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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에서도 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  변

화, 보건의료비 지출의 상승 압력으로 향후 지속 으로 건강수 을 향상

시키고,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높이기 한 보건정책 수립이 시 하다. 

보건의료체계는 각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높이

기 한 공통 인 목표를 지향한다. 즉,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제고를 

해 국민의 건강수  향상과 충분하고 형평성있는 근성 제고,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 증 , 지속가능한 비용과 재정의 보장 등을 공통 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ECD 보건지표와 통계는 정책과의 연 성과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기 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보건의료 제

도와 성과를 다각도로 비교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공표된 ‘OECD 보건통계 2012’를 이용하여 2000년

과 2010년의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활동, 건강수  측면에서 한국의 보

건의료 특성 변화를 악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상을 OECD 

국가와의 상  수 을 비교하는 지표로 산출하여 종합 으로 악하

다. 한 한국과 유사한 사회보험체계를 운 하고 있는 일본, 랑스, 독

일, 네덜란드 4개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검토하 다. 

더불어 한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비교하기 해서 몇가지 지표를 선정

하여 보건의료자원 투입 비 보건의료활동과 건강수 을 비교하여 효율



성을 악하 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과 치를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진단하고, 보건정책과제를 도출

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우

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취약 과 강 을 OECD 국가, 특히 선진국가들

과 비교하여 진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상을 로벌 표 에 

비추어 가늠해 볼 수 있는 잣 를 제공하는데 주안 을 두고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한국 보건의료체계 정책과 제도의 개선 을 찾고 

보건의료 선진화와 보건의료성과 제고를 한 정책 안의 방향을 설정하

는데 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 한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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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of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during 2000~2010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OECD Health Data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Korean health care system from 

2000 to 2010 using 2012 OECD Health Database an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For this purpose, the study identified the chang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in the aspects of resources, services and health 

status for the decade, and measured relative performance among 

OECD members by making comparison with four member 

countries - Japan, France, Germany, and Netherlands - for those 

countries hav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ystem similar to 

Korea. 

Moreover,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and equity of 

Korean health care system. For efficiency, this study selected 

several important indicators to analyze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For analysis of equity, the study reviewed 

existing research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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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 over-supplied health care material resources such as 

hospitals, hospital beds and high price medical equipments, 

whereas under-supplied health care human resources including 

doctors and nurses. Second, Korea over-used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consultations with doctors and length of stay in hospitals. 

Third, Korea attained dramatic improvement in health status such 

as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decrease in premature mortality 

and infant mortality. 

This study found that the aspects of the change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is very similar to those of Japan. It is 

suggested to review strengths and weaknesses of Japanese health 

care system in order to respond various forthcoming chang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There are a lot of challeng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Because the system is dominated by private sector, it is difficult 

to appropriately regulate the supply of resources. Besides, low 

health insurance fee induces over-treatment and raises problems 

with quality of care and low level of patients' satisfaction. 

Confronted with these challenges, it is required to promote primary 

care, to improve equity and quality, and to put greater emphasis 

on health promotion initiatives and illness prevention, and to 

change payment system gradually which can improve performance 

as well as control of increasing health expenditure.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OECD 보건통계 2012’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

의료자원, 보건의료활동, 건강수  지표의 추이 변화와 OECD 국가들과

의 비교를 통해 2001년과 2010년 상을 악함. 이를 통해 한국의 보

건의료 체계의 취약 과 강 을 진단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연구결과  

  1. 보건의료자원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간호사 인력은 

지속 으로 증가되어 왔음. 

○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의사, 간호사 인력은 부

족하다고 볼 수 있음. OECD 평균에 비하여 의사는 약 65%, 간

호사는 약 54% 수 이며, 본 연구에서 비교한 일본, 랑스, 독

일, 네덜란드에 비하여 상당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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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 병원, 고가의료장비가 OECD 평균보다 매우 가 르게 증가하

고 있어 과잉 공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병상수가 가장 높은 일본을 포함하여 부분의 OECD 국가의 병

상수가 감소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증가추세에 있음. 

○ 특히 장기요양 병상이 증하 으며, 성기병상도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병원에 한 통제와 함께 성기 병원시설의 증가를 유인

하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 고가의료장비의 투입이 랑스, 독일, 네덜란드에 비하여 매우 높

은 수 이며, 의원  의료기 에서도 고가 장비 보유가 많음. 

⧠ 2000년과 2010년 국민의료비를 비교하면, OECD 평균에 비하여 낮

은 수 이지만 증가속도가 높아 일반경제(GDP) 규모보다 확  속도

가 빠름.  

○ 공공의료비 비 이 보장성 강화로 꾸 히 향상되었으나 여 히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 임. 이는 높은 본인부담 비율을 반

하므로 소득계층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나타냄.   

⧠ 2000년과 2010년 간의 보건의료자원 공  변화 양상을 상  수

으로 산출하 음. 분석 결과를 이다 도표로 종합해 보면, 의료인력 

투입이 OECD 국가들보다 낮고 병상, 장비 투입이 높은 ‘일본형’을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남. 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형 국가들과

는 보건의료자원 공  양상이 매우 상이함. 

  2. 보건의료활동 

⧠ 우리나라는 의사방문수와 재원일수가 일본에 이어 가장 높은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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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본을 포함하여 다른 OECD 국가들은 감소 추세에 있으

나 우리나라는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높은 의료이용량에도 불구하고 미충족의료가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여 히 높은 본인부담  수 으로 인한 소득계층간 의

료이용의 불평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의료비 비 약제비의 비 이 OECD 국가들 보다 높으며, 특히 항

생제, 당뇨병 치료제, 소화기  호흡기 치료제의 소비가 많은 특징

을 갖고 있음.  

⧠ 한 1차 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리지표인 당뇨, 천식, COPD 입원

율이 높아 1차의료의 미흡, 진료의 연속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

음.   

⧠ 2000년과 2010년 간의 보건의료활동 변화 양상을 상  수 으로 

산출하 음. 분석 결과를 이다 도표로 종합해 보면, 의사진찰건수, 

재원일수, 퇴원율 등이 증가하여 일본 패턴을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

남. 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형 국가들과는 보건의료자원의 투

입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매우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음.  

  3. 건강수준

⧠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평균수명이 연장 되었으며, 

아사망율은 2010년 OECD 평균의 1/2 수 으로 낮음. 

⧠ PYLL로 본 조기사망도 다소 향상되었으나 OECD 평균을 약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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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한 정도이며, 2004년 DALY와 건강수명 지표 수 으로 볼 때 질

병부담이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자살사망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으며, 인지된 건

강수 이 지난 10년간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평균수명, 조기사망과 아사망이 향상되었으나 자살사망과 인지된 

건강상태는 낮은 수 을 보여 표 인 건강수  지표가 향상되었음

에도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2000년과 2010년 간 건강수 의 변화 양상을 상  수 으로 산출

하 음. 분석 결과를 이다 도표로 종합해 보면, 평균수명, 아사망

률, 조기사망이 향상되었으나, 자살과 인지된 건강상태는 낮은 국가

에 속하며, 일본 패턴을 유사하게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남. 

○ 반 으로 보건의료자원과 보건의료활동  건강수  측면의 보

건의료체계의 특징과 변화 양상이 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

럽국가의 양상과는 달리 일본과 유사한 ‘일본화’ 패턴을 따라가고 

있어, 일본 보건의료체계의 장 과 단 을 검토하고, 응할 필요

성이 제기됨. 

  4.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본 한국 보건의료 성과 

⧠ 투입 비 로세스로 본 효율성 

○ 한국은 활동의사수 비 외래방문건수와 퇴원환자수는 타 OECD 

국가보다 높으며 투입 비 의사활동이 높음.

○ 2010년의 경우 한국의 1인당국민의료비는 1,931 USD($) PPP로

서 OECD 평균 3,126 USD($) PPP보다는 여 히 낮은 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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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방문건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입원이용인 

퇴원환자수에서는 높지 않다고 볼 있음. 

⧠ 투입 비 산출로 본 효율성 

○ 보건의료활동은 인구당 진찰건수와 의사당 진찰건수, 평균재원일

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이에 비하여 의료비용은 아직

까지 효율 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활동의사수  1인당 국민의료비 비 뇌졸  원내사망율의 계

를 보면, 낮은 의료비에도 뇌졸  원내사망율로 측정한 의료의 질

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낮은 1인당 국민의료비를 감안하더라도 유방암 5년 상 상존율이 

77.0%로 OECD 평균 82.0%보다 매우 낮지만, 장암의 생존율

은 OECD 평균에 근 하고 있음.

⧠ 투입 비 건강수 (최종 산출물)로 본 효율성 

○ 2010년의 경우, 한국의 활동의사수는 여타 OECD국가에 비해 낮

지만, 기 여명은 높고, 조기사망(PYLL)은 낮은 수 임.   

○ 주 으로 인지된 건강상태 지표에서 활동의사수와 1인당 국민

의료비가 낮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인지된 건강상태가 매우 낮

음을 볼 수 있음.      

⧠ 형평성 측면에서 본 한국보건의료 성과

○ 재원조달 측면의 형평성은 Kakwani지수로 산출한 기존 연구결과

로 한국과 OECD 국가를 비교함. 한국은 2000년의 경우 

Kakwani지수가 -0.0239으로 소득 역진 임. 2010년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Kakwani지수는 0.0159로 형평성이 향상되었지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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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형평성이 악화되어 -0.1323으로 여 히 소득역진 임. 

○ 의료이용의 측면에서 형평성은 HIwv지수로 산출한 기존 연구결

과로 악함. 한국의 외래의료이용 HIwv지수는 1998년 -0.088에

서 2010년 -0.015로 형평성이 악화되었음. 입원은 1998년 -0.213

에서 2010년 -0.052로 형평성이 다소 악화됨. 

○ 한국은 국, 미국, 핀란드 등 OECD 국가들에 비해 외래 의료이

용에서의 형평성이 낮으며, 입원에서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외래보

다는 체로 양호한 것을 볼 수 있음. 

Ⅲ. 결론 및 시사점  

  1. 보건의료자원 수급의 계획과 적정 관리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직종에 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 의료인력계획 수립  평가를 한 인

라 구축이 필요함. 

○ 의사와 간호사 인력은 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 이나 

인구구조와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보건의료수요 양상은 변화할 것

으로 상됨에 따라 이에 한 응이 필요함. 

○ 의료인력수  련 이해 계자와 자문그룹의 참여 하에 체계 인 

의료인력수 정책 수립이 요구됨. 

○ 한 실질 인 1차 의료를 제공할 의사인력 확보를 한 실 가

능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은 병상수 등 의료자원에서 비효율 인 활용을 보이고 있으므로 

성  장기요양 병상 과잉 공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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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향상을 해서 병상공 에 한 한 리가 필요함.

○ 민간 심의 의료자원공 으로 인한 시설, 장비의 통제가 어려운 

한국  특성이 있기는 하나, 인구 노령화, 질병패턴 변화 등 새로

운 보건의료 수요에 비용-효과 (cost-effectiveness)으로 응할 

수 있는 총량  책과 함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한 책이 

병행되어야 함. 

○ 행 병상수 기  건강보험수가의 가산제나 여기  등 차별화 

유인이 개선되어야 하며, 의료기  종별  병상 기능별 기능 재

정립이 시 함. 

○ 장기 으로 외국과 같이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에 한 국가

의료자원 배치계획(National Helath Care Resourses Allocation 

Plan)이나 보건의료시설 리계획(National Hospital Bed 

Allocation Plan) 수립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  활용이 이루어

지도록 장기  계획이 요구됨.   

  2. 보건의료활동 

⧠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보건의료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의료비를 

억제하기 해서는 외래와 입원의 과잉 이용 방지를 한 수가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긴 재원일수와 높은 의사진료건수 등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은 일

본을 제외하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 임. 이는 과잉진

료, 의료의 질과 환자만족도 하, 국민의료비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과도한 보건의료이용은 의료자원의 비효율  활용, 증하는 의료

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높은 외래이용과 긴 재원기간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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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킬 수 있는 수가정책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 정책  유

인이 요구됨. 

⧠ 1차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실 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가정책

과 보완  진료비 지불체계를 마련하고 더불어 이해 련자 단체  

의료이용 소비자의 합의 도출을 한 노력이 요구됨. 

○ 1차의료 질을 평가하는 방가능한 입원, 즉 당뇨, 천식과 COPD

로 인한 입원율이 높아 1차의료 체계의 개선이 긴요함.  

⧠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데, 특히 외래이용의 

형평성이 낮음. 한 미충족의료 수 이 높다는 에서 소득수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한 정책  노력이 요구됨. 

○ 한국은 지난 10년간 직장가입자의 재원조달 형평성이 향상되었지

만,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형평성이 악화되었으므로, 지역가입자에 

한 재정  지원을 확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입원에서 다소 개선되었지만 외래에서는 지

난 10년간 큰 향상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외래서비스 이용에 한 

형평성 정도를 면 히 추 할 필요가 있음. 

    

  3. 건강수준  

⧠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 건강수 에서 상당

한 진 이 있었던 반면, 인지된 건강수 이 국가별 문화  인식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수 이며, 자살사망율은 높은 양상을 나타내

어 건강수  지표 간의 상반된 양상을 보임.  

⧠ 한 DALY와 건강수명 지표로 볼 때 질병부담이 OECD 평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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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높은 문제를 여 히 가지고 있음.  

⧠ 건강수 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

체계의 개선 외에 비의료  요인을 통한 근 정책도 강조되어야 함. 

○ 건강한 생활습 의 실천을 높일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확산과 

질병 방 강화, 정신건강 향상 책이 고령화 시 , 만성질환 시

를 맞고 있는 한국에 요한 보건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를 통해 반 인 보건의료자원과 보건활동에 비추어 주요 건

강수  지표가 높은 일본과 유사한 ‘일본화’ 패턴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여 일본 보건의료체계의 장 과 단 을 악하고 바람직한 보

건의료체계 패러다임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장기 보건의료체계 

목표수립과 개 의 이행이 필요함. 

⧠ 최종 산출물인 건강을 측정하기 해서는 향후 보다 다양한 지표들을 

상호 비교하여야 할 것임. 한 한국의 보건의료자원의 투입과 성과

에 한 타당성 높은 지표개발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주요용어: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OECD 보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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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에서도 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  변

화, 보건의료비 지출의 상승 압력에 응하여 향후 지속 으로 건강수

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높이기 한 보건정책 수립이 시

하다. 

보건의료체계는 각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높이

기 한 공통 인 목표를 지향한다. 즉,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제고를 

해 국민의 건강수 의 향상과 충분하고 형평성있는 근성 제고, 보건의

료체계의 효율성 증 , 지속가능한 비용과 재정의 보장 등을 공통 으로 

지향하고 있다.  

OECD 보건지표와 통계는 정책과의 연 성과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기 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수   

보건의료제도의 핵심지표를 사용하여 보건의료 제도와 성과를 다각도로 

비교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시한다.    

최근 OECD 보건통계를 활용하여 자국의 보건 련 특징과 보건의료

제도의 성과에 한 보고서를 정기 으로 발행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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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핀란드, 스 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의 보건의료 성과

보고서나 보건의료 질 보고서, 보건의료 불평등 보고서 등이 그 사례이

다(OECD, 2009). 

OECD 보건통계와 정보는 보건의료 체계  정책과 련된 각 구성요

소의 결과를 국제 으로 비교하여 이해하고, 각국의 보건의료 상을 

로벌 표 에 비추어 가늠해 볼 수 있는 요한 잣 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의 취약 과 강 을 OECD 국

가, 특히 선진국가들과 비교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선진화를 

한 정책 안과 방향을 선정하고 정책과 제도의 개선 을 찾아낼 수 

있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평가할 수 있다. 한 우리나라 보건

의료 지표의 높고 낮은 , 과잉과 부족 등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통계수집의 범 와 통계생산의 개선 을 찾을 

수 있는 단 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OECD 보건통계 2012’를 이용하여 건강수 , 보건의료인

력, 시설, 장비, 재원 등 보건의료자원의 투입요소, 로세스로서의 보건

의료활동, 보건의료 근성 지표  주요 항목을 선정하여 최근 우리나

라 지표의 추이와 OECD 국가들에서의 치를 악하고, 최종 결과지표

인 건강수 에 비추어 효율성과 형평성 에서 검토하여 우리나라 보

건의료체계의 개선방향을 찾아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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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OECD 보건통계와 지표  주요 항목을 선정하여 건강수

 지표와 보건의료 성과지표, 의료비 등의 상호 검토와 추이 악을 통

해 로벌 표 에 비추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의 취약 과 

개선방향을 찾아내고자 한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활동, 건강수  지표의 추이 변화

와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상을 악한다. 

둘째, 우리나라 보건지표의 추이와 OECD 국가들에서의 상  치

를 평가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취약 과 강 을 진단하며, 보건의료 정책

개선 방향과 과제를 도출한다.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 개념 틀

본 연구의 개념  틀은 [그림 1-1]과 같다. OECD(2007)에서 제시한 

보건의료제도 성과 측정 틀인 투입으로서의 보건의료자원, 산출물로의 

보건의료활동과 최종 결과인 건강수 의 3가지 구성을 참조하여 본 연

구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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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구의 개념적 틀 

〔그림 1-2〕효율성, 형평성 고찰 연구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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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하기 해 OECD 보건지표들을 투입, 산출, 

최종 산출물로 분류하여 OECD 보건지표 개념틀을 이용하여 [그림 1-2]

와 같은 개념 틀로 진단하 다. 

이 틀은 OECD 보건의료 질지표 로젝트(Kerry et al, 2006)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독특한 보건의료제도  환경이 

있고, 이러한 제도  환경하에서 보건의료자원의 투입, 로세스, 산출물 

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투입 비 산출물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형평성은 투입과 산출의 각

각의 역에서 평가할 수 있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가.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2년에 발표된 ‘OECD Helath Data 2012’ 데이터베이

스에 포함된 통계를 활용하 다. ‘OECD Helath Data 2012’에는 34개 

회원국의 최근 자료로 부분 2010년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1) 

지표에 따라 OECD 보건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통계

도 이용하 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자료

－ EU의 통계자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양조사 통계

－심사평가원 통계 등  

1) 일부 국가에서는 2011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부분의 국가가 최근 자료로 2010년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2010년이 아닌 그 이 의 최근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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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1) OECD 보건통계의 한국 지표 추이 분석과 OECD 국제통계와의 비교 

고찰

‘OECD 보건통계 2012’에서 한국의 주요 지표 추이를 악하고, 

OECD 국가 평균치의 추이와 비교하 다. 한 사회보험제도(NHI)를 

채택하고 있는 표 인 선진국인 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 4개국의 

추이도 같이 비교하 다. 변화추이는 가용 통계에 따라 1970년~2010년 

는 2000년~2010년의 추이를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OECD 보건통계는 시계열 자료로 특정 연도에 

일부 국가에서 통계가 락된 경우가 있었다. 각 지표별로 데이터 값이 

없는 경우 해당국가를 제외하고 분석하 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하

여 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으로 살펴 

본 국가  락된 지표는 간값이 락된 경우 연도 사이의 평균값으

로 계산하 다. 일부 지표는 해당 년도 값이 없어 해당연도와 가장 가까

운 연도의 값을 사용하 다. 

2) OECD 국가들의 통계와 비교한 상대수준의 산출  

OECD는 특정 국가를 선정하여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계 황과 성과

를 검토하는 ‘Reviews of Health System’을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

는 분야별로 주요지표를 선정하여 각 지표별로 OECD 평균값을 간값, 

가장 높은 값(outer)을 최상의 성과로 하여 그 나라의 상  수 을 

이다(cobweb 는 radar) 도표로 나타내고 있다(OECD 2003; OECD 

2005; OECD 2006). 본 연구에서는 OECD 보고서의 연구 방법을 기

반으로 하여 상  수 을 산출하고 이다 도표로 나타내었다.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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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수준(RS, Relative Status) 산출 방법  

RS :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한 상대적 점수로 0~100 범위에서 

분포하며 OECD 평균은 중간인 ‘50’의 값을 갖도록 산출  

ⅰ) 한국〈 OECD 평균인 경우 

 RS=[1－{(한국－Min)/(Min)}×{(Min)/(OECD평균－Min)}]×50

ⅱ) 한국 〉OECD 평균인 경우 

 RS=100－{(Max－한국)/(Max)}×{(Max)/(Max－OECD평균)}×50

   Min : 해당 지표가 최하위 국가 값

   Max : 해당 지표가 최상위 국가 값 

   단, OECD 국가 평균 산출에서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기 위해서 World Bank(2012
년 기준)에서 분류한 high income 국가 31개국만 대상으로 분석함(칠레, 멕시

코, 터키 제외). 

국가들과의 비교를 해서 OECD 국가의 평균치를 ‘50’ 으로 설정하고, 

OECD 국가들의 성과수 을 최하 에서 최상 까지 0~100로 상  

수 을 산출하여 이다 도표(Radar chart)로 나타냈다.2) 산출방식은 다

음과 같다. 

3) 효율성과 형평성의 비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효율성은 투입 비 최 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기술  효율(technical efficiency)을 의미한다. ‘형평성’은 ‘부담능력에 

따른 차별  부담정도를 나타내는 수직  형평성(vertical equity)과 의

2) 이더 도표(Radar Chart)는 어떤 측정 목표에 한 평가항목이 여러 개일 때 항목 수에 

따라 원을 같은 간격으로 나 고, 심으로부터 일정 간격으로 동심으로 척도를 재는 칸을 

나 어 각 평가항목의 정량화된 수에 따라 그 치에 을 고 평가항목간 을 이어 

선으로 만들어 항목간 균형을 한 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도표이다. 각 항목 간 비율뿐만 

아니라 균형과 경향을 직 으로 알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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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필요에 따라 의료이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평  형평성(horizontal 

equity)을 의미한다.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형평성은 Kakwani지수(Kakwani, 1977)를 이용

하여 측정하 다. Kakwani지수는 수직  형평성(vertical equity), 즉 

부담능력에 따른 차별  부담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보건

의료에 지출된 분포지수(concentration index of payment)와 소득

의 분포지수(Gini index)간의 차이로서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얼마나 

진 으로 조달되었는가를 나타내었다. 

의료이용의 측면에서 형평성은 HIwv지수(Doorslaer et al., 2000)를 

이용하여 측정한 기존자료(권순만 등, 2003: 김진구, 2012)를 이용하여 

OECD 국가 자료와 비교하 다.  

4)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국내 OECD 통계 련 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5)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2012년 12월 18일 정책토론회 개최  

  3. 연구내용 

앞에서 제시한 연구배경과 목   연구의 개념  틀에 따라 본 보고

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인 서론에서 연구배경  목 , 연구

내용  방법과 연구의 제한 을 제시하 다. 

제2장에서는 OECD 보건통계, WHO 통계 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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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성과를 평가한 국외와 국내의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 

제3장에서는 보건의료자원 부문으로 이에 속하는 의사, 간호사 인력, 

병상  병원, 의료장비의 투입 황과 보건의료비 재원의 10~20년간 추

이를 악하고, 2000년  2010년의 OECD 평균과 비교한 상을 주요 

국가(일본, 독일, 랑스, 네덜란드의 4개국)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특성

과 변화 양상을 제시하 다. 

제4장에서는 보건의료활동 부문으로 외래의료이용, 입원의료이용, 진

료 근성, 의약품소비, 1차의료 근도와 질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의 

10~20년간 추이를 악하고, 2000년  2010년의 OECD 평균과 비교

한 상을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제시

하 다.   

제5장에서는 3장, 4장에서 악한 지표들의 최종 결과인 건강수  부

문으로 기 수명, 조기사망(PYLL), 인지된 건강상태, 아사망, 자살사

망율 등의 10~20년간 추이를 악하고, 2000년  2010년의 OECD 

평균과 비교한 상을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제시하 다.  

제6장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한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조망

하 다. 투입 비 로세스, 투입 비 산출, 투입 비 건강수  등의 주

요 지표를 통해 2000년~2010년 간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치 

변화를 비교하 다. 

마지막으로 제7에서는 2장부터 6장까지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고찰을 

통한 함의와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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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의 제한점 

OECD 보건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내용은 몇가지 제한 을 

갖고 있다. OECD 보건통계 자체가 가진 제약 과 본 연구 내용에서의 

제한 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보건통계를 구성하는 OECD 회원국은 34개 국가로 최

 표본수가 34개 는 그 이하로 으며, 특히 OECD 평균은 아웃라

이어의 향을 많이 받게 된다. 지표에 따라서는 보고통계의 제한으로 

많은 국가에서 제출하지 않은 통계가 있다. 

둘째, 국가에 따라 보건통계를 수집하는 방법과 범 의 차이로 인하여 

비교에 제약이 있다. OECD에서는 지표의 정의와 수집방법의 표 화를 

한 노력을 꾸 히 하고 있으나 각국의 사회문화  차이와 통계수집 

방식의 차이로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셋째, 각국마다 사회경제  수 과 보건의료 제도 자체에 큰 차이가 있

다. 를 들면 국가보건의료제도(NHS)를 가진 국가, 사회보험제도(NHI)

을 가진 국가에 따라 진료비 지불방식이 다르고, 공공의료비 재원 구성에

도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  제도  특성이 보건의료 자원의 

투입과 로세스의 산출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각국마다 인구구조의 차이, 그리고 사회문화  차이, 의사의 의

료공  행태의 차이,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의 차이가 있어 통계수치 만

을 단순비교하는데는 제약이 따른다. 를 들면 인지된 건강상태, 미충

족의료 등이 특히 그러하며, 인구 1인당 의사진찰건수, 의사 1인당 진찰

건수 등은 각국의 의료수요., 진료비 지불방식과 사회문화  정책의 

향을 크게 받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활동, 건강수  범주로 나

어 우리나라 보건의료 특성을 표하는 지표를 선정하 으나 보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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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표들로 분석하지 못한 제한 을 안고 있다. 한편 지표 범주를 구분

하는데 있어서 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는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건의료자원에 포함하 으나 보건의료 성과를 

나타내는 효율성을 비하는 으로도 조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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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국외연구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의 선행연구는 크게 단일지표(척도)를 이용한 

연구와 복합지표를 이용한 연구로 구분할 할 수 있다. 20세기  조직

이론(organizational theory)이 발달하면서 성과개념을 포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본틀이 제시되면서, 기능주의  측면에서의 성과측정(Price, 

1972), 조건이론(contingency theory) 는 조직이론 측면에서의 성과측

정(Rouleau, 2007; Yuchtman & Seashor, 1967), 인 계 측면에서 

성과측정(Connolly et al, 1980), 가용자원의 효율 이 사용에 있어서의 

성과측정(Sicott et al, 1998) 등 단일척도를 이용한 다양한 성과측정 틀

(이론)과 근들이 있었다(Tchouaket et al, 2012). 다른 한편에서는 최

소 2개 이상의 단일척도를 이용한 다각  측면에서의 성과측정방법과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표 인 단일척도를 이용한 국가간 보건의료체계 성과 연구로는 

Anderson과 Hussey(2001)의 연구가 있다. Anderson과 Hussey(2001)

는 OECD Health data를 이용하여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6가지 역(① 

방, ② 보건의료자원  이용, ③ 의료 차, ④ 사망률, ⑤ 반응성, ⑥ 

보건의료비지출)으로 구분하고 6가지 역을 표하는 지표값을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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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가간 보건의료체계 성과 수 을 비교·분석하 다. 이외 미국에 한

하여 백분율을 이용하여 상  순 를 매긴 후 미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상  순 를 가름하 다.  

이외 특정 지표를 이용하여 보건의료체계의 특정 성과를 평가한 연구

들도 있는데, 부분 자료포락분석(DEA)법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체계 성

과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들이다3). 

이후 구조-과정-결과(Donabeidan, 1973, 1980, 1992)의 이론  틀에 

근거하여 자원-서비스-건강결과를 아우룰 수 있는 복합지표가 개발되었

고, 2000년 WHO와, 2001년 OECD에서 복합지표를 이용한 국가간 보

건의료체계 성과지표 평가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국가간 보건의료체계 

성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WHO(2000)는 Murray와 Frenk(2000)의 보건의료체계에 한 개념

 정의를 기반으로 세계 191개 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효율

성, 질, 형평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 다. WHO에서 정의한 보건의료체

계는 재원조달, 의료서비스의 제공, 의료자원 등을 포함하며 이 게 설

정된 보건의료체계의 경계 안에서 성과평가는 건강수  향상, 기 수

에 따른 반응성 향상, 재원조달의 공정성이라는 3가지 본질 인 목표로 

구성되었다.

WHO는 3가지 목표인 건강수 , 반응성, 형평성을 5가지의 세부목표

로 측정하여 각각의 목표에 한 가 치를 부여하여 보건의료체계 성과

를 평가하 으며 5가지 세부목표는 건강수 과 반응성에 하여 수

(level)과 분포(distribution)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결국 이들 5가지의 

3) 표 으로 Pablo Hernadez de Cos와 Enrique Moral-Benito(2012) 연구는 보건의료체

계 성과  효율성(efficiency)에 한하여 자료포락방법을 이용하여 29개 OECD 국가간 보

건의료체계 성과를 비교하 다. 비교분석을 해 효율성 측정 지표인 비모수  방법인 자

료포락분석과 모수  방법인 확률변경분석(SFA), 그리고 WHO(2000)에서 개발한 DALY
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지표를 이용하 고 이때, 자료의 견고성을 하여 

Bayesian model averaging 방법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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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에 한 종합  성과는 각 국가마다 5가지 목표의 달성도에 

해 0-1까지의 값을 갖도록 한 다음 건강향상정도(DALY)에 25%, 건강

불평등(Inequality of Child survival)에 25%, 반응성의 수 에 12.5%, 

반응성의 분포에 12.5%, 재원조달의 형평성에 25%의 가 치를 부여하

여 산출하 다. 가 치는 보건의료체계의 목표에 한 상  가치를 나

타내는 주  선호도 조사에 근거하 다(정애숙, 2004).  

이에 반해 OECD(2001)의 성과평가 지표는 WHO의 성과평가를 일

부 보완한 것으로서 WHO 성과평가의 ‘반응성’에 근성(access)을 포

함시켰으며, 의료비 수 과 분포가 목표에 포함되도록 하 다. 한 각

각의 목표에 해 가 치를 부여하여 종합 으로 평가한 WHO의 평가

방식과 달리 각각의 차원에서 성과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OECD 성과평가는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만을 다루었을 뿐 공공부문의 

활동이나 그 밖에 의료체계의 성과에 향을  수 있는 다른 범 한 

부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정애숙, 2004). WHO와 OECD의 보건의료

체계 성과 연구의 주요 연구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의 주요 연구틀 비교 (WHO vs OECD)

구분 WHO OECD

평가틀

3가지 목표(건강수준, 반응성, 
형평성)를 반영한 5가지 세부목표, 
5가지 세부목표는 수준(level)과 

분포(distribution)로 구분하여 측정

3가지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목표의 평균적인 수준과 

분포를 반영한 6가지 주요 

성과지표

평가틀의 이론적 

근거

보건의료체계 경계와, 목표,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기능에 기반룍

질, 형평성 그리고 거시적, 
미시적 효율성에 기반

효과성
보건의료 산출물 향상: 전반적인 

보건의료 성과 또는 효율성
보건의료 산출물 향상

질
전반적인 목표달성의 

하부셋으로써의 질 고려 

건강결과와 반응성의 달성 

수준에 따라 질 고려
자료: Banauskaite & Dargent(2007) 재인용, 일부 수정: Arah et 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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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2000) 연구와 OECD(2001) 연구 외 복합지표를 이용하여 보

건의료체계 성과를 연구한 표 인 연구로는 Tchouaket et al(2012) 

의 연구가 있다. Tchouaket et al(2012)은 27개 OECD 국가의 보건의

료체계 성과를 Donabedian(1992)의 구조-성과-결과의 이론  틀에 기

반하여 보건의료체계를 가용자원(available resources), 서비스(services 

produced), 건강결과(health outcome) 기본틀로 평가하 으며, 복합지표 

산출 과정인 ① 이론 개발 ② 지표 산정 ③ 다변량 분석(동질  지표 

선정) ④ 미싱자료 imputation ⑤ 자료의 표 화 ⑥ 가 치  합산 ⑦ 

민감도분석 등의 차를 최 한 수하 다. 

한 Tchouaket et al(2012)은 복합지표의 합산에 따라 지표값이 달

라짐을 고려하여 ‘  성과’와 ‘상  성과’를 산출한 후 궁극 으

로 이 둘을 모두 고려한 국가간 성과 지표를 산출하 다. 그러나 

Tchouaket et al(2012) 연구는 여 히 보건의료체계 성과의 특정 역

은 포함하지 못하 고, 세부 역내 지표간 동일 가 치를 부여했으며(실

제 가 치를 부여하지 않았음), 지역간 보건의료체계 성과가 다를 수 있

다는 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에서 연구의 한계성을 가진다.

WHO(2000) 연구와 OECD(2001) 연구 이후 단일척도를 이용한 보

건의료체계 성과 연구보다는 복합지표를 이용한 보건의료체계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복합지표 산출은 복잡한 상황이나 다차원 이슈를 종합하거나, 시간경

과에 따라 요약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심을 집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합지표가 잘못된 는 

정교하지 못한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복합지표의 생성

과정에서 개입되는 주  단이 투명하지 않거나 타당성에 한 논의

가 있을 수 있고 통계 인 근거가 없을 수 있다는 에서 복합지표 사

용에 있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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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연구

국내의 국가간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측정한 연구는 국외 연구에 비해 

상 으로 미미한 수 이다. 국내의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연구는 두변

수간의 계를 통해 보건의료성과를 살펴본 최병호·신윤정의 연구(2003)

와 정형선의 연구(2009), 그리고 복합지표 개념을 이용한 박은철·장성인

의 연구(2012)가 유일하다.

최병호·신윤정(2003)은 1999년 OECD 회원국들의 건강 련 변수를 

이용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가 어

느 정도의 수 에 치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는 

크게 의료의 질을 포함한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공공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효율성 평가는 의료비용 비 의료의 질 평가, 의료비용

의 거시  효율성 평가, 의료자원 비 의료비용의 효율성 평가 등으로 

살펴보았다. 반면, 형평성은 총의료비 에서 환자본인부담이나 민간의료

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 으로, 공공성 평가는 공공의료비와 공공의료자

원 양 측면에서 평가하 다. 분석결과 의료비수 에 비추어 기 수명이

나 PYLL(잠재수명손실연수)과 같은 의료의 질  수 은 비효율 이지 

않았으며, 의료비용 한 상당히 효율 으로 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사수나 병상의 공 량에 비해서도 의료비용이 상당히 효율 으

로 통제되고 있었으나 보건의료체계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과다한 본인부

담 비 과 민간의료비 비 으로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하 다. 그러나 

최병호·신윤정의 연구(2003)는 두변수간의 계를 이용한 단순회귀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그 설명력이 떨어지며 횡단면자료의 분석결과라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정형선(2009)의 연구 한 OECD Health Data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제도의 목표 달성도를 고찰, 기술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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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별 으로 살펴보았다. 정형선(2009)은 일차 으로 OECD 국가간 

투입, 과정, 산출에 해당되는 개별 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함으로써 보건

의료제도의 투입과 산출에 한 성과를 평가한 후, 의료제도의 리

(Stewardship)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제도 내의 건강보험의 역할을 제시하 다. 보건의료제도 성과의 효

율성은 OECD 국가간 의료비와 성심근경색증(AMI) 입원환자의 30일 

이내 사망률, 유방암환자 생존률 등을 이용하여 살펴보았으며, 형평성은 

의료비 부담과 의료이용으로 구분하여 과부담 의료비가구 비율과 본인부

담 , 그리고 HIwv 지표 값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정형선(2009)은 서로 다른 여건을 가진 보건의료체계를 동일한 척도

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이상 인 평가로, 설령 성과평가를 한 우

리나라의 지표를 모두 산출한다 하더라도 다수 외국의 동일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 치를 산출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비교한 성과도 산출할 수 없기에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보건의

료체계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하지 않다고 하 다. 한 WHO와 

OECD에서 시도했던 복합지표 방식에 해서도 매우 회의 이었다. 이

에 정형선(2009)은 OECD 보건통계 외 각종 지표값을 이용하여 우리나

라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다각 인 측면에서 개별 으로 추정하여 우리나

라 보건의료체계 성과가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은철·장성인(2012)의 연구는 유일하게 복합지표 개념을 이용한 연구

로, OECD 국가내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성과의 상  치를 

악하고자 하 다. 박은철·장성인(2012)은 WHO 모형과 OECD 모형을 

종합한 Park의 모형 일부를 수정하여 이를 보건의료체계 성과의 이론  

틀로 사용하 으며, 분석자료로 2009년 OECD 보건통계를 이용하 다. 

보건의료체계 성과는 이론  틀에 근거하여 크게 ‘보건의료수요(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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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건강결정요인)’, ‘보건의료 공 ’, ‘보건의료 근도’, ‘보건의료의 

질’, ‘보건의료비’ 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5가지 역별 세부

지표의 상  험도4)를 계산하고 계산한 세부지표의 값을 평균하여 

역별 복합지표를 산출하 다.

분석결과 한국의 건강상태의 복합지표는 0.34, 건강결정요인의 복합지

표도 0.24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건의료수요는 상 으로 양

호한 편이며, 보건의료 근도는 방 종에 있어 상  치도가 0.30

으로 양호한 편이나, 검진에 있어서는 –0.17로 다소 부진한 편이라고 

하 다. 보건의료의 질은 입원진료와 련한 질의 상  치도가 0.35

로 나와 양호하 으나 외래진료는 –0.36로 나와 OECD 국가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의료의 질 수 을 보 다. 의료비에 한 상  치

도 한 –0.73으로 낮게 나타났다. 

박은철·장성인(2012)은 보건의료와 련된 반  문제의 크기와 심각

성을 수치화하여 악할 수 있어 정책 문제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데 유

용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으로 복합지표가 가지는 제약을 갖고 있다. 그

것은 복합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합성, 복합지표 산출방법의 

성, 자료의 신뢰성이다. 한 박은철·장성인(2012)의 연구는 이론  틀을 

바탕으로 평가 역과 세부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나 각 역이 어떻게 보

건의료체계 성과에 향을 미치는지는  지표로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4) 상  험도는 OECD 국가간 비교를 해 세부지표의 최하  국가의 값과 최상의 국가

의 값을 이용하여 한국의 상  치를 계산한 지표로 -1에서 1의 값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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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의 주요 국내 연구현황

저자/연도 분석자료 분석방법 평가영역 주요결과

최병호· 
신윤정

(2003)

OECD 
Health 
Data,
1999

개별추정, 
단순회귀

분석

․효율성(의료의 질 포함): 의료비 

대비 의료의 질, 의료비 대비 거

시적 효율성, 의료자원 대비 의료

비용의 효율성

․형평성: 총의료비 중 환자 본인부

담 비중

․공공성: 공공의료비와 공공의료자

원 양

․의료의 질 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

음

․소득수준이나 고령화 수준에 비추

어 의료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본인부담금비중과 민간의료비비중으

로 보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공공의료비지출이나 공공병상 가장 

낮음

정형선

(2009)

OECD 
Health 
Data, 
1990, 
2006, 
2008

개별추정, 
OECD
(1990, 
2006) 
국가간 

평균비교

․투입과 산출: 자원의 투입, 의료

서비스 제공(과정), 산출물

․효율성: 의료비, 보건의료의 질 

지표

․형평성: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의료이용의 형평성

․의료제도의 산출물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회 

․1인당의료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AMI 입원환자의 30일 이내 

사망률 OECD 평균 10.2%보다 

훨씬 높음

․보험료 재원조달의 형평성 최근 높

아지는 것에 반해 본인부담의 형평

성은 악화 

박은철·
장성인

(2012)

OECD 
Health 
data 
2009

상대위치도

(-1~1)를 

이용한 

영역별 

복합지표 

산출

․보건의료수요(건강상태 및 건강결

정요인)
․보건의료 공급

․보건의료 접근도

․보건의료의 질

․보건의료비

․건강상태(0.34), 건강결정요인

(0.24) 양호

․의료인력자원은 –0.46, 병상 및 

의료장비는 0.37, 0.33으로 인력자

원은 부족한데 병상 및 의료장비 

과잉

․예방접종 0.30 양호, 검진은 –

0.17로 부진

․입원진료와 관련된 질 0.35로 양

호, 반면 외래진료와 관련된 질 –

0.36으로 부진

․-0.73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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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건의료인력

  1. 의사

활동의사(임상의사)는 행정, 리,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실업·

은퇴한 의사 등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직 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수로 정의된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한 국가의 실질 인 

의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5)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1.3명으로 OECD 

평균 2.7명의 반 보다 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수는 0.7명(53.8%) 증가하여, OECD 평균 0.4명(14.8%) 

보다 증가폭이 컸다. 201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

명으로 OECD 평균 3.1명의 64.5% 수 으로 향상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여 히 의사수가 낮은 국가에 속한다(그림 3-1). 

5) ‘활동의사’는 엄 히 정의하면 환자에게 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수(practicing 
physicians)로 정의되므로 ‘임상의사’라 할 수 있다. 그간 활동의사로 용어가 사용되어 오

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활동의사’로 지칭하 다. 용어에 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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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 2010 증가율

의사 64,100 (1.37) 98,293 (2.01) 65.2% (68.2%)
의사 55,255 (1.18) 82,137 (1.68) 48.7% (43.0%)
한의사 8,845 (0.19) 16,156 (0.33) 82.7% (75.7%)

〔그림 3-1〕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 

OECD에 보고하는 우리나라 활동의사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표 3-1〉에서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18명, 

한의사수는 0.19명이었다. 지난 10년간 의사는 0.5명(43.0%), 한의사는 

0.14명(75.7%) 증가하여 2010년에는 의사수가 1.68명, 한의사수가 0.33

명이 되어, 한의사 수의 증가율이 더 높았음을 볼 수 있다(건강보험심사

평가원, 2011).  

〈표 3-1〉2000~2010년 의사인력수급현황

 단위: 명, (인구 1,000명당 인력)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11.3.9)

의사를 훈련시키는 데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의과

학 졸업생수는 향후 활동의사공 량을 측할 수 있게 해 다. 의 졸

업생은 해당 연도에 의과 학을 졸업한 학생 수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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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국민 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인해 의료수요가 

격히 증가하면서 1980년  후반 0.8명에 불과했던 인구 1,000명당 의

사수가 2010년 2.0명으로 증가하 다.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

로 인해 의사에 한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0년까지 의과 학 

정원을 확 하는 정책을 통하여 의사 양성을 증가시켜 왔다. 하지만 

2000년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의약정 의회 합의’를 

통해 의과 학 정원을 10% 감축하면서 지난 10년간 의과 학정원이 

2000년 3,273명에서 2010년 3,058로 감소하 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의 졸업생수는 0.4명 감소한 

반면 OECD 평균은 1.4명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3-2). 

〔그림 3-2〕인구 10만명당 의대졸업생 수 



42∙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의사의 과잉공 은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고, 의사의 과소공 은 국민

의 의료서비스 근에 제약을  수 있어 정 의사인력을 공 하는 것

은 요하다. 1990년  까지 의사인력 감축정책을 견지하 던 독일은 

2000년  들어 의과 학정원을 늘리기 시작하 으며, 1980년 부터 

2007년까지 의과 학정원을 감소시켰던 일본은 2008년부터 의과 학입

학정원을 증가시켰다. 다른 나라의 의사인력 수 정책을 참고하고, 우리

나라의 의사인력 수요와 공 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과 인구구조와 

질병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수요 측을 통해 정 의사인력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간호사

간호사는 의료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1차의료, 재가서비스 제공에서

도 요한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인력으로 보건의료 문인력  가장 

수가 많다. 간호사는 직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수로 

정의되며, ‘ 문간호사(우리나라의 간호사)’와 ‘  문간호사(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활동간호사(practicing nurses)로 측정된다.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는 3.0명으로 OECD 평

균 7.2명의 41.7% 수 이었다. 2010년에는 4.6명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 8.6명의 53.5%에 이르러 OECD 국가  간호사수 증가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는 1.6

명(53.3%) 증가하여, OECD 평균 1.4명(19.4%) 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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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 2010 증가율
간호사 140,288 (2.98) 228,614 (4.63) 61.4% (64.4%)

간호사 64,818 (1.38) 116,071 (2.35) 55.8% (58.7%)
간호조무사 75,470 (1.60) 112,543 (2.28) 67.1% (70.2%)

〔그림 3-3〕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 

지난 10년간 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간호사수가 지속 으로 증

가하 다. 그러나 많은 OECD 국가는 여 히 간호사 부족 문제에 직면

하고 있다. 향후 고령인구 증가, 간호인력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간호인

력의 부족 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활동간호사수를 유

지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표 3-2〉에서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1.38명, 

간호조무사가 1.60명이었으며, 2010년 간호사가 2.35명, 간호조무사가 

2.28명이다. 지난 10년간 간호사는 0.97명(58.7%), 간호조무사는 0.68

명(70.2%) 증가하 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표 3-2〉우리나라의 2000~2010년 간호사인력수급현황

단위: 명, (인구 1,000명당 인력)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11.3.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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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간호 학 졸업생수는 62.2명으로 

OECD 평균의 37.8명 보다 1.6배 많았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간호 졸업생수는 32.5명(52.3%) 증가하여, OECD 평균 증가

수 0.2명(0.1%) 보다 증가폭이 매우 컸다. 201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

만명당 간호 졸업생수는 94.7명으로 OECD의 평균 38.0명의 2.5배에 

달한다(그림 3-4). 

〔그림 3-4〕인구 10만명당 간호대졸업생 수 

2000년 간호등 제 시행,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으로 간

호인력에 한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면허간호

사는 약 10만명 증가하 지만 병원의 지역별 규모별 임 격차, 근무여건 

등으로 인한 유휴인력의 발생으로 활동간호사수는 여 히 부족한 상황이

다. 간호사 부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하시켜 국민의 건강권에 직

인 을  수 있는 만큼 정 활동간호사 수를 유지시키기 한 

수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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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사 대비 간호사 비율

의사 비 간호사 비율은 의료인력 구성의 효율성을 나타내 다. 

2000년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간호사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 2.6

명의 88.5% 수 이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간호사수는 

2.3명으로 OECD의 평균 2.8명의 82.1% 수 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의 의사 1인당 간호사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OECD 평균은 

0.2명(0.9%) 증가하 다(그림 3-5). 

〔그림 3-5〕의사 1인당 간호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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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건의료시설

  1. 병상수

병상은 입원서비스 제공의 가용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일반 으로 

리되고, 직원이 배정되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병상으로 정의된다

(OECD, 2012).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4.7개로 OECD 평균 

5.6개의 83.9% 수 이었다. 하지만 201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8.8개로 OECD의 평균 5.1개에 비해 1.7배 높아졌다. 지난 10

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87.2% 증가하여 OECD 국

가들이 평균 8.9% 감소한 것에 비해 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높은 일본을 포함해  OECD 국가들은 병상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비하여 한국은 여 히 증가일로에 있다(그림 3-6).  

 

〔그림 3-6〕인구 1,000명당 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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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료기능별 병상분포

성기 병상은 주로 산과, 정신과 질환을 제외한 질병의 치료  증

상완화 등을 해 환자를 돌보는 것을 목 으로 하며, 장기요양 병상은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 으로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어 장기요

양이 필요한 환자를 수용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인해 장기요양 병상수

가 격하게 증가하 다. 2010년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병상수는 2.28개

로 OECD 평균 0.62개에 비해 3.7배 높았다.

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의료기술 발 으로 인한 당일입원 증가 

등으로 인해 입원의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성기 병상수가 어들고 있

는 추세이다(OECD, 2011).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인구 1,000명당 

성기 병상수가 3.93개로 OECD 평균 3.99개 보다 었지만, 지난 10

년간 40.7% 증가하여, 2010년 인구 1,000명당 성기 병상수가 5.53개

로 OECD 평균 3.35개 보다 1.7배 높아졌다(그림 3-7, 표 3-3). 

〔그림 3-7〕기능별 병상수(2000년 2010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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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급성기 장기요양 정신 기타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일본 14.69 13.71 9.61 8.08 2.82 2.73 2.08 2.74 0.18 0.16
한국  4.66  8.76 3.93 5.53 0.65 0.90 -　 2.28 0.08 0.05
독일  9.11  8.25 6.36 5.66 0.44 0.49 - - 2.31 2.10
오스트리아  7.95  7.63 6.18 5.49 0.30 0.31 0.75 0.78 0.72 1.05
헝가리  8.25  7.18 5.64 4.14 0.58 1.15 0.99 0.33 1.04 1.56
체코  7.79  7.01 5.73 4.87 0.47 0.70 1.13 1.02 0.46 0.42
벨기에  7.77  6.44 4.72 4.12 0.18 0.17 2.59 1.77 0.28 0.38
프랑스  7.96  6.42 4.06 3.46 1.03 0.88 1.39 0.53 1.48 1.55
슬로바키아  7.86  6.41 5.67 4.73 1.10 0.73 0.93 0.79 0.16 0.16
핀란드  7.54  5.84 2.40 1.79 2.66 1.86 1.03 0.75 1.45 1.44
에스토니아  7.17  5.33 5.55 3.47 0.60 1.16 0.79 0.54 0.23 0.16
OECD 평균  6.07  5.10 3.99 3.35 0.77 0.62 0.88 0.70 0.43 0.43
스위스  6.29  4.97 4.11 3.13 - - 1.20 0.97 0.98 0.87
그리스  4.71  4.85 3.74 4.05 - - 0.97 0.80 - -
네덜란드  4.83 4.6 3.05 3.01 - - 1.56 1.39 0.22 0.20
슬로베니아  5.41  4.57 4.46 3.68 - 0.07 0.77 0.65 0.18 0.17
이탈리아  4.71  3.52 4.07 2.83 0.18 0.18 0.15 0.10 0.31 0.41
덴마크  4.29  3.50 3.50 2.87 - 0.03 0.76 0.57 - 0.03
포르투갈  3.73  3.35 3.04 2.76 - - 0.68 0.58 0.01 0.01
이스라엘  4.00  3.30 2.25 1.93 0.77 0.82 0.89 0.45 0.09 0.10
노르웨이  3.79  3.19 3.10 2.37 - - 0.69 0.82 - -
캐나다  3.78  3.19 3.19 1.73 0.21 0.85 0.31 0.40 0.07 0.21
스페인  3.67  3.16 2.83 2.46 0.32 0.29 0.52 0.41 - -
아일랜드  6.13  3.15 2.79 2.29 1.83 0.07 1.41 0.73 0.10 0.06
미국  3.49  3.08 2.95 2.60 0.11 0.09 0.31 0.25 0.12 0.14
영국  4.10  2.96 3.12 2.37 - - 0.93 0.54 0.05 0.05
스웨덴  3.59  2.73 2.48 2.02 0.36 0.22 0.63 0.48 0.12 0.01
터키  2.00  2.51 1.93 2.43 - - 0.05 0.06 0.02 0.02

〈표 3-3〉2000~2010년 기능별 병상수 (2010년 기준 병상수가 많은 국가 순서)

지난 10년간 병상수가 증가한 국가는 한국, 그리스, 터키 뿐이었다

(OECD, 2011). 이처럼 부분의 OECD 국가의 병상 공 이 감소하거

나 정체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장기요양 병상이 증하 을 뿐만 

아니라 성기 병상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상 수 정책에 한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재 병상수 기 의 의료기  종별 가산제를 병

상의 기능과 질 인 부분에 한 평가로 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

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 별 병상이용률과 평균 재

원일수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병상자원의 효율 인 운 을 한 모니터

링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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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병원수

OECD 통계기 의 병원에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

방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이 포함된다.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병원수는 24.27개로 OECD 평

균 34.36개의 70.6% 수 이었다. 그러나 201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

만명당 병원수는 56.85개로 OECD 평균 29.53개 보다 1.9배 높아졌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병원수는 121.1% 증가한 반

면, OECD 평균은 14.1% 감소하 다(그림 3-8).  

〔그림 3-8〕인구 100만명당 병원수

〈표 3-4〉에서 2000년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수는 19개에 불과하 으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으로 인해 2010년 867개로 격하게 증가

하 다. 이 외에도 치과병원이 2000년 60개에서 2010년 191개로 

218.3%, 병원이 2000년 662개에서 1,315개로 98.6% 증가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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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병원수 (개)

2000년 2010년 증감율
상급종합병원 43 44 2.3%
종합병원 245 274 11.8%
병원 662 1,315 98.6%
요양병원 19 867 4463.2%
한방병원 141 168 19.1%
치과병원 60 191 218.3%

한방병원, 종합병원도 각각 19.1%, 11.8% 증가하 다(건강보험심사평가

원, 2011).

〈표 3-4〉우리나라의 2000~2010년 병원수급 현황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11.3.9)

지난 10년간 OECD 평균 병원수는 다소 감소하 다. 하지만 재 우

리나라는 OECD 국가  일본, 호주 다음으로 병원수가 많다. 1990년

 인구 100만명당 병원수가 80개를 넘어섰던 일본은 지난 10년간 의

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 환자의 형병원 선호 등의 이유로 소규

모의 병원수가 감소하면서 병원수가 2010년 인구 100만명당 68.2개까

지 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재 OECD 평균보다 병원수는 아주 많고, 의료인력은 

크게 부족한 불균형 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의료 달체계의 미흡, 

교통발달 등으로 인해 형병원에 한 근성이 향상하여 환자들의 

형병원 선호 상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

자원수 문제, 환자의 수요, 보건의료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

게 병원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병원 운 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공 에 있어 민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정 의료시설 공 에 한 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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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건의료장비

CT( 산화단층촬 장치)와 MRI(자기공명 상촬 장치)는 진단을 

해 신체 내부의 단면을 촬 하는 장치로 주요 고가의료장비이다. 이러한 

고가의료장비는 국민의 건강수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의료비 증가

의 주요원인이 된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은 고가의료장비의 정수

과 합리 인 이용을 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모색 에 있다. 

  1.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CT수는 28.4개로 OECD 평균의 

18.6개 보다 1.5배 많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CT수는 24.3% 증가하여, OECD 평균 5.6% 보다 크게 증가하여, 

201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CT수는 35.3개로 OECD의 평균 

19.5개 보다 1.8배 많았다(그림 3-9). 

〔그림 3-9〕인구 100만명당 CT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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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MRI수는 5.4개로 OECD 평균

의 5.3개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MRI수는 268.5% 증가하여 OECD 평균 126.4% 보다 빠르

게 증가하 다. 이에 따라 201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MRI수

는 19.9개로 OECD의 평균 12.0개에 비해 1.7배 많아졌다(그림 3-10).  

 

〔그림 3-10〕인구백만명당 MRI 장비수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고가의료장비 수 은 지속 으로 증가하

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 보유수는 OECD 국가 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CT, MRI 이외에도 PET, 유방촬 장치의 경우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는 고가의

료장비의 과잉공  문제를 해결하고 한 수 계획  효율  사용을 

한 정책  개입이 긴요하다. ‘촬 횟수-수가연동제’ 등의 고가의료장비 



제3장 보건의료자원의 추이와 위상 비교 ∙53

이용의 건강보험 여정책 변화를 통한 공 통제 방법, 의료장비 정수

을 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의료장비 배치(병원/의원)

〔그림 3-11〕병·의원 고가장비수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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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에 따른 고가장비 보유 황 자료를 제출하는 국가  우리

나라는 비교  고가의료장비가 병원 뿐만 아니라 의원에도 많이 배치되

어 있다(그림 3-11). 우리나라는 CT의 70%이상과 MRI의 50%이상이 

상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 과 의원 에 배치되어 있다. 

의료기  종별 이용 환자의 질병 증도를 고려했을 때 병원  이하에 

고가의료장비가 과도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오 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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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건의료 재원

  1. 1인당 의료비

2000년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는 770.6 USD($) PPP로 OECD 

평균 1,887.6 USD($) PPP의 59.2% 수 이었다. 2010년 우리나라의 1

인당 국민의료비는 2,035.4 USD($) PPP로 OECD의 평균 3,328.5 

USD($) PPP에 비해 38.8% 덜 지출하 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의료비는 1264.8 USD($) PPP(164.1%), OECD 국

가의 평균은 1,440.9 USD($) PPP(76.3%) 증가하여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

우리나라의 빠른 의료비 증가는 인구의 노령화, 2000년 후반에 시행

된 의약분업제도와 이에 수반된 의료수가 인상, 보장성 강화의 향에 

기인한다.

〔그림 3-12〕1인당 국민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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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DP 대비 보건의료비

국내총생산(GDP) 비 의료비는 GDP 규모와 보건의료비 규모가 모

두 반 된 지표로 체 경제규모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

여 다.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일반경제(GDP) 규모 확  속도보다 빠른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GDP 비 의료비는 2000년 4.5%로 OECD 국가의 

평균 7.8%의 67.7% 수 이었다. 2010년에는 우리나라 GDP 비 의료

비는 7.1%로 OECD 평균 9.7%에 비해 아직까지는 낮은 수 이다. 지

난 10년간 우리나라의 GDP 비 의료비는 2.6%p(57.8%), OECD 평

균은 1.9%p(24.4%) 증가하 다(그림 3-13).  

〔그림 3-13〕GDP 대비 보건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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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의료비 비중

의료비 재원구성에서 공공의료비 비 은 2000년 48.6%로 OECD 국

가들의 평균 71.4%에 비하여 2/3 수 이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반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의료비 비 이 증가하 지만 2010

년 공공의료비 비 이 58.2%로 OECD의 평균 72.0%의 80% 수 으로 

아직까지 낮다(그림 3-14). 

우리나라는 의료비 재원  민간 재원이 41.8%로, 본인부담 수 이 

높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의 특징을 잘 보여 다. 

〔그림 3-14〕공공의료비 비중

국민의료비 재원구성에서 공공의료비 재원은 사회보장기  45.1%와 

정부 13.1%로 구성되며, 민간재원은 가계 직 부담 32.1%, 민 보험 

5.6%, 기타 4.1%로 구성된다(정형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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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건의료자원 공급의 위상 비교 (2000년, 2010년)

앞서에 살펴본 표 인 보건의료자원, 즉 의료인력, 병상  병원수, 

의료장비, 의료재원 등을 보건의료의 투입요소로 보고, 우리나라와 

OECD 평균값  2000년과 2010년 상  수 의 변화, 그리고 우리

나라와 같이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 4개국의 2000년 수 과 2010년 수 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종합 으로 악하기 해서 이다 도표(Radar Chart) 분석을 다음과 

같이 하 다. 

① OECD 평균과 비교한 2000년과 2010년의 우리나라 변화 비교

② 200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 비교 

③ 201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 비교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자원 공급의 10년간 위상 변화 (2000년, 
2010년)

2000년과 2010년 10년간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 공 을 OECD의 

31개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다른 국가와는 달리 10년간 변화가 큰 것

을 볼 수 있다. 활동의사, 활동간호사 공 이 여 히 OECD 평균보다 

낮고, GDP 비 의료비 재원 투입도 여 히 매우 낮은 수 인데 비하

여 병상수, 병원수가 상 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MRI와 CT 고가의료

장비 공 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 을 보인다(표 3-5, 그림 3-15). 

10년동안 병상과 병원, 고가의료장비 공 이 높아 의료인력에서보다

는 자본 집 투입 양상으로 자원 공 구조가 더욱 견고해 지고 있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표 3-5〉10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공급 위상 변화 (200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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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사 간호사 1인당 의료비 GDP대비 의료비 병상 병원 CT MRI

상대적 수준(RS)1) 　 　 　 　 　 　 　 　

 OECD 평균2) (A)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한국 2000년 (B) 0.0 2.6 8.3 0.0 23.4 28.4 57.8 39.1 

 한국 2010년 (C) 0.0 11.2 16.9 12.1 71.1 85.1 57.7 61.2 

 한국 10년간 변화 (C-B) 0.0 8.6 8.6 12.1 47.7 56.7 -0.1 22.1 

주: 1) OECD 평균이 50이 되고, 최저값과 최고값이 0~100이 되도록 2000년 및 2010년 수치를 환산하여 상대적 수

준을 산출함.    
   2) 34개 OECD 국가 중 World Bank(2012년 기준)에서 분류한 high income 국가 31개국만 대상(칠레, 멕시코, 

터키 제외)으로 하였으며, 2000년 및 2010년 평균치를 각각 50으로 환산함. 

〔그림 3-15〕10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공급의 위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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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의 보건의료자원공급 위상 비교

2000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자원 공 을 OECD의 31개국 평균과 비

교해 보면6), 활동의사, 활동간호사 공 이 낮고, GDP 비 의료비 재

원 투입도 매우 낮은 수 인데 비하여 병상, 병원, MRI와 CT 공 은 

OECD 평균보다 많다(표 3-6). 

〈표 3-6〉2000년 보건의료자원공급 위상 비교 (한국-OECD-4개국)

구 분 의사 간호사 1인당 의료비 GDP대비 의료비 병상 병원 CT MRI

상대적 수준(RS)1) 　 　 　 　 　 　 　 　

OECD 평균1)(A)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한국(B) 0.0 2.6 8.3 0.0 23.4 28.4 57.8 39.1 
일본(C) 9.3 56.6 48.5 47.3 100.0 93.9 100.0 100.0 
프랑스(D) 64.6 39.4 59.5 69.6 61.5 68.8 9.6 4.9 
독일(E) 64.6 67.7 61.9 72.2 68.1 68.8 28.5 34.9 
네덜란드(F) 37.5 51.9 55.8 51.9 27.0 6.0 10.0 4.6 
OECD와 차이 (B-A) -50.0 -47.4 -41.7 -50.0 -26.6 -21.6 7.8 -10.9 
일본과 차이(B-C) -9.3 -54.0 -40.2 -47.3 -76.6 -65.5 -42.2 -60.9 
프랑스와 차이(B-D) -64.6 -36.8 -51.2 -69.6 -38.1 -40.4 48.2 34.2 
독일과 차이(B-E) -64.6 -65.1 -53.6 -72.2 -44.7 -40.4 29.3 4.3 
네덜란드와 차이(B-F) -37.5 -49.3 -47.5 -51.9 -3.6 22.4 47.9 34.5 

주: 1) OECD 평균이 50이 되고, 최저값과 최고값이 0~100이 되도록 2000년 및 2010년 수치를 환산하여 상대적 수

준을 산출함.    
   2) 34개 OECD 국가 중 World Bank(2012년 기준)에서 분류한 high income 국가 31개국만 대상(칠레, 멕시코, 

터키 제외)으로 하였으며, 2000년 및 2010년 평균치를 각각 50으로 환산함. 

6) 34개 OECD 국가  World Bank(2012년 기 )에서 분류한 high income 국가 31개국

를 상(칠 ,  멕시코, 터키 제외)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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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2000년 보건의료자원공급 위상 비교 (한국-OECD-일본)

2000년 일본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활동의사수와 의료비 투입이 

낮은 반면, 병상, 병원, MRI와 CT 공 은 OECD 국가  가장 높은 

수 을 보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자원 공  특징이 확 된 양상을 보인

다(그림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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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2000년 보건의료자원공급 위상 비교 (한국-OECD-프랑스)

2000년 랑스는 OECD 평균에 비하여 활동의사수, 의료비 투입, 병

상과 병원 공 이 높지만, MRI와 CT 공 은 OECD 국가  매우 낮

은 국가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자원 공  특징과는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그림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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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2000년 보건의료자원공급 위상 비교 (한국-OECD-독일)

2000년 독일은 OECD 평균에 비하여 활동의사수, 활동간호사수, 의

료비 투입, 병상과 병원 공 이 높지만, MRI와 CT 공 은 OECD 평

균보다 낮아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그림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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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2000년 보건의료자원공급 위상 비교 (한국-OECD-네덜란드)

2000년 네덜란드는 활동의사수, 활동간호사수, 의료비 투입이 OECD 

평균과 유사한 반면, 병상과 병원, MRI와 CT 공 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자원 공 구조와는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그림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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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의 보건의료자원공급 위상 비교

2010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자원 공 을 OECD의 31개국 평균과 비

교해 보면7), 활동의사, 활동간호사 공 이 낮고, GDP 비 의료비 재

원 투입도 여 히 매우 낮은 수 인데 비하여 병상, 병원, MRI와 CT 

고가의료장비 공 은 OECD 평균보다 많다(표 3-7).   

〈표 3-7〉201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의 보건의료자원공급 비교 

구 분 의사 간호사 1인당 의료비 GDP대비 의료비 병상 병원 CT MRI

상대적 수준(RS)1) 　 　 　 　 　 　 　 　

OECD 평균1)(A)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한국(B) 0.0 11.2 16.9 12.1 71.1 85.1 57.7 61.2 
일본(C) 9.3 56.6 39.8 48.5 100.0 100.0 100.0 100.0 
프랑스(D) 49.6 43.6 55.2 61.8 57.2 65.2 13.5 22.1 
독일(E) 57.9 65.1 59.0 61.8 68.1 63.4 31.2 37.0 
네덜란드(F) 36.0 43.1 66.6 64.4 38.9 10.0 15.1 45.5 
OECD와 차이 (B-A) -50.0 -38.8 -33.1 -37.9 21.1 35.1 7.7 11.2 
일본과 차이(B-C) -9.3 -45.4 -22.9 -36.4 -28.9 -14.9 -42.3 -38.8 
프랑스와 차이(B-D) -49.6 -32.4 -38.3 -49.7 13.9 19.9 44.2 39.1 
독일과 차이(B-E) -57.9 -53.9 -42.1 -49.7 3.0 21.7 26.5 24.2 
네덜란드와 차이(B-F) -36.0 -31.9 -49.7 -52.3 32.2 75.1 42.6 15.7 

주: 1) OECD 평균이 50이 되고, 최저값과 최고값이 0~100이 되도록 2000년 및 2010년 수치를 환산하여 상대적 수

준을 산출함.    
   2) 34개 OECD 국가 중 World Bank(2012년 기준)에서 분류한 high income 국가 31개국만 대상(칠레, 멕시코, 

터키 제외)으로 하였으며, 2000년 및 2010년 평균치를 각각 50으로 환산함. 

7) 34개 OECD 국가  World Bank(2012년 기 )에서 분류한 high income 국가 31개국

를 상(칠 ,  멕시코, 터키 제외)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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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2010년 보건의료자원공급 위상 비교 (한국-OECD-일본)

〔그림 3-21〕2010년 보건의료자원공급 위상 비교 (한국-OECD-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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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010년 보건의료자원공급 위상 비교 (한국-OECD-독일)

〔그림 3-23〕2010년 보건의료자원공급 위상 비교 (한국-OECD-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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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일본은 병상, 병원, CT, MRI의 공  수 이 OECD 국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 간호사, 의료비 공 은 OECD 

평균보다 거나 유사하 다(그림 3-20). 

2010년 랑스는 의료인력과 의료비, 시설 공 수 이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았으며, 고가의료장비 공 수 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았다(그림 3-21).  

2010년 독일은 OECD 평균에 비하여 활동의사, 활동간호사, 의료비 

투입, 병상과 병원 공 이 높았다. 반면 MRI와 CT 고가 의료장비 공

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아 반 으로 OECD 평균과 유사한 특징

을 보 다(그림 3-22). 

2010년 네덜란드는 의료비 공 수 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고, 

의료인력 공 수 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반면 병상, 병원, 

CT, MRI 공  수 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았다(그림 3-23).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자원 공  양상을 보이는 반면 

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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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래 의료이용

  1. 인구 1인당 진찰건수

진찰건수는 연간 인구 1인당 의원, 병원의 외래부문, 환자의 집 등에

서 의사와 만난 횟수를 의미하는데, 진찰의 범 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2000년 우리나라의 연간 인구 1인당 진찰건수는 9.4건으로 OECD 

평균의 6.4건 보다 1.5배 많았다. 2010년 12.9건으로, OECD 평균 6.4

건의 2.0배로 더 증가하 다. 지난 10년간 OECD 평균은 변함이 없었

던 반면,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진찰건수는 37.2% 증가하 다(그림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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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인구 1인당 진찰건수

우리나라, 일본, 독일과 같이 행 별 수가제를 주 지불제도로 하는 국

가의 진찰건수가 평균 이상이었다. 인구 1인당 진찰건수에 지불제도가 

미치는 향이 크지만 1차의료의 존재, 간호사  기타 보건 문가의 환

자 리 역할 등 그 외의 다른 요인들도 향을 다. 

높은 진찰건수는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으로 의료비 증가 문제를 

래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의료서비스에 한 근성을 높여 국민건강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2. 의사 1인당 진찰건수

의사 1인당 진찰건수는 의사의 의료서비스 생산성을 나타낼 뿐만 아

니라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이다.  

2000년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진찰건수는 7,230.8건으로 OECD 평

균의 2,459.7건 보다 2.9배 많았다. 2010년 6,482.4건으로, OECD 평

균의 2,246.8건 보다 여 히 2.9배 많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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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인당 진찰건수 감소 폭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컸지만 여 히 

OECD 국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그림 4-2).  . 

〔그림 4-2〕의사1인당 진찰건수

우리나라는 의사수는 고, 진찰건수는 높아 의사 1인당 진찰건수가 

높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53.8% 증가하 지만 진찰건수

도 36.8%나 증가하여 OECD 국가  의사 1인당 진찰건수가 가장 높

다. 높은 의사 1인당 진찰건수는 의료서비스를 싸게 이용하고 있음을 보

여주지만, ‘3분진료’와 같이 의료서비스 질 하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

을 시사한다. 

제2절 입원 의료이용

  1. 퇴원율

퇴원율은 하룻밤 이상을 병원에서 머무르며 치료를 받고 떠나는 환자

user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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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입원서비스 이용의 요한 척도 의 하나이다. 퇴원율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의 입원 수요 증가, 의료기술과 의료 행으로 인한 입원율과 

재원기간, 병상수 등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의 향을 받는다.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퇴원율은 96.0건으로 OECD 평

균의 150.4건의 63.8% 수 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

당 퇴원율은 72.9건(75.9%) 증가하여, OECD 평균의 4.7건(3.1%) 보

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168.9건으로, OECD 평균 155.1건 보다 

1.1배 많아졌다(그림 4-3). 지난 10년간 병상수가 87.2% 증가한 것이 

격한 퇴원율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그림 4-3〕퇴원율

  2. 평균재원일수

평균재원일수는 입원서비스를 해 환자가 병원에서 지내는 평균 기

간으로 입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간주된다. 병상공 과 

의료비 지불구조, 치료 행이 재원일수에 향을 미친다. 

2000년 우리나라의 평균재원일수는 12.9일로 OECD 평균 8.4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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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배 길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재원일수는 1.3일

(10.1%)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1.3일(15.4%) 감소하 다. 이에 

따라 2010년 우리나라의 평균재원일수는 14.2일로, OECD 평균의 7.1

일 보다 2배가 길다(그림 4-4).

〔그림 4-4〕평균재원일수

지난 10년간 부분의 OECD 국가의 평균재원일수는 감소하 다. 평

균재원일수가 가장 긴 일본도 2000년에 비해 2009년에는 감소하 다. 

이는 조기퇴원 로그램의 확산, 입원서비스 진료비 지불제도 방식의 변

화 등에 기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병상공 의 과잉과 

긴 재원일수에 유리한 지불구조로 인해 평균재원일수가 꾸 하게 증가하

여 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긴 재원일수 등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입원서

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해 2012년 7월부터 7개 질환에 해 포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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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진료접근성

  1. 미충족의료

미충족의료는 의료서비스에 한 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의료서비

스가 필요하다고 느 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

지 못한 경험을 의미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 지만, 제공받지 못한 이 있는지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악한다. 

미충족의료 비율은 사회문화  배경  조사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국가 단 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에서 외래와 입원 이용이 많은 국가에 속

한다. 우리나라는 OECD 보고 통계는 아직 없으나 국민건강 양조사 결

과와 EU국가의 EU-SILC 결과를 간  비교하 을 때 우리나라의 미충

족의료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의 미충족의료 비

율은 18.7%로 EU 평균 6.4% 보다 2.9배 높았다(그림 4-5). 

〔그림 4-5〕미충족 의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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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의료의 요인으로는 경제  이유, 긴 기자 명단, 진료에 소요

되는 장거리 이동, 시간이 없는 경우인데, 그  경제  이유는 체로 

우리나라나 EU에서 20% 내외로 차지하는 비 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보건복지부, 2012; DSDS, 2012).  

미충족의료 비율은 특히 소득층에서 높은데, 의료이용의 계층간 형

평성에 해 심을 갖고 동일한 근성을 제공하기 한 방안을 마련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본인부담(out-of-pocket)비율

본인부담의료비는 의료서비스 이용시 환자가 직  부담하는 지출로 

높은 본인부담의료비는 의료서비스 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2000년 우리나라의 의료비 비 본인부담 비율은 41.5%로 OECD 

평균 20.8% 보다 2.0배 높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비 

본인부담 비율은 9.4%p(22.7%) 감소하여, OECD 평균의 1.0%p(4.8%) 

보다 감소폭이 컸다. 하지만 2010년 우리나라의 의료비 비 본인부담 

비율은 32.1%로, OECD 평균 19.8% 보다 여 히 1.6배 높았다(그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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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의료비 대비 본인부담금 비율

지난 10년간 부분의 OECD 국가의 평균 본인부담비율은 소폭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 우리나라는 2000년 건강보험통합 이후 건강보험

의 보장수 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본인부담율이 감소하고, 경제  이

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도 감소하 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정책은 건

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 의 보장수

을 선정하기 한 정책결정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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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의약품소비

  1.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OECD 통계 기 의 의약품 소비량과 매액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체 으로 었다. 2010년 우리나라는 총 28개 의약품  소화기   

신진 사, 호흡기계, 항생제, 당뇨병 치료제 등 7개의 의약품이 OECD 

평균보다 소비량이 많았다. 2010년 우리나라의 1인당 의약품 매액은 

$356로 OECD 평균의 $430의 82.8% 수 이었다(그림 4-7, 그림 4-8). 

〔그림 4-7〕소비량이 많은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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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의약품 총판매액

  2. 1인당 약제비

약제비는 처방약, 자기투약에 한 지출로 의료비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2000년 우리나라의 1인당 약제비는 187.1 USD($) PPP로 

OECD 평균의 297.9 USD($) PPP의 62.8% 수 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당 약제비는 252.7 USD($) PPP(135.1%) 증가하

여, OECD 평균의 197.5 USD($) PPP(66.3%) 보다 빠르게 증가하

다. 2010년 우리나라의 1인당 약제비는 439.8 USD($) PPP로 OECD 

평균 495.4 USD($) PPP의 88.8% 수 이었다(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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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1인당 약제비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약제비가 약 1.5배 증가하면서 약제비 

지출 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 건강에 한 심 증가로 약제비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약제비 정화 방안을 강구하여왔다. 하지만 정책효

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지 까지 가격통제에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약

제비 증가를 유발하는 고가약사용, 소비량 증가 부문을 목표로 하는 약

제비 리방안 등이 논의 에 있다.

  3. 의료비 대비 약제비

약제비는 신약의 확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약품 소비의 증가로 총 

보건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주 요인이다(OECD, 2011). 의약품 소비량 증

가는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지만, 한 의약품 소비는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수 을 향상시켜 미래의 의료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약제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하다.  

2000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비 약제비는 24.3%로 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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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6.9%보다 1.4배로 높았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비 약제비는 2.7%P(11.1%) 감소하여, OECD 평균의 0.3%P(1.8%) 

보다 감소폭이 컸지만 2010년 21.6%로 여 히 OECD 평균의 16.6% 

보다 1.3배 높았다(그림 4-10). 

〔그림 4-10〕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우리나라의 1인당 약제비 자체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의료비 

비 약제비 비 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 이다. 지난 10년간 부분

의 OECD 국가에서 의료비 증가율이 높았고 의료비 비 약제비 비

이 감소하거나 정체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의료비가 아직까지 

낮고, 이에 따라 약제비도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 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여 히 높은 수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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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차의료

당뇨병,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과 같은 만성질환은 건강한 생활습  실천을 통한 

방과 한 1차 진료를 통해서 상당부분 리가 가능하여 증상의 악

화와 입원을 일 수 있다. 이들 질환의 입원율은 1차진료의 질을 나타

내는 리지표로 사용되며, 높은 입원율은 열악한 진료 조정 는 진료

의 연속성 부  등 1차 진료 의사의 공 과 같은 구조 인 제약을 나

타내기도 하며, 입원 병상이 비효율 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2011).   

우리나라는 당뇨합병증,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입원율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1차의료의 질과 

의료 달체계 간 진료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1). 취약한 1차의료는 장기 으로 진찰건수와 입원건수 등의 의료이

용을 증가시켜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생활

습  변화로 인한 당뇨, 고 압, 고지 증과 같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1차의료의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차의료 강화

를 해 ‘주치의제도’, ‘만성질환 리제’와 같은 정책 도입이 지속 으

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1차의료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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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당뇨합병증, 천식, COPD 입원율

제6절 보건의료활동의 위상 비교 (2000년, 2010년)

앞서에 살펴본 인구당 진찰건수, 의사당 진찰건수, 평균재원일수, 퇴원

율, 약제비 비 을 주요 보건의료활동 지표로 보고, 우리나라와 OECD 

평균값  2000년과 2010년 상  수 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

드 4개국의 2000년 수 과 2010년 수 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종합

으로 악하기 해서 이다 도표(Radar Chart) 분석을 다음과 같이 

하 다. 

① OECD 평균과 비교한 2000년과 2010년의 우리나라 변화 비교

② 200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 비교 

③ 201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 비교 

  1. 우리나라 보건의료활동의 10년간 위상 변화 (2000년, 2010년)

2000년과 2010년 10년간의 우리나라 보건의료활동을 나타내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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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OECD의 31개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다른 국가와는 달리 10년

간 변화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인구당 진찰건수와 의사당 진찰

건수, 평균 재원일수, 약제비 비 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 이었고, 

퇴원율은 낮은 수 이었다. 2010년에는 인구당 진찰건수와 의사당 진찰

건수, 평균 재원일수는 더욱 상  치가 높아졌으며, 퇴원율도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 으로 변화하 고, 약제비 비 은 여 히 

OECD 평균보다 높지만 2000년 보다는 감소한 양상을 보인다(표 4-1, 

그림 4-12). 

〈표 4-1〉10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활동의 위상 변화 (2000년, 2010년)

구 분 인구당 진찰건수 의사당 진찰건수 평균재원일수 퇴원율 약제비 비중

상대적 수준(RS)1) 

 OECD 평균2) (A) 50.0 50.0 50.0 50.0 50.0 

 한국 2000년 (B) 61.7 92.7 61.7 7.3 72.4 

 한국 2010년 (C) 98.5 100.0 81.6 54.2 65.1 

 한국 10년간 변화 (C-B) 36.9 7.3 20.0 46.9 -7.3 

주: 1) OECD 평균이 50이 되고, 최저값과 최고값이 0~100이 되도록 2000년 및 2010년 수치를 환산하여 상대적 수

준을 산출함.    
   2) 34개 OECD 국가 중 World Bank(2012년 기준)에서 분류한 high income 국가 31개국만 대상(칠레, 멕시코, 

터키 제외)으로 하였으며, 2000년 및 2010년 평균치를 각각 50으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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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10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활동의 위상 변화

  2. 200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의 보건의료활동 위상 비교

2000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활동을 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비교해 보면, 일본을 제외한 3개국 보다 인구당 진찰건수, 의사당 진찰

건수, 평균재원일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퇴원율은 우리나라가 낮은 

수 이었고, 의료비  약제비 비 은 4개국보다 높은 수 이다(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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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000년 보건의료활동 위상 비교 (한국-OECD-4개국)

구 분 인구당 진찰건수 의사당 진찰건수 평균재원일수 퇴원율 약제비 비중

상대적 수준(RS)1) 

 OECD 평균2) (A) 50.0 50.0 50.0 50.0 50.0 
 한국 (B) 61.7 92.7 61.7 7.3 72.4 
 일본 (C) 100.0 100.0 100.0 13.6 56.0 
 프랑스 (D) 15.7 33.8 15.7 69.6 50.3 
 독일 (E) 54.5 36.4 54.5 74.8 31.2 
 네덜란드 (F) 48.3 42.2 48.3 4.8 19.5 
 OECD와 차이 (B-A) 11.7 42.7 11.7 -42.7 22.4 
 일본과 차이 (B-C) -38.3 -7.3 -38.3 -6.3 16.4 
 프랑스와 차이 (B-D) 46.0 59.0 46.0 -62.3 22.2 
 독일과 차이 (B-E) 7.1 56.4 7.1 -67.5 41.3 
 네덜란드와 차이( B-F) 13.4 50.5 13.4 2.5 53.0 

주: 1) OECD 평균이 50이 되고, 최저값과 최고값이 0~100이 되도록 2000년 및 2010년 수치를 환산하여 상대적 수

준을 산출함.    
   2) 34개 OECD 국가 중 World Bank(2012년 기준)에서 분류한 high income 국가 31개국만 대상(칠레, 멕시코, 

터키 제외)으로 하였으며, 2000년 및 2010년 평균치를 각각 50으로 환산함. 

〔그림 4-13〕2000년 보건의료활동 위상 비교 (한국-OECD-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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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인구당 진찰건수, 평균재원일수에서 

일본이 더 높고, 의사당 진찰건수, 퇴원율은 거의 유사하 으며, 약제비 

비 은 우리나라가 더 높았다. 한국은 일본의 보건의료이용 특징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가진 국가로 볼 수 있다(그림 4-13). 

〔그림 4-14〕2000년 보건의료활동 위상 비교 (한국-OECD-프랑스)

2000년 한국과 랑스를 비교하면, 인구당 진찰건수, 의사당 진찰건

수, 평균재원일수, 약제비 비 이 한국이 매우 높으며, 퇴원율은 한국이 

낮은 양상이었다. 랑스는 한국의 보건의료 이용 특징과는 매우 상이한 

양상을 가진 국가이다(그림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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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2000년 보건의료활동 위상 비교 (한국-OECD-독일)

〔그림 4-16〕2000년 보건의료활동 위상 비교 (한국-OECD-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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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면, 인구당 진찰건수와 평균재원일수는 

유사하나 의사당 진찰건수와 약제비 비 이 한국이 높으며, 퇴원율은 한

국이 매우 낮은 양상이었다. 독일은 한국의 보건의료 이용 특징과는 매

우 상이한 양상을 가진 국가로 볼 수 있다(그림 4-15). 

2000년 한국과 네덜란드를 비교하면, 인구당 진찰건수, 의사당 진찰

건수, 평균재원일수, 약제비 비 이 한국이 매우 높으며, 퇴원율은 유사

한 양상이었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보건의료 이용 특징과는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그림 4-16). 

  3. 201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의 보건의료활동 위상 비교

2010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활동을 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비교해 보면, 일본과는 퇴원율을 제외하면 매우 유사하게 높은 보건의료

활동 수 을 보인다. 반면, 랑스, 독일, 네덜란드 3개국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인구당 진찰건수, 의사당 진찰건수, 평균재원일수 등의 보건의료

활동 수 이 상 으로 낮고, 퇴원율은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유사하거

나 높은 수 을 보인다(표 4-3). 

사회보험체계를 가진 국가 내에서도 이와 같은 보건의료활동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의료인력과 병상공  등 보건의료자원 투입 차이, 지

불구조의 차이, 의사 진료 행태의 차이가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높은 보건의료활동을 보여 일면 생산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의료비를 증가시키

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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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01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의 보건의료활동 비교 

구 분 인구당 진찰건수 의사당 진찰건수 평균재원일수 퇴원율 약제비 비중

상대적 수준(RS)1) 

 OECD 평균2) (A) 50.0 50.0 50.0 50.0 50.0 
 한국 (B) 98.5 100.0 81.6 54.2 65.1 
 일본 (C) 100.0 93.0 100.0 15.7 63.0 
 프랑스 (D) 51.0 45.0 21.0 54.0 48.0 
 독일 (E) 68.0 52.0 60.0 89.5 41.0 
 네덜란드 (F) 50.0 51.0 23.0 21.3 12.0 
 OECD와 차이 (B-A) 48.5 50.0 31.6 4.2 15.1 
 일본과 차이 (B-C) -1.5 7.0 -18.4 38.5 2.1 
 프랑스와 차이 (B-D) 47.5 55.0 60.6 0.1 17.1 
 독일과 차이 (B-E) 30.5 48.0 21.6 -35.3 24.1 
 네덜란드와 차이 (B-F) 48.5 49.0 58.6 32.8 53.1 

주: 1) OECD 평균이 50이 되고, 최저값과 최고값이 0~100이 되도록 2000년 및 2010년 수치를 환산하여 상대적 수

준을 산출함.    
   2) 34개 OECD 국가 중 World Bank(2012년 기준)에서 분류한 high income 국가 31개국만 대상(칠레, 멕시코, 

터키 제외)으로 하였으며, 2000년 및 2010년 평균치를 각각 50으로 환산함. 

〔그림 4-17〕2010년 보건의료활동 위상 비교 (한국-OECD-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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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인구당 진찰건수, 의사당 진찰건수, 

약제비 비 은 유사하고, 일본이 평균재원일수에서 더 길고, 퇴원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양상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보건의료 이용 특징이 

2000년에 이어 2010년에도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한국의 보건의

료활동의 장단 이 더욱 확 될 경우 일본과 같은 양상을 보일 가능성

을 보여 다(그림 4-17).    

〔그림 4-18〕2010년 보건의료활동 위상 비교 (한국-OECD-프랑스)

2010년 한국과 랑스를 비교하면, 인구당 진찰건수, 의사당 진찰건

수, 평균재원일수, 약제비 비 이 한국이 매우 높으며, 퇴원율은 유사한 

수 이었다. 랑스는 OECD 20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한국

의 보건의료 이용 특징과는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그림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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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2010년 보건의료활동 위상 비교 (한국-OECD-독일)

〔그림 4-20〕2010년 보건의료활동 위상 비교 (한국-OECD-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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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면, 인구당 진찰건수, 의사당 진찰건수

와 평균재원일수, 약제비 비 은 한국이 독일에 비하여 매우 높아 큰 차

이를 보이며, 퇴원율은 독일이 높다. 독일은 한국의 보건의료 이용 특징

과는 매우 상이한 양상을 가진 국가로 볼 수 있다(그림 4-19).  

2010년 한국과 네덜란드를 비교하면, 인구당 진찰건수, 의사당 진찰

건수, 평균재원일수, 약제비 비 , 퇴원율 등의 보건의료활동 지표가 모

두 한국이 매우 높아 네덜란드는 한국의 보건의료 이용 특징과는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그림 4-20).   



K
I
H
A
S
A5장

건강수준의 추이와 위상 비교





제5장 건강수준의 추이와 위상 비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건강수 의 특성을 반 하는 지표로 평균수

명, 조기사망(PYLL), 아사망, 자살사망, 인지된 건강상태를 선정하여 

각 지표의 변화추이를 OECD 평균, 그리고 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

드와 비교하 으며, 2000년과 2010년 10년간의 주요 건강수  지표의 

상  치와 그 변화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건강수 의 상변화를 

분석하 다. 

제1절 평균수명

평균수명은 출생아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 되는 평균 생

존 연수로 일반 으로 기 여명(Life expectancy)과 동일어로 사용한다. 

평균수명은 국민의 건강수 을 반 하는 가장 요한 표 인 지표 

의 하나이다. 

생활수 의 향상, 생활양식의 개선, 교육과 의료서비스 근성 확 로 

OECD 국가들의 평균수명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평균수명이 속히 증가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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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균수명 (여성)

2000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은 79.6세로, OECD 평균의 80.2

세 보다 0.6세 낮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은 

4.5세(5.7%) 증가하여, OECD 평균 2.2세(2.7%) 보다 많이 증가하여 

2010년 84.1세로 OECD 평균 82.4세 보다 1.7세 높은 수 에 이르고 

있다(그림 5-1).  

〔그림 5-1〕평균수명, 여성

  2. 평균수명 (남성)

2000년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은 72.3세로 OECD 평균의 74.0세 

보다 1.7세 낮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은 4.9세

(6.8%) 증가하여, OECD 평균 2.9세(3.9%) 보다 많이 증가하여 2010

년 77.2세로 OECD 평균 76.9세 보다 0.3세 높아졌다. 여자의 평균수

명과의 차이는 2000년 7.3세에서 2010년에는 6.9세로 약간 어들었다

(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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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평균수명, 남성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평균수명은 지속 으로 증가하 다.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에서도 평균수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에 속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보건의료자원 공 과 보건의료활동이 

격하게 증가하 다.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근성 확 는 의료비 

증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 지만, 궁극 으로 국민의 건강수 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 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조기사망과 질병부담 

조기사망은 잠재수명손실연수(PYLL, Potential years of life lost)로 

측정한다. 잠재수명손실연수는 70세를 기 으로 연령군별 그 이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상실연수를 합쳐서 인구 10만명에 한 수치로 산출한다. 

잠재수명손실연수가 낮을수록 은 연령층의 질병과 상해로 인한 사망이 

은 것으로 은 연령층의 사망에 을 맞추고 있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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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기사망 (여성)

2000년 우리나라 여성 10만명당 잠재수명손실연수(PYLL)는 3,005년

으로  OECD 평균 3,129년의 96.0% 수 으로 낮았다. 지난 10년간 우

리나라 여성 10만명당 잠재수명손실연수는 946년(31.5%) 감소하여, 

OECD 평균의 690년(22.1%) 보다 크게 감소하여, 2010년에는 잠재수

명손실연수는 2,059년으로 OECD 평균 2,439년의 84.4% 수 으로 더

욱 개선되었다(그림 5-3).  

〔그림 5-3〕조기사망(PYLL), 여성

  2. 조기사망 (남성)

2000년 우리나라 남성 10만명당 잠재수명손실연수(PYLL)는 6,929년

으로  OECD 평균 6,337년 보다 1.1배 높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

리나라 남성 10만명당 잠재수명손실연수는 2,508년(36.2%) 감소하여 

OECD 평균 1,360년(21.5%) 보다 크게 감소하여, 2010년 4,421년으로 

OECD 평균 4,977년의 88.8% 수 으로 낮아졌다(그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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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조기사망(PYLL), 남성

  3. 장애보정생존연수(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장애보정생존연수는 질병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존연수의 상실과 장애에 따른 건강연수의 상실의 합으로 산출한다. 

OECD 보건통계에는 아직까지 DALY 지표가 산출되지 않고 있다. 

[그림 5-5]의 WHO 통계를 보면 2004년 우리나라의 기 수명은 

78.0세로 OECD 평균 78.3세 보다 약간 낮았으며, 장애보정생존연수

(DALY)는 12,248로 OECD 평균 11,192보다 높았다. 즉, OECD 국

가의 기 수명 비 장애보정생존연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기 수명에 비

해 장애보정연수가 높아 질병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H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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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장애보정생존연수(DALY), 2004년

  4. 건강수명 (HALE, Helath-adjusted life expectancy)

건강수명은 체 평균수명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으로 정의된

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클수록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질병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보건의료정책의 궁극  목표로 

국민의 기 여명의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를 나타내는 

건강수명의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제고가 더욱 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OECD 보건통계에는 아직까지 건강수명 지표가 산출되지 않고 있다. 

[그림 5-6]의 World Health Report의 자료를 보면 2002년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68세, 기 수명은 77.2세로 질병기간이 9.2년이었다. OECD 

평균 질병기간 7.6년 보다 1.6년을 더 질병과 장애로 고통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3세 향상되어 72세가 되었으

며, 기 수명은 79.4세로 2.2세 증가하여 질병기간이 0.8년 감소하 다. 

하지만 여 히 질병기간이 OECD 평균 7.4년 보다 1년이 더 길었다

(WHO, 2004; WH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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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건강수명 (2002년, 2007년)

제3절 영아사망 

아사망률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상

태, 생활수 , 공 생상태, 보건의료제도의 향을 받아 한 국가의 건

강수 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아사망률은 연간 출생 

1000명당 1세 미만 아동의 사망수로 측정한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특

히 요한 건강수  지표이나, 부분 OECD 국가들의 아사망률은 낮

은 수 이다. 

2000년 우리나라의 출생 1,000명당 사망수는 5.9명으로 OECD 평균 

10.2명의 57.8% 수 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출생 1,000

명당 사망수는 2.7명(45.8%) 감소하 으며, OECD 평균은 3.5명(34.3%) 

감소하 다. 2010년 우리나라의 출생 1,000명당 사망수는 3.2명으로 

OECD 평균 6.7명의 47.8% 수 으로 크게 향상되었다(그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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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영아사망률

제4절 자살사망 

자살사망률은 연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로 산출하는데, 한 국가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200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수는 16.6명으로 OECD 평균 

14.6명 보다 1.1배 많은 수  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수는 16.9명(101.8%)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1.7명(11.6%) 감소하여, 2010년 33.5명으로 OECD 평균 12.9명의 2.6

배에 이르러 자살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그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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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자살사망률

제5절 인지된 건강상태 

인지된 건강상태는 반 인 건강상태에 한 주 인 인식으로 미

래의 건강수 을 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지된 

건강상태는 각 국가의 연령 구성, 건강 인지에 한 사회문화  배경의 

차이, 조사방법의 차이 등에 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간 비교와 차이를 

해석하는데는 제한 이 따른다.   

2000년 우리나라의 건강상태를 양호하다고 응답한 성인비율은 42.0%

로 OECD 평균 62.7%의 2/3 수 이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건

강상태를 양호하다고 응답한 성인비율은 4.4%p(10.5%) 감소한 반면, 

OECD 평균은 5.7%p(9.1%) 증가하 다. 2010년 우리나라의 건강상태

를 양호하다고 응답한 성인비율은 37.6%로 OECD 평균 68.4%의 1/2 

수 으로 더 낮아졌다(그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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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인지된 건강상태

제6절 건강수준의 위상 비교 (2000년, 2010년)

앞서에 살펴본 평균수명, 조기사망(PYLL), 아사망율, 자살사망률, 

인지된 건강상태를 주요 건강수  지표로 보고,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값  2000년과 2010년 상  수 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 4

개국의 2000년과 2010년 수 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종합 으로 악

하기 해서 이다 도표(Radar Chart) 분석을 다음과 같이 하 다. 

① OECD 평균과 비교한 2000년과 2010년의 우리나라 변화 비교

② 200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 비교 

③ 201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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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건강수준의 10년간 위상 변화 (2000년, 2010년)

2000년과 2010년의 10년간의 우리나라 건강수 을 나타내는 주요 지

표를 OECD의 31개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다른 국가와는 달리 10년간 

변화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평균수명, 조기사망(PYLL), 아

사망율, 자살사망률 수 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 이었이며,8) 인지

된 건강상태는 OECD 국가  매우 낮은 수 이었다(표 5-1, 그림 

5-10). 

2010년에는 평균수명이 높아졌으며, 조기사망(PYLL), 아사망율이 

OECD 평균 보다 낮아져서 건강수 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자살사망율

은 OECD 국가  가장 높아졌다. 인지된 건강상태는 2000년과 유사하

게 여 히 OECD 국가  하  수 에 머물고 있다. 

객 인 건강수  지표에서는 큰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자살과 인지된 

건강상태로 볼 때 OECD 국가 에서도 최  수 을 보여 정신  건강

상태의 향상을 한 책과 련된 사회정책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표 5-1〉10년간 우리나라 건강수준의 위상 변화 (2000년, 2010년)

구 분 평균수명 조기사망 자살사망률3) 인지된건강상태3) 영아사망률3)

상대적 수준(RS)1) 

 OECD 평균2) (A) 50.0 50.0 50.0 50.0 50.0 

 한국 2000년 (B) 39.7 47.4 45.3 9.6 39.5 

 한국 2010년 (C) 60.3 61.0 0.0 9.4 66.7 

 한국 10년간 변화 (C-B) 20.6 13.7 -45.3 -0.1 27.2 

주: 1) OECD 평균이 50이 되고, 최저값과 최고값이 0~100이 되도록 2000년 및 2010년 수치를 환산하여 상대적 수

준을 산출함.    
   2) 34개 OECD 국가 중 World Bank(2012년 기준)에서 분류한 high income 국가 31개국만 대상(칠레, 멕시코, 

터키 제외)으로 하였으며, 2000년 및 2010년 평균치를 각각 50으로 환산함. 
   3) 자살사망율, 인지된 건강상태, 영아사망율은 낮을수록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역으로 산출함. 

8) 자살사망율, 인지된 건강상태, 아사망율은 낮을수록 상  수 이 높은 것으로 역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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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10년간 우리나라 건강수준의 위상 변화

  주: 자살사망율, 인지된 건강상태, 영아사망율은 낮을수록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역으로 산출함. 

  2. 200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의 건강수준 위상 비교

2000년 우리나라의 건강수 을 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비교

해 보면 평균수명, 조기사망(PYLL), 아사망율, 자살사망율에서 상

으로 수 이 낮았으며, 특히 인지된 건강상태는 매우 낮은 수 을 보

다(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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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000년 건강수준 위상 비교 (한국-OECD-4개국)

구 분 평균수명 조기사망 자살사망률3) 인지된건강상태3) 영아사망률3)

상대적 수준(RS)1) 

 OECD 평균2) (A) 50.0 50.0 50.0 50.0 50.0 
 한국 (B) 39.7 47.4 45.3 9.6 39.5 
 일본 (C) 100.0 98.5 28.6 0.0 95.8 
 프랑스 (D) 71.0 62.0 40.9 58.9 68.8 
 독일 (E) 61.0 70.8 59.1 48.0 70.8 
 네덜란드 (F) 58.0 80.4 73.9 68.4 56.3 
 OECD와 차이 (B-A) -10.3 -2.6 -4.7 -40.4 -10.5 
 일본과 차이 (B-C) -60.3 -51.1 16.7 9.6 -56.3 
 프랑스와 차이 (B-D) -31.3 -14.6 4.4 -49.3 -29.3 
 독일과 차이 (B-E) -21.3 -23.4 -13.8 -38.4 -31.3 
 네덜란드와 차이( B-F) -18.3 -33.0 -28.6 -58.9 -16.8 

주: 1) OECD 평균이 50이 되고, 최저값과 최고값이 0~100이 되도록 2000년 및 2010년 수치를 환산하여 상대적 수

준을 산출함.    
   2) 34개 OECD 국가 중 World Bank(2012년 기준)에서 분류한 high income 국가 31개국만 대상(칠레, 멕시코, 

터키 제외)으로 하였으며, 2000년 및 2010년 평균치를 각각 50으로 환산함. 
   3) 자살사망율, 인지된 건강상태, 영아사망율은 낮을수록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역으로 산출함. 

〔그림 5-11〕2000년 건강수준 위상 비교 (한국-OECD-일본)

  주: 자살사망율, 인지된 건강상태, 영아사망율은 낮을수록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역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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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2000년 건강수준 위상 비교 (한국-OECD-프랑스)

  주: 자살사망율, 인지된 건강상태, 영아사망율은 낮을수록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역으로 산출함. 

〔그림 5-13〕2000년 건강수준 위상 비교 (한국-OECD-독일)

  주: 자살사망율, 인지된 건강상태, 영아사망율은 낮을수록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역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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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2000년 건강수준 위상 비교 (한국-OECD-네덜란드)

  주: 자살사망율, 인지된 건강상태, 영아사망율은 낮을수록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역으로 산출함. 

2000년 일본의 평균수명, 아사망률, 조기사망의 건강수 은 OECD 

국가 에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자살사망률 수 은 OECD 평균보다 

나빴으며, 인지된 건강상태는 OECD 국가  가장 낮아 건강수  지표

간의 불균형한 양상이 나타났다(그림 5-11).

2000년 랑스의 평균수명, 아사망률, 조기사망, 인지된 건강상태의 수

은 OECD 평균 보다 높았다. 반면 자살사망률은 OECD 평균 보다 약간 

낮았지만 반 으로 모든 지표가 OECD 평균보다 좋았다(그림 5-12).

2000년 독일의 평균수명, 아사망률, 조기사망, 자살사망률의 수 은 

OECD 평균 보다 높았으며 인지된 건강상태는 OECD 평균과 유사하 다. 

모든 건강수  지표가 OECD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 다(그림 5-13).

2000년 네덜란드의 조기사망, 자살사망률, 인지된 건강상태의 수 은 

OECD 평균 보다 크게 높았으며, 평균수명과 아사망률의 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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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보다 약간 높았다. 모든 건강수  지표가 OECD 평균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5-13).

  3. 201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의 건강수준 위상 비교

2010년 우리나라의 건강수 을 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비교

해 보면 자살사망율을 제외하면 평균수명, 조기사망(PYLL), 아사망율

이 2000년에 비하여 10년간 상당한 향상을 보 다. 반면 인지된 건강상

태는 매우 낮은 수 에 머물 으며 자살사망율은 격히 증가하여 상

 치에서 최하  수 을 보 다(표 5-3). 

평균수명, 조기사망(PYLL), 아사망율의 상  치는 일본에 비해

서는 낮지만 크게 향상되었으며, 랑스, 독일, 네덜란드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 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인지된 건강상태와 자살사망율 지표에서는 상  상이 매

우 낮아 랑스, 독일, 네덜란드에 비하여 건강수  구성 지표들간의 균

형을 가지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수 이 재수 으

로 더욱 확 될 경우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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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2010년 우리나라와 4개국의 건강수준 비교 

구 분 평균수명 조기사망 자살사망률3) 인지된건강상태3) 영아사망률3)

상대적 수준(RS)1) 

 OECD 평균2) (A) 50.0 50.0 50.0 50.0 50.0 
 한국 (B) 60.3 61.0 0.0 9.4 66.7 
 일본 (C) 100.0 90.6 30.1 0.0 96.7 
 프랑스 (D) 71.0 49.6 42.4 48.0 53.3 
 독일 (E) 57.0 66.6 61.6 43.0 60.0 
 네덜란드 (F) 62.0 84.9 69.7 67.0 47.9 
 OECD와 차이 (B-A) 10.3 11.0 -50.0 -40.6 16.7 
 일본과 차이 (B-C) -39.7 -29.6 -30.1 9.4 -30.0 
 프랑스와 차이 (B-D) -10.7 11.4 -42.4 -38.6 13.4 
 독일과 차이 (B-E) 3.3 -5.6 -61.6 -33.6 6.7 
 네덜란드와 차이 (B-F) -1.7 -23.9 -69.7 -57.6 18.8 

주: 1) OECD 평균이 50이 되고, 최저값과 최고값이 0~100이 되도록 2000년 및 2010년 수치를 환산하여 상대적 수

준을 산출함.    
   2) 34개 OECD 국가 중 World Bank(2012년 기준)에서 분류한 high income 국가 31개국만 대상(칠레, 멕시코, 

터키 제외)으로 하였으며, 2000년 및 2010년 평균치를 각각 50으로 환산함. 
   3) 자살사망율, 인지된 건강상태, 영아사망율은 낮을수록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역으로 산출함. 

〔그림 5-15〕2010년 건강수준 위상 비교 (한국-OECD-일본)

  주: 자살사망율, 인지된 건강상태, 영아사망율은 낮을수록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역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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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2010년 건강수준 위상 비교 (한국-OECD-프랑스)

  주: 자살사망율, 인지된 건강상태, 영아사망율은 낮을수록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역으로 산출함.

〔그림 5-17〕2010년 건강수준 위상 비교 (한국-OECD-독일)

  주: 자살사망율, 인지된 건강상태, 영아사망율은 낮을수록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역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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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2010년 건강수준 위상 비교 (한국-OECD-네덜란드)

  주: 자살사망율, 인지된 건강상태, 영아사망율은 낮을수록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역으로 산출함. 

2010년 일본은 평균수명, 아사망률, 조기사망의 건강수 이 OECD 

국가 에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자살사망률 수 과 인지된 건

강상태의 수 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본의 건강수 의 특징은 우리나라

와 매우 유사하 다(그림 5-15).

2010년 랑스는 평균수명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사

망률, 조기사망, 자살사망률, 인지된 건강상태의 수 은 OECD 평균과 

유사하 다. 평균수명, 아사망률, 조기사망의 수 은 한국과 유사하

지만, 인지된 건강상태와 자살사망률 수 이 한국 보다 높았다(그림 

5-16).

2010년 독일은 평균수명, 아사망률, 조기사망, 자살사망률, 인지된 

건강상태의 모든 건강수 이 OECD 평균과 매우 유사하 다. 평균수명, 

아사망률, 조기사망의 수 은 한국과 유사하 지만, 인지된 건강상태와 

자살사망률 수 이 한국 보다 높았다(그림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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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네덜란드는 평균수명, 아사망률, 조기사망, 자살사망률, 인

지된 건강상태의 모든 건강수 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

사망률 수 은 한국이 높았으며, 평균수명의 수 은 한국과 유사하 다. 

하지만 조기사망, 인지된 건강상태, 자살사망률 수 이 한국 보다 크게 

높았다(그림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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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효율성 측면에서 본 한국보건의료 성과

모든 국가는 자국의 독특한 보건의료제도  환경이 있다. 이러한 제

도  환경하에서 보건의료자원의 투입, 로세스, 산출물 등이 결정된다

고 할 수 있다. 투입 비 산출물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성을 개략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에 포함한 인   물  보건의료 투입자원으로 측정한 지표는 

의사수, 병상수 등이며, 비용  지출을 측정한 지표는 1인당 국민의료

비  GDP 비 국민의료비 등이다. 보건의료활동지표로는 외래방문건

수, 퇴원환자수, 재원기간 등을 포함하 고, 근성 지표로는 미충족의료

의 정도와 본인부담 을 포함하 다. 보건의료의 질 지표에는 천식입원

율과 당뇨병 합병증입원율, 성심근경색원내사망률, 뇌졸 원내사망률 

등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최종 산출물인 건강수 에는 기 여명, 주

 건강상태, 잠재수명손실년수 등을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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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입 대비 프로세스   

가. 활동의사수 대비 의료이용

표 인 투입지표인 활동의사수 비 외래방문건수를 살펴보면, 

2000년 기 으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1.3명으로 

OECD 평균(2.7명)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의사의 진료량을 나타내는 국

민들의 연간외래방문건수는 한국이 10.6건으로 OECD 평균(7.0건)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6-1).

2010년 활동의사수 비 연간외래방문수를 보면 한국의 활동의사수는 

여 히 낮은 편(2.0명/인구 1,000명)이지만, 외래방문수는 OECD 평균

(7.0건)보다 월등히 높은 13.0건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6-2). 지난 10년

간 한국은 의사수 비 진료활동은 타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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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활동의사수 대비 연간외래방문건수 (2000년)

〔그림 6-2〕활동의사수 대비 연간외래방문건수(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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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의사수 대비 퇴원환자수

24개 OECD 국가의 활동의사수 비 퇴원환자수를 보면 두 변수사

이에는 양의 상 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그림 6-3). 2000년 기 으로 

한국은 활동의사수(1.3명/인구 1,000명)도 매우 은 편이지만 퇴원환자

수 한 매우 낮다(11,066명/인구 100,000명). 한국은 추세선

(R2=0.3128) 에 놓여 있어 투입 비 산출물 측면에서는 평균에 해당

하는 효율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활동의사수 비 퇴원환자수(16,886명/인구 100,000명)는 

2000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 다(그림 6-4). 한국은 추세선의 에 치

하고 있어 투입된 의사 비 산출인 퇴원환자수가 평균보다는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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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활동의사수 대비 퇴원환자수 (2000년)

〔그림 6-4〕활동의사수 대비 퇴원환자수(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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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상수 대비 평균재원일수

OECD 국가의 병상수 비 평균재원일수를 보면, 두 변수간에는 양

의 상 성(R2=0.3945)이 보임을 알 수 있다([그림 5-5]). 2000년에는 

병상수에 비하여 평균 재원일수가 높아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보

이고 있다. 한국은 2000년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4.65개로서 OECD 

평균 5.66개보다 낮은 편이지만, 평균재원일수는 12.9일로서 OECD 평

균 9.9일보다 높은 편이다. 

지난 10년간 OECD 31개국의 인구 비 병상수는 5.66개(인구 1,000

명당)에서 4.96개(인구 1,000명당)로 감소하 지만, 한국의 병상수는 인

구 1,000명당 4.65개에서 8.76개로 88.4% 증가하 다(그림 6-6). 재원

일수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OECD 31개국 평균은 9.9일에서 8.6일로 

감소한 반면, 한국은 12.9일에서 14.2일로 다소 증가하 다. 결국 [그림 

6-6]은 한국이 병상수와 재원기간에서 모두 상 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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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병상수 대비 평균재원일수(2000년)

〔그림 6-6〕병상수 대비 평균재원일수(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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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병상수 대비 퇴원환자수

OECD 국가의 병상수 비 퇴원환자수를 보면, 병상수가 증가할수록 

퇴원환자수가 증가(R2=0.3929)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7). 2000

년의 경우 병상수는 4.65개(인구 1,000명당)이며 퇴원환자수는 11,065

명(인구 100,000명당)으로서 OECD의 평균추세선의 아래에 치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OECD의 평균에 비해 병상수와 퇴원

환자수 모두 높은 편이지만, 여 히 OECD 평균추세선보다 아래에 치

하고 있다(그림 6-8). 병상수가 한국보다 은 많은 나라들이 퇴원 환자

수에는 한국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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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병상수 대비 퇴원환자수(2000년)

〔그림 6-8〕병상수 대비 퇴원환자수(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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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민의료비 대비 외래방문건수

200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는 770 USD($) PPP기 으로 

OECD 평균 1,890 USD($) PPP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그림 6-9). 그

러나 연간 외래방문건수는 OECD 평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

로 OECD 28개 국가의 1인당 국민의료비와 외래방문건수는 뚜렷한 연

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2010년의 경우 한국의 1인당국민의료비는 1,931 USD($) PPP로서 

OECD 평균 3,126 USD($) PPP보다는 여 히 낮은 편이지만 연간 외

래방문건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6-10). 외래방문건수만을 보았을 때, 한국은 의료비용 투입 비 의료활

동이 매우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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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연간외래방문건수(2000년)

〔그림 6-10〕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연간외래방문건수(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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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민의료비 대비 퇴원환자수

1인당 국민의료비와 퇴원환자수는 양의 상 성이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지만 OECD 국가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상 성을 보이고 있

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6-11). 2000년의 경우 한국은 1인당 국민의

료비도 낮지만 퇴원환자수 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0년의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퇴원환자수는 OECD 평균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그림 6-12). 

한국은 1인당 국민의료비 비 외래방문수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입원

이용인 퇴원환자수에서는 높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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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퇴원환자수(2000년)

〔그림 6-12〕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퇴원환자수(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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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입대비 산출물  

가. 활동의사수 대비 천식입원율 

천식은 한 방과 1차진료를 통하여 리할 수 있는 질환이며, 

천식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1차진료의 성과 연속성이 충분하지 못하

다는 것을 말해 다(Starfield et al., 2005). OECD 17개국의 활동의사

수와 천식입원율 한 역의 상 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그림 6-13). 한

국은 활동의사수가 매우 은 편이지만, 천식입원율은 93.2명(인구 10만

명당)으로 OECD 17개국  가장 높은 국가이다.    

〔그림 6-13〕활동의사수 대비 천식입원율(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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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상수 대비 뇌졸중 원내사망률 

뇌졸 은 최근 극 인 치료를 통해 원내 생존율이 많이 높아진 질

환으로 알려져 있다(Seenan et al., 2007). 뇌졸  원내 사망률은 성

기 의료서비스의 질을 반 하는 표 인 지표이다. [그림 6-14]는 병상

수가 많을수록 뇌졸  원내사망율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OECD 평균(20.4명/100명)에 비해 매우 낮음(9.5명/100명당)을 알 수 

있다. 

     

〔그림 6-14〕병상수 대비 뇌졸중 원내사망율(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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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의료비 대비 천식입원율

[그림 6-15]는 1인당 국민의료비가 높을수록 천식입원율이 낮음을 보

여주고 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낮은 국가에 해당하지만, 천식

입원율은 상 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5〕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천식입원율(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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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민의료비 대비 뇌졸중 원내사망율

1인당 국민의료비와 뇌졸  원내사망율의 계를 보면(그림 6-16), 한

국은 낮은 1인당 국민의료비임에도 불구하고 뇌졸  원내사망율로 측정

한 의료의 질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6〕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뇌졸중 원내사망율(남,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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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민의료비 대비 유방암 생존율

최근 유방암 생존율은 조기검진과 치료기술의 발 으로 지속 으로 

향상되었다(Mauri et al., 2008). 유방암 생존율은 한 국가의 의료의 질

을 나타내어 주는 표 인 지표이다(OECD, 2012). [그림 6-17]은 1인

당 국민의료비가 높을수록 유방암 생존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R2=0.4346). 한국은 1인당 국민의료비도 낮지만, 유방암 5년 상 상존

율이 77.0%로 OECD 평균 82.0%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7〕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여,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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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민의료비 대비 대장암 생존율

장암은 세계 으로 폐암, 유방암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다(Parkin et al., 2005). 장암 생존율은 조기검진과 치료기술의 

발 으로 꾸 히 증가하 다(OECD, 2012). [그림 6-18]은 1인당 국민

의료비와 장암 5년 상 생존율이 양의 상 성을 보임을 말해 다. 한

국은 1인당 국민의료비는 낮은 편이지만 장암 5년 상 생존율은 

OECD 평균에 근 하고 있다.   

〔그림 6-18〕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남,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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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투입대비 최종 산출물   

가. 활동의사수 대비 기대여명

2000년 활동의사수 비 기 여명을 살펴보면, 한국은 두 지표 모두

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그림 6-19). 2000년 한국의 

기 여명은 76.0세이지만, OECD 26개국 평균 기 여명은 80.7세이다. 

[그림 6-19]는 활동의사수와 기 여명은 상 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의 경우, 한국의 활동의사수는 여타 OECD국가에 비해 낮지

만, 기 여명은 80.7세로서 2010년 OECD 평균 79.8세보다 높아졌다

(그림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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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활동의사수 대비 기대여명(2000년)

〔그림 6-20〕활동의사수 대비 기대여명(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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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의사수 대비 잠재수명손실년수

잠재수명손실년수는 조기사망 정도를 나타내는 표 인 지표이다. 한

국의 2000년 활동의사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지만, 잠재수명손실년수

는 4,950년(인구 10만명 당)으로 OECD 24개국 평균 4,913년(인구 10

만명당)과 비슷한 수 이다(그림 6-21).    

[그림 6-22]는 활동의사수가 많아질수록 잠재수명손실년수가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0년 잠재수명손실년수가 3,247년(인구 

10만명당)으로 OECD 평균 3,747년(인구 10만명당)에 히 낮아짐을 

알수 있다.   

〔그림 6-21〕활동의사수 대비 잠재수명손실년수(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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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활동의사수 대비 잠재수명손실년수(2010년)

다. 활동의사수 대비 인지된 건강상태

주 으로 인지된 건강상태 지표는 개인이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 (%)을 나타낸다. [그림 6-23]을 통

해 활동의사수가 많을수록 인지된 건강상태가 좋음을 알 수 있다

(R2=0.2143). 한국의 인지된 건강상태가 매우 낮은 편인데, OECD 19

개국 평균이 66.0%이며 한국은 37.6%이다. 한국은 평균추세선보다는 

아래에 치하고 있어 활동의사수가 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인지된 

건강상태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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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활동의사수 대비 인지된 건강상태(2010년)

라. 국민의료비 대비 인지된 건강상태

[그림 6-24]는 1인당 국민의료비와 인지된 건강상태의 연 성을 보여

주고 있다(R2=0.3433). 국민의료비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높아짐을 확

인할 수 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낮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고 

인지된 건강상태가 매우 낮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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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인지된 건강상태(2010년)

 

마. 국민의료비 대비 기대여명

[그림 6-25]을 통해 OECD 국가들의 1인당 국민의료비와 기 여명은 

높은 양의 상 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R2=0.5581). 한국은 2000년 기

으로 국민의료비 수 은 아직 낮지만 평균 추세선 에 치하고 있

어 비용 비 최종산출물인 기 여명은 낮은 수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한국의 기 수명은 OECD 평균보다 높으며, 1인당 

국민의료비를 감안한 평균 추세선보다 높은 곳에 놓여 있음을 다시 확

인할 수 있다(그림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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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기대여명(2000년)

〔그림 6-26〕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기대여명(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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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민의료비 대비 잠재수명손실년수

[그림 6-27]은 2000년 기  1인당 국민의료비가 높을수록 잠재수명손

실년수는 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 다(R2=0.5464). 한국은 2000년 

잠재수명손실년수가 OECD 평균 정도이지만, 한국의 낮은 1인당 국민

의료비 수 을 감안할 때는 손실년수가 낮은 편이 아님을 알수 있다. 

2010년을 기 으로 볼 때, 한국의 잠재수명손실년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으며, 1인당 국민의료비를 감안하더라도 손실년수는 낮음을 알 

수 있다(그림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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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7〕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잠재수명손실년수(2000년)

〔그림 6-28〕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잠재수명손실년수(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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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평성 측면에서 본 한국보건의료 성과

모든 국가는 자국의 독특한 보건의료제도  환경이 있다. 이러한 제

도  환경하에서 보건의료자원의 투입, 로세스, 산출물 등이 결정된다

고 할 수 있다.  형평성은 투입과 산출의 각각의 역에서 평가할 수 있

다. 본 에서는 기존 우리나라, 그리고 OECD 국가를 상으로 한 재

원조달의 형평성과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우리

나라 보건의료의 형평성 치를 살펴보았다. 

  1. 보건의료 재원조달의 형평성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형평성은 Kakwani지수(Kakwani, 1977)를 이용

하 다. Kakwani지수는 수직  형평성(vertical equity), 즉 부담능력에 

따른 차별  부담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보건의료에 지출

된 분포지수(concentration index of payment)와 소득의 분포

지수(Gini index)간의 차이로서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얼마나 진 으로 

조달되었는가를 나타낸다(그림 6-29). 

〔그림 6-29〕의료비누적곡선과 소득누적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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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사회보험료 공공소계 본인부담금 합계

한국(2000) 0.1559 -0.1634 -0.0600 0.0124 -0.0239
한국(2010)

  직장 0.1598 -0.0082 0.1014 -0.1115 0.0159
  지역 0.0352 -0.0337 -0.0069 -0.2312 -0.1323
미국(1987) 0.1487 0.0181 0.1060 -0.3874 -0.1303
영국(1993) 0.0456 0.1867 0.0792 -0.2229 0.0510
독일(1989) 0.1100 -0.0977 -0.0533 -0.0963 -0.0452
네덜란드(1992) 0.0714 -0.1286 -0.1003 -0.0377 -0.0703
스위스(1992) 0.1590 0.0551 0.1389 -0.0369 -0.1402
핀란드(1990) 0.0555 0.0937 0.0937 -0.2419 0.0181

Kakwani지수는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 값은 -2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양을 값은 보건의료비 재원조달이 진 임을 나

타낸다. 즉, 지불능력이 클수록 보건의료에 한 재정  부담을 비율

으로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Kakwani지수의 음의 값은 지불능

력이 클수록 오히려 재정부담을 비율 으로 더 게 하는 역진성을 나

타낸다. 

Kakwani지수 = 보건의료에 지출된 누적분포지수(concentration index of payment) - 소득의 

누적분포지수(Gini index)   

 
Kakwani지수로 살펴본 한국의 보건의료재원의 형평성은 2000년 

-0.0239으로 소득 역진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1). 항목별로 살펴보

면, 조세는 소득 진 이었지만,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은 사

회보험료가 소득역진 (-0.1634)인 값으로 나타나 체 공공부문의 지수

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Kakwani지수는 

0.0159로 형평성이 향상되었지만,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형평성이 악화되

어 Kakwani지수가 -0.1323으로 여 히 소득역진 이었다.   

〈표 6-1〉Kakwani지수의 OECD 국가간 비교

자료: 한국(2000) 지수는 양봉민 외(2003)의 연구, 한국(2010) 지수는 최정규(2012)의 연구, 그 외 국가는 Wagstaff 
et al.(1998)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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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의 Kakwani지수를 살펴보면, 국의 재원조달의 형평성

(0.0510)이 가장 높았으며, 핀란드가 0.0181로 나타났다. 미국과 스 스

는 소득 비 보건의료재원이 역진 으로 조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소득역진 인 재원조달에서 소득 진 인 재원조달

(직장의 경우) 국가로 형평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건의료 이용의 형평성   

의료이용의 측면에서 형평성은 HIwv지수(Doorslaer et al., 2000)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HIwv지수는 수평  형평성(horizontal equity), 

즉 의료  필요에 따라 의료이용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

는 소득분 별  실제의료이용량과 유병율 등 의료에 한 요구 등

을 감안한 상의료이용량과의 차이로 산출된다(그림 6-30). 

〔그림 6-30〕실제의료이용누적곡선과 예상의료이용누적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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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료이용량과 상의료이용량은 일반 으로 소득일수록 더 높다

고 할 수 있으므로 (그림 6-30)에서 곡선은 로 볼록한 형태를 보인다. 

HIwv지수가 0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 의료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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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방문수 재원일수

한국(1998) -0.088 -0.213
한국(2010) -0.015 -0.052
미국(1987) -0.038 -0.195
영국(1989) -0.072 -0.171
핀란드(1996) -0.038 -0.282

미하여 완벽한 수평  형평성을 달성하 다고 할 수 있다. 양의 값을 가

지면 필요한 의료서비스보다 더 많이 의료이용을 하 다는 의미로서 부

유층에 더 유리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음의 값을 가지면 

의료요구에 비해 실제의료가 빈곤층에서 더 많이 이용되는 것을 의미하

는 빈곤층에 유리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HIwv지수로 살펴본 한국의 외래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1998년 

-0.088에서 2010년 -0.015로 형평성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표 6-2). 

다른 OECD 국가의 외래 의료이용의 HIwv지수는 국(-0.072)이 가장 

형평성이 양호하 다. 한국은 국, 미국, 핀란드에 비해 외래 의료이용

에서는 형평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2〉HIwv지수의 OECD 국가간 비교

자료: 한국(2000) 지수는 권순만 외(2003)의 연구, 한국(2010) 지수는 김진구의 연구, 그 외 국가는 van Doorslaer 
et al.(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수치임.

입원의 한국 HIwv지수는 1998년 -0.213에서 2010년 -0.052로 형평

성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표 6-2). 다른 OECD 국가의 입원 의료이

용의 HIwv지수는 핀란드(-0.282)가 가장 형평성이 양호하 다. 한국은 

국, 미국, 핀란드에 비해 입원 의료이용에서는 형평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외래에 비해 입원에서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체로 양

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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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는 최근 공표된 ‘OECD 보건통계 2012’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활동, 건강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특성과 변

화를 악하 다. 2000년과 2010년의 변화 양상을 OECD 국가의 평균

수 과 비교하여 상  수 을 나타내는 지표로 산출하여 이다 도표

를 통하여 종합 으로 진단하 다. 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체

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가인 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 4개국과 비

교하여 검토하 다. 

더불어 한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비교하기 해서 몇가지 지표를 선정

하여 보건의료자원 투입 비 보건의료활동, 건강수 과 비교하여 효율

성을 악하 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

성과 치를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상을 평가하고, 보건정책과

제를 도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1. 보건의료자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간호사 공 은 

지속 으로 증가하여 왔다. 하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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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 간호사 인력은 여 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OECD 평균에 

비하여 의사는 약 64%, 간호사는 약 50% 수 이다. 본 연구에서 비교

한 일본, 랑스, 독일, 네덜란드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 이다.  

병상수, 병원수, 고가의료장비수는 OECD 평균보다 매우 가 르게 증

가하고 있다. 부분의 OECD 국가는 병상수가 감소 추세인데 우리나라

는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장기요양 병상이 증하 으며, 성기병상도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병원에 한 통제와 함께 성기 병원시설의 증

가를 유인하는 련 정책에 한 개선이 시 하다. 고가의료장비의 투입

이 랑스, 독일, 네덜란드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 이며, 의원  의료기

에서도 보유장비가 많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자원이 의료공 체계의 

심이 되어 통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원의 효율  활용을 해 보다 

극 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자원의 한 수 계획과 

책, 지리  분포의 불균형 해소를 한 정책이 요구된다.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낮은 수 이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며 약제비 비 이 높다. 공공의료비 비 은 보장성 확

로 향상되었으나 여 히 OECD 국가  낮은 수 으로 본인부담 비율

이 높게 나타나 소득계층간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 보건의료활동 

우리나라는 의사방문수와 평균재원일수가 일본에 이어 가장 높은 국

가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일본을 포함하여 다른 OECD 국가들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증가하고 있어 향후 OECD 국가의 평균과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측된다. 이는 의료자원의 비효율  활용, 

의료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높은 외래이용과 긴 재원기간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수가정책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책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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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이러한 높은 의료이용 패턴에도 불구하고 미충족의료 비율과 본인부

담 비율은 여 히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수 을 나타내어 근

성과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한 1차 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리지

표인 당뇨, 천식, COPD 입원율이 높아 1차의료의 미흡, 진료의 연속성 

부족 문제가 제기된다.  

  3. 건강수준

우리나라의 건강수 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평균수명 연장, 

조기사망 감소 등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아사망율은 2010년 

OECD 평균의 1/2 수 으로 낮다. 그러나 DALY와 건강수명 지표로 

볼 때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지내는 질병부담이 OECD 국가들에 비하

여 다소 높은 문제가 있었다. 한 우리나라는 자살사망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인지된 건강수 이 지난 

10년간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표 인 건강수  지표가 향상되었

음에도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다.

  4. 보건의료자원과 보건의료활동 및 건강수준의 비교 

2000년과 2010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자원과 보건의료활동, 그리고 

건강수 을 종합 으로 보면 지난 10년간 보건의료자원 공 은 병상과 

병원, 고가의료장비가 크게 증가하 다. 보건의료활동은 인구당 진찰건수

와 의사당 진찰건수, 평균재원일수가 증가하 다. 이에 비하여 의료비용

은 아직까지 효율 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수 은 여

러 건강결정요인에 의해 향을 받긴 하지만 평균수명이 크게 향상되고, 

조기사망과 아사망이 감소하 다. 그러나 건강지표  자살사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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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게 증가하고, 인지된 건강상태는 답보상태를 유지하는 양상을 나타

냈다. 보건의료자원과 보건의료활동  건강수 의 변화 방향이 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달리 

일본과 유사한 ‘일본화’ 패턴을 따라가고 있어, 일본 보건의료체계의 장

과 단 을 검토하고, 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7-1〕2000~2010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활동 및 건강수준 위상 

비교  

 주: R 은 사망 관련 지표는 값이 클수록 낮은 건강수준을 나타내므로 값이 클수록 낮은 상대적 수준으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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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효율성 

가. 투입대비 프로세스   

우리나라는 활동의사수 비 외래방문건수와 퇴원환자수는 타 OECD 

국가보다 높으며 투입 비 의사활동도 높았다. 2000년에는 병상수에 비

하여 평균 재원일수가 높아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보 다. 2010

년의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는 1,931 USD($) PPP로서 OECD 

평균 3,126 USD($) PPP보다는 여 히 낮은 편이었다. 1인당 국민의료

비 비 연간 외래방문건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았지만, 입

원이용인 퇴원환자수에서는 높지 않았다. 

나. 투입대비 산출물   

한국은 활동의사수  1인당 국민의료비 비 천식입원율이 OECD 

17개국  가장 높았다. OECD 국가의 결과에서 병상수가 많을수록 뇌

졸  원내사망율이 낮았는데,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국은 낮은 1인당 국민의료비에도 불구하고 뇌졸  원내사망율로 측정

한 의료의 질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1인당 낮은 국민의

료비를 감안하더라도 유방암 5년 상 생존율은 77.0%로 OECD 평균 

82.0%보다 낮고, 장암 생존율은 OECD 평균과 유사한 수 을 보여 

지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다. 

다. 투입대비 최종 산출물   

2010년 한국의 활동의사수는 여타 OECD국가에 비해 낮지만, 기 여

명은 80.7세로서 OECD 평균 79.8세보다 높았다. 한국의 2010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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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지만, 잠재수명손실년수가 3,247년(인구 

10만명당)으로 OECD 평균 3,747년(인구 10만명당)에 비해 히 낮

았다. 하지만 주 으로 인지된 건강상태 지표에서 활동의사수와 1인당 

국민의료비가 낮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인지된 건강상태가 매우 낮음

을 알 수 있었다.  

  6. 형평성 

가. 보건의료 재원조달의 형평성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형평성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Kakwani지수

(Kakwani, 1977)로 비교하 다. 한국의 Kakwani지수는 2000년 

-0.0239으로 소득역진 이었다. 2010년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Kakwani

지수는 0.0159로 형평성이 향상되었지만,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형평성이 

악화되어 Kakwani지수가 -0.1323으로 여 히 소득역진 이었다. 

OECD국가의 Kakwani지수를 살펴보면, 국의 재원조달의 형평성

(0.0510)이 가장 높았으며, 핀란드는 0.0181로 나타났다.

나. 보건의료 이용의 형평성  

의료이용의 측면에서 형평성은 기존 연구의 HIwv지수(Doorslaer et 

al., 2000)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한국의 외래 의료이용의 HIwv지수

는 1998년 -0.088에서 2010년 -0.015로 형평성이 악화되었다. OECD 

국가의 외래 의료이용의 HIwv지수는 국(-0.072)이 가장 형평성이 양

호하 으며, 한국은 국, 미국, 핀란드에 비해 외래 의료이용에서는 형

평성이 낮았다. 입원 의료이용의 한국 HIwv지수는 1998년 -0.213에서 

2010년 -0.052로 형평성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외래보다 입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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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체로 양호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절 정책제언  

  1. 보건의료자원 수급의 계획과 적정 관리 

아직까지 의사와 간호사 인력의 공 수 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 이다. 하지만 향후 인구구조와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보건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특성이 변화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이에 응

하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직종에 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

속 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 의료인력계획 수립  평가를 한 인

라 구축이 필요하며, 의료인력수  련 이해 계자와 자문그룹의 참여 

하에 체계 인 의료인력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한 실질

인 1차 의료를 제공할 의사인력 확보를 한 실 가능한 정책을 인력과 

수가, 의료의 질 제고 정책과 연계하여 통합  시각에서 모색하여야 한

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병상  고가 의료장비의 과

잉 공 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ECD 국가의 병상공  추세

를 보면 성기병상이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

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장기요양 

병상도 속히 증가하여 OECD 평균보다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성  장기요양 병상 과잉공  문제를 해결하기 

한 책이 시 하다. 민간 심의 의료자원공 으로 인한 시설, 장비

의 통제가 어려운 한국  특성이 있기는 하나, 인구 노령화, 질병패턴 

변화 등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비용-효과 (cost-effectivenes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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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수 있는 총량  책과 함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한 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행 병상수 기  건강보험수가의 가산제나 여기  

등 차별화 유인이 개선되어야 하며, 의료기  종별  병상 기능별 기능 

재정립이 시 하다. 장기 으로 외국과 같이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

에 한 국가의료자원 배치계획(National Helath Care Resourses 

Allocation Plan)이나 보건의료시설 리계획(National Hospital Bed 

Allocation Plan) 수립을 통해 장기  에서 의료자원의 효율  배치

와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높은 의사진찰수와 재원일수에 비하여 의료비용은 수가와 여 

등에 의해 아직까지 효율 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비 비 건강수 이 높았다. 그러나 향후 보장성 강화와 여범  

확 , 노인의료비 증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망되

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의료비 억제를 해 합리

인 자원배분과 한 건강보험 수가개편 정책이 더욱 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보건의료활동 

긴 재원일수와 높은 의사진료건수 등 우리나라 의료이용량은 일본을 

제외하고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 이다. 은 의료인력으로 보건

의료 이용이 높다는 것은 생산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과잉진료 가

능성, 의료의 질과 환자만족도 하와 국민의료비 상승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이용량에도 불구하고 미충족 의료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 히 높은 본인부담 수 으로 인한 소득계층간 의료

이용의 불평등 문제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의료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의료비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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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기 해서는 외래와 입원의 과잉이용 억제를 한 건강보험 수가정

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차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방가능한 입원, 즉 당뇨, 천식과 COPD로 

인한 입원율이 높아 1차의료 체계가 미흡하고 의료 달체계가 효과 으

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1차의료체계의 강화와 실 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가정책, 보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이

를 철하기 한 정책 당국과 이해 련자 단체  의료이용 소비자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았는데, 특

히 외래이용의 형평성이 낮았다. 한 본인부담 과 미충족의료 수 이 

높다는 에서 소득수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한 정책  

노력도 긴요하다.

  3. 건강수준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 건강수 에서 상당

한 진 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기 수명 증가, 조기사망의 감소로 

OECD 평균보다 낮았던 건강수 이 OECD 평균 이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인지된 건강상태가 정체 내지 악화되고 있으며 자살사망율이 

OECD 국가  가장 높은 수 으로 증하고 있다. 한 DALY와 건강

수명 지표로 볼 때 질병부담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여 히 높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주  건강상태 인식에 한 나라별 문화  인식

차이 등을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인지된 건강수 이 

낮고 자살사망율은 OECD 국가  가장 높은 은 건강수 의 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 문제와 질병부담 등의 상반된 특징을 가

지고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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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 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

체계의 개선 외에 비의료  요인을 통한 근 정책도 강조되어야 한다. 

건강한 생활습 의 실천을 높일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확산과 생활화, 

질병 방 활동의 강화, 정신건강의 향상 책이 고령화 시 , 만성질환 

시 를 맞고 있는 한국에 요한 보건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반 인 보건의료 자원과 보건활동에 비추어 건강수

이 높은 일본과 유사한 ‘일본화’ 패턴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

이다. 일본은 평균수명, 아사망률 등 건강수 은 OECD 국가 에서 

가장 좋은 반면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국민의료비 산정기 에 제외된 부분이 있어 체 의료비

가 과소보고 되고 있다. 한 정부의 의료비 통제와 의사인력수 의 통

제력 제약으로 병상과 고가의료장비가 과도하게 공 되어 왔고, 의료비 

통제를 한 정부의 수가 정책은 재원일수, 외래방문횟수를 증가시키

고,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 만족도 하 문제를 야기하

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자원의 배분 합리화와 

보건의료체계 성과 제고를 한 종합 인 진단과 이에 따른 응은 

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발 에 피할 수 

없는 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4. 효율성과 형평성 개선  

투입 비 로세스측면에서 한국보건의료의 효율성 성과는 지표마다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낮은 의사수와 1인당 국민의료비에 비

해 외래는 효율성이 높지만, 입원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병

상수와 재원기간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아 의료자원의 비효율 인 활

용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보건의료의 효율성 향상을 해서는 병상수에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3

한 한 리가 필요하다.

한국은 낮은 의사수와 1인당 국민의료비에 비해 기 여명은 높고, 잠

재수명손실년수가 낮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여타 국가에 비해 다소 

고효율 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으로 인지된 건강상태 지

표에서는 한국인의 건강수 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최종 

산출물인 건강수 을 측정하기 해서는 다양한 지표들을 상호 비교해야

함을 말해 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보건의료 재원조달의 형평성이 다소 향상되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이용의 측면에서 형평성  입원에서는 지난 

10년간 다소 개선되었지만, 외래에서는 큰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

서 외래서비스 이용에 한 형평성 정도를 면 히 모니터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에서 의료체계의 효율성, 형평성

을 개략 으로 진단하는데 그친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지속가능성, 연

속성, 환자 심성,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평가가 보다 포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앞서 연구의 제약 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OECD  

각국의 인구 구조와 이에 따른 의료수요 차이, 보건의료제도 차이, 사회

문화  다양성, 자료수집방법의 차이 등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에서 한

계가 있으며, 이 이 결과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는 보고통계의 표 화를 해 노력하고 있어 이러

한 이 개선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보건의료 특징과 성과, 그리

고 취약 과 강 을 로벌 표 에 비추어 가늠해보고, 개선방향을 탐색

했다는 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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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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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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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100세 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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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공적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적전달체계의 
수직적편제와 수평적배열의 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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