○ 이러한 capacity의 처리는‘ rule of 1’을 따라서 그 조직이 단지 한 단위의 설비(기기)만 

사 하 을 때 적용됨.

－ 기기 하나 당 한 달에 10만개의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가 12가 있지만 각 기기

들은 단지 6천개의 검사만 수행하고 있음. 우리는 의료공급자들이 비싼 설비(기기)의 사

용을 통합하는 것보다 공급 능력을 다양한 장소와 시설물의 capacity를 공급하는 것을 

선택할 때,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는 capacity의 비용에 대해 신호를 보내기를 원함. 

○ 실제로 우리는 비싼 설비(기기)의 capacity가 충분히 이용되지 않음이 정상적인 의사 결정

이 아니라 비용측정 시스템의 실패임을 발견함. 이러한 문제는 TDABC 접근으로 수정되어

짐. 자원의 capacity 활용(utilization)을 개선시키는 기회에 대해 본 연구 후반부에 기술

하 음.

○ 자원 capacity cost rate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원의 전체 비용(step5)을 그것의 실질적 

capacity로(step6) 나누어 계산함(시간당 달러나 유로로 측정)

7. Calculate the total cost of patient care

⧠ Step 3에서 6까지를 통해 TDABC 시스템의 구조와 데이터 요소들이 구축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프로젝트팀은 각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투입된 자원량을 고정비용율(capacity cost rate)에 곱

하여 환자 치료에 대한 총비용을 산출함. 환자치료 전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환

자치료에 대한 총비용을 계산함.



. Opportunities to Improve Value (비용 절감 방안)

Eliminate unnecessary process variations and processes that don’t add 
value

⧠동일한 수술실에서 의사가 사용하는 수술도구, 장비 등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음. 예를 들어 인공

관절수술에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각기 다른 수술재료, 의료장비, 수술복 등으로 인해 동일 질환, 

동일 중증도의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큰 비용차이를 보임. 따라서 의료전문가들은 치료 표준화, 

치료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편차 최소화, 수술결과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고비용 치료의 제한 등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동일한 질환에 대한 각 국가별 비교에서도 비용 절감 방안을 엿볼 수 있음. 독일과 스웨덴의 인

공관절대체수술의 총진료비는 약 $8,500이나 미국의 경우는 $30,000 이상임. 위 3개국 보고서

를 보면 관절대체수술로 인한 수입은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의사들의 비용이 유럽보다 2~3배 높

았음. 동일한 질환에 있어, 치료과정(process map)과 투입된 자원비용, 생산성, 임금, 임플란

트 가격 등으로 인해 많은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비록 미국에서의 치료에 필요

한 투입자원이 조금 비싸다 할지라도 미국병원의 비용이 가장 높은 주된 원인은 낮은 자원 생산

성(lower resource productivity) 때문임.

Improve resource capacity utilization

⧠ TDABC는 환자의 치료과정에 있어 각각의 자원(resource)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얼마

나 미사용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줌. 관리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의료장비, 행정 직

원 또는 부서 등 개별 단위에서의 미사용자원량과 비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 또한 자원활

용량자료(resource utilization data)는 집중(bottled necked)되는 치료과정에 있어 특정자원

의 공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약간의 추가적 비용으로 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게 함. 

⧠관리자가 고비용의 미사용 자원을 확인했을 경우, TDABC는 그 근본적 원인파악도 가능케 함. 예

를 들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공간, 설비, 인력은 환자의 치료과정에 있어 시간적 지연과 부적절

한 관리를 야기하게 됨. 낮은 자원활용의 또 다른 원인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끔 사용되는 의료장

비임. 의료장비의 사용이 예측불가능하고 간헐적인 의료적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장비의 사용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이러한 경우 초과 자원으로 인한 실제 비용에 대한 이해는 최상의 환자 치

료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의료자원의 과다 사용은 많은 병원과 의원의 보편적 경향임. 의료

서비스에 있어 이러한 분절은 전체 의료시스템에 불필요한 비용상승을 야기함. 통합적 환자관리는 

진료량과 재원일수를 감소시켜 고비용의 미사용 자원량을 줄일고 치료결과도 향상시킬 수 있음.  



Deliver the right processes at the right location

⧠오늘날 많은 의료서비스는 과다자원사용이나 일반적인 장비가 아닌 고가 장비를 사용함. 병원시설

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비용의 측정은 의료공급자들로 하여금 특정의료서

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자원사용과 비용을 낮출 수 있음. 보스톤 어린이 병원의 경우 일

반적 환자와 가족에게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특화된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별도의 시설을 운 하여 그 가치와 편의성을 향상시켰음.

Match clinical skills to the process

⧠모든 의료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수준에 맞은 기술과 훈련을 받은 다

른 스텝이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의료자원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TDABC하에

서의 진료과정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사 대신 비용이 적고 적절한 기술

을 가진 의료전문가가 대신할 수 있음. 이러한 인력대체는 의사나 간호사가 고난이도의 가치 있

는 역할을 더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 

Speed up cycle time

⧠의료제공자는 자원량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환자의 치료기간을 줄일 수 있음. 예를 들어, 환자 대

기시간을 줄이게 되면 환자관리(supervision)나 대기장소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음. 치료기

간을 줄이는 것은 또한 환자의 불편함을 줄임과 동시에 합병증의 위험과 질환의 진행을 감소시킴

으로서 효과를 높일 수 있음. 의료제공자가 치료과정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게 되어, 

환자는 완전한 치료과정을 받을 수 있어 더 이상의 ‘환자’가 아니어도 됨. 

Optimize over the full cycle of care

⧠오늘날 치료제공자들은 각기 전문 역이 나눠져 있어 환자들이 병에 걸려 치료받을 때 중복된 과

정을 반복하고 각 역간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치료과정 지연과 자원낭비를 초래함. 대부분의 치

료과정에서 보듯이, 환자는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의사를 만나고, 별도의 진료와 등록, 상담, 진

단을 받게 됨. 이는 자원과 시간의 낭비임. TDABC는 이러한 고비용의 구조를 규명하여, 의료비

용 절감에 가장 큰 관건인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치료과정을 제거하고 통합적인 치료과정을 제공

하게 함. 불필요한 행정과 진료과정의 제거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 

⧠치료에 소요되는 최적의 자원과 시간 구성함으로서, 의료제공자들을 부분이 아닌 전 치료과정을 

최적화 할 수 있음. 의사와 다른 직원들은 환자 치료 전반에 걸쳐 자원과 시간을 서로 공유함으

로서 환자로 하여금 고비용의 합병증과 재입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이러한 자원과 과정에 근거한 접근방식(resource and process based approach)은 치료과

정에 있어 비용이 들지 않 가치 있는 치료를 가능케 함. 즉, 간호사 상담, 의사의 전화상담, 치료

팀 미팅 등은 종종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옴. 왜냐하면 현재의 시스템은 이러한 비용

을 간접비로 포함하고 있으나(Myth 1) 치료에 있어 이러한 중요한 요소는 최소화되거나 관리되

지 않는 경향이 있음. 

Capturing the payoffs

⧠ MD Anderson의 Dr. Thomas Feeley는 보건의료분야의 업무능력향상에 대한 투자수익 계산

에서 질 향상에 대한 논의를 간과하여 왔으며, TDABC는 효과적인 비용관리모델을 제공해 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언급함. 정확한 비용의 산출은 처리과정을 쉡게 계산되고, 투명하며 비교가능케 

함.

⧠많은 수익(big payoff)은 의료공급자가 다양한 가치창출을 실제 지출 감소로 바꾸기 위해 의료

공급자가 정확한 비용계산을 하는 경우 발생함. 중요한 것은 의료제공자가 그들의 급여를 줄이거

나, 더 작거나 저렴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더 적은 장비를 구매하거나 그리고 초과 의료장비를 처

분하지 않는 한 총비용은 거의 감소하지 않음. Medicare나 Medicaid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낮은 보상으로 인한 수익창출 압력로 인해 의료제공자들은 임의적인 부서별 비용삭감을 통해 비

용을 절감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은 의료질과 공급량을 저하시킬 수 있음. 정확한 비용의 산출을 

통해 의료제공자는 질 저하 없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효율적 자원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목표로 설정하여야 함.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기관들도 예산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이러한 어

려움은 부정확한 비용시스템에 기인하지만 이는 피할 수 있는 것임. 

⧠ TDABC 예산수립과정은 투입량과 환자의 유형을 예측하는 것에서 시작됨. 이러한 예측은 개별환

자를 치료하는 프로세스 맵(process map)을 사용하여, 의료제공자가 필요한 투입자원의 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줌. 이것을 각 자원별로 나누어 실질적인 수용능력(시간)으로 나눠주면(앞에

서 나온 각 자원당 capacity cost rate을 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

요한 정확한 자원양의 견적을 구할 수 있음. 미래에 발생할 월간 예산의 견적은 필요한 각 자원

의 양과 각 자원의 월간비용을 곱한값으로 알 수 있음. 

⧠이런 방식으로 관리자들은 그들의 모든 비용 ‘변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필요 없는 

자원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효율성 향상과 혁신적 과정을 쉽게 알아낼 수 있

으며 또한 자원 재배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최고경 자들도 환자의 욕구와 치료

과정에 필요한 정확한 투입자원의 연계방안을 알아낼 수 있음. 



Reinventing Reimbursement

⧠총의료 비용의 증가가 멈춘다면, 지불보상 수준은 감소할 것임. 하지만 이 경우, 의료의 질과 양

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 전면적으로 보상이 삭감된다면 의료의 질과 적정 공급도 위협 

받을 수 있음. 의료의 질이 담보되는 비용삭감은 주어진 의료상황 하에서 적정 치료를 완수할 수 

있는 정확한 의료비용의 산출이 전제되어야 함. 

⧠현재의 지불보상체계는 실제비용과 결과(outcome)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환자 치료에 있어 

의료제공자와 보험자(payer)가 보다 비용 대비 효과적인 치료과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유인이 

없음. 또한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지불하고, 또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로 

지불하게 되는 접근방식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초과 공급을 야기하게 됨.

⧠단지 지불보상 수준만을 조정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진정한 보건의료개혁은 현재의 복잡한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의 근절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대신 보험자는 중증도가 높은 고

난이도 치료나 일반적인 만성질환 등에 있어 전체 치료과정을 모두 포함한 포괄지불(bundled 

payments)과 같은 가치 기반 보상체계(value-based reimbursement)를 도입해야 함. 가치 

기반 보상체계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고, 합병증을 최소화 하는 의료제공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함. 환자의 전체 치료과정에 있어서의 부정확한 비용 산출은 포괄보상과 같은 지

불보상체계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어왔음.

⧠더 나은 결과(outcome)와 연계된 비용 측정은 보험자들에게 더 나은 보상, 왜곡된 인센티브 절

감 그리고 의료제공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 방

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음. 의료제공자들도 환자의 전체 치료과정에 소요되는 총비용에 대한 인식

하게 된다면, 금전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지불보상체계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것임.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없이 최적의 치료가 더 신속하고 더 효율적인 간소화된 치료모델(simpler 

treatment model)은 적은 수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임. 

Accurately measureing

⧠정확한 의료비용과 효과 측정은 오늘날 우리가 보건의료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의 단

일 수단임.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비용을 알 수 있다면, 치료효과가 유지되

거나 향상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과감하고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음. Schön 

Klinik의 최고 중역인 Dr, Jens Deerberg-Wittram는 보다 나은 비용 시스템은 어떤 취약한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알려 줄 수 있고 의사들과의 어려운 논쟁에서도 자신감을 줄 수 있

다고 언급하 음. 의료제공자와 보험자가 비용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할 때, ‘비용곡선이 꺽어질 수 

있는(bending of the cost curve)’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음. 또한 정확한 비용 산출은 치



료과정의 향상, 더 나은 치료 조직 구성, 혁신과 가치 창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체

계 도입 등에 있어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음. 우리는 결과에 대한 포기 없는 의료비용 감소 방안

을 원하고 있음. 비용과 효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의료비용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