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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한 관심이 높아짐

에 따라 이에 응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사업에 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인구학적 환경 등이 복잡해짐에 따

라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의 성과 입증에 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보

건의료정책은 환자, 의료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에 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더 좋은 정책

을 선별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인 성과는 사망률 감소, 건강수명의 연장인데, 

이러한 성과는 정책 실시 후 단기간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려우며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경제상황 등 다른 요인들이 동시에 복합적

으로 정책의 성과에 작동하여 정책의 고유한 효과(net effect)를 측정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를 활성

화하고자 연속과제로 실시되었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정

책 평가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선순위 평가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올해 수

행된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시범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평가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와 고려사항들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평가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남순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박은자 연구위원, 정 연 부연구위원, 손호성 중앙 학교 교수, 김 은 전



문연구원, 배정은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연구와 관련해 자문에 응해 주신 

충남 학교 은상준 교수, 본 연구원의 박실비아 연구위원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 ··························································15

  제1절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절차 프레임워크 ··················································17

  제2절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법론 ·····································································25

제3장 보건의료정책 시범 평가(Ⅰ):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37

  제1절 평가 대상 정책 및 평가 목적 ·······························································39

  제2절 평가 절차 ······························································································43

  제3절 평가 방법 ······························································································45

  제4절 평가 결과 ······························································································52

  제5절 고찰 ·······································································································74

제4장 보건의료정책 시범 평가(Ⅱ):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79

  제1절 평가 대상 사업 및 평가 목적 ·······························································81

  제2절 평가 절차 ······························································································83

  제3절 평가 방법 ······························································································84

  제4절 평가 결과 ······························································································93

  제5절 고찰 ·····································································································115



제5장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제도와 환경 ···································121

  제1절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제도 ·····························································123

  제2절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환경에 대한 전문가 인식 ····························125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7

  제1절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필요성 ·······························································139

  제2절 보건의료정책 평가 개선방안 ·······························································140

참고문헌 ···························································································145

부록1.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조사표 ···14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목차

〈표 2-1〉 미국 보건의료사업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건강증진사업의 평가 틀 비교 ···········22

〈표 3-1〉 의원급 외래 의료 본인부담의 변천 과정 ···························································40

〈표 3-2〉 65세 이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본인부담액 ·········································41

〈표 3-3〉 60~64세 환자군과 65~69세 환자군의 외래 이용 현황 ····································53

〈표 3-4〉 처리변수(법정본인부담금) 변이에 대한 회귀 불연속 검정 결과 ························56

〈표 3-5〉 결과변수에 대한 회귀 불연속 검정 결과 ···························································60

〈표 3-6〉 두 집단 간 특성의 동질성에 대한 회귀 불연속 검정 결과 ·······························65

〈표 3-7〉 개인고정효과 모형 추정 값 ················································································72

〈표 3-8〉 개인고정효과 모형 반증검정 결과(결과변수＝의료 이용건수) ····························73

〈표 4-1〉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연도별 사업지역 ·················································81

〈표 4-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선행 평가 연구 ···············································86

〈표 4-3〉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센터장･팀장･팀원 대상 주요 질문 ·····················88

〈표 4-4〉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사･약사 대상 주요 질문 ························89

〈표 4-5〉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보건소 담당자 대상 주요 질문 ··························90

〈표 4-6〉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환자 대상 주요 질문 ···································91

〈표 4-7〉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질적 평가 연구 참여자 ········································92

〈표 4-8〉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질적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특성 ·······················92

〈표 4-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인식 및 평가 ···········118

<표 5-1>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 평가-노인건강 사업군의 주요 평가 결과 ············124

〈표 5-2〉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26

〈표 5-3〉 보건의료정책 평가 참여 경험 ········································································127

〈표 5-4〉 보건의료정책 평가 참여 분야/영역(n=35) ·······················································128

〈표 5-5〉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대한 적절성 ····································································129

〈표 5-6〉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129

〈표 5-7〉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가치 ·························································130

〈표 5-8〉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135



그림 목차

〔그림 2-1〕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의 효과성 평가 방법론 선택 절차 흐름도 ················24

〔그림 2-2〕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체계 흐름도 ·······························································25

〔그림 2-3〕 이중차이분석법의 개념 ····················································································27

〔그림 2-4〕 회귀불연속설계를 이용한 정책의 인과적 효과 측정 ·······································30

〔그림 3-1〕 배정변수 값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의 변화 ·················································55

〔그림 3-2〕 배정변수 값에 따른 일일 의료 이용건수의 변화 ············································58

〔그림 3-3〕 배정변수 값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변화 ····················59

〔그림 3-4〕 배정변수 값에 따른 총 진료비 및 처방약 비용의 변화 ·································61

〔그림 3-5〕 배정변수 값에 따른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중의 변화 ··························62

〔그림 3-6〕 배정변수 값에 따른 특성변수의 변화 ·····························································64

〔그림 3-7〕 반증 검정 결과(처리변수) ················································································68

〔그림 3-8〕 반증 검정 결과(결과변수: 의료이용건수) ························································69

〔그림 3-9〕 반증 검정 결과(결과변수: 총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비중) ··························69

〔그림 4-1〕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서비스 제공 전략 ··············································82

〔그림 5-1〕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가치의 평균 점수 ·································130

〔그림 5-2〕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기획/계획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131

〔그림 5-3〕 보건의료정책 평가 주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132

〔그림 5-4〕 보건의료정책 평가 내용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133

〔그림 5-5〕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법 및 과정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133

〔그림 5-6〕 보건의료정책 평가 결과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134

〔그림 5-7〕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대한 인식/가치 부여 장애요인 및 문제점 ··················135



Abstract <<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for health policy(Ⅱ)
: Pilot evaluation and application

1)Project Head ‧ Kim, Namsoon

Policy evaluation is to assess the value and the impact of 

policy. We studied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policy evalua-

tion and priority setting of evaluation area in Korea last year as 

a first study for health policy evaluation. This study is the sec-

ond on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health pol-

icy evaluation on a trial basis and to explore the problems dur-

ing the process of health policy evaluation. 

USA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Canada Ontario Agency for Health Protection and Promotion sug-

gest the health policy evaluation process: engagement of stake-

holders, description of the program, evaluation design, gathering of 

evidence, justification of conclusion, use of evaluation results. Both 

quantitative methodology and qualitative methodology have been 

used for policy evaluation. Nowadays, many researchers have used 

semi-experimental design to analyze the impact of health policy.

As a first pilot health policy evaluation, we examined the im-

pact of fixed copayment policy for the elderly on the use of medical 

services. The elderly who aged 65 or more pay 1,500 won for out-

patient visit of which total expense is equal or less than 15,000 

Co-Researchers: Park, Eunja ․ Jung, youn ․ Sohn, Hosung ․ Kim, Daeeun ․ Bae, Jung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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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We analyzed the Medical expenditure panel data using RDD. 

The elderly who had a benefit of fixed copayment policy visited 

doctor’s office more frequently by about 17% than those who 

didn’t. There was no difference in out-of-pocket expenditure, total 

medical expenditure, and prescription drug expense between them.

As a second pilot health policy evaluation, we assessed the 

process of hypertension diabetes management program. This 

program provides patients with education for disease manage-

ment, period calls and SMS to encourage continuous doctor vis-

it, and reduction of medical expense and prescription drug ex-

pense for the elderly aged 65 or more. Three areas was selected 

among 19 areas where hypertension diabetes management pro-

gram was implemented. Nineteen service providers and 6 pro-

gram users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by 3 researchers. 

Program service providers included staffs of education center, 

physicians, pharmacists, and public officers. The perception of 

hypertension diabetes management program was generally 

positive. And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pubic sector and 

private sector made the programme implemented successfully 

in the community. Service users and providers thought that ed-

ucation program helps the patients manage their disease. 

Good health policy evaluation is valuable for better health 

policy development and efficient health resource allocation. 

Systematic health policy evaluation should be activated with 

more concerns and investment.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보건의료정책 평가는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

기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보건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인구학적 

환경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의 성과 입증에 한 요구가 커지고 있

다. 본 연구는 시범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평가 수행 시 예상되는 문

제와 고려사항들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평가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실

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을 조사하였

으며, 2차 연도 연구인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건

의료정책 평가의 틀을 살펴보고 양적 분석, 질적 분석을 사용한 평가 사

례를 제시하였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기술, 평가 디

자인 선정, 근거 수집, 결론 도출, 평가 결과 활용으로 나누어 평가단계별

로 보건의료사업 평가의 틀을 제시하고 있었다.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단

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평가의 틀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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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에서는 평가 방법에 따라 적절성 평가, 효과

성 평가, 집행성과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었다. 

양적 평가 방법과 질적 평가 방법을 사용한 평가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도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평가가 수행되어 왔다. 사

업 전후 또는 정책 시행 전후 비교 평가에서 과학적으로 조군-중재군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고, 평가에 사용하는 자료원도 점차적으

로 확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질적 연구를 활용한 평가는 양

적 평가에 비하여 활발하지는 못하였다.

국내 전문가 상 조사에서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효과성, 적합성, 형평

성, 지속 가능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해 형식적인 평가가 많은 점, 사업의 질보다 양 위주의 평가가 이뤄진 점, 주

기적, 장기적 평가 부족, 차후 계획에 한 평가 결과의 환류 부족, 평가의 중

요성에 한 정책 입안자의 인식 부족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시범평가(1)

정책 실행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보건의료사업과 

서비스 제공을 동반하지 않는 정책의 차이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을 동반

하지 않는 정책 평가로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를, 서비스 제공을 포함

하는 정책 평가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시범평가하였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는 1995년 도입되었으며 정액제 본인 부담

금의 감소, 본인 부담 경감 상 범위 확 , 정액 부과방식 적용 진료비 상

한액 인상 등 노인의 본인 부담 감소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2007년

부터 65세 미만 환자에 하여 의원급 외래 본인 부담이 정액제에서 30% 

정률제로 전환되었는데, 65세 이상 노인에 해서는 정액제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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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한 연구 질문은 ‘65세 이상 노인 상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

였는가?’로 선정하였으며,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RDD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RDD 분석 결과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적용된 경우 30% 정률제

가 적용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노인층에서 의원급 외래 방문 횟수가 약 

17%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의료 이용 건당 건강보험공단 부담

금과 비급여 진료비, 총 진료비, 처방약값에 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와 같이 조군 없이 

전 국민에 해 일괄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적용하여 인과적 효과를 정

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정책의 경우 RDD 방법을 이용한 평가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시범평가(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의원에서 만 30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

병 환자를 개인별로 전산 등록하여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만 65세 이상 

등록자에게는 치료비를 일부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가를 위한 연구 질

문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은 무엇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와 사업 수행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로 선정하였다.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하고 있

는 지역을 각 1개씩 선정하여 지역별로 등록교육센터 센터장, 팀장, 팀원, 고

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의사회 또는 약사회 임원인 

의사, 약사, 보건소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담당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은 환자를 개별 인터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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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한 전반적인 인식은 체로 긍정적이었

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설득

과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기관의 사업 참여가 확 되었던 것

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하는 교

육서비스가 만성질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이용자 

또한 교육이 고혈압･당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30~64세 환자의 사업 참여가 낮은 점, 교육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제한

되고 질환 집중관리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점,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

서만 실시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그간 주로 효과성 평가 위주로 사업 평가가 진행됐는데 사업이 성

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이 필수적인 만

큼 수행과정을 정리하고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다각적으로 조사하는 데 질

적 연구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인구고령화, 신(新)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보건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

과 국가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할 때 정책평가를 통해 좋은 보건의료정책

을 확 하고 좋지 않은 보건의료정책은 축소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보

건의료정책 평가가 활성화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책 

평가 결과물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정책 분야별로 

다수의 평가 전문가를 양성하며, 정책 평가의 필요성에 한 공감 가 형

성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보건의료정책, 정책평가, 본인부담정액제, 만성질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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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관련 부서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보건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인구학적 환경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의 성과 입증에 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평가는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

기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최근 들어 정책평가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정부 및 국회에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나 정책의 고유 목표와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며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

를 통한 정책 발전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윤석준, 이희영, 2013, 

pp. 9-10). 보건의료 분야 정책평가는 종합적인 평가보다는, 정책이 의

도한 분야에서 나타난 성과 또는 산출을 점검(monitoring)하는 데에 그

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최정수, 조재국, 윤강재, 김명수, 2006, pp. 

212-215; 김남순 등, 2016, pp. 99-141).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인 성과는 사망률 감소, 건강수명의 연장인데 

이러한 성과는 정책 실시 후 단기간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려우며 노인

인구 증가, 경제상황 등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정책의 성과에 

작동하여 정책의 고유한 효과(net effect)를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그러나 보건의료정책은 환자, 의료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

을 미치므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에 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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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정책을 선별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를 활성

화하고자 2년 연속과제로 실시되었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정책평가 모

형 설계를 위한 이론과 방법론을 고찰하고,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

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보건의료정책을 그 내용에 따라 6개 분야로 범

주화하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영역별 평가 우선순위와 정책평가의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보건의료정책 평가연구는 주로 의료정책 영역에 한 

평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건강증진정책, 공중보건정책, 건강보장정책, 

보건산업과 연구개발 정책의 순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보건의료

정책 평가연구의 경우, 주로 문제를 진단하고 현황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

물러 있었다. 아울러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평가는 매우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시범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평가 수행 시 예

상되는 문제와 고려사항들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평가의 어려운 점을 파

악하여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평가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정책평가 수행 시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와 고려사항을 

파악하고자 시범평가를 하였다. 시범평가 주제는 국내에서 정책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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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분야를 상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보건의료사업과 서비스 제공을 동반하지 않는 보건의료정

책에서 각각 1개씩 선정하였다. 

건강보험급여 관리는 의료비의 증가 억제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 개발이 활발한 분야로, 건강보장정책 평가 문헌 중 

36.4%를 차지하였다(김남순 등, 2016, pp. 154-171).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방법으

로 의료비 본인부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부담을 산정하는 방법이 

정액제, 정률제, 총액 제한 등으로 다양하며 상자(노인, 소아, 질환자)

에 따라 차등화하기도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하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는 그 효과와 정책 수정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그

간 지속되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정책평가 상으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

리사업을 선정하였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현재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사업과 함께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보건사업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감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 NCD)의 

효과적인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

체,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현재 실시되

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와 같이 정

책평가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기존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평가

는 주로 계량적인 방법으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사업의 수행 절차

에 한 평가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발표되었던 고혈압･당

뇨병 등록･관리사업 효과 평가 결과를 정리하고 질적 연구를 통해 사업의 

수행과정을 평가하였다. 



12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II):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제2장에서는 보건의료정책 평가 절차 프레임워크로 미국 질병관리본

부(CDC)의 보건의료사업 평가 매뉴얼 및 관련 자료, 캐나다 온타리오주 

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매뉴얼, 국내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을 분석･비교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법론을 고찰하였으며 정책평가 사례

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시범평가 과정과 결과를 기술

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정액

제가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효과를 평가하였다.

제4장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시범평가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은 무엇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와 사업수행자

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사업 수행과정을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제도를 소개하고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문제점

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2~4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개

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국내외 문헌자료 및 인터넷 자료 수집 조사

정책평가 및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관한 국내외 단행본, 보고서 등 문헌

자료, 웹페이지 자료, 인터넷 검색을 통한 보건의료정책 평가 자료를 조

사･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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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의료정책 시범평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보건의료사업 평가를 수행/과정 평가와 

효과/성과 평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는 

효과평가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수행 평가를 하였다. 상세

한 평가 디자인 및 평가 방법을 3장과 4장에 기술하였다. 

다.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환경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회의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문가를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연도에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응답한 상

자 중에서 소속( 학, 연구기관)이 명확하고,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전문

가 62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이후 최종 응답자 43명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환경에 한 전문가 인식을 확

인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환경 및 

문제점에 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

제1절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절차 프레임워크

제2절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법론

2제 장





제1절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절차 프레임워크

  1.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보건의료사업평가2)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제시하는 보건의료사업 평가 틀은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사업의 이해관계자 목록을 만든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이해

관계자, 사업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평가 결과 권고되는 프

로그램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이해관계자, 프로그램의 지속, 확 를 결정

하거나 재원을 조달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선택된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프로그램 내용 기술, 평가질문 제안, 평가

질문 선택, 평가 결과 배포)를 정한다.

② 2단계: 프로그램을 기술한다.

프로그램의 필요성, 상, 성과, 활동, 산출, 자원/투입, 개발단계, 맥락

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1), pp. 13-90를 요약･정리함.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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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술한다. 로직 모델 등을 사용하여 활동과 성과의 관련성을 제시한다.

③ 3단계: 평가 디자인에 집중한다.

보건의료사업 평가는 수행/과정 평가와 효과/성과 평가로 나뉜다. 수

행/과정 평가는 사업이 의도한 로 수행되었는지, 수행되었다면 어떻게 

수행이 가능했는지, 수행되지 않았다면 왜 수행되지 않았는지를 기술하

는 것으로 사업 활동의 실시 여부, 사업 활동의 실시 주체와 상, 충분하

게 투입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한다.

효과/성과 평가는 사업의 개발단계와 평가 목적에 따라 사람들의 태

도･신념 변화, 위험행동 또는 보호행동 변화, 정책환경 및 사회적 규범 변

화, 유병률과 사망률의 변화를 효율성, 비용-효과성, 건강성과에 한 보

건의료사업의 기여 측면에서 평가한다.

평가 디자인은 유용성, 실행 가능성에 근거하여 사례에 따라서 결정된

다. 유용성은 평가 목적, 평가 결과의 사용자, 평가 결과의 사용방법, 평

가 관련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실행 가능성은 사업 개

발단계, 사업 범위, 가용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평가의 중점사항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평가 질문을 설정한 후 평가 디

자인을 결정한다.

④ 4단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모은다.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한다. 1차 자료, 2차 자료,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측정의 정확성과 결론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

해 다수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혼합연구방법론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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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단계: 결론의 타당성을 높인다.

가치의 프리즘을 통해 분석하고 종합한 주요 결과를 해석하여 결론의 

타당성을 높인다.

⑥ 6단계: 평가 결과의 사용을 촉진하고 얻어진 교훈을 공유한다.

평가 결과는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고, 개선방법을 파악하며, 사업계획

을 수정하고, 재원 조달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2. 캐나다 온타리오주 건강증진사업 평가3) 

① 1단계: 프로그램을 규정한다.

평가 상 사업에 한 정보를 모으고 평가 계획을 세울 때 사업에 

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평가 상 사업과 평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정의한다. 

- 상 인구집단을 정함: 1차 상 인구집단은 사업을 통해 건강 수준

이 변화하는 사람들이며, 2차 상 인구집단은 1차 상 인구집단에

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다.

- 성과 목적을 정함: 수행 목적과 성과 목적을 정한다. 전략, 활동, 할당

된 자원과 수행 목적 또는 산출물을 정의한다.

3) Ontario Agency for Health Protection and Promotion(Public Health Ontario), 
Snelling, S., Meserve, A.(2016), pp. 3-65. 를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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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단계: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사업 또는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 조직을 파악하고 이러한 이

해관계자를 평가 계획, 수행, 평가 결과의 사용에 참여시킨다. 잠재적 이

해관계자를 파악해야 하는데, 평가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

고 평가에서의 역할을 규정한다. 프로그램 및 로직 모형 검토에 이해관계

자가 참여해야 한다.

③ 3단계: 자원 및 평가 가능성을 평가한다.

평가에 사용 가능한 자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

해 평가의 범위를 정하고 평가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평가에 사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며 평가가 보건의료사업에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④ 4단계: 평가 질문을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평가 질문들을 선택하고 평가 질문에 가장 적합한 평가 방

법론을 파악한다. 평가 질문들을 선택하고 정교화하고 적합한 평가 방법

론을 결정한다. 

⑤ 5단계: 적절한 측정 방법과 절차를 결정한다.

데이터 수집 단계로 보건의료사업에 가장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고 적

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 수집 방법, 측

정 상, 데이터 수집 시기, 데이터를 수집할 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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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6단계: 평가 계획을 개발한다.

서면으로 평가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평가 계획에는 평가 상 사업에 

한 기술, 모니터 방법, 사업 평가 방법, 사업을 개선하고 의사결정을 위

한 평가 결과의 사용을 포함한다. 평가 계획과 평가 데이터 수집 매트릭

스를 작성하고 예산을 확정한다.

⑦ 7단계: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 수집 절차를 정하고 데이터 수집 도구를 테스트하고 자료 수집 활

동에 참여하는 인원을 훈련시키며, 데이터 수집 계획을 작성한다. 자료 

수집 절차와 도구를 테스트한 후 자료를 수집한다.

⑧ 8단계: 데이터를 가공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자료 분석 단계로 평가 질문, 자료 분석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 이해관

계자가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를 고려한다. 자료 입력, 

분석에 적합하게 자료 조직화, 자료 분석, 분석 결과의 이해수준 결정 과

정을 거친다.

⑨ 9단계: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배포한다.

데이터의 의미를 결정하고 결과를 해석하며 주요 결과에 의미를 부여

한다.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다양한 정보 이용자에게 평가 결과를 배포한

다. 권고사항,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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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가공하고 배포한다.

⑩ 10단계: 주요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평가 결과를 직접적인 변화와 새로운 발상에 사용한다. 권고사항을 검

토하고 이후 활동에 해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다. 변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작성한다. 

〈표 2-1〉 미국 보건의료사업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건강증진사업의 평가 틀 비교

미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업 평가의 
정의

사업에 해 판단을 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며 향후 사업개
발에 한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사업의 활동, 특성, 
성과에 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활동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에 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보고하
는 활동

평가 상 보건의료사업 건강증진사업

평가 절차

1단계: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1단계: 프로그램을 규정한다.

2단계: 프로그램을 기술한다. 2단계: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3단계: 평가 디자인에 집중한다.
3단계: 자원 및 평가 가능성을 평가한
다.

4단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모
은다.

4단계: 평가 질문을 결정한다.

5단계: 적절한 측정 방법과 절차
를 결정한다.

5단계: 적절한 측정 방법과 절차를 결
정한다.

6단계: 평가결과의 사용을 촉진하
고 얻어진 교훈을 공유한다.

6단계: 평가계획을 개발한다.

7단계: 자료를 수집한다.

8단계: 데이터를 가공하고 결과를 분석
한다.

9단계: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배포한다.

10단계: 주요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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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나라 재정사업 심층평가4)

우리나라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에서는 사업군을 “‘동일한 정책 목

적’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복수의 사업들”로 정의하고 

있으며(한국개발연구원, 2013, p. 2), 평가를 위한 기초작업, 적절성 분

석, 효과성 분석, 집행성과 분석으로 나누어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 평가 기초 분석

이론적 모형의 구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수요 분석, 평가의 쟁

점사항 파악, 평가요소의 결정 등.

□ 적절성 평가

평가의 상이 되는 재정사업을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판

단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 개

요 분석, 문헌 분석, 사례 연구, 정책 매트리스 등을 사용하여 평가함.

□ 효과성 평가

사업 상에 하여 창출된 부가가치(value added)를 측정하는 것으

로, 사업군의 주효과와 교차효과를 측정하고 개별 사업들 간의 효과를 비

교･평가함.

4) 한국개발연구원(2013),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사업군 평가)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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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의 효과성 평가 방법론 선택 절차 흐름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3).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사업군 평가). p. 23.

□ 집행성과 분석

복수의 사업들이 사업군 전체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체

계를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의 인과이

론 평가, 문헌 연구를 이용한 공식 집행 절차 분석, 질적 연구 등을 활용

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 절차는 〔그림 2-2〕와 같다.



제2장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 25

〔그림 2-2〕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체계 흐름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3).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사업군 평가). p. 30.

제2절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법론

  1. 양적 평가 방법

양적 평가는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평가 디자인에 따라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5)

로 나뉘는데 무작위 할당 방법을 사용하는 진실험 설계는 의약품 개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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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임상시험, 동물실험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정책을 평가하는 데 사

용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적 윤리적 제약이 있다. 준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

당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할지라도 가능한 한 

유사하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이윤식, 

2014, pp. 101-124). 최근 준실험 설계 정책평가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

는 이중차이분석법, 회귀불연속설계, 단절적 시계열 분석의 방법론과 적

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이중차이분석법(Difference-in-Difference)

가능한 한 유사하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을 매칭(짝짓기)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매칭변수, 관

련변수 보정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중차이분석법을 사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차이분석법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통제집단)의 정

책 시행 전후 변화에 한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그림 2-

3〕과 같이 실험집단의 정책시행 시점에서의 결과(A)와 정책효과 평가 시

점에서의 결과(B)의 차이(B-A)와 비교집단(통제집단)의 정책시행 시점에

서의 결과(C)와 정책효과 평가 시점에서의 결과(D)의 차이(D-C)가 유의

하게 차이 나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5) 단면적인 설문조사, 사례연구 등이 해당되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비교집단이 없어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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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이중차이분석법의 개념

자료: 이영숙, 백경엽, 강민지, 김세화, 태정림. (2016). 조세특례평가 방법 연구. p. 74.

그러나 모집단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의 응성을 완벽히 보장할 수 없고 역(逆)인과관계 등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이영숙 등, 2016, pp. 74-76).

이중차이분석법을 사용한 보건의료 분야 정책평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중차이분석법을 활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서비스 

효과(김지은, 이인숙,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서비스가 서비스를 받

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신체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생

활실태조사 4차 조사와 5차 조사를 사용하여 이중차이분석을 하였다. 방

문간호서비스 이용자 38명(실험집단)과 성향점수 매칭을 사용하여 비이

용자 38명(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Andersen의 의료행동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 2008년에 비해 2011년에 건강상태와 신체 기능이 감소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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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한 실험집단에서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일

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도구적 일상생활수

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감소 수준이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낮았다.

□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본 산정특례제도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최

정규, 정형선, 2012)

산정특례제도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진료비 본

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해주는 제도로 2005년 시작되었다. 산

정특례제도 시행 전과 후 ‘지불능력 비 의료비 부담’, ‘과부담의료비 지

출가구’의 발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중차이분석법을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 4차 연도(2005년, 2008년 상) 자료에서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은 182가구(실험집단)와 혜택을 받지 않은 가구 182가

구(비교집단)를 성향점수를 사용, 매칭하여 이중차이분석법으로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지불능력 비 의료비 부담이 비교집단보다 뚜

렷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

치는 영향(나영균 등, 2016)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외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때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고 1500

원 정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2000년에 정액제가 70세 이상 노인에서 65

세 이상 노인으로 확 되었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외래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국민건

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2011년, 2013년 자료를 사용하여 이중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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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혜택을 받는 실험집단 8806명과 비

교집단을 성향점수 매칭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이중차이분석 결과 실험

집단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고 의료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회귀불연속설계는 준실험적 연구 설계 기법의 하나이며, 정책의 인과

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정책의 수혜 상 여부

를 결정하는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on)이 연속 변수의 임의의 값

(cutoff point)을 가지면서, 측정하고자 하는 결과 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정책 수혜 여부 cutoff point를 기준으로 매우 

유사한 값을 가지고 있는 정책 상 집단과 비 상 집단을 비교할 때,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정책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회귀불연속설계의 논리

이다(이영숙 등, 2016, pp. 71-72).

회귀불연속설계에서는 〔그림 2-4〕의 구분점 X*가 정책 상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구분점 오른쪽은 정책 상집단, 구분점 왼쪽은 

정책 비 상집단이라고 할 때, 구분점 근처에서 두 집단의 결과 변수 차

이(B-A)를 정책 효과로 간주할 수 있다(이영숙 등, 2016,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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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회귀불연속설계를 이용한 정책의 인과적 효과 측정

자료: 이영숙, 백경엽, 강민지, 김세화, 태정림. (2016). 조세특례평가 방법 연구. p. 72.

본 보고서의 3장에서는 보건의료정책 시범 평가의 일부로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의 효과를 회귀불연속설계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구

체적인 적용 사례와 결과 해석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에서 선행연구에서 회귀불연속설계를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 Impact of income-based deductible on drug use and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older adults(Law et al., 2017)

Law et al(2017)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실시한 소득 수

준에 따른 일정액 공제제(income-based deductibles)의 효과를 회귀

불연속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40~1951년 사이에 태어난 정책 

상 집단과 1928~1939년 사이에 태어난 정책 비 상 집단의 약제비, 

약제 사용량, 의사･병원 방문 횟수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일정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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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공지원금 규모에는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의료 이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When public health intervention is not successful: Cost 

sharing, crowd-out, and selection in Korea’s national can-

cer screening program(Kim & Lee, 2017)

Kim & Lee(2017)는 회귀불연속설계를 이용하여 국가 암 조기검진 사

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

로 검진 상자를 단계적으로 확장하였음에 착안하여 특정 건강보험료를 

기준점(cutoff point)으로 하고, 암 발견율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회귀

불연속설계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 Health benefits of reduced patient cost sharing in Japan 

(Nishi et al., 2012)

Nishi et al(2012)은 노인층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회귀불연속설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환자 본인부담금 

감소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며, 소득 수준 cutoff point를 기준으

로 정책 상 집단과 정책 비 상 집단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상태를 

비교하였다. 정책 상 집단의 건강 수준 향상이 정책 비 상 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 단절적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 series)

단절적 시계열 분석은 정책 시행 전후의 단절성을 분석하여 개입

(intervention)의 경시적 효과를 평가하는 준실험적 방법으로,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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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후 여러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측정, 분석함으로써 정책 이외의 변수

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통제하고 장기간에 걸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정책이 실시되기 전의 경향을 파악하고 정책 시행 직후의 효과 

및 정책 시행으로 인한 경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 통제 집단이 없

이도 내적 타당도의 위협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박실비아, 김남순, 채수

미, 한은아, 류치영, 2013, p. 37에서 재인용; Ramsay et al., 2003). 

단절적 시계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구간회귀

분석(segmented regression analysis)은 시간과 결과 변수를 선형 관

계로 가정하며,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회귀식을 산출한다. 이때, 정책 개

입이 결과변수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은 구간회귀식으로 표현된다. 

β1은 정책 개입 이전 회귀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며, β2는 정책 개입 직

후의 즉각적인 결과변수 값 변화의 크기를 의미한다. β3는 정책 개입 이

후 회귀선 기울기의 변화로, β1과 β3를 합하면 정책 개입 이후의 회귀선

기울기를  산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간회귀분석을 통해 정책이 시행됨과 동시에 그 영향이 나

타나는지 혹은 일정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지, 또한 그 영향이 단기간인지 

지속적인지 계량화할 수 있으며, 다른 변수가 미칠 영향에 해서도 파악

할 수 있다(박실비아, 김남순, 채수미, 한은아, 류치영, 2013, p. 37에서 

재인용; Wagner et al., 2002).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정책 평가연구에서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활용

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정책의 영역에서도 단절적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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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분석 모형을 이용한 평가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선,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이용해 외래 본인부담제도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김명화와 권순만(2010)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제도의 

변화가 의료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김효정, 김영훈, 김한성, 우

정식, 오수진(2013)은 상급 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정책

과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 부담률 인상 정책이 의료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변진옥, 강하렴, 이현복(2014)은 2009

년과 2011년에 시행된 외래 본인부담의 종별 차등제가 각 종별 외래 환

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이용해 의약품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도 있

었다. 정광호, 전 성, 김홍석(2008)은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의원의 항

생제 처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박실비아, 김남순, 채수미, 한

은아, 류치영(2013)은 2010년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미치는 영향을 단절적 시계

열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2. 양적 평가 방법

질적 연구는 개인이나 집단에서 사회적 또는 인간적 문제 때문에 고려

하게 되는 의미를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한 수단으로(Creswell, 김영숙 

등 역, 2011, p. 4)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문화

기술지 연구, 사례연구 등으로 나뉜다.

질적 평가는 양적 평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게 되므로 양적 평가 결과

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양적 평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이

해관계자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성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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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맥락에서 사회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혹은 제 로 기능하

지 못하는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질적 평가다” 라고 강조하였다(이성

우 등, 2015, p. 180).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평가할 경우 행정자료 등

의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참여관찰, 면접 등의 질적 

연구가 효과적일 수 있다. 국내외에서 발표된 질적 평가 방법을 사용한 

평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영국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사업(WSIC) 평가

(Wistow et al., 2015)

런던 정경 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과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Nuffieldtrust는 Imperial 

College Health Partners(ICHP)와 North West London 

Collaboration of CCGs의 요청으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Whole Systems Integrated Care(WSIC) 프로그램의 초기 디자인과 시

범단계의 개발 및 수행을 평가하였다. 질적 평가로 기획되었으며 WSIC 

프로그램의 디자인 방법, 디자인 단계에서 지역 이해관계자의 참여, 초기 

사업 참여자 전략의 개발 및 초기 수행, 사업의 목표 달성 수준을 객관적

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평가는 지역 이해관계자의 사업 참여 방법 평가와 초기 사용자의 개발 

및 진행 내용 연구의 두 단계로 이루어졌고 문헌 분석, 회의 관찰 및 현장 

방문, 반구조화된 인터뷰, 피드백 워크숍, 포커스 그룹 인터뷰, 운영위원

회 위원과 GP practice 상의 서베이를 하였다. WSIC 프로그램이 광

범위한 규모 사업으로 비전 공유, 10단계 실행 계획, 프로그램 부서의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해진 일정으로 진행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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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의 경기도 사업 효과 평가

(이원철, 이순영, 임현우, 이세영, 2012)

기초자치단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업 효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자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

시, 부천시, 경주시, 울산시,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인력이 

참여하였으며 평가지표의 실행 가능성, 환자 등록 및 모니터링･평가 현

황, 환자 교육 등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 등에 해 그룹 토의 형식으로 의

견을 수집하였고, 센터별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수행 6개월 미만 센터에서는 병･의원과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

육센터와의 네트워크가 사업 시작 시 중요하였음.

- 65세 이상과 64세 이하로 구분하여 사업을 홍보하거나 등록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병･의원의 환자 정보 입력이 저조하여 사업 평가가 어려움.

□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 만족도 및 효과의 질적 연구

(주정민, 조정진, 권용진, 이유림, 신동욱, 2017)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효과

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상으로 심

층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심층면담의 질문 유형은 면담조사 현장에서 

참여자의 답이나 반응에 따라 필요한 질문을 추가하거나 질문 순서를 

바꾸는 등의 조정이 가능한 반구조화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여 시범사업

에 한 만족도, 교육 서비스 경험 이후의 변화, 질환 관리 방식의 개선 

효과, 추후 개선 과제 등의 주제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의사 주도 교육을 통한 의사･환자 간 신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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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일 맞춤형 교육 형태, 차별화한 교육 자료와 제공 방식에 해 만족

감을 느꼈다. 시범사업의 효과로는 정보 제공, 동기 강화, 생활습관 변화, 

주변 지원 강화, 전문 코디네이션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언급하

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자원 부족, 건강지원센터의 접근성 제

한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 보건소 모바일 헬스 케어 시범사업의 질적 효과 평가

(황정해, 박성희, 최윤경, 이연경, 김민정, 박나영 등, 2016)

2016년 9월부터 실시된 보건소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의 효

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서비스 이용자 그룹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그룹에 해 초점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서비스 이용자 그룹에는 사업의 효과, 만

족 및 불만족 요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소 등에 해서, 서비스 제공자 

그룹에는 사업의 운영 현황 및 효과, 장애 요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

소,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해 질문하였다. 

주요 평가 결과로 노인과 취약계층에 중심을 두는 기존 사업과 달리 모

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중장년층을 상으로 한 사업 상자의 확  효과

가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에게 건강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건강 증진의 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개선 과제로는 업무 증가에 따른 효율적 직무 재설계와 적정 인력 지원, 

제공된 기기의 정확성 및 모바일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사업 상자 범

위 확  등이 제시되었다.



보건의료정책 시범 평가(Ⅰ):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3제 장

제1절  평가 대상 정책 및 평가 목적

제2절  평가 절차

제3절  평가 방법

제4절  평가 결과

제5절  고찰





제1절 평가 대상 정책 및 평가 목적

  1. 의료비 본인부담제도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에 해서 본인의 일부 부담을 적

용하는 본인부담제도의 일반적인 목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함이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

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은 크게 일정액 공제방식(deductible), 정률방

식(coinsurance), 정액방식(copaymen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서 외래 의료서비스를 이

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지불하는 정액제를 도입하였다(표 3-1). 

이후 정액제 방식하에서 지불 금액의 변화가 여러 차례 있었고, 2007년 

8월 65세 미만 상으로 정액제 신 정률제를 도입하였다(김정희, 

2007, p. 8).

본인부담제도의 법적인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나와 있으

며, 본인부담금의 부과방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정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

소 등에서 행해지는 외래 진료에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다(김계현, 이정

찬, 김한나, 이평수, 2013, p. 11). 

보건의료정책 시범 평가(Ⅰ):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 

<<3



40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II):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표 3-1〉 의원급 외래 의료 본인부담의 변천 과정

시기 내용

1963. 1. 정률제

1986. 1.
정액 상한구간 10,000원

초진: 2,000원, 재진: 1,500원 

1990. 1. 2,000원

1990. 12. 2,300원

1991. 7. 2,500원

1992. 5. 2,600원

1993. 3. 2,700원

1994. 8. 2,800원

1995. 4. 2,900원

1995. 12.
70세 미만 70세 이상

본인부담: 3,000원 본인부담: 2,000원

1997. 9.
본인부담: 3,200원 본인부담: 2,000원

정액 상한구간 12,000원으로 변경 

2000. 7.
65세 미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2,200원 본인부담: 1,200원

2001. 1. 정액 상한구간 15,000원으로 변경

2001. 7.
65세 미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00원 본인부담: 1,500원

2007. 8.
65세 미만 65세 이상

정률제(30%)로 전환 본인부담: 1,500원 유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 나영균, 정형선, 안보령, 이광수(2016),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
제가 노인의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p. 3에서 재인용.

  2. 노인 대상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정액제6)

본 장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적용되는 의원급 외래의료서비스의 

6) 정부는 2001년 시행 이후 유지되었던 노인 상 의원급 외래 의료서비스 본인부담 정액
제를 ‘구간별 정액제’로 개선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2017
년 10월 기준 관련 단체와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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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정액제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의

원급 외래 본인부담금의 부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표 3-2〉 65세 이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본인부담액

기관종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제외) 및 보건의료원
(한방과는 제외)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의원･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
지역만 해당), 보건의료원(한
방과만 해당) 및 한의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2,100원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3 (시행 2017. 9. 19.).

노인을 취약계층으로 인식하여 본인 부담으로 인한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부담경감제도는 1995년 도입되었다. 

1995년 12월에는 70세 미만의 본인부담금이 3000원이었는데, 70세 이

상 노인에 해서는 1000원이 경감된 2000원으로 노인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였다. 2000년에는 본인 부담 경감 상 연령이 65

세 이상으로 범위가 확 되었고, 본인부담금액은 1200원으로 감소7)하였

다. 1년 뒤인 2001년에는 65세 이상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 되

었고, 65세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3000원으로 조정되었다. 이후 2007년 

8월 65세 미만에서 본인부담금 부과방식이 정률제로 전환됨으로써 현재

와 같은 방식이 정립되었다. 

7) 65세 미만은 본인부담금액이 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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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의 정액 부과방식이 적용되는 진료비 상한선의 경우, 1986

년 1만 원으로 시작하여, 1997년 1만 2000원, 2001년 1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고, 현재도 정액제가 유지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정액제 적용 진

료비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도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의 상이 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파악하여, 제도 도입의 결과가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제도의 도입 목적은 도덕적 해

이로 인한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함이지만, 2007년 이래 정

립된 의원급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 없던 본인부담제도가 새롭게 설계･실시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기존 

정액제를 65세 이상에서는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이용 억

제를 제도의 목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65세 이상에서 본인부담정액제 

유지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65세 이상에서 정액제가 유

지된 이유, 즉 본 제도의 목적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는 있다. 

김계현, 이정찬, 김한나(2014, pp. 440-441)는 1995년 70세 이상 노

인을 상으로 본인부담금 경감을 도입하기 위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일

부개정 이유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부담 경

감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음을 제시하며, 본인부담경감제도의 목적

을 설명하였다. 나영균, 정형선, 안보령, 이광수(2016, p. 2)는 동일한 개

정 이유를 근거로 들어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의 목적을 ‘노인의 의료

비 부담 경감에 따른 의료이용 접근성 보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

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 로 본 장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정액제의 목적을 ‘노인의 의료이용 접근성 보장’으로 보고, 해당 

제도가 목적에 맞는 효과를 나타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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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 절차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 로 다

음과 같이 평가를 진행하였다.8) 

① 1단계: 프로그램을 규정한다.

   의료비 본인부담제도 선행 평가 결과를 고찰하고 국내 이슈를 파악

하였다. 평가 상 정책으로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를 정하고 관

련 자료를 조사하여 정책을 기술하였다.

② 2단계: 자원 및 평가 가능성을 평가한다.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과 평가 가능성을 검토하여 평가의 

범위를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최종적인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 측면에서 범

위를 의료 이용에 미치는 효과로 한정하였다. 

③ 3단계: 평가 질문을 결정한다.

   평가를 위한 연구 질문은 ‘노인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

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서,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

여하였는가?’로 설정하였다. 

④ 4단계: 적절한 측정 방법과 절차를 결정한다.

   평가 질문에 해 분석할 수 있는 건강보험청구 자료, 한국의료패널 

자료 등 2차 자료원을 조사하고 자료의 특성과 분석 적합성을 검토

8) 일부 단계는 본 연구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생략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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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도 자체의 인

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개인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정률제로부터 

정액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는 회귀불연속기법을 분석방

법으로 선택하였다.

⑤ 5단계: 평가계획을 개발한다.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통계분석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하여 적합한 자료원, 평가 방법 등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다.

⑥ 6단계: 자료를 수집한다.

   평가를 위해 이용한 자료원은 ‘한국의료패널 조사’이며, 다른 자료원

에 비해서 이용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의료비 지출 현

황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⑦ 7단계: 데이터를 가공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회귀불연속설계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 분석하였다. 

⑧ 8단계: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배포한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평가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평가 결과를 배포할 예정이다. 

⑨ 9단계: 주요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향후 추가적인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개선 방안 마련 시 참고 자

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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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평가 방법

  1. 연구 설계 및 이론적 배경

1) 연구 설계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의료 이용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설명변수인 본인부담정액제 적용 여부를 나타

내는 이항변수()와 의료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연구자

가 관측할 수 없는 변수인 오차항() 간의 내생성(endogeneity)을 제거

해야 한다. 우선 본 연구 세팅하에서는 이 두 변수 간에는 다음과 같이 내

생성이 존재한다.

 ≠ 

우선 만 65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본인부담정액제 수혜 상자

가 되기 때문에 의료 이용 시 만 65세 이상이면 는 1의 값을 갖는다. 반

면 의료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연구자가 관측할 수 없는 

요인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 유전적인 요인,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발생

하는 신체의 내외적 변화 등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오차 항

에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요인들과 본 연구의 설명변수  간에

는 여러 형태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두 변수 간에는 내생

성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와  간에 존재하는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해 

준실험연구 설계 기법인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46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II):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design, RDD)를 활용하였다. RDD의 논리는 의료 이용 시점에 나이가 

비슷한 두 집단을 비교하면 의료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요인이 두 집단 간에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상태에서도 결

과변수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설명변수에 기인한다는 논리이

다. 구체적으로 RDD의 논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통제집단: 의료 이용 시점에 생년월일이 만 나이 65세가 되는 날로

부터 1일 전인 사람은 본인부담금정액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B) 처리집단: 의료 이용 시점에 생년월일이 만 나이 65세가 된 날로부

터 1일이 지난 사람은 본인부담금정액제의 수혜자가 된다(  ).

C) 그런데 통제집단과 처리집단은 나이는 거의 동일하고(생년월일 측

면에서) 또한 처리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본인부담정액제 수혜 상자

가 되기 위해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동적으로 그 상자가 

되었다(선택편의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두 집단은 연구자가 관측할 

수 있는 특성 및 관측할 수 없는 특성 측면에서 모두 비슷할 확률이 크다.

D) 이 같은 상태에서 통제집단과 처리집단 간의 의료이용 행태에 큰 차

이가 관측된다면 그 차이는 정책의 효과, 즉 외래본인부담정액제의 효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2) 식별전략(Identification Strategy)

RDD를 이용해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의료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

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설명변수의 변이를 일으키는 어떤 

외생(exogenous)적인 변수를 배정변수(assignment variable)로 활용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외생변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자

의 생년월일이다. 생년월일은 어떤 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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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도입되기 전에 결정된 변

수이기 때문에 외생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생년월일 정보를 외생변이로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면 의료서비스 이용 당시에 만 65세

가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이용 당시 외래 본인부담정액

제 수혜 상자인지 혹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

년월일 정보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처리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 
만약  

위 식에서 는 배정변수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만 65세가 되

는 날짜와 의료이용 당시의 날짜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의료서비스 이용 당시의 거리가 100이면 그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했을 당시의 시점이 그 사람이 만 65세가 되고 100일이 지난 시점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거리 변수 값이 양의 정수이면 의료서비

스 이용 당시에 만 65세가 지났다는 것이고, 따라서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수혜 상자임을 의미한다. 반면 이 거리 변수 값이 음의 정수이면 의료

서비스 이용 당시에 만 65세가 지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외래 본인부

담정액제 수혜 상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RDD하에서 처리변수 효과의 식별전략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배정변

수의 어떤 특정 구간(bandwidth, )하에서는 관측 가능한 그리고 관측 

불가능한 특성 측면에서 두 집단이 동질적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 두 

집단 간에 관측된 결과변수의 차이는 처리변수에 기인한다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배정변수가 −100에서 0 사이인 통제집단과 0에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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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인 처리집단은 의료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RDD에서의 처리변수 효과()의 

식별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부 기 함수를 추정해서 이루어진다.

  lim
→ 

   lim
→ 

               (1)

위 식에서 는 결과변수를 나타낸다.

3) 추정량

식 (1)의 통계적 추정은 비모수(nonparametric) 추정기법인 global 

polynomial regression, local polynomial regression 등 여러 방식

으로 할 수 있지만, RDD 관련 이론적 선행연구에 따르면 local linear 

regression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Hahn, Todd, & van der 

Klaauw, 2001, p. 206; Imbens & Lemieux, 2008, p. 623). 

반면 Lee & Lemieux(2010, p. 317)는 어떤 한 가지 추정량만 사용

해서 효과 값을 추정하지 말고 local polynomial regression 방식으로

도 효과 값을 추정해서 효과 값의 민감도를 검정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local 

polynomial regression으로 효과 값을 추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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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   

      ⋯  
  

min  
≤   

      ⋯  
  

위 식에서  및 은 왼쪽과 오른쪽을 나타내고 ∙는 각각의 관측치

별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커넬(kernel) 함수이

다. 만약 위 식에서   로 설정하면 local linear regression으로 효

과 값을 추정하게 되는 것이고,   로 설정하면 local polynomial 

regression(2차항)으로 효과 값을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두 모수 값 하에서 효과 값을 추정하여 처리변수의 효과 값을 검정하고자 

한다.

위 식 추정과 관련해서 연구자가 또 선택해야 하는 것은 커넬 함수이

다. 커넬 함수의 종류에는 uniform, triangle, Gaussian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커넬 함수는 효과 추정 값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삼각 커넬 함

수(triangle kernel function)를 사용할 것을 선행연구에서 권하고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도 삼각 커넬 함수를 사용해서 효과 값을 추정하였다.

Local polynomial regression을 추정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내려야 

할 판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효과 값 추정 시에 사용될 표본을 결정

하는 배정변수의 구간(bandwidth) 설정이다. 구간을 넓게 잡으면 표본 

수가 증가하여 추정량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그렇다고 구간을 너무 넓게 

잡으면 두 집단 간의 특성이 매우 이질적이 될 확률이 높아져 추정량의 

편의가 증가하게 된다. 반면 구간을 너무 좁게 잡으면 두 집단 간 특성이 

동질적이 되어서 편의는 감소하게 되나 표본 수가 적어져 추정량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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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감소하게 된다. 

분석 구간 설정과 관련해 개발된 여러 기법들이 존재하나(Imbens & 

Kalyanaraman, 2012, p. 933),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기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구간별로 효과 값을 추정하여 효과 값

의 민감도를 검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여러 개

의 구간별로 효과 값을 추정해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4) 통계적 추론(Statistical Inference)

RDD하에서 사용되는 local polynomial regression은 본질적으로 

가중 최소자승(weighted ordinary least squares) 및 가중 도구변수

(weighted instrumental variable) 추정 기법이기 때문에 통계적 추론 

시에 발생하게 되는 여러 형태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문제에 

해 고려해야 한다. RDD하에서 통계적 추론 시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은 개 자료가 배정변수 값별로 집락(cluster)되어 있다는 것이다. Lee 

& Card(2008, p. 656)는 RDD하에서 통계적 추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배정변수 값 단위로 표준오차를 클러스터하여 클러스터 강건 표준

오차를 추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배정변수 값 단

위로 표준오차를 클러스터하여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를 추정하였다.

  2. 연구방법

가. 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의료패널의 2012년, 2013년 자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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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표본은 2012년, 2013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상자 가운데 외래 

의료 이용을 1회 이상 한 사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적용되는 의원, 한의원, 그리고 보건의료원 이용자이다. 만 65

세를 기준 전후의 의료 이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상자의 생년월일 기

준 60세 이상 70세 미만 상자의 의료 이용 건을 선택하였다. 

나. 분석방법

본 분석에서는 의료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진료비와 의료 

이용 횟수에 관심을 두었다. 외래 의료와 관련된 진료비 ①법정본인부담금 

②건강보험공단부담금 ③비급여 진료비 ④총 진료비 ⑤처방약값으로 구분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의료 이용 횟수에 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상자의 생일과 의료 이용 시점을 기준으로 65세로부터의 거리(일 단

위)를 각 의료 이용 건별로 산출하였다. 6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의 의료 이용건과 65세부터 70세 미만까지(+)의 의료이용 건을 구분하여 

두 군에서의 자료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RDD하에서 처리변수(건당 법정본인부담금) 변이의 불연속 검정을 실

시하였고, 결과변수(의료 이용건수, 건강보험공단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총진료비, 처방약값)의 불연속 검정을 수행하였다. 배정변수와 결과변수

의 불연속 검정을 실시한 이후, 다른 변수들에서도 동일한 불연속이 나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특성변수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다. 사용된 변

수는 건강보험 종류,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결혼상태, 성별이었다. 

마지막으로 RDD 분석 결과의 내적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반증검정을 

실시하였고, 다른 개인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민감도 검정도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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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평가 결과

  1. 분석 자료의 특징

RDD하의 분석을 수행하기 전, 분석 상 자료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표 3-3 참조). 분석은 각 의료 이용건을 상으로 수행하였고, 자료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미적용 집단과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적용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미적용된 의료 이용건은 3만 4751건이었고,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적용된 의료 이용건은 3만 5141건이었다. 건당 

평균 진료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당 평균 법정본인부담금은 

65세 미만이 5987원, 65세 이상은 3994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건당 평

균 공단부담금은 65세 미만은 1만 4650원, 65세 이상은 1만 7101원이

었다. 

건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65세 미만이 1만 2033원, 65세 이상은 

8705원이었으며, 건당 평균 총 진료비는 65세 미만이 3만 2463원, 65

세 이상은 2만 9546원이었다. 마지막으로 건당 처방약값은 65세 미만은 

8679원, 65세 이상이 7488원이었다. 두 군 간의 건당 진료비 차이는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적용되

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비하여 건당 본

인부담금이 낮고,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높으며, 비급여 비용과 총 진료

비, 처방약 비용 등 건당 진료비는 체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 이용 건을 인원 수로 변환한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 군에는 

1117명, 65세 이상 70세 미만 군에는 892명이 포함되었다.9) 위에서 살

9) 동일한 상자가 연령의 증가로 두 군 모두에 속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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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0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미적용)

65세 이상 70세 미만 
집단(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p-value

총 이용 건(건) 34,751 35,141

N(건)
평균
(SD)

N(건)
평균
(SD)

건당 
법정본인부담금(원) 

28,026 
5,987

(10,665)
29,430 

3,994
(13,497)

<0.0001

건당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원)

28,177 
14,650
(22,783)

29,760 
17,101
(62,208)

<0.0001

건당 비급여 
진료비(원)

27,786 
12,033

(132,075)
29,155 

8,705
(103,916)

0.0008

펴본 의료 이용 관련 항목을 1인당 2012년, 2013년의 총 진료비로 합산

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2년과 2013년의 65세 미만 군의 

1인당 평균 총 법정본인부담금은 16만 409원이었고, 65세 이상 군은 14

만 251원이었다. 65세 이상 군에서 총 법정본인부담금이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1인당 총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의 경우 65

세 미만은 39만 4652원인 반면, 65세 이상은 60만 8023원으로 크게 증

가하였고, 이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총 비급여 진료비는 

65세 미만이 32만 577원, 65세 이상은 30만 3955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1인당 총 진료비는 65세 미만이 87만 5017원이고 65세 이상은 

105만 441원으로 다소 크게 나타났지만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총 처

방약 역시 65세 미만이 16만 6996원인 것에 비해 65세 이상은 17만 

1625원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2012년과 2013

년의 1인당 평균 총 방문 횟수를 산출했을 때, 65세 미만은 31회, 65세 

이상이 39회로 65세 이상의 방문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60~64세 환자군과 65~69세 환자군의 외래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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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0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미적용)

65세 이상 70세 미만 
집단(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p-value

건당 총 진료비(원) 28,194 
32,463

(134,626)
29,829 

29,546
(121,780)

0.0061

건당 처방약 비용(원) 20,512 
8,679

(10,071)
19,459 

7,488
(9,486)

<0.0001

총 인원(명) 1,117 892 

N(명) 평균 N(명) 평균

1인당 총 
법정본인부담금(원) 

1,046 
160,409
(218,180)

838 
140,251
(252,619)

0.0634

1인당 총 
건강보험공단부담금 

(원)
1,046 

394,652
(853,037)

837 
608,023

(2,093,243)
0.0027

1인당 총 비급여 
진료비(원)

1,043 
320,577
(983,007)

835 
303,955
(881,558)

0.7032

1인당 총 진료비(원) 1,046 
875,017

(1,491,000)
839 

1,050,441 
(2,512,734 )

0.0599

1인당 총 처방약 
비용(원)

1,066 
166,996
(212,851)

849 
171,625
(218,224)

0.6402

1인당 총 
방문횟수(회)

1,117 
31
(35)

892 
39 
(50)

<0.0001

자료: 한국의료패널 2012-2013 자료 분석

  2. 처리변수 변이의 불연속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처리 효과의 식별전략은 배정변수()가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수혜 상자를 결정짓고, 또 그에 따라 실제로 본인부담

금의 경감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배정변수에 의해 실제로 본

인부담금 변이에 불연속이 존재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해야 한다. 배

정변수는 외래 의료 이용 날짜가 만 65세가 되는 날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식별전략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배정변수 값이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지점, 즉 배정변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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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이 되는 지점에서 본인부담금 변이에 불연속이 존재해야 한다.

〔그림 3-1〕을 보면 실제로 불연속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의 

가로 축은 배정변수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외래 의료 이용에 한 법정 본

인부담금을 나타낸다. 배정변수가 0인 지점의 오른쪽이 외래 본인부담정

액제가 적용되는 시점이고 왼쪽은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다. 그

림을 보면 배정변수 값이 −500에서 0일 때 법정 본인부담금은 체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결정되었고 배정변수 값이 0에서 500에

서는 체로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이 결정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배정변수 값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의 변화

또한 배정변수 값이 음에서 양으로 넘어갈 때 법정 본인부담금에 현저

한 불연속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만 65세가 되

면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혜택을 받게 됨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그림을 보

면 불연속의 정도는 약 3500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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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andwidth()

       

패널 A: Polynomial = 1

법정본인부담금 2,443*** 2,432*** 2,479*** 2,525***

     (288)      (287)      (280)      (294)

유효 표본 수
좌 = 596
우 = 600

좌 = 496
우 = 500

좌 = 396
우 = 400

좌 = 296
우 = 300

클러스터 수
좌 = 299
우 = 300

좌 = 249
우 = 250

좌 = 199
우 = 200

좌 = 149
우 = 150

분석 표본 수 1,998

〔그림 3-1〕에 보이는 불연속의 정도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를 검정한 결과를 〈표 3-4〉에 표시하였다. 불연속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컷오프(0 지점) 왼쪽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회귀선

이 컷오프에 맞닿는 지점과 컷오프(0 지점) 오른쪽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

한 회귀선이 컷오프에 맞닿는 지점을 계산해서 그 두 지점의 차이를 도출

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귀선 추정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이 유

효 표본 수를 결정짓는 bandwidth에 한 결정이다. <표 3-4>에 총 네 

개의 bandwidth별로 불연속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를 보면 법정 본인부담금의 불연속 정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함을 알 수 있고 bandwidth별로 추정된 불연속의 정도가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추정된 불연속의 정도는 약 2500원이다. 패널 A에는 local 

linear regression 결과를 제시하였고 패널 B에는 local polynomial 

regression(2차항)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추정된 계수 값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배정변수가 처리변수의 

변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불연속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처리변수(법정본인부담금) 변이에 대한 회귀 불연속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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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andwidth()

       

패널 B: Polynomial = 2

법정본인부담금 2,468*** 2,559*** 2,554*** 2,659***

      (320)       (346)       (400)       (461)

유효 표본 수
좌 = 596
우 = 600

좌 = 496
우 = 500

좌 = 396
우 = 400

좌 = 296
우 = 300

클러스터 수
좌 = 299
우 = 300

좌 = 249
우 = 250

좌 = 199
우 = 200

좌 = 149
우 = 150

분석 표본 수 1,998

주: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강건 표준오차임(만 65세가 되는 날로부터의 거리 변수로 클러스터함). 유효 
표본 수는 Bandwidth 내의 표본 수를 의미함. Kernel 함수는 삼각함수를 이용함. 모든 회귀분석 식
에는 패널 연도 고정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는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3. 결과변수의 불연속 검정 결과

배정변수의 컷오프 지점에서 처리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불연속이 

존재하므로, 실제로 결과변수에도 컷오프 지점에서 통계적이고 실질적으

로 유의미한 불연속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변수로 살펴본 변수

는 i)외래 방문건수 ii)건강보험공단 부담금 iii)비급여 진료비 iv)총 진료비 

v)처방약 값 vi)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비중이다. 우선 〔그림 3-2〕에 

배정변수 값별로 의료 이용건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냈다.

〔그림 3-2〕를 보면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일일 의료 이용건수가 

략 8건에서 9건이었으나,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일일 의료 이용건수에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컷오프 지점에서의 불연속의 정

도는 약 1.5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로 인해 일일 

의료 이용건수가 약 17% 상승했음을 의미한다(배정변수 값이 −50에서 

0일 때의 평균 의료 이용건수에 비해 1.5건/8.7건 상승). 처리변수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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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연속 정도를 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 이용건수의 불연속 정도

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를 〈표 3-5〉에 표시하였다.

〔그림 3-2〕 배정변수 값에 따른 일일 의료 이용건수의 변화

<표 3-5>를 보면 추정된 의료 이용건수의 불연속 정도는 약 1.8건이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Bandwidth 설정에 

따라 계수의 값이 조금은 다르지만 략적으로 추정된 계수를 해석하면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로 인해 일일 의료 이용건수가 약 20% 상승했음을 

의미한다.10)

〔그림 3-3〕에는 배정변수 값별로 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 비급여 진료

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시하였다.

10) 〈표 3-5〉에 있는 불연속 추정 계수 값은 패널 연도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표 
3-6>에 있는 특성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도출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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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배정변수 값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변화

패널 A: 건강보험 부담금 패널 B: 비급여 진료비

〔그림 3-3〕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 적용되는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는 건강보험 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료의 분포가 배정변수별로 고르게 분포해 있고 

또한 컷오프 지점에서 유의미한 불연속이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정액제

는 이 두 변수에는 뚜렷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3-5〉를 보면 이 두 결과변수의 불연속 추정 값은 어떤 band-

width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패널 

B에 있는 local polynomial regression 결과 값을 보면 몇 개의 계수 

값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이는 불연속이라기보다는 그림에 보

이는 특이 값에 의해 불연속 추정 값이 영향을 받게 되어서 크게 나온 것

이므로, 그러한 계수 값이 실제 효과 값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로, 모든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를 해석하

면,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로 인해 의료 이용건수는 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하게 되

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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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결과변수에 대한 회귀 불연속 검정 결과

Bandwidth()

결과변수        

패널 A: Polynomial = 1

의료이용건수 1.960*** 1.973*** 1.827*** 1.694***

(0.349) (0.381) (0.432) (0.484)

건강보험 부담금(원) 4,268  5,788  7,763 10,226

(9,083) (10,718) (13,061) (16,717)

비급여 액수(원) − 2,158 − 2,084 − 1,520 − 32

(1,880)  (1,961)  (1,972)  (1,835)

총 진료비(원) − 387  1,209  3,691  7,558

(9,209) (10,811) (13,099) (16,668)

처방약 비용(원) − 968* − 878 − 781 − 438

   (538)     (592)     (656)     (759)

본인 부담금/총 진료비 − 0.124*** − 0.123*** − 0.118*** − 0.111***

(0.007) (0.008) (0.008) (0.009)

유효 표본 수
좌 = 596
우 = 600

좌 = 496
우 = 500

좌 = 396
우 = 400

좌 = 296
우 = 300

클러스터 수
좌 = 299
우 = 300

좌 = 249
우 = 250

좌 = 199
우 = 200

좌 = 149
우 = 150

분석 표본 수 1,998

패널 B: Polynomial = 2

의료이용건수 1.838*** 1.641*** 1.629*** 1.823***

(0.508) (0.551) (0.610) (0.704)

건강보험 부담금(원) 11,774 14,033 17,434 23,343

(16,902) (19,684) (23,538) (29,131)

비급여 액수(원) − 870 299 1,808 2,175

(2,004) (1,913) (1,973) (2,540)

총 진료비(원)  8,352 11,698 16,585 22,624

(16,889) (19,624) (23,428) (29,001)

처방약 비용(원) − 586 − 474 − 160 − 124

    (790)     (866)     (964)   (1,099)

본인 부담금/총 진료비 − 0.114*** − 0.109*** − 0.107*** − 0.117***

(0.009) (0.010) (0.011) (0.013)

유효 표본 수
좌 = 596
우 = 600

좌 = 496
우 = 500

좌 = 396
우 = 400

좌 = 296
우 = 300

클러스터 수
좌 = 299
우 = 300

좌 = 249
우 = 250

좌 = 199
우 = 200

좌 = 149
우 = 150

분석 표본 수 1,998

주: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강건 표준오차임(만 65세가 되는 날로부터의 거리 변수로 클러스터함). 
유효 표본 수는 Bandwidth 내의 표본 수를 의미함. Kernel 함수는 삼각함수를 이용함. 모든 회
귀분석 식에는 표 2의 통제변수 및 패널 연도 고정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및 *는 1% 및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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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에서는 정액제가 총 진료비와 처방약 비용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림 3-3〕과 같이 두 결과변수에는 유의미한 불연속 정도

가 관측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의 통계적 검정 결과를 봐도, 

부분의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패널 A를 보면 bandwidth가 300일 때 처방약값의 불연속 추정 값이 

−968원으로 도출되고 또한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다른 bandwidth 및 패널 B에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따라서 

이 하나의 유의미한 계수 값을 근거로 정액제가 처방약 비용을 감소시켰

다고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그림 3-4〕 배정변수 값에 따른 총 진료비 및 처방약 비용의 변화

마지막 결과변수로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중에 불연속이 존재하는

지를 검정하였다. 〔그림 3-5〕에 그 결과를 표시하였다. 그림을 보면 배정

변수 컷오프에서 이 변수 값에 명백한 불연속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5〉에 따르면 외래 본인부담금정액제로 인해 총 진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의 비중이 약 11%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모든 계수 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비중의 감소

는 부분 본인부담금 액수의 감소로 인해 기인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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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진료비에는 정액제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배정변수 값에 따른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중의 변화

결론적으로,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로 인해 의료 이용건수는 약 20% 상

승하게 되었다. 하지만 총 진료비, 처방약값, 그리고 비급여 비용 등에는 

뚜렷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특성변수의 동질성 검정 결과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의료 이용건수를 20% 상승시켰다는 위의 분석 

결과가 인과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즉, 만 

65세 이전과 이후로 나눈 두 집단이 관찰 가능한 그리고 관찰 불가능한 

특성 면에서 비슷하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두 집단 간에 나타난 의료 이용

건수의 차이가 정액제에 기인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정책평가에서 이 가

정의 유효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정책 수혜 여부가 결

정되기 이전에 형성된 특성이 두 집단 간에 비슷한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물론 관찰 불가능한 특성에 한 차이 검정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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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하는 논리는, 만약 관찰 불가능한 특성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관찰 가능한 특성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명제의 우를 검

정하는 것이다. 즉 위 명제가 참이라면 그 우도 참이기 때문에, 통계학

에서는 관찰 가능한 특성에 차이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없을 경우 관찰 

불가능한 특성에도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리게 된다.

RDD 세팅에서 관찰 가능한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표본

의 특성에 불연속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 그 결론을 내린다. 즉, 

만약 특성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불연속이 존재하면 두 집단 간에 특

성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위

해 필요한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위에서 관측된 의료 이용건수의 상

승이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림 3-6〕에 총 6개의 특성 변수에 한 불연속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림을 보면 두 집단 간의 특성이 매우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비율과 경제활동 중인 사람의 비율 모두 약 60%이

고 컷오프 지점에서 배정변수별 두 특성의 밀도가 매우 부드럽게 이어지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6〕 맨 위 오른쪽 그림에서는 졸업 유무가 

‘졸업’인 사람들의 비율에 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변수를 분석한 이유는 졸업 여부가 어떤 사람의 의욕이나 동기 등 연

구자가 관측할 수 없는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

문이다. 어떤 교육 수준에 위치해 있든 졸업을 한 사람과 졸업을 하지 않

은 사람 간에는 많은 특성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졸업 여부에 차

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두 집단이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졸업을 한 사람의 비율에도 두 집단 간에는 아무런 차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살펴본 특성

은 중졸인 사람의 비율,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의 비율, 그리고 여성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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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만약에 어느 한쪽 집단에 중졸인 사람의 비율이 많다고 한다면 실

제 의료 이용건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 정액제 때문인지 혹은 교육 

수준의 차이 때문인지를 식별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세 특성변수의 밀도

를 보면 배정변수별로 모두 매끄럽게 분포해 있고 컷오프 지점에 유의미

한 불연속의 정도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 배정변수 값에 따른 특성변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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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width( )

특성변수        

패널 A: Polynomial = 1

여성의 비율 − 0.007 − 0.004 0.006 0.005

(0.023) (0.025) (0.028) (0.032)

혼인 중인 사람의 비율 0.001 0.004 0.005 0.011

(0.016) (0.018) (0.020) (0.024)

물론 그림만 보아서는 실제로 밀도함수에 불연속이 존재하는지 안 하

는지를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판단할 수 없다. 특히 RDD 세팅에서는 

bandwidth별 그리고 polynomial의 차수에 따라 불연속의 정도가 얼마

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봐야 신뢰성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들 특성변수의 컷오프 지점에

서의 불연속 정도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고 그 결과를 <표 3-6>에 제시

하였다. 

〈표 3-6〉에 제시된 계수 값은 모두 추정된 불연속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3-6〕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듯이, 실제 추정된 불연속의 정도는 실

질적으로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났다. 물론 일부는 불연속의 정도가 5%포

인트 정도로 조금 큰 계수 값으로 추정되었지만, 모든 계수 값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이 두 집단 간에는 위 특성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여섯 가지 특성 측면에서 두 집단이 

매우 비슷하다고 해서 이 두 집단이 모든 특성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결론

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의료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만 64세에서 66세 전후로 특별히 다를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 두 집단이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한다면 분명 여기서 분석한 여섯 개의 특성도 다르

게 나타날 소지가 클 것이다.

〈표 3-6〉 두 집단 간 특성의 동질성에 대한 회귀 불연속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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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width( )

특성변수        

중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의 비율 − 0.024 − 0.027 − 0.034 − 0.042

(0.022) (0.025) (0.028) (0.033)

경제활동 중인 사람의 비율 0.016 0.008 − 0.002 0.013

(0.021) (0.023) (0.025) (0.029)

졸업 유무가 졸업인 사람의 비율 0.002 0.005 0.001 − 0.005

(0.010) (0.011) (0.013) (0.015)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비율 − 0.001 − 0.006 − 0.009 − 0.022

(0.020) (0.022) (0.024) (0.029)

유효 표본 수
좌 = 596
우 = 600

좌 = 496
우 = 500

좌 = 396
우 = 400

좌 = 296
우 = 300

클러스터 수
좌 = 299
우 = 300

좌 = 249
우 = 250

좌 = 199
우 = 200

좌 = 149
우 = 150

분석 표본 수 1,998

패널 B: Polynomial = 2

여성의 비율 0.005 0.010 − 0.010 − 0.057

(0.033) (0.037) (0.041) (0.048)

혼인 중인 사람의 비율 0.011 0.009 0.012 0.002

(0.025) (0.027) (0.031) (0.036)

중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의 비율 − 0.037 − 0.044 − 0.040 − 0.007

(0.034) (0.038) (0.043) (0.050)

경제활동 중인 사람의 비율 − 0.006 − 0.004 0.023 0.017

(0.030) (0.032) (0.0636) (0.040)

졸업 유무가 졸업인 사람의 비율 0.002 − 0.009 − 0.016 − 0.018

(0.016) (0.018) (0.020) (0.024)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비율 − 0.023 − 0.028 − 0.044 − 0.063

(0.029) (0.032) (0.036) (0.041)

유효 표본 수
좌 = 596
우 = 600

좌 = 496
우 = 500

좌 = 396
우 = 400

좌 = 296
우 = 300

클러스터 수
좌 = 299
우 = 300

좌 = 249
우 = 250

좌 = 199
우 = 200

좌 = 149
우 = 150

분석 표본 수 1,998

주: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강건 표준오차임(만 65세가 되는 날로부터의 거리 변수로 클러스터함). 
유효 표본 수는 Bandwidth 내의 표본 수를 의미함. Kernel 함수는 삼각함수를 이용함. 모든 회
귀분석 식에는 패널 연도 고정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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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교집단을 60~64세 그리고 65~70세로 설정하면 이 두 집단은 

특성이 다를 확률이 매우 클 것이다. 왜냐하면 60세에 비해 70세는 건강

이 좋지 않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분명 의료이용 행태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RDD하에서는 컷오프 근방에 있는 표본, 즉 예

를 들어, 64세에서 66세 사이에 존재하는 표본을 분석하기 때문에 두 집

단이 매우 유사할 확률이 클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집단 간에 특성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측된 

결과변수의 차이, 즉 의료 이용건수의 상승은 처리변수의 변이, 즉 외래 

본인부담정액제의 인과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5. 반증 검정(Falsification Test)

본 연구의 RDD 분석 결과의 내적 타당성 검정을 위해 반증 검정을 실

시하였다. 여기서 실시한 반증 검정의 아이디어는, 만약 만 65세 시점에 

관측된 결과변수의 불연속 정도가 실제로 정책의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

면 정책의 수혜 여부를 결정짓지 않는 지점에서는 불연속의 정도가 관측

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만 60세 지점에서는 불연속이 

관측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를 검정하기 위해 다른 지점에서의 

불연속 정도를 추정하였다. 〔그림 3-7〕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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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반증 검정 결과(처리변수)

〔그림 3-7〕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만 65세가 되는 날로부터의 거리가 

1000일 전인 지점에서의 불연속 정도를 살펴본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

림은 500일 전인 지점에서의 불연속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1000일 전

과 500일 전에서는 외래 본인부담금정액제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 

본인부담금에 유의미한 불연속의 정도가 관측되지 않아야 한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림 3-1〕에서 본 바와 같은 불연속이 전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1000일 전과 500일 전에서 처리변수의 불연속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결과변수에도 불연속이 존재하지 않아야 본 연구의 내적 타당

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3-8〕과 〔그림 3-9〕에서 결과변수

의 불연속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림 3-8〕은 의료 이용건수이고 〔그림 

3-9〕는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중이다. 예상 로 이 두 결과변수에서

도 불연속의 정도가 관측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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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반증 검정 결과(결과변수: 의료이용건수)

〔그림 3-9〕 반증 검정 결과(결과변수: 총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비중)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 즉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의

료이용건수를 증가시켰다는 분석 결과를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6. 다른 연구 설계를 통한 민감도 검정(Robustness Test)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정을 위해 마지막으로 실시한 것은 다른 연구 

설계를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이다. 지금까지 사용한 

RDD 전략은 일일 평균 의료 이용건수가 외래 본인부담금 제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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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민감도 검정에서 사용하는 연구 설계 전략은 개인고정효과

(individual fixed effects) 모형이다. 개인고정효과 모형의 아이디어는 

어떤 개인 가 만 65세 ‘이전’에 의료이용을 몇 번 하였는지를 계산하고 

같은 개인 가 만 65세 ‘이후’에 의료 이용을 몇 번 하였는지를 계산하여 

그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다. 만약 후자의 의료 이용건수가 더 크다면 그 

차이가 바로 외래 본인부담금 제도의 효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개인고정효과 모형하의 계수 추정 값은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추정해

서 이루어지게 된다.

          

위 식에서 관심변수는 이고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용 날짜 기준 만 세 이상
 이용 날짜 기준 만 세 미만

는 개인고정효과, 즉 개인별 더미변수이고, 는 연도고정효과이다. 

연도고정효과를 포함시킨 이유는 효과 값 추정을 할 때 같은 패널 연도 

내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이다. 

개인고정효과 모형은 관측할 수 없는 오차항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같은 개인 의 정

책 전후를 비교해서 효과 값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즉 시간에 의해 변하

지 않는 개인의 능력, 건강상태 등에 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러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이 제거된다.

하지만 개인고정효과 모형은 시간에 의해 변하는 요인에 한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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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개인고정효과 모형으로 도출한 효과가 인과

적이기 위해서는 개인 의 건강상태나 관측 불가능한 특성이 65세 전후

로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이 가정은 만 65세 전후 분석 기

간을 너무 넓게 잡으면 위 가정이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 어떤 

개인 의 62~65세 때 건강상태가 65~68세의 건강상태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분석 기간을 좁게 잡아야 위 가정을 만족할 가

능성 높다. 하지만 분석 기간을 너무 좁게 잡으면 두 기간(즉 65세 전과 

후) 동안 의료 이용을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서 효과 값을 추정 못할 가

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65세 전후 2달로 분석기간을 잡으면 어떤 개인이 

두 기간에 모두 의료 이용을 안했을 수도 있다. 반면 두 기간 간에 의료 이

용을 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기간이 너무 짧으면 표본 수가 적을 수도 있

다. 그렇게 되면 효과 값 추정에 있어서 효율성이 감소할 것이다. 즉, 효

과 추정 값이 실질적으로는 유의미하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본 연구 세팅에서 사용하는 개인고정효과 모형과 관련해 발생하

는 쟁점은 정책 전후의 두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이다. 본 연구에서

는 여러 종류의 기간별로 효과 값을 추정하여 효과 값 추정치의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표 3-7>에 개인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추정치를 제시하

였다.

우선 본인부담금에 변이가 존재하는지 추정하였다. 추정된 계수 값은 

− 1800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평균 본인부담금이 5600원 정도이므로 

이는 정액제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30% 정도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추정된 계수 값은 분석기간별로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오

른쪽에는 의료 이용건수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의료 이용건수의 경

우에는 분석기간별로 추정된 계수 값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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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충분히 합리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분석기간을 길게 잡으면 잡을

수록 의료 이용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3-7〉 개인고정효과 모형 추정 값

처리변수: 본인부담금 결과변수: 의료이용건수

분석기간() 효과 추정 값 샘플 수 효과 추정 값 샘플 수

− 400일≤ ≤+ 400 − 1.760*** 1,064 3.361** 1,154

(349)  (1.575)

[5,631] [12.196]

− 300일≤ ≤+ 300 − 1.899***   896 3.069**   980

(358)   (1.537)

[5,718] [10.737]

− 200일≤ ≤+ 200 − 1.793***   721 2.899**   800

(444) (1.144)

[5,917] [8.362]

− 100일≤ ≤+ 100 − 2,044***   565 1.824***   622

(397) (0.660)

[5,632] [4.670]

주: 소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강건 표준오차임.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절편의 계수 값임(즉, 2012
년도 패널이 만 65세가 되기 전에 발생한 의료 이용건수의 평균을 나타냄). ***과 **는 1% 및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표 3-7>을 보면 어떤 분석기간을 택하건 의료 이용건수는 만 65세 이

후에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전후로 100일을 분

석기간으로 선택했을 때 추정된 계수는 1.824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 

패널 연도하에서는 만 65세가 되기 전 100일간 기록된 평균 의료 이용건수 

4.67이고 2013년도 패널 연도하에서는 5.78이다. 따라서 1.824건은 정액

제로 인해 평균 의료 이용건수가 35%(= 1.824/((4.67+5.78)/2)) 상승했음

을 의미한다. RDD 결과에 의하면 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

정효과 모형의 경우 좀 더 큰 효과 값으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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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 분석에서는 연구설계의 식별전략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두 집

단 간에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개인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이러한 

검정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개인고정효과를 추정 식에 포함했기 때

문에 부분의 개인 특성에 처리변수에 따른 변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 따라서 특성의 동질성 검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표 3-8〉 개인고정효과 모형 반증검정 결과(결과변수＝의료 이용건수)

분석기간() 효과 추정 값 표본 수

− 500일≤ ≤− 100 0.659 785

{Cutoff = − 300} (0.879)

[8.130]

− 400일≤ ≤− 1 − 0.148 782

{Cutoff = − 200} (0.916)

[8.496]

− 300일≤ ≤− 100 0.145 598

{Cutoff = − 200} (0.490)

[5.768]

− 200일≤ ≤− 1 − 0.388 611

{Cutoff = − 100} (0.440)

[5.497]

주: 소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강건 표준오차임.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절편의 계수 값임(즉, 2012
년도 패널이 만 65세가 되기 전에 발생한 의료 이용건수의 평균을 나타냄). 

마지막으로 RDD 분석에서 했던 바와 같이 고정효과 모형에서도 반증 

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실제로 만 65세 이후에 관측된 의료 이용건수의 

증가가 정액제의 효과를 반영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점(예를 들어, 만 64

세를 전후로 200일을 분석기간으로 잡으면)에서는 의료 이용건수에 차이

가 관측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표 3-8>에 반증검

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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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부분의 계수 값은 0에 가깝고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cutoff를 기준으로 처리집단을 나눈 다음

에 개인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의료 이용건수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반증검정 결과는 만 65세를 전후로 

발생한 의료 이용건수의 상승이 외래 의료 이용 정액제의 효과를 반영한

다는 결론의 타당성을 좀 더 높여 준다. 

제5절 고찰

본 장에서는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RDD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 단위의 보건의료정책의 효과를 양적으로 평가하였다. 65

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본인부담금

을 감소시키고, 의료 이용 횟수를 증가시켜서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정

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RDD 분석 결과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적용된 이후 30% 정률

제가 적용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노인층에서 의원급 외래 방문 횟수가 약 

17%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의료 이용 건당 건강보험공단 부담

금과 비급여 진료비, 총 진료비, 처방약값에 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의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하였

는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고

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정액제 시행으로 인해 

평균 의료 이용건수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할 때, 정률제에서 정액제로의 변화는 건당 진료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 이용 횟수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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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외래 

의료 이용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

켰는지에 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법정본인부담금은 감소

하였지만, 건당 총 진료비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고, 오히려 의료 이용 횟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었는지 현재의 분석 결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2012~2013년 2

년간 1인당 총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65세 미만에 비해서 65세 이상일 

때 약 54.1%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 이용 횟수가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총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의료서비스 이용 

및 제공 현황에 한 미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래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2018년 ‘노인외래정액제’에 

한 개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1만 5000~2만 5000원 범위의 진료비 

구간별로 10%, 20%,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데, 향후 장기적인 

노인 본인부담제도에 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의 효과를 양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

한 선행연구에서는 의료 이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해서 본 연구의 결

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김명화, 권순만은 단절적 시계열 연구설

계를 이용하였으며, 본인부담이 감소하였을 때 의료 이용이 증가하였고, 

정액제가 적용되는 상한액 이하 의료 이용건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다(김명화, 권순만, 2010, p.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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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균, 정형선, 안보령, 이광수도 이중차이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본인

부담정액제의 적용으로 의료 이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나영균, 정형선, 안보령, 이광수, 2016, pp. 11-14). 하지만 김명화, 권

순만은 의료비 부담 경감 측면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

가하였고(김명화, 권순만, 2010, p. 502), 나영균, 정형선, 안보령, 이광

수도 본인부담 정액제가 요양급여비용을 증가시켰음을 지적하며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공급자의 유인 수요 혹은 이용자의 도

덕적 해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나영균, 

정형선, 안보령, 이광수, 2016, p. 16). 

평가를 위해서 이용한 RDD 분석 결과는 다양한 검증(반증검정, 다른 

연구 설계를 이용한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서 매우 안정적인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자료원과 연구 설계상의 제한점이 몇 가지 존재한다. 

먼저, 의료 이용 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건강상태가 악화

되거나 좋아져서 의료 이용에 생긴 변화를 반영해 낼 수 없었고, 의료 이

용건을 상으로 하면서 한 번도 의료 이용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의료 이용건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

문에 1인당 총 진료비에 한 분석은 수행하지 못했다. 65세 미만과 65

세 이상에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에 한 비교 결과는 제시하였지만, 정

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엄밀한 비교는 아니며 다른 혼란변수들의 영

향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관련된 평가 질문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분의 보건의료정책이 하나의 목표

만을 가지고 수립･집행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정책에 여러 정책적 목

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정책의 어

떤 측면을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평가의 방법, 평가의 지표, 결과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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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장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 의

료비 부담 경감과 노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였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의 방식, 지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정

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정책

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면, 본 

평가에 이용한 방식, 지표는 물론이고 같은 결과에 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평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정액제는 기존 전 연령층을 상으로 유

지되고 있던 정액제가 65세 노인 상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 제도이다. 

또한 시범사업과 같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장치 없이 오직 연령 

기준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 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의 특성상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과정에 어려움

이 따르고 있다.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은 단지 65세 이

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건강보

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수의 보건의료제도･정책･사업에 

한 평가에서도 쉽게 맞닥뜨리는 어려움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

의 특성상 정책 상 여부가 연속변수의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

고 분석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본 연구에서 활용한 RDD 방법이 정책효

과 평가에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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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평가 대상 사업 및 평가 목적

제2절  평가 절차

제3절  평가 방법 

제4절  평가 결과

제5절  고찰





제1절 평가 대상 사업 및 평가 목적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의원에서 만 30세 이상 고혈압 및 당

뇨병 환자를 개인별로 전산 등록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며, 만 65세 이상 등록자에게는 일부 치료비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

로, 2017년 현재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경기 광명시, 남

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하남시, 강원 동해시,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시, 세종

시에서 운영 중이다.

〈표 4-1〉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연도별 사업지역

구 분 내용

2007년 구광역시

2009년 경기도 광명시

2010년 경기도 안산시, 하남시, 남양주시

2012년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동해시, 홍천군, 전북 진안
군, 전남 여수시, 목포시, 장성군, 경북 경주시, 포항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세종 세종시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2017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 
pp. 22-24.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추진 목적은 고혈압･당뇨병으로 인한 

뇌졸중, 심근경색증, 만성 콩팥병의 발생 시기 지연 및 이환기간 단축과 

노인들에 한 진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이다. 중기 목적은 

지속 치료율의 제고와 건강 행태의 개선이며, 장기적으로 중증질환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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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방향은 건강에 한 포괄

적인 관리, 사전적 예방관리 강화,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이다(보건복

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pp. 36-37). 

환자가 사업에 등록할 경우 진료비･약제비 일부를 감면받으며 교육서비스

를 제공받고 치료 일정 및 누락 일정 안내를 받게 된다. 2007년 구에서 처

음 시작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사업유지 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중장기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사업기간이 달라 사업기간 차

이로 인한 효과(노출 수준에 따른 효과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한 평가는 다수 이루어졌지만 사업 

주체인 질병관리본부 등이 아닌 제3자로부터 종합적인 평가가 충분히 수

행되지 않았고, 기존의 평가는 환자의 질환에 한 지속 관리율, 자가 관

리 현황 등 사업의 단기적인 성과에 해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중

점을 두었으나 사업 수행상의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해서는 평가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4-1〕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서비스 제공 전략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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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목적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한 사업 관계자 및 이용

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사업 수행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제2절 평가 절차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제시한 보건의료

사업 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를 진행하였다.

① 1단계: 프로그램을 규정한다.

   평가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평가 상 사업과 평가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② 2단계: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사업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등 관련 문헌을 수

집･검토하였으며 사업 관계자들과의 자문회의와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평가 참여 방법을 파악하였다. 

③ 3단계: 평가 질문을 결정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한 선행 평가 결과를 검토하였으

며 양적 평가 방법을 사용한 평가 결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질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 평가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평가를 위한 

연구질문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장해요인

은 무엇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와 사업 수행자들의 인식은 어떠

한가?’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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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단계: 평가 디자인과 측정방법･절차를 정한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선행연구의 평가 디자인과 가용 자원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터뷰 상자 범위, 주요 인터뷰 질문 등 세부 

평가계획을 결정하였다.

⑤ 5단계: 자료를 수집한다.

   사업지역 관계자를 접촉하여 평가 내용을 소개하고 연구 참여에 

한 동의를 받았다. 사업지역별 인터뷰 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방문

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⑥ 6단계: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인터뷰 녹음파일을 녹취하였으며 질적 연구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⑦ 7단계: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제3절 평가 방법

  1. 선행 양적 평가 결과 고찰

<표 4-2>와 같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해 2008년부터 

사업 효과에 한 정량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사업 초기부터 의사 방문 

횟수가 증가하는 사업 효과가 나타났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합병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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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미치는 효과가 발표되었다.

감신, 이경수, 황태윤, 박기수(2008)는 구광역시에서 2007년 9월부터 

실시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업이 고혈압･당뇨병 질병관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등록환자의 진료건수와 처방일수가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광명시에서 실시된 연구(이원영 등, 2010)에서도 

사업등록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철 등(2012)은 경기도 광명시, 남양주시, 하남시, 안산시에서 고혈

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상으로 사

업 참여 전후 혈압, 혈당, 건강 행태 등을 비교하였다. 혈압 및 혈당은 질

병관리본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환자의 질환관리 수준 및 건강 행태는 환자 설문조사를 사용하

여 파악하였다.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증가할수록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감소하였으나 고혈압 환자의 혈압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준, 이희영(2013)은 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효

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청구자료 및 일반건강검진자료(2001. 

1.-2012. 12.), 질병관리본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등록시스템의 구광역

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자 자료(2007. 9.-2012. 12.)를 분석

하였다. 30세 이상 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자 중 고

혈압･당뇨병 환자를 중재군으로 하였으며, 3가지 종류의 조군(65세 이상 

구지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비참여자, 65세 이상 5  광역시 고

혈압･당뇨병 환자 전수, 65세 이상 전국 고혈압･당뇨병 환자 10% 표본)을 

설정하였다. 중재군과 조군의 의료이용 행태, 혈압조절률, 혈당조절률, 건

강생활실천율 변화를 비교하였다. 생존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신환자 중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중재군보다 조군에서 주요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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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선행 평가 연구

구분 평가 대상 및 목적 평가 방법 평가 결과

병원 기반 등
록관리가 고혈
압, 당뇨병 환
자의 질병관리 
수준에 미치는 
영향(감신 등, 
2008)

- 평가 상: 구광역
시

- 평가 목적: 병의원을 
기반으로 하는 고혈
압과 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질병
관리 수준에 미치는 
영향 파악

- 디자인: 전체 고혈
압･당뇨병 환자와 사
업 등록 환자 비교

- 자료원: 건강보험자
료, 질병관리본부 고
혈압･당뇨병 등록･관
리사업 등록자 자료, 
의원･약국･환자 설문
조사

- 사업에 등록한 환자의 
진료 건수와 처방 일수
가 전체 환자보다 높았
음.

- 사업에 등록된 환자에
서 치료순응도가 향상
됨.

광명시 심뇌혈
관질환 고위험
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2차 
연도 효과평가 
연 구 ( 이 원 영 
등, 2010)

- 평가 상: 광명시
- 평가 목적: 사업의 효

과성, 실현가능성, 수
용성 평가

- 디자인: 등록 환자 전
후 비교, 중재군(광명
시), 조군(군포시, 
시흥시) 비교

- 자료원: 질병관리본
부 고혈압･당뇨병 등
록･관리사업 등록자 
자료, 의원･약국･환
자 설문조사

- 중재군의 의료기관 방
문 횟수가 조군보다 
많았으나 처방 일수와 
투약순응도는 차이가 
없었음.

- 사업 지지도가 의원은 
79.7%, 약국은 83.9%
로 높았음.

보건소 고혈
압･당뇨병 등
록･관리사업의 
경기도 사업 
효과 평가(이
원철 등, 
2012) 

- 평가 상: 경기도 광
명시, 남양주시, 하남
시, 안산시

- 평가목적: 경기도 사
업의 효과를 정립하
고 적용 가능한 모니
터링 및 평가 최종지
표 제시

- 디자인: 17개 고혈
압･당뇨병 등록･교육
센터 등록 상자 전
후 비교

- 자료원: 질병관리본
부 고혈압･당뇨병 등
록･관리사업 등록자 
자료, 환자 설문조사
(자가관리 수준)

-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증가할수록 당뇨병 환
자의 혈당이 감소하였
으나 고혈압 환자의 혈
압 변화는 없었음.

- 등록 후 질병관리 습관 
및 운동, 식습관에 변화
가 있었음.

고혈압･당뇨병
의 효율적 관
리모형 개발
(윤석준, 이희
영, 2013)

- 평가 상: 구광역
시

- 평가목적: 효과평가
를 수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고혈압･당
뇨병 관리모형 제시

- 디자인: 중재군(사업
참여자), 조군(사업 
비참여자) 비교

- 자료원: 건강보험 청
구자료, 일반건강검
진자료, 질병관리본
부 구광역시 고혈
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등록자 자료

- 중재군의 외래 방문 횟
수, 지속치료율, 1차 의
료기관 이용률이 조
군보다 높았음.

- 중재군의 혈압조절률이 
조군보다 높았고 혈

당조절률은 차이가 없
었음.

- 중재군의 건강행태는 
조군과 차이가 없었음.

- 중재군보다 조군에서 
주요 합병증 발생위험
이 높았음.



제4장 보건의료정책 시범 평가(II):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87

  2. 질적 평가 연구방법

문헌 고찰과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평가 방법과 내용

을 개발하였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한 인식과 의견을 심

층적으로 조사하고자 개인 인터뷰를 실시하는 질적 연구를 하였으며 고

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자에 해서는 사업에 한 서비

스 제공자의 인식, 진료에 있어 이점,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 및 의사소통 

방식, 서비스 제공자가 생각하는 환자들의 인식, 사업 수행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서비스 이용자인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해서는 사업에 한 서비스 이용자의 인식 및 만족도, 질환 관리에 있어 

장점,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 한 주요 질문은 <표 4-3>~<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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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센터장･팀장･팀원 대상 주요 질문

구 분 내 용

사업 구조 및 
거버넌스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또는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
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 OO지역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관여하는 기관은 어디인
가요? 기관 간 협력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합니까?

- OO지역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
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사업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과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간 의견 교환 및 지식 공유는 어떠한가요? 

사업 수행
과정

- 본인이 하고 있는 현재 업무는 무엇이며, 업무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현재 해당 지역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
운 점은 무엇인가요?

- 본인의 어려운 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십니까?
- 본인의 업무에 한 교육 및 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혈압･당뇨병 환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방식의 환자 교

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성과

- 다른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구별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특
성은 무엇인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OO지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 성공적이라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성공적이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평가에서 잘된 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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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사･약사 대상 주요 질문

구 분 내 용

사업 구조 및 
거버넌스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또는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
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 OO지역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관여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요? 기관 간 협력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예: 정기적인 회의 등)

- OO지역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사업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과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의 정도는 어떠한가요?

사업 수행
과정

- 의사회(약사회)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본인과 동료들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약국 참여를 위해 약사회 내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본인의 어려운 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
십니까?

- 고당 등록교육센터 또는 중앙에서 사업에 참여한 의료진에 해 업무를 
충분히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성과

- 다른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구별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특
성은 무엇인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OO지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공적이라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성공적이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평가에서 잘된 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
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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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보건소 담당자 대상 주요 질문

구 분 내 용

사업 구조 및 
거버넌스

- OO지역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관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
까? 기관 간 협력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 시청, 시의회 등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한 지원 또는 협력
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OO지역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OOO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담당자와 보건소 소장님, 팀장님들은 본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보건소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
니까?

사업 수행
과정

- 본인이 하고 있는 현재 업무는 무엇이며, 업무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
엇인가요?

- 본인의 어려운 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십니까?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 및 보건소 선생님들께서 

투입하신 시간과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성과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OO지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공적이라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성공적이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평가에서 잘된 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
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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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환자 대상 주요 질문

구 분 내 용

유병상태 
및

치료경험

- 언제부터 고혈압 혹은 당뇨병을 앓으셨습니까? 
- 치료를 시작하신 곳은 어디이고, 현재는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고혈압･당뇨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는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 현재 혈압과 당뇨병은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 드시는 약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복용 중인 약을 미리 가져와 달라고 부탁) 
- 평소 질환관리를 위해 어떠한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규칙적인 약물 복용, 

식이관리, 꾸준한 운동 등)

사업참여
계기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사업참여
경험과 
만족도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서는 크게 치료비 및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치료 일정 및 누락 일정 안내서비스,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귀하께서 받으신 서비스는 무엇 무엇입니까? 

- 그리고 이 중 가장 만족하시는 서비스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다른 부분에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서비스에 해 느끼신 바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사업참여
효과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본인부담 감면 혜택은 귀하의 의료비부담을 
덜고 질환관리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치료 일정 및 누락 일정 안내서비스는 귀하의 병의원 이용과 질환관리에 도
움이 되었습니까? 

- 교육 및 상담서비스는 귀하의 건강행태 개선과 질환관리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사업 참여 후 일상생활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십

시오.

개선 
과제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 다른 분들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를 권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기 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각 1개 씩 선정하여 지역별로 등록교육센터 센터장, 팀장, 팀

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의사회 또는 약사

회 임원인 의사, 약사, 보건소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담당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은 환자를 인터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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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표 4-7 참조). 

인터뷰 참여한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총 6명(남자 3명, 여자 3명)으로, 

조사 상으로 선정한 3개 지역에서 각 2명씩을 상으로 하였다. 고혈압

을 앓고 있는 환자가 3명,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 2명, 둘 다 앓고 있는 

환자가 1명이었다(표 4-8 참조). 1시간 내외로 인터뷰를 하였고 녹취록 

작성 후 in vivo coding, structural coding을 사용하여 코딩한 후 주제

를 도출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4-7〉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질적 평가 연구 참여자

구 분 참여자

지역 1
(경기도)

- 등록교육센터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 의사 2인
- 약사 1인
- 보건소 담당자 1인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 환자 2인

지역 2
(충청남도)

- 등록교육센터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 의사 1인
- 약사 1인
- 보건소 담당자 1인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 환자 2인

지역 3
(경상북도)

- 등록교육센터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 의사 1인
- 약사 1인
- 보건소 담당자 1인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 환자 2인

〈표 4-8〉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질적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특성

구 분 질환 성별 연령 거주지

A 당뇨병 남 62세 경기도 

B 고혈압, 당뇨병 여 63세 경기도 

C 고혈압 남 69세 충청남도 

D 고혈압 여 72세 충청남도 

E 고혈압 남 44세 경상북도 

F 당뇨병 여 62세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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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평가 결과

  1. 서비스 제공자 대상 평가 결과

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인식

1) 전반적인 인식

① 의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지

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 원활하게 수행되며 의원

에서 참여하기에 비교적 번거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질적 연구에 

참여한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이 환자가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에 참여하니 의사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일단은 환자들한테 메리트가 컸

기 때문에, 좀 환자들에게 확실히 장점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적극

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장점이 없어도 사실 하게 되는 거예

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참여의사)

② 약사

체로 해당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잘

되고 있고, 환자 만족감도 높다는 의견이었으나 환자에게 약제비 감면에 

해 설명해야 하는 등 부담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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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센터장, 팀장, 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민간 의료기

관과 네트워킹을 하는 사업이라는 점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보건소가 민간 의료기관과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고, 협조를 얻어내어 현

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④ 보건소 담당자

보건소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하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담당자가 1~2

명이어서 규모가 제한되는 데 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는 

전문인력이 있어 사업이 원활히 돌아간다고 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등

록교육센터를 통해 만성질환 교육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 보건소에서 만

성질환 관리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고혈압･당뇨병 등

록교육센터와 협력하여 만성질환 관리 캠페인을 할 수 있어 보건소 업무

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고, 영양사 등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

터에서 환자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교육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지역사업이다 보니까는 담당자 혼자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때 제

로 된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중략)… 근데 저

희 같은 경우는 고당 센터가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영양사 영양교육 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식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훨씬 좋은 거죠. 저

희 시 입장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보건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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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서비스에 한 인식

가) 의사의 교육 권유와 교육서비스 제공

(1) 다양한 교육장소를 활용하여 환자의 접근성을 높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세부적인 환자 교육 방식과 내용은 우

리나라 진료환경과 지역사회 현실에 맞도록 조정되어 왔다. 교육장소가 

환자의 주거지역, 직장과 거리적으로 가까워야 교육 참여가 높아지므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의 

교육과 함께 주민 센터, 직장, 의료기관 인근 지역으로 교육장소를 확

하였다.

초기에는 병원별로 점심시간에 환자교육을 하려고 했으나 장소가 비좁

고, 의원 직원의 점심시간을 뺏는 문제가 있었다. 이후 교육 상자를 모

집하여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였고, 현재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건소에서의 교육과 의원 인근 지역, 거주지 인근 지역으로 출장교육을 

병행하고 있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는 환자교육에 해 의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의원에서도 이를 인지는 하고 있으나 진료가 바빠 의료진이 고

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에 신경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에 해 한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찾아가는 환자교육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오시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열 명 정도만 

모아줘라.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진료 보는데, 기실에서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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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카페에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그거 괜찮은 것 같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인원을, 열 명을 모아줘야 하는데 그게 참 

안 돼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팀장)

일부 서비스 제공자들은 여러 의원에 다니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을 

한 곳에 모아 놓으면 환자가 진료내용 등을 비교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

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병원별로 환자를 모아서 해당 의원의 

의사선생님이 교육에 참여할 경우 환자의 교육 호응도가 높았다고 경험

을 말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직원도 있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직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 교육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교육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사업에 한 홍보가 

활성화되어 사업에 한 인지도가 올라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 환자별 교육 수용성의 차이

교육프로그램의 수용성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령, 교육 수준, 이환기간 등에 따라 교육에 한 환자의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직원들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는 교육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금연, 신체활동 실천 등 질환 관리

를 잘하나 30~64세 환자는 흡연, 음주 등 질환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는

다고 생각 하였다. 서비스 제공자는 교육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한 사업 

내용인데 일부 환자들은 만성질환 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 

교육상담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인

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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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프로그램 확 의 필요성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직원들은 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질환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역

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

육센터에서는 등록교육센터 인원이 충원될 경우 당뇨병 집중관리사업과 

같은 심화 교육이 확 되기를 희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직원과 의사 중 일부는 당

뇨병이 의약품만 복용해서는 안 되고 식사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

병 교육이 필요하고 확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신규 당뇨병 환

자에 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영양교육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당뇨 진단이 됐다 그러면 그 환자들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중략)…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정보를 받으

면 그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런 당뇨 환자도 신규 환

자도 저희가 식이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로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 의사)

(4) 환자 교육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의료진의 협력 

연구에 참여한 지역사회 의사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교육

내용과 진료 시 상담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 환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

으므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환자 교육은 일반적인 것을 주로 

하고 환자 개개인이 질환관리에 해 궁금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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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상태를 고려해서 상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치료일정 및 누락일정 안내 

서비스 제공자들은 진료예약일 30일 경과 자를 상으로 상담전화를 

제공하는 것에 해 젊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들 중 일부는 귀찮게 생각하

나 연세 드신 분들은 진료 예약 일을 잊어 병원에 못 갈 수도 있는데 연락

을 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는 등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하였다. 이는 

연령 등 환자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의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진료비･약제비 감면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을 감면하는 것이 비용부담 감소효과가 크며 1개월에 한 

번 의원을 방문해야 진료비와 약제비가 감면되므로 환자들의 의원 방문 

횟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진료비 감면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원, 약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연구

에 참여한 일부 서비스 제공자들은 지역사회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

리사업이 안정화되는 데 1~2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사업 초기 의사회, 약사회에 사업을 설명하고 

의원･약국을 개별 접촉하여 전산 프로그램 설치 등을 지원하였으나 모든 

의원과 약국이 준비된 상태로 사업이 시작되지는 못하여 일부 의원･약국

에서 혼란과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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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구조 및 협력체계

1)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낸 요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초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의사회와 약사회를 접촉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

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센터장과 팀장들은 약사회는 비교적 원

활하게 협조가 되었으나 의원에서 환자 등록 등 관련 업무가 많았고 정부 

주도 보건사업에 민간 의사들이 참여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어 의사회 참

여가 쉽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업 초기부터 모든 의원에서 적극적으

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고, 일부 의원에

서 먼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환자를 등록시켰는데, 먼저 고

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

리사업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환자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

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는 파악하고 있었다.

이 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진료

비 감면 등이 알려지면서 환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에서도 참여하게 되었다. 한 고혈압･당

뇨병 등록교육센터 팀장은 의원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를 

설득해 나간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 몇 번 갔을 때는 안 만나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

주실 때까지 끝까지 앉아서 기다리기도 하고, …(중략)… 병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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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들을 계속 만나기로 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중략)… 교

육해 드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하셨어

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팀장)

환자는 첫 번째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등록한 의원, 약국

이 아닌 다른 의원, 약국을 방문하여도 진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일

부 환자들은 처음 등록한 의원, 약국을 계속 방문해야 진료비 할인을 받

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사업 초기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약국이 상당수 있었을 때를 생각하여 의원･약국을 

바꾸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여겨 환자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

업을 통해 동일 의원, 약국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사

업 관계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등록교육센터가 사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의사, 약사의 협조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다. 의사, 약

사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금전적인 이익

은 별로 없으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

지 않았고11) 환자가 지속적으로 의원, 약국을 방문하게 하는 무형의 이익

이 있었고, 이를 통해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2)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의사･약사, 보건소 간의 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아니라 의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등록

시켜야 하므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지역사회 의사들과의 협력

11) 질적 연구에 참여한 의사들 중 일부는 환자 정보 입력 등에 의사, 간호조무사의 업무시
간이 소요되어 부담스럽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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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며, 진료비･약제비를 감면하려면 의원, 약국에서 별도의 행정 

처리를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의원, 약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

터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할 수 있었던 배경에 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

육센터 팀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선은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본인들의 업무 

이외의 일을 하신 거예요. (환자 등록비가) 그렇게 1000~2000원, 

큰 것도 아니었고요. …(중략)… 선생님들 중에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겠네, 괜찮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깐, 어쨌거나 지

역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어요.” (고혈압･당뇨

병 등록교육센터 팀장)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지역사회 기관들의 협력 및 연계를 위

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자문위원회12) 등이 운영되고 있었고 

의사회, 약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센터장들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초기 사업 설명 및 참여 유도

를 위해 의사회, 약사회와의 간담회가 더 빈번하게 개최되었다고 말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는 정기적인 협의체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지역사회 의사들과의 비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

견을 교환하고 사업 협조를 독려하였다. 

“지역사회의 고혈압･당뇨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개인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 약사,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우리 센터뿐만 아니라 여기 관계된 다른 기관들도 있

12)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시의원, 자문위원 등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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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면,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 지역 네트워크가 잘돼야 이런 사

업이 되지 않나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팀장)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보건소는 연간 사업계획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며 보건소로 들어오는 교육 문의를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로 

연결해 주거나 만성질환 관리 캠페인을 보건소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센터가 같이 하는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가 아닌 지역사회의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교육을 실시할 때에도 

보건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직원은 말하

였다. 전국적인 모임과 권역별 모임이 있었으며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었

다. 팀장 모임과 연락을 통해 실제 사업 수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었다. 

라. (서비스 제공자가 느끼는) 사업의 성과

1) 교육을 통해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서비스가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병에 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식이요법 교육 등을 통

해 실질적으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어 환자들의 질환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질환 집중 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질환 관리에 효과가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단 교육을 듣고, 저희랑 2주에 한 번씩 상담을 하는 건데, 교육

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화혈색소가 정말 많이 떨어져요. 

…(중략)… 3개월째 되어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는데 엄청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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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는 그냥 저

희랑 이런 것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크게 생겼다는 거예요. 고

맙다고 하더라고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팀원)

2) 지속적인 의사 방문 유도

월 1회 의원을 방문해야 진료비･약제비 할인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환자가 의사와 만나게 되며, 환자들 중 일부가 처음 등록한 의원, 약국을 

계속 방문해야 진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동일 의원, 약국

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효과가 있다고 서비스 제공자는 생각하였다.

3)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및 보건교육의 질 제고

보건소 입장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역주

민에게 도움이 되는 질 높은 보건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었다. 보건소 보건교육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경우 의원을 방문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상으로 하므로 지역사회 보건교육 상자가 보

건소 방문 환자에서 의원 방문 환자로 확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 (서비스 제공자가 느끼는) 사업의 미흡한 점

1) 64세 이하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낮은 참여

서비스 제공자들은 64세 이하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고혈압･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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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사업에 등록을 하지 않는 요인으로 진료비가 감면되지 않는 점, 

고혈압, 당뇨병을 노인 질환으로 인식하여 질환자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 직장 등 경제활동으로 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상당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64세 이하 진료비 감면이 필요하기는 하

나 상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64세 이하 환자군의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적절히 교육

을 받을 경우 질환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서비스 제

공자 중 일부는 61세 전후로 해서 퇴직을 많이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발

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0~64세 연령군에 하여 단계적으로 진료

비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있는 보건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므로 젊은 환자들의 등록교육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역 

근처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교육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도 있었다.

2) 일부 환자들의 질환 관리에 한 인식 부족

의사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젊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많은데 현재 환자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

은 시간이 있고 여유로운 사람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이 다수인 점

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젊은 환자가 건강을 자신하여 질환 관리를 무시하

는 사례가 있으며, 노인의 경우 노년의 삶에 해 부정적으로 사고하여 

질환 관리에 소극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고혈압과 당뇨병은 자각증상이 없어 일부 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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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 비해 저혈당 증상 등을 경험한 

환자들은 질환 관리에 관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 일회

성 교육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에 한 충분한 지식을 얻고 관리 역

량을 키우기 어렵고 교육을 하는 센터 입장에서도 환자들의 질환 관리 개

선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3) 일부 지역에서만 사업이 시행됨

서비스 제공자들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 하였다. 일부 서비스 제

공자들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의문이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망설여졌었다고 밝혔다.

질적 연구에 참여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업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사업의 단계와 개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에 비해 고혈압･당뇨

병 등록･관리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를 기 하는 경

우가 있는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및 사업기

간, 환자의 건강 및 행태에 영향을 주는 다수의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사회 건강조사 등에서 건강성과가 단기간에 뚜렷하게 향상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해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계자(보건소장, 시의회 등)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6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II):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2. 서비스 이용자 대상 평가 결과

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인식

1) 전반적 인식

가) 질환에 한 체계적 관리의 계기

인터뷰 참여자들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자들을 상으

로 한 교육 및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

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였다. 질환에 한 잘못된 지식과 행동을 

바로잡게 되었음은 물론, 그동안 제 로 알지 못해 실천하지 못했던 것

들, 예를 들어 식단별 영양소와 칼로리 섭취량, 운동량에 따른 칼로리 소

모 등에 해 제 로 알게 되면서 보다 꼼꼼하게 질환 관리 계획을 짤 수 

있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고혈압, 당뇨의 경우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

하며 그를 위해서는 교육이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

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개인의 질환에 한 국가의 배려

한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등록하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정부에 한 고마움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개인적

인 질환에 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이 

나의 질환에 한 국가의 관심과 배려라고 인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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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1500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 돈이 많

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병이 나서 아픈데 나라에서 나한테 이렇 배

려를 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고혈압 환자 

D)

또한, 보건소에 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건소를 일부 노인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보건소라는 사실에 놀라웠다는 반응이 

있었으며, 보건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 좀 왠지 모를 선입견, ‘아, 보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보건소 자체가 

노인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곳이다’라는 선입견하고, ....(중

략).... 보건소라는 공간이 주민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알고, 문 

열고 들어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고혈압 환자 E)

다) 기존 의료시스템의 한계 보완

기존 연구들을 통해 드러났던 고혈압, 당뇨병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의 

부정적인 의료 경험은 본 연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박은자, 전진아, 

김 은, 송은솔, 최숙자, 심보람, 2016, pp. 192-193). 참여자들은 의사

로부터 충분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공통

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의료진을 통해 해결할 수 없었던 미충족 욕구를 고

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얘기

하였다. 참여자들은 의사와의 상담시간이 1분이 채 걸리지 않고, 환자 

기가 많은 상황에서 궁금한 것을 충분히 물어볼 수 없는 일반적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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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의 여건을 아쉬워하였는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교육

을 통해 질환 관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얘기하였다. 

“잘 아시겠지만 병원을 가면 그냥 진료하고 혈당 체크하고 혈당 체

크 결과에 따라 약이나 추가해주는 게 다였어요. 적극적으로 어떻

게 하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중략)… 원장들이 진료할 때 한 마

디만 해주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의사 말은 잘 듣잖아요. 

…(중략)… 병원에 가면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끝내는 거

지. 그러니까 좀 덜 먹어라, 운동해요 이게 끝이에요. 운동을 왜,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떨어진다는 걸 안 가르쳐 줘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환자 B)

“의사 선생님은 내가 알아가지고 물으면 답해 주시지, 내가 모르는 

것에 해서는 말을 안 해 줍니다. 요새 의사 붙들고 있을 수도 없

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말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의사 선생님

이, 그 바쁜 분들이 당뇨에 해서 설명해 줄 여건이 안 되잖아요. 

1~2분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당뇨병 환자 F)

한편, 참여자 부분은 담당의사가 직접 질환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의료 환경에서의 개선방향에 

한 생각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현재의 의료 환경을 체념적으로 받아들

이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같은 형태의 정부 주도 교육프로그

램이 그 역할을 신하는 것에 공감하는 이들과, 의사 진료 행태를 바꿔

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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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서비스에 한 인식 – 의사의 교육 권유와 교육서비스 제공

가) 식이요법에 한 중요성 인지와 식이 관리 개선

인터뷰 참여자들 중 당뇨병 환자인 경우 공통적으로, 교육 참여 이후 

식이요법의 중요성에 해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과거 

당뇨병에 한 무지로 인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다른 가족에게 잘못된 식

이를 권했던 것을 자책하기도 하였으며, 가족들이 좋아하는 식단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질환을 제 로 못 챙기게 된 것이 질환을 악화시

킨 원인이었다고 생각한 참여자도 있었다. 고혈압･당뇨병 교육 중 식이교

육을 통해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모와 음식별 칼로리를 보다 정확하게 알

게 되면서 운동량에 비례해 식이를 조절하거나, 혼곡이나 채소위주의 식

단으로 변경하는 등 평상시 식이에 보다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만들어서 줘야 하니까 항상 가족 위주이고 남편 위주로 되다 

보니까 나는 못 챙기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 먹으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못된 계산이었던 거죠. 어느 날 여

기 와서 교육받으면서 원래 내가 먹는 양만 딱 정해서 여섯, 일곱 

점에 채소 얼마에다가 밥을 딱 한 숟갈만 먹든가, 내 스스로 규칙

을 정하는 거죠.”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환자 B)

나) 질환에 한 기초 지식 증가

참여자들은 질환교육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2

차 합병증의 위험성에 해 인식하게 되었으며, 질환 교육 이후 저혈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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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러진 환자에게 응급조치 등의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저는 지하철을 탔다가 환자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이쪽에서 교육

받고 나서 한 일이었죠. 어떤 아줌마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푹 쓰

러져버렸어요. 입구에서. 그때 ‘아, 이분도 저혈당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로 사탕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번에 딱 일

어나더라고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에 물어봤더니 (질환이) 있다 

그러더라고. ” (당뇨병 환자 A)

나. (환자가 느끼는) 사업의 성과

1) 질환에 한 잘못된 인식 개선

질환에 한 잘못된 지식과 인식은 건강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장경오, 2016, p. 57).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도 발견되

었는데, 질환교육에 참여했던 환자들은 자신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이전

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해 갖고 있던 잘못된 인식과 관리가 교육 이후 

바뀌었다고 말하였다. 가령, 당뇨병을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오해하여 

완치를 위해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과도한 운동량에 비해 식이는 지나

치게 제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혈압의 경우 한 번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혈압이 처음 발견되

었을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저는 사실 당뇨는 완치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 로 진짜 

완치를 하고자 초기는 제 나름 로 판단해 노력했는데, 실패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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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요. 너무 몸을 혹사시켰어요. 교육을 받고 나서 알았죠. 너무 

혹사시키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당뇨병 환자 A)

2) 질환 관리에서의 실질적 도움: 관리조력자로서의 역할

참여자들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교육사업 및 관리 사업이 

질환을 관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집중관

리에 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혼자 관리할 경우 본인의 질환을 꾸준히 

의식하면서 배운 지식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집중관

리를 통해 정기적으로 일 일 모니터링과 상담을 받으면서 체계적 관리

가 가능했다고 하였다.

“혼자 관리하려니까 힘이 들었어요. 누가 조금씩 체크해 주면 도움

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다녔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침, 공복 식후 2시간.” (고혈압

과 당뇨병이 있는 환자 B) 

또한 교육의 내용 역시 학술적인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관리에 필요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영양사가 직

접 식단을 분석해 주고 문제점을 짚어 주는 것이나 미각 체험 등은 실제

로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교육을 통해 다시 반복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질환관리에 한 의지와 마음가짐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

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 및 상담이 만성질환자들에게 미친 이 같은 효과를 기존 연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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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동기화’ 효과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즉, 막연하게 건강관리를 해

야 한다고만 생각하던 ‘비동기화’ 상태에서 위험을 인식하고 생활습관 변

화를 결심하는 ‘동기화’ 상태로 전환되는 데 전문가 교육이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주정민, 조정진, 권용진, 이유림, 신동욱, 2017, 

pp. 177-178). 

3) 질환관리에 한 자신감 회복

질환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은 환자들의 질환관리에 한 자신감 회복

으로 연결되었다. 교육내용에 따른 실천을 통해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것

을 직접 체험하면서 참여자들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질환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는 혈당이나 혈압 수

치의 조그만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면, 질환관리에 한 자신감

을 통해 현재는 마음가짐이 더욱 편안해졌다고 고백한 참여자도 있었다. 

“혈압도 좋아지고 협착증도 해결이 되었어요. 생활이 참 많이 변화

되었죠. ‘병도 내가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으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고혈압 환자 C)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 참여 환자들을 상

으로 실시한 질적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 연구 결과

에 따르면, 개인의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건강이 호전된 경험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질환을 스스로 관리하고,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연결되고, 이는 다시 변화된 생활습관을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주정민 등, 2017, p. 178). 또한, 만성질환자들의 자아 효능감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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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환에 한 자가 관리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여

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김지현, 장상아, 2009, p. 522). 

본 질적 연구 결과는 환자가 지식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아 

효능감을 효과적으로 증 시킬 수 있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들이 필요

함을 다시 한번 뒷받침한다. 

다. (환자가 느끼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미흡한 점

1) 교육프로그램 접근성의 제약

일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경우 센터 내에서의 교육과 더불

어 지역의 여러 곳을 돌며 이동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

러한 이동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센터 내 참여자들은 센터(보건소)까지

의 접근성에 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거기 보건소. … (중략) …한 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차를 

기다려야 하고 두 번이나 갈아타야 해요. 저기서 한 번 타고 터미널 

가서 또 갈아타야 하죠. 거기 가려면. 내려서 또 많이 걸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이 다리 아픈 사람이.” (고혈압 환자 D)

다음으로 정보에 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

업에 한 홍보가 제 로 이뤄지지 않아 주변에 이러한 서비스에 해 모

르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직접 관심 있게 정보를 찾지 않으

면 신청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한 개선방안으로, 

보건소식지를 집집마다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보건소 사업이나 교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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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도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병원에서 

이렇게 할인해 주고 약값도 할인해 준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많아. 그리고 노인네들 중 아주 노인네들은 교육도 안 

가죠. 게다가 옛날부터 약을 먹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또 못 가고 

그치?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고혈압 환자 D)

또한 만성질환의 발병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직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평일 낮 시간 에 주로 업무를 보고 모든 걸 다 하니까. 그 부분이 

늘 아쉽더라고요. …(중략)…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

라도,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갈 여건이 못 되고, 시간이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소용이 없는 게 되거든요.

정말 올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일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 그 분들만 갖고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고혈압 환자 E)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 자원의 부족과 프로그램에 한 물리적 접근성

의 제한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타 질환관리 사업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어온 한계점이라는 점에서

(주정민 등, 2017, p. 179)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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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및 집중관리 기회의 제한 

현재 고혈압･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교육은 주로 신규 참

여자를 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 기존 참여자들은 교육기회가 제

한적이고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것에 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고, 그에 맞춰 교육 매

뉴얼이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집단을 상

으로 하는 일반교육보다는 일 일 집중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참여자도 

있었는데, 집중 관리의 상자 및 참여시간이 보다 확 되길 바란다고 밝

혔다. 

제5절 고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한 사업 관계자 및 이용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사업 수행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자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수행

평가를 실시하였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사업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협력해 

사업을 하는 표적인 민관 협력 사업 중 하나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사업모형을 개발하고 사업을 지원하며 공공기관이라

고 할 수 있는 보건소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의원･약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가 사업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업비 또한 국비, 지방비 일 일 매칭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현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19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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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의 제한으로 3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

도에서 각 1개씩 선정 후 선정된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였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제시하는 보건의

료사업 평가 틀에서는 이해관계자를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3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등

록교육센터의 근무자 중 역할이 구분되는 센터장, 팀장, 팀원과 보건소 

담당자를 모두 포함했다. 여기에 의사회, 약사회 관계자를 각각 1명씩 포

함해 지역사회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자를 포함하였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공통적인 의견도 있었고 업무와 관

점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인식도 있었다. 본 연구는 그룹 토의가 아닌 일

일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 진행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인식이 도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본 시범평가에서 나타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자

와 이용자의 인식 및 평가는 <표 4-9>로 요약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에 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전반적인 인식은 체로 긍

정적이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공공기관인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가 민간 의료기관인 의원과 성공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뤄 사업을 

5~8년간 하고 있다는 점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지역사회에

서 원활하게 수행되어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

을 높이 평가했다. 사업에 참여한 고혈압･당뇨병 환자들 또한 고혈압･당

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되었고 만성질환자에 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데 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본 시범평가에서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력하

고 연계할 수 있었던 요인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관 간 협

력, 특히 민간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가 처음부터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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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속적

인 설득과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기관의 사업 참여가 확

되었다.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안정화되는 데 사업 초기에 참여한 의원

의 선의와 헌신이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진료비 감면, 교육 기회 제공 등 

환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하는 맥락이 작용하였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사업내용은 의사의 교육 권유와 교육

서비스 제공, 치료 일정 및 누락 일정 안내, 진료비･약제비 감면으로 구성

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하

여 서비스 제공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서비스가 

만성질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이용자 또한 

교육이 고혈압･당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직원, 의원, 약국,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사업이 환자의 질환 관리 제고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진

료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및 

보건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환자 또한 질환에 

한 잘못된 인식 개선과 질환 관리에서의 실질적 도움을 사업의 성과로 생

각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정량평가에서 나타난 사업의 성과인 의사 

방문 횟수 증가, 혈당 감소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평가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제시된 사업의 문

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이상 환자는 다수가 사업에 등록되어 

있지만 30~64세 환자의 참여가 낮았다. 교육을 받는 신환자를 상으로 

예를 들어 진단 일 년 내에 교육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여 젊은 환자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교육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질환 집중관리교육의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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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인식 및 평가

전반적인 
인식

서비스 제공자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사업을 관리하여 
의료기관, 약국의 사업 참여가 비교적 용이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됨.

- 의료기관, 약국에서 환자 상 사업 설명, 환자 등록 등 
행정업무가 다소 부담이 됨.

서비스 이용자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가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됨.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개인의 질환에 한 
국가의 배려로 인식함.

- 짧은 진료시간 등으로 인한 교육 부족 등 기존 
보건의료시스템의 한계점을 사업을 통해 보완함.

개별 
서비스에 

한 인식

의사의 교육 
권유와 

교육서비스 
제공

- (환자) 질환 관리에 있어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식이관리를 개선함.

- (환자) 합병증 등 질환에 한 기초지식이 증가함.
- (서비스 제공자) 환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의료기관 근처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를 높임.
- (서비스 제공자) 환자별로 교육의 수용성이 차이가 

있으며 효과적인 환자 교육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의료진의 협력이 필요함.

치료일정 및 
누락일정 안내

- (서비스 제공자) 노인 환자는 부분 치료일정 및 
누락일정 안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나 젊은 환자의 
경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환자도 있음

진료비･약제
비 감면

- (서비스 제공자) 노인에게 비용 부담 감소 효과가 크며 
정기적으로 의원, 약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됨.

부족하였다. 고혈압, 당뇨병의 경우 처방되는 의약품 복용뿐만 아니라 환

자가 흡연, 운동, 식이 등 본인의 건강 행태를 바꾸고 혈압과 혈당을 자가 

체크하는 것이 질환관리에 필요하다. 의사가 진료 시 환자에게 이에 해 

적극적으로 보건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하는 환자가 많거나 검

진 등으로 업무가 많아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형

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표 4-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인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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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인식 및 평가

사업 구조 
및 협력체계

서비스 제공자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설득과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기관의 사업 참여가 확 되었음.

-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안정화하는 데 1~2년이 걸렸으며 
사업 초기 사업에 참여한 의원의 선의와 헌신이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진료비 감면, 교육기회 제공 등 환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하는 맥락이 작용하였음.

- 참여 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위해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사업 
초기 더 집중적으로 시행되었음. 

사업의 성과

서비스 제공자
- 교육을 통해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이 강화됨.
- 지속적인 의사 방문 유도
-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및 보건교육의 질 제고

서비스 이용자
- 교육을 통해 질환에 한 환자의 잘못된 인식이 개선됨.
- 교육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질환 관리에 도움을 받음.
- 질환 관리에 한 자신감을 회복함.

사업의 
미흡한 점

서비스 제공자

- 64세 미만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의 낮은 참여
- 일부 환자들의 질환 관리에 한 인식 부족
-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서비스 이용자

- 교육 프로그램의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의 
제약이 있음.

- 재교육 및 만성질환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가 
제한됨.

표성을 높이고자 3개 도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접촉하여 조사에 참여를 요

청하고 참여를 승낙한 지역에 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

지 않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를 상으로 연구

계획 및 결과에 해 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모

든 사업 지역을 연구에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환자 특성, 지리적 환경, 보건소와 병원의 위치 등

이 달랐는데 사업 평가 시 이러한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는 방식에 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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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지역당 2명을 인터뷰하였는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등록하고 사업에 관심이 많은 환자를 표집하기 위해 고혈

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협조를 받아 인터뷰 상자를 선정하였다. 따라

서 일부 서비스 이용자들이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였으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우호적인 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 일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시 보건소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

육센터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하는 연구라는 것을 밝혔으나 연구자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의 성과를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과 인식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서비

스 이용이 배제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를 포괄적으로 인터뷰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주로 효과성 평가 위주로 사업 평가가 

이뤄졌으며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수행과정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점에서 본 평가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사업 확  시 지역사회

에서의 사업 세팅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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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제도13)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각 부처의 재정사업을 평가한다. 재정사업 자

율평가와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올해(2017년) 기획재

정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개편하여 재정사업평가체계로 전환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 평가 상으로, 

지금까지는 부처가 자체평가를 진행한 후 기재부 등이 평가절차와 기준

의 준수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메타평가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메타

평가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가 핵심 사업에 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전환하겠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17).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는 사회보장제도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에 해 평가하고 이후의 시행계

획에 반영하고자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여

러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

하기 위해 국가 사회보장사업(335개)을 생애주기와 기능별로 총 27개 사

업군으로 분류하여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는 기본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고용복지 사업군(24개 사업)과 노인건강 사업군(19개 사

업)에 하여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가 실시되었으며, 노인건강 사업군

13) 제1차 연도 연구인 김남순 등(2016), pp. 99-138을 요약･보완하였음.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제도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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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표 5-1>과 같이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유사 목적의 만성질환관

리사업 정비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 권고되었다.

<표 5-1>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 평가-노인건강 사업군의 주요 평가 결과

 평가 상

 ○ 노인 건강 관련 19개 사업을 정책 목표에 따라 3개 사업군으로 분류한 후 평가
    * 예방(국가건강검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치료(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등), 돌봄(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업군 평가 결과

 ○ (예방)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재정 투입 및 기관 수가 폭 증가*하였으며, 노인의 전반
적인 건강검진 수검률도 증가** 추세

     * 건강검진 건강보험 소요재정(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암 검진, 영유아 검진 모
두 포함): 6040억원(’08년)→1조 2416억 원(’15년), 검진 기관 수:5840개소(’08
년)→2만303개소(’15년)

     ** 노인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58.0%(’10년)→64.6%(’14년) 
   - 단,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및 삶의 질 제고･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질병 이환 

전 단계의 건강증진사업이 다소 미흡

 ○ (치료)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뇌혈관질환의 경우 노인 인구 사망률*
이 폭 감소하는 등 성과를 보이나, 만성질환 관리 사업 및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분
절적으로 시행하며 한계 존재

     * 노인 인구 1000명당 뇌혈관질환 사망률: 105.9명(’04) → 68.6명 (’11)

 ○ (돌봄) 기능 수준 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 상자 선
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옴

     * 치매특별등급 신설(’14.7) 및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16.7)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문간호, 요양, 목욕의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16.6.~)

 정책 제언

 ○ 건강 기능･연령을 세분화한 노인 건강검진 도입 등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유사 목적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 정비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7. 4. 27.).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과제 심의 의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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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기금운용평가와 경영실적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이 기금운용평가 상이며 

국립 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경영실적

평가 상이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관리와 질병 관리, 건강증진 및 

식의약품 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상이며 

감사원에서도 성과 감사를 하고 있다. 

제2절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환경에 대한 전문가 인식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차 연도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우선순위와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

차 연도 전문가 의견조사는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환경을 진단하고, 발

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차 연도에 실시한 조사에 응답한 

상자 중에서 소속( 학, 연구기관)이 명확하고, 이메일 주소 확보가 가

능한 62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조사는 2017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43명이 설문에 최종 응답하였다. 

조사 내용은 보건의료정책 또는 사업 평가의 참여 경험 및 평가의 적절

성, 보건의료정책 또는 사업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가치, 보건의료정책 또

는 사업 평가의 요소별 장애요인 및 문제점으로 구성하였다(부록 1 참조).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개발하였고, 보건의료정책 연구자 및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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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2〉와 같다. 최종 응답자는 43명으로 전

체 상자의 69.3%이다. 남성은 18명(41.9%), 여성이 25명(58.1%)이었

으며, 만 40~49세 연령군이 23명(53.5%)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모두

가 박사 졸업의 최종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보건학 전공이 24명(55.8%)

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전공은 8명(18.6%)으로 스포츠의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의료경영학 등이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교육기관이 41명(9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 산하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은 각각 1명(2.3%)이었다. 

〈표 5-2〉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인원 수(명) 비율(%)

전체 43 100

성별
남성
여성

18
25

41.9
58.1

연령

만 40세 미만
만 40~49세
만 50~59세
만 60세 이상

6
23
11
3

13.9
53.5
25.6
7.0

교육수준
박사 졸업
박사 수료

43
0

100.0
0.0

전공

보건학
의학
간호학
약학
기타

24
6
5
0
8

55.8
14.0
11.6
0.0

18.6

소속기관
교육기관
정부 산하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41
1
1

95.4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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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의료정책 평가 참여 경험 

응답자 중 8명(18.6%)은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한 참여 경험이 없었

으며, 35명(81.4%)은 참여 경험이 있었다.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35

명 중 29명(67.4%)은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에, 19명(44.2%)은 

학술 논문을 위한 평가 연구에, 12명(27.9%)은 협회, 기업 등 민간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기타(3명, 7.0%)의 경우 

정부 평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표 5-3 참조). 

〈표 5-3〉 보건의료정책 평가 참여 경험 

구분 인원수(명) 비율(%)

참여 경험 없음 8 18.6

참여 경험 있음 35 81.4

  정부기관(보건복지부 등)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 참여
  민간(협회, 기업 등)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 참여
  학술 논문을 위한 평가 연구 참여
  기타 참여

29
12
19
3

67.4
27.9
44.2
7.0

주: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 연구 종류에 해 복수응답 가능.

보건의료정책 평가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35명의 평가 분야/영역은

〈표 5-4〉와 같다. 23명(65.7%)이 건강증진정책, 18명(51.4%)이 의료정

책, 15명(42.9%)이 공중보건정책, 13명(37.1%)이 건강보장정책, 10명

(28.6%)이 보건산업과 연구개발 정책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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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보건의료정책 평가 참여 분야/영역(n=35)

구분
인원수
(명)

비율
(%)

의료정책 
의료정책 인프라, 의료전달체계, 의료의 질 관리, 
의료인력관리, 의료자원관리 등 

18 51.4

공중보건정책
공중보건정책 인프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 
관리, 모자보건관리, 의료취약지관리, 공공보건의료기
관관리 등

15 42.9

건강보장정책
건강보험재원관리, 건강보험급여관리, 약제비관리, 
의료급여제도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관리 등

13 37.1

건강증진정책
건강증진정책 인프라, 건강생활실천, 건강검진, 
정신건강, 구강보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체계관리 등

23 65.7

보건산업과 
연구개발 정책 

보건산업과 연구개발 정책 인프라, 의료서비스･의약
품･의료기기산업, 보건의료R&D, 국제보건정책 등

10 28.6

주: 복수 응답 가능.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한 적절성 관련 의견은 〈표 5-5〉와 같다. 참여

한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해서는 긍정적 의견(‘매우 적절하다’, ‘적절하

다’로 응답)을 표한 응답자가 19명(54.3%)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비율이

었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정책 평가가 단기적으로 이

루어져 충분한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기 전에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가자 구성이 다양하지 못해 소수의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 부분의 경우 건설적인 비판보다는 매우 모호한 평가로 실제

적인 과제 수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보여서’, ‘전체 정책사

업별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하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함께 이루어

지지 못해서’, ‘평가에 요구되는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등 평가의 시점, 

주체, 방법, 결과 환류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해서는 부정적 의견(‘보통이

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을 가진 응답자가 33명

(76.7%)으로 다수였고, 그렇게 응답한 이유로는 〈표 5-6〉과 같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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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5-5〉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대한 적절성

구분

본인이 참여한 
 보건의료정책 평가

(n=35)

우리나라의 전반적
보건의료정책 평가

(n=43)

명 % 명 %

매우 적절하다 1 2.9 1 2.3

적절하다 18 51.4 9 21.0

보통이다 12 34.3 21 48.8

적절하지 않다 4 11.4 11 25.6

매우 적절하지 않다 0 0.0 1 2.3

〈표 5-6〉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정책평가의 틀이 연구자에 따라 주관적이다.
 정책 및 사업 평가가 제도화되어 있기보다(법적 근거가 있어도 형식적) 정책 및 사업 담

당 공무원들에 의해 평가시행 여부와 평가의 예산 규모가 결정된다.
 평가를 위한 인프라, 평가지표, 평가절차 등의 정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책평가가 정책 시작 전에 계획되지 못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평가되고 있지 못하다.
 정책 및 사업평가가 단기간 내의 가시적인 성과에 한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지역 특성,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양적 평가가 많다. 
 효과, 효율, 형평, 지속가능성 등 포괄적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책평가의 내용에서 제공자의 업무만족도, 서비스 방향에 한 동의 수준, 소진 정도 

등에 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책 평가 과정에 해당 시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부족하며, 의사결정 과정도 불투명한 

편이다.
 평가의 공정성이 부족하다. 
 담당자가 자주 바뀜으로써 과제의 연속성이 부재하다.
 평가 결과가 정책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평가 자료가 부족하다.
 정책이나 사업 자체가 단발적이다 보니 평가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다.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가치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가치의 중요도에 한 평균값은 효

과성이 6.2점으로 가장 높았다. 형평성과 적합성이 각 5.9점,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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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5.8점, 효율성 5.6점,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가 5.2점으로 그 뒤를 이

었다(표 5-7 참조). 기타 의견으로는 타 분야로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

는 확장성, 정책(사업) 간의 중복 여부 정도를 평가하는 중복성, 정책(사

업)으로 인한 상자의 역량 강화 정도를 평가하는 자립성 등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5-7〉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가치

구분 평균±표준편차 중위수

효과성 6.2±0.9 6.0

형평성 5.9±1.0 6.0

적합성 5.9±0.9 6.0

지속가능성 5.8±1.0 6.0

효율성 5.6±1.1 6.0

만족도 5.2±1.0 5.0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치가 높음을 의미함.

〔그림 5-1〕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가치의 평균 점수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치가 높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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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1) 평가 기획/계획

보건의료정책 평가 기획/계획에서의 문제점에 한 응답은 ‘형식적인 

평가가 많음’의 평균값이 5.9점으로 문제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

다. ‘사업기간이 짧아 중장기 평가를 하기 어려움’ 5.8점, ‘관련된 정책의 

통합적 평가 부재(개별사업에 국한)’ 5.7점, ‘정책 기획 단계에서의 평가

를 계획하지 않음’과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 할당 부족’이 각각 5.5점

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은 5.3점으로 평가 기

획/계획 요소에서 문제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기타 의

견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부문의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

다는 의견이 있었다(표 5-8, 그림 5-2 참조). 

〔그림 5-2〕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기획/계획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며, 낮을수록 문제가 없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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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주체 및 내용

보건의료정책 평가 주체의 문제점에 한 응답은 ‘자체평가(내부평가) 

위주로 평가 진행’의 평균값이 5.5점으로 문제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응

답하였다.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 부재’ 5.0점, ‘외부평가 위주로 

평가 진행’이 4.4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사업의 수혜자인 

시민이 평가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외부의 개

입이 많아질수록 수동적으로 평가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내부 및 외부 평가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이상적 평가의 모습

으로 제안하였다(표 5-8, 그림 5-3 참조). 

〔그림 5-3〕 보건의료정책 평가 주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며, 낮을수록 문제가 없음을 의미함.

보건의료정책 평가 내용의 문제점은 ‘사업의 질보다 양 위주의 평가’의 평

균값이 5.9점으로 문제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고, 실적 위주 업무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지적한 기타 의견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 수집 부족’ 5.7점, ‘투입 및 산출지표 달성에 치중’ 5.6점, ‘비용 

비 효과 평가에 치중’이 5.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추가로 성과 평가에 적

합한 지표 선정의 절차가 부재하며, 질적 평가 및 과정 평가에 한 의미 부

여가 미흡하다는 의견과 연계되는 사업에 한 효과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에 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표 5-8, 그림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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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보건의료정책 평가 내용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며, 낮을수록 문제가 없음을 의미함.

3) 평가 방법 및 과정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법 및 과정의 문제점에 한 응답은 ‘주기적, 장

기적 평가 부족’과 ‘평가에 정책 이해관계자(시민 등) 참여 부족’의 평균

값이 각각 5.6점으로 문제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다. ‘평가를 위

해 필요한 자료 부족’과 ‘과도한 평가자료 생산 요구로 인한 업무 부담 증

가’가 각각 5.4점, ‘정책 특성에 맞는 정책 평가 디자인 사용 부족’은 5.2

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표 5-8, 그림 5-5 참조).

〔그림 5-5〕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법 및 과정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며, 낮을수록 문제가 없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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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결과 활용

보건의료정책 평가 결과 활용의 문제점에 한 응답은 ‘차후 계획에 

한 평가 결과의 환류 부족’의 평균값이 5.9점으로 문제의 크기가 가장 크

다고 응답하였다. ‘평가 결과에 한 충분한 검토 및 논의 부족’ 5.8점, 

‘정책 이해관계자(시민 등)에 한 평가 결과 확산 부족’ 5.4점, ‘정책 이

해관계자(시민 등)에 한 평가 결과 홍보 부족’이 5.3점으로 그 뒤를 이

었다(표 5-8, 그림 5-6 참조).

〔그림 5-6〕 보건의료정책 평가 결과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며, 낮을수록 문제가 없음을 의미함.

5) 평가에 한 인식/가치 부여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한 인식/가치 부여의 문제점에 한 응답은 

‘평가의 중요성에 한 정책 입안자의 인식 부족’의 평균값이 5.4점으로 

문제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다. ‘평가의 중요성에 한 사업관계

자(의료인 등)의 인식 부족’ 5.1점, ‘평가의 중요성에 한 사업 수혜자의 

인식 부족’ 4.9점, ‘평가의 중요성에 한 학계, 연구계의 인식 부족’이 

4.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표 5-8, 그림 5-7 참조). 기타 의견으로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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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요소별 
평균±

표준편차

평가 기획/계획

형식적인 평가가 많음 5.9±1.1 6.0

5.6±0.2

사업기간이 짧아 중장기 평가를 하기 어려움 5.8±1.1 6.0

관련된 정책의 통합적 평가 부재(개별사업에 국한) 5.7±1.2 6.0

정책 기획 단계에서의 평가를 계획하지 않음 5.5±1.5 6.0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 할당 부족 5.5±1.2 6.0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 5.3±1.4 6.0

가 결과의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인

식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평가의 내용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평가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 5-8〉과 같이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항목 전체

를 나열하여 봤을 때, 평가 기획/계획, 평가 내용, 평가 결과 활용의 문제

의 크기의 평균값이 5.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평가 방법 및 과정 5.4

점, 평가에 한 인식/가치 부여 5.0점, 평가 주체 4.9점의 순으로 문제의 

크기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7〕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대한 인식/가치 부여 장애요인 및 문제점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며, 낮을수록 문제가 없음을 의미함.

〈표 5-8〉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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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요소별 
평균±

표준편차

평가 주체

자체평가(내부평가) 위주로 평가 진행 5.5±1.2 6.0

4.9±0.5평가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 부재 5.0±1.6 5.0

외부평가 위주로 평가 진행 4.4±1.4 4.0

평가 내용

사업의 질보다 양 위주의 평가 5.9±1.0 6.0

5.6±0.3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 수집 부족 5.7±1.2 6.0

투입 및 산출지표 달성에 치중 5.6±1.1 6.0

비용 비 효과 평가에 치중 5.3±1.3 5.0

평가 방법 및 과정

주기적, 장기적 평가 부족 5.6±1.0 6.0

5.4±0.2

평가에 정책 이해관계자(시민 등) 참여 5.6±1.2 6.0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부족 5.4±1.2 6.0

과도한 평가자료 생산 요구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5.4±1.1 5.0

정책 특성에 맞는 정책 평가 디자인 사용 부족 5.2±1.3 6.0

평가 결과 활용

차후 계획에 한 평가 결과의 환류 부족 5.9±1.0 6.0

5.6±0.3
평가 결과에 한 충분한 검토 및 논의 부족 5.8±1.2 6.0

정책 이해관계자(시민 등)에 한 평가 결과 확산 부족 5.4±1.3 6.0

정책 이해관계자(시민 등)에 한 평가 결과 홍보 부족 5.3±1.3 5.0

평가에 한 인식/가치 부여

평가의 중요성에 한 정책 입안자의 인식 부족 5.4±1.4 6.0

5.0±0.4

평가의 중요성에 한 사업관계자(의료인 등)의 인식 
부족

5.1±1.4 5.0

평가의 중요성에 한 사업 수혜자의 인식 부족 4.9±1.4 5.0

평가의 중요성에 한 학계,연구계의 인식 부족 4.5±1.4 5.0

주: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며, 낮을수록 문제가 없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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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필요성

인구고령화, 신(新)의료 기술 개발 등으로 보건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

과 국가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할 때 정책평가를 통해 좋은 보건의료정책

을 지속 확 하고 좋지 않은 보건의료정책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요구되

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이 실현되는 지역사회, 진

료현장 등에서의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더 좋은 보건의료정책을 개발

할 수 있다(이윤식, 2014, pp. 17-21; 노화준, 2015, pp. 3-9)

또한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원이 사용되면서 정책

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환자, 일반국민에

게 국가의 예산 사용에 해 설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책 결정자

와 사업 담당자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가에 한 

판단이 정책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책평가는 정책시행 주체

와 상자, 일반 국민 간의 원활한 소통과 객관적인 논의를 돕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이윤식, 2014, pp. 17-21).

특히 보건의료정책은 외부 효과가 있어 정책파급효과가 광범위하며 전

문가, 이익집단,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올

해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 평가를 활성화하여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

정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정책 제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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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건의료정책 평가 개선방안

  1. 보건의료정책 평가 역량 제고 및 환경 조성

보건의료정책 중 성과지표를 사용한 성과 점검으로 충분한 정책과 과

학적인 방법으로 정책평가가 필요한 정책을 구분하여 필요한 정책에 충

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자원으로 평가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과도한 

평가 부담은 형식적인 평가를 유도하고 충분한 정책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평가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평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양질의 평가를 통해 평

가 결과의 수용성과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28%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

으며, 54.3%만이 본인이 참여한 보건의료정책 평가가 적절하였다고 평

가하였다.

정책의 다양한 측면에 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의 시각과 차

이가 나거나 관점이 다른 다양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논의를 통해 합의

를 도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시범평가를 실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제도, 만성질환관리사업 선행 평가 연구들을 보면 다수의 평

가가 이루어졌으나 평가 결과에 한 종합적인 토의는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았다.

양질의 정책 평가 결과물이 축적되고 보건의료정책 분야별 다수의 평

가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보건의료정책 평가가 활성화되고 정책 수정 및 

개발로 환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외 정책 평가 지침에서는 다학제적 평가팀 구성을 권장하고 있는

데,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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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제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부족과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학문에 한 존중과 인정, 열린 사고와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다학제적 접근의 융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

한 개념에 한 용어가 학문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학문마다 중요하게 생

각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보건의료정책 평가 과정별 수행방안

가. 평가 대상 선정

정책 우선순위, 사업의 영향력,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평가 요구도 등

을 고려하여 평가 상을 선정한다. 1차 연도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 평

가 우선순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건강보험급여 관리, 건강보험재원 

관리, 의료의 질 관리, 의료전달체계 순이었다.

나. 평가 대상 정책 규정 및 이해관계자 파악 

정책구조(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범위를 설정한다. 사업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

데 후향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의 경우 자료 소실과 회상 바이어스로 충분

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우며, 사업의 목표가 중간에 수정되는 경우

도 있어 전향적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의 경우 사업 목표를 명확히 규정한 자

료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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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는 사업 목표 및 내용에 기술되어 있는 사업 상자뿐만 아

니라 1차 이해관계자에 영향을 받는 2차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 사

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상자 등 이해관계자가 비교적 명확하

나 정책의 경우 정책 상자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에서 제외되는 인구집

단, 부차적인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자 등을 폭넓게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다. 평가의 목적, 범위, 평가 디자인 결정

평가 목적, 평가 범위, 최종적인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전략을 수

립한다. 수행･과정평가를 할지 효과･성과평가를 할지 결정한 후 평가의 

중점사항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평가질문을 설정해야 하는데, 보건의료정

책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

아 여러 개의 평가 질문을 개발한 후 범위를 줄여 나가거나 평가질문별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용성(평가 목적, 평가 결과의 사용자 및 사용방법, 평가 관련 이해관

계자의 관심사항)과 실행 가능성(사업단계, 사업범위, 가용 자원)을 고려

하여 평가 디자인을 선택한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가치는 효과성, 적합성, 형평성, 지속 가능성, 효율성이었

으며, 현재 사업 평가 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족도에 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질적 연구를 활용한 평가 연구가 양적 연구 방법

을 사용한 평가 연구보다 훨씬 적은데, 외국의 경우 시범사업 평가 시 양

적 연구 방법론과 질적 연구 방법론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환자 중심 보건의료(patient-centered healthcare) 관점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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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수혜자의 경험과 정책 수용이 중요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경험과 의견 

또한 정책의 수정과 개선방향 설정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라. 자료 수집 및 분석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1차 자료, 2차 자료,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하

여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건강보험자료를 활

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자체 행정자료의 질 및 신뢰성 제고, 의무기

록자료, 패널자료 등 다른 자료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전문가 상으로 7

점 척도14)로 정책평가의 문제점을 측정한 결과 사업의 질보다 양 위주의 

평가가 5.9점,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 수집 부족이 5.7점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평가 결과의 환류

정책 결정･수정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책

평가 결과들이 생산되고 정책평가 결과들에 한 논의가 활성화되며 근

거에 기반하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문가 상으로 7점 척도로 문

제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 사업의 차후 계획에 한 평가 결과의 환류 부

족이 5.9점, 평가 결과에 한 충분한 검토 및 논의 부족 5.8점, 정책 이

해관계자에 한 평가 결과 홍보 부족이 5.3점으로 나타났다.

14) 문제가 매우 클 경우 7점을, 문제가 없을 경우 1점을 부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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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향후 과제

가. 보건의료정책 분야별 평가지침 및 성과지표 개발

정책평가는 평가 상인 정책에 맞추어 실시되는 것으로 다양한 주제

를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정책 분야별로 서로 다른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를 지닌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등은 평가 단계별로 평가 

내용을 가이드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각 정책의 특성에 맞게 평가를 수행

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평가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각 분야

의 평가지침 및 성과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제도화

신규 정책 입안 또는 신규 사업 계획서 작성 시 별도의 평가 계획 제출

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요 정책(사업)에 해서는 평가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범사업 계획서 제출 시 별도의 

평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논의를 

유도하며, 기술성 평가 계획서 제출 시 성과지표 선정뿐만 아니라 과학적

인 방법을 사용한 별도의 평가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책별로 정책 입안, 정책 수행, 정책 평가에 한 정보를 일괄

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부, 학

계, 산업계 등에서 정책 개발 및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 정책입안자, 연구자, 학자 등을 상으로 정책 평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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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건의료정책(사업) 평가의 참여 경험 및 가치에 대한 의견

※ 다음은 보건의료정책(사업) 평가의 참여 경험 및 가치에 한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 보건의료정책 평가 또는 사업 평가에 해 아래와 같은 참여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1-1. 정부기관(보건복지부 등)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  ①
☞ 

A2번

으로 

이동

 ②  
☞ 

A4번

으로 

이동

1-2. 민간(협회, 기업 등)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  ①  ②

1-3. 학술 논문을 위한 평가 연구  ①  ②  

1-4. 기타 (                            )  ①  ②

A2. 참여하셨던 보건의료정책 평가 또는 사업 평가의 분야 혹은 영역에 해 모두 표시해 주

십시오.

구분 예시

 ① 의료정책
의료정책 인프라, 의료전달체계, 의료의 질 관리, 의료인력관리, 

의료자원관리 등 

 ② 공중보건정책  
공중보건정책 인프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 관리, 모자

보건관리, 의료취약지관리, 공공보건의료기관관리 등

 ③ 건강보장정책  
건강보험재원관리, 건강보험급여관리, 약제비관리, 의료급여제도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관리 등

 ④ 건강증진정책
건강증진정책 인프라, 건강생활실천, 건강검진, 정신건강, 구강보

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체계관리 등

 ⑤ 보건산업과

     연구개발 정책

보건산업과 연구개발 정책 인프라, 의료서비스･의약품･의료기기

산업, 보건의료R&D, 국제보건정책 등

 ⑥ 기타 (                                                                                     )

부록1.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조사표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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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참여하셨던 보건의료정책 평가 또는 사업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A3-1.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4.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평가 또는 사업 평가가 전반적으로 적

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A4-1.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5. 보건의료정책 평가 또는 사업 평가 시 다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

시는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되지 않은 가치가 있다면 추가로 기술하셔서 표

시해 주십시오. 

구분 정의 가치 높음 ←                → 가치 낮음

5-1. 형평성
정책(사업) 이용과 혜택의 보

편성 및 공정성 정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2. 효과성
정책(사업)이 의도한 로 

목적을 달성한 정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3. 효율성

정책(사업)의 효과나 편익이 

투입 비용에 비하여 

적절한 정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4. 적합성

정책(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사회정책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정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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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속

가능성

정책(사업) 종료 이후 정책(사

업)의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정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6. 만족도
정책(사업) 수혜자의 주관적 

평가 정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7. 기타

(                   )  
 ⑦  ⑥  ⑤  ④  ③  ②  ①

B. 보건의료정책(사업) 평가의 문제점에 한 의견

※ 다음은 보건의료정책(사업) 평가의 문제점에 한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

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1.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정책 또는 사업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다음의 항목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문제점에 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추가

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구분 항목
문제의 크기

문제가 매우 큼 ←     → 문제 없음

평가 

기획/

계획

1) 정책 기획 단계에서의 평가를 

   계획하지 않음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 할당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관련된 정책의 통합적 평가 부재

   (개별사업에 국한)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사업기간이 짧아 중장기 평가를 

    하기 어려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 형식적인 평가가 많음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기타 의견>

평가 

주체

7) 자체평가(내부평가) 위주로 평가 

    진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외부평가 위주로 평가 진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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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문제의 크기

문제가 매우 큼 ←     → 문제 없음

9)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

   부재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기타 의견>

평가 

내용

10) 투입 및 산출지표 달성에 치중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1) 사업의 질보다 양 위주의 평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2)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 수집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3) 비용 비 효과 평가에 치중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기타 의견>

평가 

방법

및 

과정

14) 정책 특성에 맞는 정책 평가 

      디자인 사용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5)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6) 과도한 평가자료 생산 요구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7) 주기적, 장기적 평가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8) 평가에 정책 이해관계자

     (시민 등) 참여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기타 의견>

평가

결과 

활용

19) 평가 결과에 한 충분한 

     검토 및 논의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0) 차후 계획에 한 평가 결과의 

     환류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1) 정책 이해관계자(시민 등)에 

      한 평가 결과 홍보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2) 정책 이해관계자(시민 등)에 

      한 평가 결과 확산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기타 의견>

평가에 

한 

23) 평가의 중요성에 한 

      정책 입안자의 인식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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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문제의 크기

문제가 매우 큼 ←     → 문제 없음

인식/

가치

부여

24) 평가의 중요성에 한 학계, 

      연구계의 인식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5) 평가의 중요성에 한 사업

     관계자(의료인 등)의 인식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6) 평가의 중요성에 한 

      사업수혜자의 인식 부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기타 의견>

C. 일반사항

※ 다음은 일반사항에 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혹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C2. 연령  만(           )세

C3. 교육수준

 ① 학교 졸업  ② 석사 수료  ③ 석사 졸업

 ④ 박사 수료  ⑤ 박사 졸업

C4. 전공

① 보건학 ② 의학 ③ 간호학

 ④ 약학   ⑤ 기타 (                   )

C5. 소속기관

 ① 교육기관

 ③ 광역 혹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⑤ 민간 연구기관

⑦ 시민단체 

 ② 중앙정부의 부처

 ④ 정부산하 연구기관

 ⑥ 의료기관

 ⑧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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