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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치과의료계는 극심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치과의료계를 대표하는 두 가지 축은 네트워크 치과에서 발화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격경쟁과 노인 틀니, 스케일링, 노인 임플란트 등 급격한 

치과의료분야의 급여화 확대이다. 임플란트 진료비의 급격한 저하로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정치료의 진료비 

마저 가격경쟁으로 왜곡되고 있다. 치과의료분야 급여화 확대에 있어서는 

막대한 자본에 대한 의료재정 준비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기존의 

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가를 책정하고, 재료 추가비용이나 재료 변경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아, 해당 진료 분야의 급격한 질 저하와 기술 

정체가 예상되는 바이다. 이는 치과의료보장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대표하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의료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의료개혁이 일어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제도와 그 속의 

치과의료보장제도에 대해 동일한 틀 내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어떻게 

의료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며 발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치과의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논의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분석과 해결책 논의를 위해 치과의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우리나라 치과의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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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각 국의 의료보장제도 및 치과의료보장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툴로써 

의료제도론의 고전인 Roemer의 ‘의료제도의 구성요소와 그 관계’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 내용은 ‘의료자원’, ‘의료보장제도 조직’, 

‘의료보장제도 재원’, ‘의료보장제도 관리’, ‘의료서비스 공급’이다.  

 연구결과 의료자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력수준은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장비자원에 있어서는 병상 수 및 

고급의료장비 수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병원 입원 진료를 선호하는 역사적 배경과 병원에 대한 국가지원이 

부족하여 생기는 검진 중심의 수익구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치과의사 수가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의료비 규모 자체가 

타국에 비해 매우 작았기 때문에 의료재정 확보를 통한 의료비 규모 

확대가 치과의사 수의 수급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장제도 조직에 있어서는 일본의 고령자 의료제도와 치과의료 

예방진료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싱가폴은 의료저축제를 

통해 향후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개인적 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PPO, HMO 방식의 민간보험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주치의를 제공하였다.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미성년의 

의료 및 치과진료에 대해서는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었다. 또 치과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치과진료비 지원금제도 등을 통해 치과진료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민간보험을 공공보험 

내에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고, 형평성을 보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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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고, 위험조정기금 제도, 정액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었다. 의료보장제도 재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지원이 매우 낮고, 보험료율이 낮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의료보장제도 관리에 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급여진료에 대해서도 

추가요금 징수를 허용함으로써 보험진료에 대한 경쟁력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보험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의료비 과잉소비를 막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민간보험과 의료저축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의료재정부담을 민간보험 및 개인에 분산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 치과의료분야에 있어서 교육, 검진, 예방진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만들고 급여화를 확대하며, 급여진료에 대해서 추가요금 

징수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며, 마지막으로 의료의 질 평가를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치과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공공의료, 의료개혁, 치과의료 

학  번 : 2010-2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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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강남에 가면 한 건물에 3~4개씩 치과의원이 입점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강남이 아닌 서울 내 번화한 사거리에도 대여섯 개의 

치과가 밀집되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2년 폐업한 치과병원이 25개소, 폐업한 치과의원이 

854개소로, 신규개원 대비 폐업률이 약 74%에 이르고 있다[1]. 이는 

갈수록 치과의료계의 개원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과도한 

경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불황의 상황에서 최근 치과의료계의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네트워크 치과에서 발화한 진료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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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09~2012년 치과병원,의원 폐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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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치과의료분야의 건강보험 급여화의 확대이다.  

일부 불법적 네트워크 치과에서 시작된 임플란트 진료비 가격경쟁은 

최근에는 교정 등의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치과의료분야의 급여화의 확대는 2013년 노인틀니, 예방적 치석제거 

급여화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급여화될 예정이며, 2015년 7월부터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자는 치과의료시장에 대한 자유주의 방식의 

자율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후자는 사회주의 방식의 복지정책의 

모습을 보여준다. 의료 및 치과의료에 있어 자율시장경쟁을 강조하는 

국가가 미국이고, 사회복지정책을 강조하는 국가가 영국이다. 

자율경쟁을 강조할 경우,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꽤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의 형평성이 훼손됨으로써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의료의 혜택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의료복지정책을 강조할 경우, 전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이 주어짐으로써 

형평성을 철저히 할 수 있지만, 의료인의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기술의 발전이 더디고, 의료재정의 압박문제, 의료인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양극단을 채택하기 보다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적절히 함께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을 통해 복지정책이 강화될 예정이며, 

영국에서는 의료재정 부족, 의료의 질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율경쟁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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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서로 상충되어 공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의료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해, 적절히 조화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최근 각국 의료보장시스템 개혁의 공통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치과의료보장 시스템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의료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최근 불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치과의료계에서의 진료비 가격경쟁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 가격 경쟁은 이미 도를 

넘어서서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임플란트 도입 초기 수입 

임플란트에 대한 진료비가 최소 300만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빠르고 큰 폭의 가격인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활동기준원가(Acivity 

Based Costing, ABC)에 근거해 산정한 임플란트 치료 시의 행위 당 총 

원가‟가 157만원인 것과 비교해도 원가 이해의 수준이다[2]. 개원의들은 

임플란트 수가감소에 대한 원인을 치과 의료기관 증가로 인한 

수가경쟁(34,3%)과 기업형 네트원크 치과들의 과도한 

수가내리기(32.8%)로 꼽았다[3]. 이 같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치과의사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환자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가격문제 때문에 저렴한 임플란트를 선택한 환자에게서 임플란트 치주염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감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치과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교정치료 진료비가 300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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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에 따라 기술 노후화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순리적 과정이다. 하지만 일부 구성원의 이기심 때문에 

비순리적인 가격하락이 시작되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질 경우 해당 

분야는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후속 기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고, 후속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의료 및 치과의료 분야의 경우 이 같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적절한 진료비와 적절한 

진료수준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통해 

의료의 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가격경쟁을 통한 음성적 경쟁이 아니라, 

질, 서비스 경쟁을 통한 양성적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왜곡없이 의료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치과의료분야의 급속한 급여화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압박문제, 급여화 항목에 대한 기술 후진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스케일링 지원 예산을 연간 2100억 

원, 부분틀니 예산을 연간 4974억 원, 전체틀니 예산을 연간 3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였다[4].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에서 치과분야에 대한 연간 

예산이 1조 5천억 원에 불과한데, 이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4년 임플란트 보험이 추가로 진행될 경우의 추산 예산은 10조인데, 

이 같은 예산을 과연 보험료율의 증가와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국민들의 구강위생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치과의료분야에서의 급여화 확대는 순리적 

과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증가되는 의료비에 대한 대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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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계획 없이 급여화가 확대되는 경우, 치과의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환자는 합리적인 진료를 받기 힘들어진다. 단적으로 

부분틀니, 완전틀니에 대한 수가는 기존 수가에 비해 20~30% 낮게 

책정되어 부분틀니의 수가는 한 악당 지대치 2개 기준으로 164만원, 

완전틀니는 한 악당 95만원이다.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율은 50% 

수준으로 환자는 부분틀니의 경우 80~90만원, 전체틀니의 경우 

40~50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재정마련이 충분히 되지 않아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은 편이며, 치과의사 입장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보험틀니 진료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낮은 수가를 

통해서는 낮은 질의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 순리인데, 환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는 깨질 수 있다. 물론 

의사, 치과의사가 의료인으로써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로 진료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진료의 경우, 추가 재료나 재료의 변경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진료분야 기술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 2014년 임플란트가 급여화될 경우, 특히나 다양한 임플란트 

재료에 대해 고가의 질 좋은 재료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플란트 분야의 지속적 발전이 이제 하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다. 급여화 확대를 통해 의료의 형평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의료재정을 공고히 하여 의료인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보험진료에 대해서도 기술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질적 차이를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의료보장제도의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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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치과의료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간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및 치과의료보장제도의 모습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것이다.  

치과의료보장제도는 의료보장제도의 큰 틀 내에 속하여 운영되지만, 

치과의료가 의료분야와 역사적으로 출발점이 다르고, 치과의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치과의료가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치과의료보장제도 및 의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드러내어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의료보장제도를 분석할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볼 것이다.  

 

1.2 연구 방법 

일반적으로 OECD 는 의료보장제도를 다음의 3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해 고안되어 시작된 사회보장유형이 

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일부 유럽국가와 한국, 일본 등에서 

조합, 공단, 정부기관 등과 같은 보험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의료보험을 택하고 있다.  

둘째, 영국에서 시작된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서비스유형(National Health 

Services, NHS)이 있다. 국민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징수한 조세에 

기초해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지만, 의료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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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국을 대표로 하는 민간서비스유형이 있다. 환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대신 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되고 고액보험료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등층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의료보장제도를 동일한 틀 내에서 

효율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비교의 틀로는 의료제도론의 고전인 

Roemer 의 „의료제도의 구성요소와 그 관계[6]‟ 모형을 이용할 것이다.  

Roemer 는 각 나라의 의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해 모든 

의료보장제도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을 

추출해내고 그 사이의 관계를 도식화하였다. 의료보장제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의료자원‟, 의료자원으로 조직된 „의료보장제도 조직‟, 

의료보장제도의 근본이 되는 „의료보장제도 재원‟, 의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보장제도 관리‟,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의료서비스 공급‟으로 총 5 개이다. 이 5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의료보장제도는 의료수요를 input 으로 받아, 

의료결과라는 output 을 배출하게 된다. 구성요소들 사이의 단순화된 

관계도는 [그림 2. Roemer 의 의료보장제도 구성요소와 관계]와 같다. 

 

 

 

 

 

 



8 

 

[그림 2. Roemer 의 의료보장제도 구성요소와 관계] 

 

 

1.2.1.의료자원 

의사 수, 치과의사 수, 병원 수, 공공병원/비영리민간병원/영리병원의 

병상 수 비율, 병상 수, 고급의료장비에 해당하는 CT 및 MRI 수 등을 

자료로 조사하였다. 그 외에도 보건소 수, 장기요양병원 수, 의약품 소비, 

1 인당 의약품 소비량, 의료지식 등이 의료보장제도 분석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6].  

 

1.2.2 의료보장제도 조직 

의료자원은 효율적으로 조직화되어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의료자원 조직화의 대표적 예는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MOH)에서 운영하는 예방서비스, 의료서비스, 간호원이나 위생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보건복지부 외에도 교육부에서의 의료인력 양성 

활동, 법무부에서의 의료법, 건강보험법, 감염관리법 등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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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등이 의료보장제도 조직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국가기관 뿐 아니라 기업에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병원운영이나, 보험료 지원, 운동 프로그램 지원활동 등도 해당되며,   

민간보험사 또한 포함된다[6]. 본 연구에서는 각 나라의 보건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의료보장제도의 구성과 그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고, 

의료보장제도 가입자 비율, 민간보험 가입자 비율을 조사하였다.  

 

1.2.3 의료보장제도 재원 

의료보장제도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정된 재원을 운영해야 한다. 재원은 의료보장제도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재원은 일반조세, 사회보험, 

기업 기부금, 본인부담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비율은 각국 

의료보장제도의 배경과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의료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 합리적인 보험료율 

결정, 의료의 과잉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의료지출 중 공공부담 및 민간부담의 비율을 살펴보고, 

보험료율, 1 인당 연간 국민의료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정부지출 중 국민의료비 비율, 총 의료지출 중 본인부담금 비율 및 

약제비 비율에 대해 조사하였다. 치과분야에 있어서 치과의료비의 비율 

및 치과의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나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공공의료의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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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이고 의료비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그 중 개인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2.4 의료보장제도 관리 

의료보장제도 관리는 계획(planning), 운영(administration), 

규제(regulation), 법률(legislation) 등을 포괄하는 활동으로 보건법, 

의약품관리법, 보건의료인력 면허, 공공근무 의무, 의료시설 규제, 

의료서비스 평가, 건강증진 관련법 등이 포함된다[6]. 이는 

의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수단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급여항목 및 

급여진료비 결정방식, 급여진료에 대한 비급여진료와의 혼합진료 가능 

여부, 의료의 질 평가 여부, 민간보험사 규제 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공공의료 공급자에 대한 계약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의료의 과잉이용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 의료의 질 저하 문제, 

공공의료에 대한 대기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조사 내용 또한 이 카테고리에 포함시켰다.  

 

1.2.5 의료서비스 공급 

의료보장제도의 궁극적인 역할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다. 여러 

국가에서는 환자가 질환 수준에 맞는 의료제공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1 차 

의료, 2 차 의료, 3 차 의료로 구성되고, 1 차 의료에서는 건강문제와 

예방법에 대한 교육, 일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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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에 대한 공급 등을 담당한다. 더 나아가 음식물 섭취와 적절한 

영양섭취에 대한 홍보, 가족계획과 모자보호, 지방 풍토병의 예방과 

통제 등도 1 차 의료의 영역이다. 2 차 의료에서는 환자이송서비스, 

입원서비스, 일반장기요양보호 등을 담당하고, 3 차 의료는 복잡도가 

높은 고가 비용의 질병 치료를 담당한다. 질병 수준에 맞는 의료 이용을 

안내하기 위해 1 차 의료의 담당자로써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의료비의 과잉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연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만성병, 

생활습관병이 중요해지면서 1 차, 2 차, 3 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의료비의 중복없이 질병을 관리하는 통합진료제도 또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의료전달체계를 살펴보고, 주치의 제도 운영여부, 

통합진료제도의 운영여부를 조사하였다. 또 의료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써 1 인당 연간 진찰횟수, 평균 

입원일수, 12 세 DMFT 를 조사하였다. 

 

1.3 비교국가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의료보장제도와의 유사성, 자료수집의 용이성,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유형 4 개국, 국가서비스유형 

2 개국, 민간서비스유형 2 개국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사회보험유형은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를 선정하였고, 국가서비스유형으로는 영국, 

스웨덴, 민간서비스유형으로는 싱가폴과 미국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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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료조사 방법 

자료조사는 주로 인터넷 검색과 문헌조사를 이용하였다. 통계자료들은 

OECD data를 주로 이용하였고, 싱가폴은 World Bank 데이터와 싱가폴 

보건부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싱가폴과의 합리적인 비교를 위해 인구, 

인구증가율, 인구당 GDP 등의 자료는 9개 나라에 대해 모두 World 

Bank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의사 수, 치과의사 수, 병상 수, 

고급의료장비 수, 총 의료지출에 대한 공공 및 민간비율, 1인당 연간 

국민의료비, GDP대비 국민의료비, 정부지출 중 국민의료비 비율, 총 

의료지출 중 본인부담금 등 OECD 평균 자료가 의미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8개국에 대해 OECD data를 이용하고 싱가폴만 World Bank나 

싱가폴 보건부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통계자료는 주로 

국민건강보험재단과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였고, 그 외의 

연구자료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대한치과보험 

학회지 등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2. 치과의료의 특징 

치과의료는 큰 의미의 „의료‟에서는 그 안에 속하는 소분류에 

해당하지만 좁은 의미의 „의료‟에 대해서는 서로 대등한 수준의 개념이다. 

그런 이유로 교육기관이나 병원이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법률상에서도 치과의사와 의사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는 민간치과보험을 제외하고는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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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치과의료가 가지는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료보장제도 내에서 치과의료 분야는 왜 급여범위가 좁고 

보장률이 낮은지, 최근 급여화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치과의료는 근본적으로 외과적이고 노동집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요시간이 길고, 같은 치료라 하더라도 진료술식, 과정의 

차이가 있으며, 숙련도에 따라서 예후의 차이가 생긴다. 

둘째, 치과의료에 있어서는 재료가 매우 중요하다. 치과의료의 발전은 

재료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일 진료라 하더라도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치료의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의 수가 많아 접근성이 매우 높다. 2011 년 

말 전체 요양기관 82,948 기관 중 치과병원 199 개, 치과의원 15,058 개로 

전체 요양기관수의 18.4%에 달한다. 일반의를 포함한 23 개과의 총 

병원이 1,375 개, 총 의원이 27,837 개로 전체 요양기관수의 35.2%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단일 과로써 매우 많은 수의 치과병원, 

치과의원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넷째, 치과의료는 생명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다. 

실제로도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 등이 악성신생물이나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 장애 등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다.  

다섯째, 치과진료비는 매우 높다는 인식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치과진료의 경우 외과적이며,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진료시간이 길고, 

재료의 사용이 많고 재료가 치료예후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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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가 타과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병의원 진료에 

비해 비급여 진료의 비율이 높고, 급여 진료라 하더라도 아말감 

수복치료 등은 꺼리는 경향이 많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치과진료의 경우 치과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때, 

치과의사가 가지고 있는 진료원칙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클 수 있다. 

치아우식을 진단할 때, 초기 법랑질 우식증을 치료할 수도 있고, 지켜볼 

수도 있다. 깊은 상아질 우식증의 경우 우식제거 후 레진필링 치료만 할 

수도 있고, 근관치료 후 크라운 보철치료를 할 수도 있다. 치주염이 

진행 중인 치아는 치근활택술 후 지켜볼 수도 있고 발치 후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의 보철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진료에 대한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지만,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치과의사의 진료원칙이 환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일곱째, 치과의사에 대해 갖는 존경심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의과분야의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유사점이 있는데, 치과의료가 생명에 

직결되지 않으면서도 진료비는 매우 높다는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또한 치과의사에 따른 진료비 차이가 크다는 점, 치과의사들의 사회적 

참여가 미비하다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여덟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건강은 다른 질병에 비해 매우 초기에 

시작되어 사망 시까지 계속된다. 치아조직의 경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의료분야에서의 

예방적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 치과분야의 양대 질병인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은 가장 간단하게는 매일의 올바른 잇솔질 습관으로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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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이 가능하다. 치아우식에 있어서 불소도포와 홈메우기 치료의 

치아우식 감소율은 각각 40~65%, 35~70%에 달하며, 치주질환은 

정기적인 치석제거 치료로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예방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은 경우, 신경치료나 발치의 시기를 늦춤으로써 건강한 구강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보철치료의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이는 

노인치과의료비에 있어서 상당한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홉째, 치아우식, 치주질환은 감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질병이다. 2013 년 1 분기에 외래에서 가장 많이 진료한 상병을 살펴보면 

3 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고, 10 위가 치아우식이다. 또한 1 위인 급성 

기관지염의 전년 동분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증감율이 -5.9%인데 반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증가율은 8.1%에 달한다. 1 인당 진료비는 

46,647 원으로 급성기관지염(26,349 원)의 약 2 배에 높다[7]. 

마지막으로 구강건강은 인간이 먹고 말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단적으로 구치 한 개를 발치하는 경우 

저작력의 30%가 감소되어 불편함을 겪게 되고, 전치를 발치하는 경우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된다. 상악전치를 발거하는 경우 치아와 

관련된 [s], [z], [ch] 등 발음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구강질병은 

고통, 감염, 치아 상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뇨, 심장병, 분만문제와 

같은 심각한 medical condition 과도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치과의료가 의과분야에 비해 생명에 대한 

직결도가 낮고, 진료비가 높으며, 너무 친숙한 질병으로써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 다소 사치품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보험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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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예방관리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치과의료 급여화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3. 한국 치과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 치과의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치과의료보장제도는 의료보장제도의 틀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를 좀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치과의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Roemer 의 5 가지 

의료제도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자원’ 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수급 과다 문제’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OECD Health Data 2012 에 따르면 2010 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활동치과의사 수는 0.42 명으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진료수가, 생활수준, 의료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치과의사 수의 단순비교는 

평가자료로써는 부족함이 있다. 우리나라 내에서 실시한 치과의사 

공급추계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2013 년 현재 공급(활동) 치과의사 

수는 의료수요 기반의 필요 치과의사 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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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치과의사 공급추계에 관한 연구결과] 

연도 
공급(활동)치과의사 수 의료수요 기반 필요치과의사수 

최은영* 장현숙 이상영 최은영* 장현숙 이상영 

2003 15,335 18,199 17,166 13,330 18,194 16,601 

2007 18,361 21,756 20,102 15,448 18,540 19,030 

2013 21,158 25,314 21,913 17,334 18,810 22,030 

2018   23,672   23,745 

 

2011 년 말 면허취득 인력을 살펴본 결과 의사가 84,544 명, 한의사가 

16,826 명인데, 치과의사는 전체 의사수의 25%나 되는 21,410 명으로[7], 

이는 동일 환경 하에서 치과의사의 수급이 의사수급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OECD Health Data 2012 를 토대로 한 ‘2012 보건산업백서[9]’에서 

2001 년 대비 최근 10 년 간 인구 천명당 활동 치과의사 수 증가 추세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 0.11 명, 독일 0.05 명, 일본 0.07 명이었고, 영국은 

2007 년 대비 0.03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의사 수 

부족을 선언하고 치과의사 수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보다도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수 증가가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보건의료인력 양성 현황의 경우, 의학계열 입학정원이 1,604 명, 

치의학계열 입학정원이 1,017 명으로, 단일과인 치의학계열이 22 개과의 

의학계열 입학정원의 63%에 이르고 있다[10].  

주: *최은영의 경우 2002, 2007, 2012년도의 추계치임. 

자료: 최은영 등, 1999 (2002, 2007, 2012년의 추계치); 장현숙 등, 2003: 이상

영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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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수 과잉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한데,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분포하는 치과의사 수가 총 11,700 명(병원근무 

1,575 명, 의원근무 10,125 명)으로 전국 치과의사 수의 56%에 

해당한다[11].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작은 지방도시에서는 치과의사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두번째 ‘의료보장제도 조직’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보건사업이 정치적인 표얻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구강질병의 예방 및 검진 서비스가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 공약 중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정책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서 표를 행사한다. 국민들의 요구가 먼저인지, 정치권의 

유인책이 먼저인지는 모호한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생물, 희귀질환 등 고가 진료비의 질병보다는 많은 사람들 특히 

투표권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보험이 

확대되었다. 이 때 재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진료에 대한 

급여비를 상당히 낮게 책정하였고, 케이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료비 추가 징수나 수가의 차별화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급여화가 이미 포화된 상태로, 최근에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치과분야의 급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치과진료의 특성상 존재하는 재료와 술식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급여정책은 오히려 치과의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평가된다. 

수가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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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되도록 저렴한 재료를 이용하여 진료함으로써 치과의료의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치과의료분야의 예방 및 검진 서비스가 형식적이라는 것도 문제이다. 

치아조직의 경우 한번 손상이나 우식이 발생하면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이다. 치아 민감증의 경우 이차상아질을 통한 개선이 가능하고, 

초기 법랑질 우식증의 경우 재광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신체 

조직 중 재생이 가장 극소화된 조직이다. 하지만 예방 및 검진에 의한 

효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불소도포에 의한 치아우식 감소율은 

40~65%이고, 홈메우기는 35~70%에 달한다, 예방적, 정기적 스케일링을 

통해 치주질환의 진행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을 조기발견하는 경우 저렴한 비용의 치료로, 

고가의 보철치료의 가능성을 없애거나 늦출 수 있다. 하지만 구강검진이 

이루어지는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의 2011 년 수검률은 각각 27.06%, 24.31%, 20.84%이고, 만족도는 

30%대로 매우 낮았다[12]. 이는 구강검진 과정이 너무 무성의하고, 검진 

이후 후속조치가 미비하며 구강건강 교육이나 상담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검진 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치과의료기관의 참여가 미비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겠다.  

세번째로 ‘의료보장제도 재원’에 있어서는 ‘고질적인 저보험률 문제’와 

‘치과부분에 대한 예산분배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재정은 2000 년대 들어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다가 

최근 몇 년 들어서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2014 년 기준 5.99%로 주요 선진국의 보험료율이 10%를 훨씬 상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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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고, 1 인당 연간 국민의료비는 주요 유럽 

선진국의 1/2, 미국의 1/4 수준이다[7]. 의료비 규모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보험심사평가원은 적자재정을 피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에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의료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난다. 

급여진료의 수가 책정에 있어서도 적정 수가의 70% 수준으로 정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이고, 수가에 대한 인상율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의료보장제도의 근간은 재원의 안정적 운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보험료율 고수는 의료보장제도가 가지는 많은 

문제점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다음으로 치과의료분야에 분배되는 건강보험 진료비율이 너무 낮다. 

2012 년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진료비에 대한 점유율이 각각 0.2%, 

3.1%으로 병원과 의원을 합한 진료비 점유율이 31.8%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7]. 2012 년 건강보험 진료비 47 조 8,394 억원 중 

치과의료분야에 배정된 진료비는 3% 인 1 조 4 천억원으로, 치과의료에 

대한 급여화 확대가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치과의료분야의 의료재정 

배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 임플란트가 급여화될 경우 

증가 수준은 매우 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번째 '의료보장제도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치과의료급여의 

저수가책정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 ‘보험진료분야의 기술정체화 문제’, ‘비윤리적 진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진료의 질이나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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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쟁보다는 가격경쟁이 경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과 ‘진료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치과의료급여의 저수가 책정문제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의 

갈등문제는 치과의료 뿐 아니라 의료영역에서도 해당되는 문제로써 앞서 

언급한 데로 저보험료율을 고수하면서도 적자 재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보험진료분야의 기술정체화 문제는 보험진료에 대해 획일화된 수가를 

책정하고 재료 변경이나 술식 변화로 인한 추가요금 징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근관치료, 아말감 진료를 통해 보았을 

때 보험급여화 되는 경우 해당 진료분야는 합리적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료 변경 시 추가되는 요금을 치과의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술발전 없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  

비윤리적 진료에 대한 규제 문제는 불법적인 네트워크 치과의 확대로 

인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네트워크 치과라는 형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비의료인이 여러 개의 치과를 경영하는 체제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치과재료를 저가로 덤핑 받은 후 이를 

네트워크 내 치과들에 할당하여 소비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과잉진료를 

조장한다는 점, 효율적인 과잉진료 체계를 위해 치과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치료계획을 세우게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성을 조사해서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얼만큼 보장해주며, 얼만큼 규제할 것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 국가적인 관심과 규제의 마련 뿐만 아니라, 치과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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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경쟁이 아닌 질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를 위해서 질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의료의 질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합의된 질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각 병원마다의 

진료비 수준, 간호사 한 명 당 환자 수, 전문의 수와 경력 등의 

자료만이 공유되고 있는 수준이다. 의료,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료의 

예후는 진료의 질보다도 환자의 회복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후만을 가지고 진료의 질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진료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진료과정의 준수와 진료된 결과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인데, 특히 치과의료에 있어서는 치료의 

결과가 사라지지 않고 구강 내에 계속해서 존재하므로 평가 기준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는 의료전달체계와 통합관리 

프로그램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과다지출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감기 같은 단순한 질병에서 큰 종합병원을 찾는 

국민들이 많은 편으로 이 같은 경우 의료비 과다지출문제는 물론 실제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나 주치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의사에게 진료받지 않을 경우 중복된 처치를 받아 의료비가 

쓸데없이 지출되거나, 환자의 대한 전신질환이 고려되지 않아 적합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상기하며 각 나라의 의료보장제도를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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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보장제도 및 치과의료보장제도 분석 

 

4.1 한국  

 우리나라는 2011 년 기준 인구 50,004,000 명에 증가율이 0.5%이며, 

인구당 GDP 가 22,590USD 이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1950~60 년대 

의료보장제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1961 년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보장의 한 부분으로 의료보호가 포함된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1977 년부터 시작되어 1989 년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였다.  

 

[표 2.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구성요소]  

의료자원 

의사 수* 인구 천명당 2.0 명 (2011 년) 

치과의사 수* 인구 천명당 0.43 명 (2011 년) 

병상수* 

공공 10%, 민간비영리 65% , 민간영리 25% 

(2008 년) 

인구 천명당 병상수: 9.6 개 (2011 년) 

고급의료장비 수* 
인구 100 만명당 CT 수: 35.9 개 (2011 년) 

인구 100 만명당 MRI 수: 21.3 개 (2011 년) 

치과 수
+1
 치과의원 15,058 개, 치과병원 199 개 (2011 년 말) 

치과대학 수 10 개 

치과교육 8 년제, 일부 6 년제 

의료보장제도 

조직 

전국민보험 직장보험, 지역보험 

보험요율 5.99% (2014 년) 

보험자 단일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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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방식 
행위별수가제 (7,255 항목) 

DRGs 기반의 포괄수가제 

치과 건강보험 급여율
+2
 치과의원 37.4%, 치과병원 30.7% 

치과 급여항목 
신경치료, 충치치료(아말감, 자가중합레진), 

잇몸치료, 발치, 노인틀니 

치과 비급여항목 고가 충치치료, 보철, 교정, 연 1 회이상 스케일링 

의료보장제도 

재원 

재원별 

국민의

료비 

지출* 

공공 

일반조세 13.1%, 10.9 조원 (2010 년) 

사회보험 45,1%, 37.4 조원 (2010 년) 

총 
58,2%, 48.3 조원 (2010 년) 

55.3% (2011 년) 

민간 

민간보험 5.6%, 4.6 조원 (2010 년) 

개인 32.1%, 26.6 조원 (2010 년) 

기타 4.1%, 3.4 조원 (2010 년) 

총 
41,8%, 34,6 조원 (2010 년) 

44.7% (2011 년) 

1인당 연간 국민의료비* 2,198$ (2011 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7.4% (2011 년) 

정부 지출 중 국민의료비 

지출* 
13.7% (2011 년) 

본인부담금* 
민간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77.1% (2011 년) 

총 국민의료비 대비: 35.2% (2011 년) 

의료보장제도 

관리 

진료수가 책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계대표, 공익대표) 

진료비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인증 

- 의료기관인증원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공표) 

450 개 응급의료기관 질평가 결과 공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을 5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발표. 38 개 수술에 대해 평균비용, 재원일수, 

환자당 간호사 비율 발표 

의료서비스  의료전달체계 병병,,  의의원원  진진료료비비에에  차차이이가가  있있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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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국민의료비 지출 중 

약제비* 
20.2% (2011 년) 

1인당 연간 진찰횟수* 13.2 회 (2011 년) 

평균 입원일수* 15.8 일 (2011 년) 

65세 이상 인구비율 10.2%, 498 만명 (2010 년 12 월) 

* OECD Health Data 2013 : 2011 년 or nearest year 

+1. 2011 건강보험통계연보 

+2. 이옥희 등(201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진료비 구성변화 

 

4.1.1 의료자원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2.0 명, 치과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0.43 명 (2011 년 기준)으로 조사한 9 개국 중 싱가폴(2010 년 1.9 명, 

0.33 명) 다음으로 낮다[14]. 하지만 나라별로 진료수가, 생활수준, 

의료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치만을 가지고 의사, 

치과의사의 수급을 평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병의원의 경우 

기관수로 볼 때 94%, 병상수로 볼 때 89%가 민간소유이다. 병원급의 

병상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병원이 전체의 10%, 민간비영리 병원이 

65%, 민간병원이 25%를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계약제를 

툥해 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이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공급을 주로 

민간병원이 담당하게 된다. 서구의 여러 나라는 공공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민간병원이라고 해도 정부에서 운영비를 상당수준 지원해주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지역 별 배치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이루어진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면서 병원 

유지를 위한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큰 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13]. 

 



26 

 

4.1.2 의료보장제도 조직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과 공적 

부조 방식인 의료급여로 구분하여 발전하였다. 2007 년 국민의 96.3%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나머지 3.7%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에 편입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우리나라의 치과의료보장은 의과 진료에 비해 비급여 항목의 비율이 

높고,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의 진료비 차이가 매우 큰 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0 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약국이 71.6%, 의원이 65.6%, 병원이 60.5% 

순으로 높은데 반해 치과의원은 35.5%, 치과병원은 25.5%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였다[15]. 

 

4.1.3 의료보장제도 재원 

2012 년 기준으로 총 의료지출 중 공공부담과 민간부담의 비율이 

53:43 으로 민간부담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2011 년 7.2%로 OECD 평균 9.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OECD 34 개 국가 중 30 번째에 해당한다. 2011 년 1 인당 국민의료비는 

2,198 달러로 OECD 34 개 국가 중 26 번째에 해당한다. 2011 년 현재 총 

국민의료비 대비 본인부담금 비율이 35.2%로 조사한 다른 8 개국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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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 대비 본인부담금 비율이 1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재정은 장기적 안정성이 매우 낮은 편으로 2000 년, 

2001 년, 2002 년 연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1 년부터 국고지원을 

늘리고 2002 년부터는 담배부담금을 보험재정으로 사용하면서 2008 년 

단기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2009, 2010 년 다시 당기 적자가 

발생하였다가 최근 2011 년 1 조 5,023 억원, 2012 년 3 조 3,216 억원, 

2013 년 9 월 기준으로 5 조 5,721 억원의 사상 최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다. 현재 정부지원은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로 

정해놓았으며 담배부담금을 통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정하였다[16].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보험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의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는데, 

보험료율은 „8% 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65 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보험료를 경감해준다[17].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4 년 기준 소득의 5.99% 로 선진국들의 보험료율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의 도입부터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보험료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험료율 상승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낮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데도 불과하고 최상의 진료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국민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급여항목이 확대되면서 각 급여항목의 수가는 

기존 수가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되었고, 급여비율 또한 낮은 편이다.  



28 

 

치과의료분야의 건강보험 진료비 예산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예산의 

3% 수준으로 2012 년 진료비는 1 조 4 천 억원 정도였다. 이는 

국민의료비 지출 중 약제비 비율이 2011 년 기준 20.2%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4.1.4 의료보장제도 관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되던 1977 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위별수가제를 토대로 지불하고 있다. 2012 년에는 7255 항목이 

등재되어 있는데, 수가표에 등재되는 항목수가 많으면 그만큼 진료량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16]. 일본의 행위별수가제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일본처럼 행위가 세분화(병실료, 기준간호료 5 등급, 의학관리과, 침상료, 

환자복, 각종 가산제)되어 있지는 않다[13]. 

2001 년부터 DRGs 를 기반으로 한 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대 때문에 희망의료기관에 한해서만 

포괄수가제가 시작되었다. 2012 년 7 월부터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 개 질병군(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 

절제술, 서혜 및 대퇴구 탈장수술, 항문 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에 

대하여 포괄수가제도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포괄수가제는 의사에 대한 보수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가 

현재처럼 비합리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우, 의사는 서비스 수준을 

낮추어 진료함으로써 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의료보험수가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단체간에 개별 협상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합의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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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대표, 의약계대표, 공익대표 각각 

8 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는 이렇게 책정된 수가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지게 

되며 재료의 변경, 시술의 변경 등에 의한 추가진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 

보험 급여진료의 수가는 기존 수가의 70~80% 수준으로 결정되는 편인데, 

과거에는 근관치료, 발치치료 등 저수가 진료로 발생한 적자는 

비급여항목 진료를 통해 만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치과계의 

보험금여가 확대되고, 비급여진료에 대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수가책정의 합리화가 요구되고 있다.  

급여 대상의 진료항목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치과의료 분야에의 비급여항목은 심미수복, 보철, 임플란트, 심미교정, 

예방적 스케일링 등이었는데, 2013년 들어 노인 전체틀니와 노인 

부분틀니가 레진상 틀니에 한하여 급여항목화 되었고, 예방적으로 

실시되는 스케일링도 연1회 급여항목에 포함되었다. 2014년에는 

노인대상 임플란트 또한 급여항목화 될 예정이다. 하지만 급여항목 중 

고가에 해당하는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의 경우, 책정된 수가의 50%만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장성이 약하다는 불만도 있다.  

의료보험의 과잉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외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정액제와 본인부담정률제를 함께 실시하고, 

입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정률제만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비용에 대한 심사는 2000 년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 심사 단계에서 진료비를 삭감 당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으로써 갈등이 존재한다. 효과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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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신약을 처방하는 경우, 저렴한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 당하는 경우가 있고, 치과진료에 있어서 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진료의 질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또다른 기능은 의료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현재는 각 병원의 38 개 수술에 대한 

평균비용, 재원일수, 환자당 간호사 비율 등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환자가 참고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취합된 정보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극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의료의 질 공개를 통해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질에 대한 보상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다[13].  

 

4.1.5 의료서비스 공급 

연간 외래진찰횟수가 OECD 평균 6.6 회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 배인 

13.2 회이다. 평균입원일수 또한 15.8 일로 OECD 평균 7.7 일의 2 배에 

달한다. 이는 의료서비스 과잉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때문에 오랜 

시간 의료개혁을 실시해 온 영국(2011 년, 5.0 회), 프랑스(2011 년, 6.8 회), 

독일(2011 년, 9.7 회)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라 하겠다[14]. 우리나라 진료의사 1 인당 연간 외래 

진찰 회수는 2009 년 현재 6,694 회로 OECD 평균인 2,325 회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13] 이는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 의료서비스 

과잉이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낮은 수가로 인해 의사입장에서는 

과중한 진료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환자입장에서는 세심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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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 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 2,3 차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정도로써,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화 되었다. 

개원의의 90%가 전문의이기 때문에 의원급 기관에서도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최신 기술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유럽 

선진국처럼 정부가 보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병원 자체적으로 

투자회수를 위해 외래진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1 차 

의료기관과 2,3 차 의료기관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1 차 

의료기관은 경쟁에서 밀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처치보다 과잉진료를 받음으로써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게 

된다. 최근 원격진료와 영리법인 허용문제도 1 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견해가 많다.  

치과의료계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의원과 병원의 

역할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일반의 진료가 어려운 수준의 경우, 

2 차 병원으로 의뢰가 가능하다. 이는 치과계에 아직 전문의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여, 전문의의 역할이 정의되지 않은 데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치과계 불황이 계속되면서 최근 치과주치의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일반의와 전문의의 역할을 구분하고, 

의원과 병원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의료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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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본 

일본은 인구 127,561,489 명, 인구증가율 -0.2%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 나라로 인구당 GDP 는 46,720USD 이다. 2010 년 일본의 65 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3.1%로 인구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의료보장은 사회보험방식으로 한국과 여러 가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급여 항목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고, 

가산제도가 발달해 있다. 일본은 1961 년 전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시작하여 1973 년에는 노인의료비 무료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10 년만에 폐지되고 노인보건제도를 새로 

창설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조합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2002 년에는 

건강보험조합 재정 중 노인의료비 분담 비율이 44%까지 이르면서 

2008 년에 다시 후기 고령자의료제도를 창설하였으나 이역시 오래 

지속되지 못하여 2013 년부터 새로운 고령자 의료제도로 변경 예정에 

있다[18]. 일본은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의료제도가 

의료보장제도의 중심을 이루고, 의료비 억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의료보장제도 내에서 치과의료에 대한 보장률은 우리나라나 유럽 

선진국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고령자 중심의 의료보장제도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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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의 의료보장제도 구성요소]  

의료자원 

의사 수* 인구 천명당 2.2 명 (2011 년) 

치과의사 수* 인구 천명당 0.77 명 (2010 년) 

병상수* 

공공병원: 26% 

민간비영리병원: 74% 

민간영리병원: 0% (2008 년)  

인구 천명당 병상수: 13.4 개 (2011 년) 

고급의료장비* 
인구 100 만명당 CT 수: 101.3 개 (2011 년) 

인구 100 만명당 MRI 수: 46.9 개 (2011 년) 

치과대학 수 29 개 

치과교육 6 년제 

의료보장제도 

조직 

전국민보험 국민건강보험조합 

노인층 지원 
후기고령자의료제도(75 세이상) 

전기고령자의료제도(65~74 세) 

치과 급여항목 

모든 수술적, 보존적 치료, 보철치료, 치주질환 

지도관리료, 구강위생지도료, 치주질환 

계속치료 진단료, 구강위생 계속치료 진단료 

치과 비급여항목 임플란트 등 일부 보철치료, 교정치료 

의료보장제도 

재원 

재원별 

국민의료비 

지출* 

공

공 
총 82.0% (2011 년) 

민

간 
총 18.0% (2011 년) 

1인당 연간 국민의료비* 3,213$ (2011 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9.6% (2011 년) 

정부 총지출 중 국민의료비* 18.2% (2011 년) 

본인부담금* 
민간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82.0% (2011 년) 

총 국민의료비 대비: 14.4% (2011 년) 

의료보장제도 

관리 
진료비 지불방식 DPC 

의료서비스 의료전달체계 병, 의원 이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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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1인당 연간 진찰횟수* 13.1 회 (2011 년) 

평균 입원일수* 18.2 일 (2011 년) 

* OECD Health Data 2013 : 2011 년 or nearest year 

 

4.2.1 의료자원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2011 년 2.2 명으로 우리나라(2011 년 2.02 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지만 공공병원의 병상수 비율이 26%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치과의사의 경우 2010 년 인구 천명당 0.77 명으로 우리나라(2011 년 

0.43 명)보다 많고, 치과대학 수는 29 개로 우리나라의 세 배에 달한다[14]. 

 

4.2.2 의료보장제도 조직 

일본의 의료보장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공적부조제도인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직장보험에 해당되는 피용자 보험, 지역보험에 해당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구성되고 고령자 의료제도는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75 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기 고령자의료제도와 

65 세~74 세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 고령자의료제도가 있다.  

민간기업에서는 지역사회에 운동지원서비스나, 영양지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령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면이 있다. 민간보험사에서는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이나 

영양개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체질개선 지도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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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분야에서는 임플란트와 같은 일부 보철치료와 교정치료를 

제외하고는 요양급여 대상이다. 일반 보철(금니, 브릿지) 및 의치 뿐 

아니라 악교정수술까지도 급여대상이다. 또한 예방, 유지·관리에 

한국보다 많은 항목이 급여화되어 있다. 특히 치주 치료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치주질환 지도관리료-치태조절 등 지도료를 월 

1 회 산정가능하며, 치과구강위생 지도료(16 세 미만에 적용) 역시 월 

1 회 산정 가능하다. 이밖에 치과위생실시 지도료, 치주질환 계속치료 

진단료, 치과구강위생 계속관리치료 진단료 등도 보험이 적용된다. 

 

4.2.3 의료보장제도 재원 

2010 년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구성은 보험료 48.5%, 국고 38.1%, 

본인부담이 12.7%로 우리나라와 달리 국고지원이 매우 많고, 본인부담이 

적다[18].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2011 년 9.3%로 우리나라 

7.2%보다 높으며, 1 인당 국민의료비 또한 우리나라의 150% 수준이다. 

정부 총지출 중 국민의료비 지출의 비율은 18.2% (2011 년)로 우리나라 

13.7% 보다 높은 편이다.  

후기 고령자의료제도의 재원은 국고 50%, 각 지역보험/직장보험 

보험자 40%, 후기 고령자의 보험료 10%로 구성되며, 이 10%는 본인부담 

정률제에 해당된다. 의료이용 제한을 위해 젊은 세대만큼 소득이 있는 

고령자는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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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의료보장제도 관리 

진료보수 지불방식은 개별행위별수가제로써 각 진료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 후 이를 합해서 진료보수로서 지불한다. 각 

진료행위의 평가는 진료보수 점수표를 기준으로 하며, 난이도 등에 따라 

점수화하고 있으며, 2 년마다 개정한다[16]. 이는 진료의 질과 진료 

난이도에 따른 차별적 급여를 인정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신기술 

도입 등으로 난이도가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률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3 년에는 „진단군분류(DPC: 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에 근거한 포괄적 지불방식‟이 도입되어 현재는 양자가 

병용되고 있다[19]. 

일본의 진료보수는 중앙사회보험 의료협의회의 자문을 구한 후 

후생노동대신이 정한다. 중앙사회보험 의료협의회는 진료측 대표 

8 명(의사 5, 치과의사 2, 약제사 1)을 포함하여 총 20 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와 보험외 환자부담을 혼합하여 진료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진료비에 대한 가산제도가 49 종에 

이를 정도로 매우 발달해 있고, 각종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진료수가가 

발달해 있다. 치과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유럽선진국에 비해서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급여화가 확대되어 있어 악교정수술까지 

요양급여의 대상이다. 하지만 낮은 수가 때문에 진료수준의 하락이 

초래되었고 치과의사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09 년에는 전국 

17 개 사립 치과대학 중 11 개교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였다[20].  

근관치료 수가의 경우 영국의 1/15, 미국의 1/19 수준이고, 복합 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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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치료의 경우 영국의 1/7, 미국의 1/9 수준으로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너무 낮은 수준이다[21]. 

의료보험의 심사평가는 피용자보험은 진보보수지불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연합회에서 이루어진다[19].  

 

4.2.5 의료서비스 공급 

일본은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병, 의원 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한 결과로 1 인당 연간 진찰횟수가 13.1 회로 OECD 평균인 6.6 회의 

2 배에 달하며, 평균 입원일수는 18.2 일로 우리나라보다도 높으며 OECD 

평균인 7.5 일의 2.4 배에 달한다. 치과의료분야에서는 최근 주치의 

제도를 신설하여 기본 진료와 초기치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4.3 싱가폴 

싱가폴은 인구 5,312,400 명, 인구증가율 2.5%의 작은 나라로, 인구당 

GDP 는 51,709USD 의 경제수준을 가진 나라이다. 싱가폴의 

의료보장제도는 „의료저축제‟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개인과 가족이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포괄적 보험급여를 제공하기 

보다는 중증질병 위주로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정부의 의료비 부담이 최소화 되며 상류계층의 값비싼 민간병원 이용을 

통해 의료 영리사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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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싱가폴의 의료보장제도 구성요소]  

의료자원 

의사 수* 인구 천명당 1.9 명 (2011 년) 

치과의사 수
+1
 인구 천명당 0.3 명 (2011 년) 

병원 수
+1
 공공병원: 15 개, 영리병원 10 개 

병상 수
+1
 공공병원: 85%, 영리병원 15%: 

고급의료장비 수* 
인구 100 만명당 CT 수: 9.44 개 (2010 년) 

인구 100 만명당 MRI 수: 8.26 개 (2010 년) 

치과대학 수 
학사 3 년 

석사 5 년 

의료보장제도 

조직 

전국민보험 Medisave 

저소득층 지원 Medifund (65 세 이상) 

기타 계층 지원 Medishield (종증질환, 고액진료비) 

진료수가 책정 공공병원 진료비는 민간병원의 0.5 수준 

치과 급여항목 
X-ray, 불소도포, 잇몸치료, 근관치료, 

충치치료, 의치, 크라운 

치과 비급여항목 교정 

의료보장제도 

재원 

재원별 

국민의료

비 지출* 

공공 

일반조세 25% 

사회보험 Medifund 2% 

총 31.0% (2011 년) 

민간 

민간보험 5% 

개인 
Medisave 3% 

본인부담 25% 

기업 35% 

총 69.0% (2011 년) 

1인당 연간 국민의료비* 2,286$ (2011 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4.6% (2011 년) 

정부 총지출 중 국민의료비* 8.8% (2011 년) 

본인부담금* 총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87.6% (2011 년) 

의료서비스 

공급 

보건비 중 입원환자 지출 46% 

보건비 중 외래환자 지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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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1 차의료: 20% 공공병원, 80% 민간병원 

2,3 차의료: 병원, 전문의료센터 

* data.worldbank.org 

+1. www.moh.gov.sg (싱가포르 보건부) 

 

4.3.1 의료자원 

2011년 기준으로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1,9명, 치과의사 수가 

0.3명이다. 치과의사 수는 1,506명으로 인구 천명당 0.328명이다. 

공공병원이 15개, 영리병원이 10개 존재하고, 병상규모로는 공공병원이 

85%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22].  

 

4.3.2 의료보장제도 조직 

„의료저축제‟란 종합적 사회보장정책인 CPF(central provident fund, 

중앙적립기금제도) 내의 한 부분으로 의료저축계좌(Medisave account, 

MSA)를 강제적으로 가지게 하고 본인이 모아둔 돈을 본인 의료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개념은 최근 세계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부담이 심각해지는 추세에서 장점이 있다.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경제적 위험을 장기적으로 분산시키는 좋은 

방안이 된다.  

MSA 는 Medisave, Medishield, Medifund 로 구성되어 3M 제도라고 한다. 

먼저 Medisave 제도는 강제가입의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며, 소득의 6~8%를 적립하여 의료비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한다. 직계가족 등에 한하여 가족이용이 가능하고, 남은 

금액은 일정 수준 인출도 가능하다. 상한 적립액을 넘어서면 주택이나 

http://www.moh.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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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등 용도로도 쓸 수 있다. Medisave 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공립병원 및 요양병원 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외래 급여항목은 

B 형간염 예방접종, 인공임신, 신장치료, 방사선치료, 화학요법, AZT 

치료 등이다. Medishield 제도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고액진료비가 

드는 질병을 위한 선택형 건강보험제도으로 급여에 상한이 있으며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이는 Medisave 로 지급가능하고, 

민간보험이나 개인 돈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 치과진료의 경우 

급여지급이 불가능하다. Medifund 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일종의 

건강보험 기금 대출제도로 진료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및 정부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보조금의 규모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CHAS(Community Health Assist Scheme)는 싱가포르 건강부(Ministry of 

Health)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싱가포르 국민의 급성 및 만성질환과 

특정 치과치료의 외래진료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은 40 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일인당 월간 $1,500 

이하의 수입을 얻거나 부동산이 $13,000 이하인 가족이며, 총 진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비용은 매우 미비한 편이다. CHAS 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Blue 카드의 경우 상담진단료, 잇몸치료, 크라운, 전체의치, 

부분의치, 발치, 충치충전치료, 근관치료, 스케일링, 불소도포, X-ray 촬영 

등이지만 Orange 카드의 경우 크라운, 의치, 근관치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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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의료보장제도 재원 

공공부문은 정부예산과 Medifund 로 이루어지고, 민간부문은 Medisave, 

Medishield, 민간보험회사, 직접지불로 구성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율이 각각 31%, 69%로 민간의 비율이 높고, 정부지출금은 25%, 

고용주에 의한 보험이 35%, 환자본인부담금 25%, 민간보험 5%이다. 

1 인당 연간 국민의료비는 2011 년 기준으로 2,286 USD 이고,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4.6%, 정부지출 중 국민의료비 비율이 8.8%로 정부의 

의료비 지출이 낮은 편이다. 대신 총 의료지출 중 본인부담금 비율이 

87.6%로 매우 높다[23].  

 

4.3.4 의료보장제도 관리 

민간병원의 경우 진료비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공공병원은 

민간병원 대비 진료비 비율이 대략 0.5 수준이다.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영리병원까지도 가격과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자생적 품질관리, 가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Medishield 는 일종의 보험방식이므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정액제와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4.3.5 의료서비스 공급 

1 차 의료의 20%는 정부에 의해 설립된 1 차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80%는 민간의원에서 공급한다. 1 차 의료는 예방적이며 비교적 소액이다. 

2,3 차 의료는 병원과 전문의료센터에서 공급한다. 3 차 의료서비스 

수요는 대부분 중증이고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의료비가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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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대부분을 관장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민간병원은 15 개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24]. 

 

4.4 영국 

영국은 인구 63,227,526 명, 인구증가율 0.8%로, 인구당 GDP 가 39,093 

USD 인 나라이다. 의료보장제도는 NHS(국민보건서비스)로써 국가에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 국민에게 무료 보건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제도이다. NHS 의 원칙은 환자의 질병이 중증이든 경증이든 모든 질환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치료한다는 것이다.  

 [표 5.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구성요소]  

의료자원 

의사 수* 인구 천명당 2.8 명 (2011 년) 

치과의사 수* 인구 천명당 0.54 명 (2011 년) 

병상수* 

공공병원: 96% 

민간비영리병원: 4% 

민간영리병원: 0% (2008 년) 

인구 천명당 병상수: 3.0 개 (2011 년) 

고급의료장비* 
인구 100 만명당 CT 수: 8.9 개 (2011 년) 

인구 100 만명당 MRI 수: 5.9 개 (2011 년) 

치과대학 수 14 개 

의료보장제도 

조직 

전국민보험 국민보건서비스 (NHS) 

보험자 국가 

민간보험가입율 국민의 13% 

치과 급여항목 
일반 검진과 예방치과진료, 근관치료와 충전, 

크라운, 틀니, 브릿지 

치과 비급여항목 미용목적의 18 세 이상 교정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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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보장 특징 
NHS 치과의원도 80% 본인부담 

미성년자, 저소득층, 임산부 등 무료 

의료보장제도 

재원 

재원별 

국민의료

비 지출* 

공공 총 83% (2011 년) 

민간 
민간보험 3.5% (2000 년) 

총 17% (2011 년) 

1인당 연간 국민의료비* 3,405$ (2011 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9.4% (2011 년) 

정부 총지출 중 국민의료비* 15.0% (2011 년) 

본인부담금* 
민간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53.1% (2011 년) 

총 국민의료비 대비: 9.9% (2011 년) 

보험료율 피고용자: 10%, 고용자: 11.9% 

의료보장제도 

관리 
지불방식 PbR 

의료서비스 

공급 

의료전달체계 

1 차의료: PCT  

(2013 년 임상커미션그룹으로 변경) 

2 차의료: NHS 트러스트 

1인당 연간 진찰횟수* 5.0 회 (2011 년) 

평균 입원일수* 7.4 일 (2011 년) 

민간보험가입율* 국민의 13% 

* OECD Health Data 2013 : 2011 년 or nearest year 

 

4.4.1 의료자원 

영국의 의사 수는 인구 천명 당 2.8명이고, 치과의사 수는 인구 천명 

당 0.54명이다. 천명당 병상 수는 3.0개로 한국, 일본, 싱가폴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 100만명당 CT/MRI 수가 8.9개/5.9개로 

조사한 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병상수 기준으로 96%가 

공공병원이고 4%가 민간비영리병원으로 과거에는 모든 병원을 국가에서 

설립하고 관리했으나, 현재는 NHS 병원의 자율경영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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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의료보장제도 조직 

NHS 체계는 급여리스트가 없이 „모든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괄적인 

기준만이 세워져 있다. 시력검사, 치과서비스, 처방약, 개인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18 세 미만 청소년과 65 세 이상 노인, 임산부의 경우 

약자 보호 차원에서 위의 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국가에서 지불한다. 

특실입원료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등은 환자가 부담한다. 

치과 의료에 있어서도 급여리스트가 따로 없이 임상적으로 치과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받는데, 그 구체적 치료 

범위에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영국 치과의료 급여항목] 

 
일반적 검진과 

예방치과진료 
근관치료, 충전 

크라운, 틀니, 

브릿지 

Band 1 O X X 

Band 2 O O X 

Band 3 O O O 

 

NHS 치과의원도 일정 요금이 부담되며 각각의 치료에 대해 NHS 로 다 

보장되는지 아니면 민간치과보험과 혼합되어야만 되는지 치과의사가 

판단한다. 비보험 수가로의 치료를 권할 수도 있다. NHS 병원 입원 치료 

중인 경우, NHS 병원 치과에서 틀니나 인공치아 외의 진료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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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 미만 아동이나 임신 중, 출산 후 12 개월 이내의 환자는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18 세 미만 아동의 무료진료를 통해 성인이 된 후의 

치료 진료비를 절감하는 측면이 있다. NHS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대기해야 하고, 모든 치과의원이 NHS 와 계약된 것도 아니므로 

상당수의 치과치료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치과 

보장이 최근에 크게 성장하였다. 2006 년 4 월부터 NHS 치과환자의 경우 

치료비 최대 부담액을 384 파운드에서 189 파운드로(약 35 만원) 줄였고, 

대부분 치료비용을 15.50 파운드(약 25 천원) 또는 42.40 파운드(약 

8 만원)로 통일하여 단순화하였다. NHS 치과진료의 경우 비용의 

80%정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스케일링과 치태조절교육 등의 

치주질환의 예방치료의 경우 본인부담비율이 그나마 낮은 편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7]와 같다. 

 

[표 7. 영국 치과의료보장의 본인부담율] 

분류 
구강 

검사 

광범위 

구강 

검사 

전체 

증례평가 

치료내용 

요약 

치태조절 

교육 

단순 

스케일링 

스케일링 

2 회이상 

치주차팅 

포함한 

스케일링 

본인 

부담 
74% 44% 75% 59% 27% 12% 22% 44% 

 

영국 국민의 약 13%가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NHS Trust 

병원의 자비부담병실이나 비영리민영병원, 재단법인병원을 이용하게 

된다. 이 때 민영보험은 행위별수가로 이러한 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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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의료보장제도 재원 

총예산의 72%가 중앙정부의 조세수입이고, 지방세 13%, 보험료 11.9%, 

일부 부담 3.2%로 구성되어있다. NHS 운영 예산이 약 200 조원인데 이는 

국민 일인당 약 400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주로 세금에서 

충당되고 영국 국민들은 소득의 40%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영국의 기부문화도 의료재원 예산마련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영국의 

국민보험에서 피고용자 보험금은 소득의 10%이고, 고용자 보험금은 

수입의 11.9%이다. 1 인당 연간 국민의료비는 3,405 USD 이고, GDP 대비 

국민의료비율이 9.4%로 OECD 평균 정도이다. 정부지출 중 국민의료비 

비율은 15.0%이고, 총 의료지출 중 본인부담금 비율이 9.9%이다.  

 

4.4.4 의료보장제도 관리 

영국 의료보장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 인구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위기가 지속되었고, 인두제하의 1 차 진료 의사나 

예산제하의 병원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취향, 권리가 무시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16]. 이에 2007 년 통합의료체계로의 개혁을 추진하여, 의료 

구매자로써 1 차 의료 책임경영단(Primary Care Trust, PCTs)을 

도입하였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향상과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며, 참여하는 의사와 주민을 

대신하여 의료 공급자와 계약을 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독립적인 

공급자가 없을 경우 직접 공급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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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 에서는 각 PCT 가 담당하는 인구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데 

전체 NHS 예산의 약 80%가 PCTs 로 배정되고 이 재정은 일반의, 약국, 

NHS Trust 병원에서 사용된다[16]. 

병원 지불보상체계로 „결과에 따른 보상(payment by results: PbR)‟이 

도입되었고, 환자가 선택 진료를 위한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의료의 질 향상과 효율성 개선이 NHS 의 주요 관심사로 

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를 설립하고 공급자 규제 및 서비스 품질 

모니터를 위해 의료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CQC)를 

설립하였다. 모든 의료제공자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질 개선 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5]. 

 

4.4.5 의료서비스 공급 

1 차 의료는 PCT 들에 의하여 제공되고, 2 차 의료는 주로 NHS 

트러스트를 통해서 제공된다. PCT 는 환자들을 대표하여 NHS 

트러스트와 계약하며 여기에는 입원 치료와 외래 진료가 모두 포함된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PCT 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 지는데 NHS 트러스트 내 

모든 진료와 모든 의료서비스는 무료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1 차 

의료와 2 차 의료의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6]. 2013 년 4 월부터 PCT 는 해체되며, 그 역할은 지역 임상 

커미셔닝 그룹에 이관되는데, 이 그룹은 지역 GP,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영국에서는 치과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치과의사를 바꿀 수 있다. 치과의사는 등록된 성인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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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관리를 하며 치료비를 지급 받는다. 18 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인두제를 시행하며 수가는 연령에 따라 다르다. 

 

4.5 스웨덴 

스웨덴은 인구 9,516,617 명, 인구증가율 0.7%이며 인구당 GDP 가 

55,041 USD 로 우리나라 인구의 1/5 수준이지만 인구당 GDP 는 

우리나라의 2 배 이상이 되는 국가이다. 스웨덴의 치과의료 보험제도는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료에 보험이 

적용되었고, 본인부담금도 최소로 부담하는 형태였다. 현재는 일종의 

자유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예방 중심의 치과의료를 중요시하는 

제도가 뿌리잡고 있다. 집권당에 따라서 의료의 보편성과 경제의 

효율성이 다소 대립되기는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복지제도에 대한 

기대와 신뢰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25]. 

 

[표 8. 스웨덴의 의료보장제도 구성요소]  

의료자원 

의사 수* 인구 천명당 3.9 명 (2011 년) 

치과의사 수* 인구 천명당 0.8 명 (2011 년) 

병상수* 

공공병원: 98% 

민간비영리병원: 0% 

민간영리병원: 2% (2008 년) 

인구 천명당 병상수: 2.7 개 (2011 년) 

치과대학 수 4 개 

치과교육 5 년제 

공공기관 치과의사 비율 53% 

개업치과의사 비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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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 

조직 

진료수가 책정 
보험지불기관이 제시한 기본치료 총액을 

참고하여 치과마다 자유롭게 책정 

민간보험가입율 2.3% 

치과 급여항목 
질찰, 진단 및 기본적 지로한의 치료와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한 보철수복처치 

치과 비급여항목 보철, 임플란트, 미용목적 교정 

의료보장제도 

재원 

재원별 

국민의

료비 

지출* 

공공 총 81.9% (2011 년) 

민간 

민간보험 0.1% (2000 년) 

총 18.1% (2011 년) 

1인당 연간 국민의료비* 3,925$ (2011 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9.5% (2011 년) 

정부 총지출 중 국민의료비* 14.8% (2011 년) 

본인부담금* 
민간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88.8% (2011 년) 

총 국민의료비 대비: 16.2% (2011 년) 

의료보장제도 

관리 
지불방식 DRGs(55%), 예산할당제(45%) 

의료서비스 

공급 

의료전달체계 진료소 1 차의사 또는 민간의사  병원의뢰 

1인당 연간 진찰횟수* 3.0 회 (2011 년) 

평균 입원일수* 6.0 일 (2011 년) 

* OECD Health Data 2013 : 2011 년 or nearest year 

 

4.5.1 의료자원 

스웨덴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3.9명이고, 치과의사 수는 0.8명이다. 

천명당 병상 수는 2.7개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병상 비율은 공공병원이 

98%, 영리병원이 2%이다. 공공기관 치과의사 비율이 53%, 개업치과의사 

비율이 47%이다. 

 



50 

 

4.5.2 의료보장제도 조직 

스웨덴의 의료보장제도는 NHS방식이면서,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인 

란스팅(Landsting Country Council)이 주민들의 의료문제에 책임을 

갖는다. 중앙정부는 입법이나 규칙을 제정하여 의료공급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고, 보건의료와 관련한 조직, 재원조달, 서비스 

공급은 모두 군 정부의 업무이다[16]. 지방정부가 보건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 차이가 존재한다. 도시의 경우 지방보다 소득수준이 높아 

세금의 총량이 다른 지역보다 높지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대기시간이 

길고, 1인당 의사수, 의사상담 시간 등이 적다[25]. 

스웨덴은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의 의료평등성, 접근성, 

건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혜택자의 부담원칙을 도입했다. 

의사 상담 비용, 의약품 비용, 검사비 등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많은 비용이 드는 수술비, 입원비, 간병인비, 고가 의약품 구입비 등을 

보험 지원한다. 1차 진료소 의사진료 요금으로 18세까지는 무료이고, 

19세 이상의 성인은 200크로네이다. 

19세까지의 아동치과치료는 Public Dental Service (NDS)에서 무료로 

제공되는데, 치아교정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주로 주에서 관리되는 

지역병원에서 제공하며 일반진료의 치료도 가능하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아이의 치아건강이 양극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부모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치과병원에 보낼 의무를 가진다. 

20~29세 성인의 경우 2년마다 600크로네의 치과치료 보조금을 받는데, 

치과검진비용이 600~1,500크로네에 이르기 때문에 2년마다 최소한 한번 

치과에 방문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다. 30~75세 성인은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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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크로네의 치과 보조금을 받고, 75세 이상 노인은 600크로네 치과 

보조금을 받는다.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서 1년 치과비용이 

3,000~15,000크로네까지는 50%를 보조받고, 1,5000크로네 이상의 

치과비용은 85%를 보조받는다[25]. 의료분야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 

900크로네인데 반해, 치과의료분야에서는 3,000크로네로 차이가 있다. 

란스팅에서는 국민치아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국민은 충치치료, 치석제거 등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고, 

치아건강 등급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차이가 생긴다.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치과의료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4.5.3 의료보장제도 재원 

스웨덴의 보건의료재정은 원칙적으로 조세 부담으로 총 의료지출 중 

82%가 공공부담이다. 군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가 주재원이며 그 

외에는 소액의 본인부담, 중앙정부 보조금과 사회보험청의 보조금이 

있다. 군 정부 예산의 92%가 보건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치과의료분야의 비율은 3%에 불과하다.  

 

4.5.4 의료보장제도 관리 

스웨덴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은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다른 

국가에서와 같이 환자대기가 심각하다는 점으로, 이 때문에 민간보험 

시장이 성장하였다. 또한 재원 수입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아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족 문제,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 문제, 환자들의 공급자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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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과 공급자간 경쟁의 결여 문제 등이 있었다[16]. 2006년 이후 개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환자가 1차 진료소 및 병원 내 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의사간 서비스와 질 경쟁을 유도하였다. 공공의료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병원 설립을 자유화하였고, 개인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높은 요금을 사용하지만, 검사 및 수술 등 요금이 많이 

드는 부분은 공공복지에서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했다[26]. 

민간의사나 민간치과의사는 봉급제, 인두제, 행위별수가제가 혼합되어 

지불받으며, 이들에 대한 진료보수는 스웨덴 사회보험청이 담당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는 지방정부에 따라 다양한데, 2008년 현재 

병원에 대해서 전체의 약 55%가 DRGs로 지불하고 나머지 45%는 

예산할당제로 지불한다. 1차 진료소에 대해서는 인두제로 예산을 

배정하며, 진료소는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에게 월급제로 진료보수를 

지불하고, 각기 협회를 통해 정부와 매년 임금 협상을 한다[25]. 

모든 의료 기관은 보험 진료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업의나 전문의 모두 지역에 따라 결정된 지급액을 받지만 개인병원의 

진료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차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도 검진이나 치과치료 비용을 자체적으로 설정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은 환자부담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고려하여 수가를 설정한다.  

 

4.5.5 의료서비스 공급 

모든 스웨덴 국민은 공식적으로 1차 의사를 선택해야 하며 병이 나면 

진료소의 1차 의사(GP)와 먼저 접촉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1차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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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가 아닌 개인병원을 찾아도 무방하지만, 일반 1차 진료소보다 

의사검진비가 조금 비싸다.  

 

4.6 프랑스 

프랑스는 인구 65,696,689 명, 인구증가율 0.5%에, 인구당 GDP 가 

39,772 USD 인 국가이다. 2000 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 각국의 

국민 건강수준, 국내 계층간 의료혜택의 형평성, 환자 만족도, 

의료체계의 효율성, 의료비 부담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국의 의료 

체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191 개국 중 58 위를 기록하였고, 

프랑스가 1 위를 차지하였다[27]. 

프랑스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2000 년 보편적 질병급여 

(CMU)가 처음 시행되면서 프랑스 내에서 3 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보험의 기여와 관계없이 프랑스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환자는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의사는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이다. 

 

[표 9. 프랑스의 의료보장제도 구성요소]  

의료자원 

의사 수* 인구 천명당 3.3 명 (2011 년) 

치과의사 수* 인구 천명당 0.64 명 (2011 년) 

병상수* 

공공병원: 66% 

민간비영리병원: 9% 

민간영리병원: 25% (2008 년) 

인구 천명당 병상수: 6.4 개 (2011 년) 

고급의료장비* 인구 100 만명당 CT 수: 12.5 개 (201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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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 만명당 MRI 수: 7.5 개 (2011 년) 

의료보장제도 

조직 

전국민보험 공적보험 

저소득층 지원 보편적 질병급여제도(CMU) 

보험자 전국건강보험공단(CNAMTS) 

치과 급여항목 

일반의/전문의 상담, 충전, 근관치료, 

치주치료, 스케일링 (70% 급여) 

6~18 세 검진비용 무료 

본인부담금 외래 70%, 입원 80%, 약품 

65% 

치과 비급여항목 교정/보철의 전문적 진료 

의료보장제도 

재원 

재원별 

국민의료

비 지출* 

공

공 
총 76.7% (2011 년) 

민

간 

민간보험 12.6% (2000 년) 

총 23.3% (2011 년) 

1인당 연간 국민의료비* 4,118% (2011 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11.6% (2011 년) 

정부 총지출 중 국민의료비* 15.9% (2011 년) 

본인부담금* 

민간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32.1% 

(2011 년) 

총 국민의료비 대비: 7.5% (2011 년) 

의료보장제도 

관리 
진료비 지불방식 T2A 

의료서비스 

공급 

국민의료비 지출 중 입원환자 지출* 46.5% (2000 년) 

국민의료비 지출 중 외래환자 지출* 26.1 % (2000 년) 

국민의료비 지출 중 치과치료 지출* 5% (2000 년) 

의료전달체계* 1 차의료: 공공병원, 일부 민간비영리병원 

1 인당 연간 진찰횟수* 6.8 회 (2011 년) 

평균 입원일수* 5.7 일 (2011 년) 

65 세 이상 인구비율* 20.5% 

* OECD Health Data 2013 : 2011 년 or neare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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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의료자원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3.3명이고, 치과의사수는 0.64명이다. 병상의 

비율은 공공병원 66%, 민간비영리병원 9%, 민간영리병원이 25%으로, 

민간비영리병원에서도 요양병원 신청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 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병상수와 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보건계획을 세우고 보건지도를 도입하였다. 신규병원을 

설립할 때 의료장비나 병상 수 등이 지역 간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27]. 

 

4.6.2 의료보장제도 조직 

프랑스의 의료보장제도는 공적보험, 보충보험, 보편적 

질병급여(CMU)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전국민의 99.9%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일반레짐, 특별레짐, 농업레짐, 

자영업레짐으로 구성된다. 보충보험은 비영리 기관, 비영리 기업, 영리 

기업 등이 운영하는 보험으로 공적보험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국민 94%이상의 대다수가 보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편적 

질병금여(CMU-Complémentaire)는 보충보험의 일종으로 저소득층 및 

기존 공적보험의 소외계층을 포함한 가입자의 의료비를 100% 정부가 

부담한다.  

치과의사와의 상담, 충치치료, 발치, 근관치료, 스케일링 등에 대해 

국가에서 치료비의 70%를 상환해준다. 13 세 이하의 경우 더욱 낮은 

비율로 수가가 정해지고 6~18 세의 검진비용은 무료이다. 3 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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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구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발견되는 문제의 

치료는 교정, 보철을 제외하고 무료로 진행된다. 보철치료나 교정치료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이고, 임의 수가를 인정한다. 다른 진료항목들은 

수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보철이나 교정에 

대해서 이 수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치과보험이 되는 항목의 수가가 

동일하지 않은데, 치과의사가 치료의 항목과 질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한 요금에 대해서는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치과영역의 지출에서 

개인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과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 

 

4.6.3 의료보장제도 재원 

2010년 프랑스 보건의료비 총지출이 2,340억 유로였는데, 의사의 

외래진료가 184억 유로이고, 치과의사 외래진료가 99억 유로로 

치과의료의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이 4% 수준이다[27]. 하지만 

의료분야에 대해 50%수준으로 치과의료에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비해 치과의료에 대한 위상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4.6.4 의료보장제도 관리 

2004년 이전까지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비영리병원(PSPH)에 대해 총액예산제를 적용하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민간비영리병원(non-PSPH), 민간영리병원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였으나, 2004년 „병원 현대화 계획 2007‟이 추진되어 

프랑스식 포괄수가제인 T2A로 전환되었다. T2A 하에서는 의사의 

진료보수가 환자수와 질병의 중증도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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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끼리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업의는 Secteur1의사, Secteur2의사, 비협약의로 구분되는데 

Secteur1의사, Secteur2의사는 보험공단과 협약을 한 의사이다. 

Secteur1의사는 보험공단과 진료비를 협상하여 정하고 사회분담금을 

할인받는 반면, Secteur2의사는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한다. 비협약의는 

보험환불을 받지 못한다[27]. 급여방식은 상환제로 평균적으로 외래 70%, 

입원 80%, 약품 65%가 본인부담이며, 정부가 지정한 30종류의 

중증질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프랑스에서도 의료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1996년 

부터 매년 사회보장재정법을 의결하여, 보건의료제도 운영의 감독과 

건강보험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2004년 의료보험개혁법에서는 

비상경보위원회를 설립하여 보건의료지출이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국회와 건강보험공단,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27]. 

 

4.6.5 의료서비스 공급 

프랑스는 2005 년, 2010 년 두 차례의 의료개혁을 통해 주치의 제도와 

개인의료기록부(DMP)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의료이용의 방만함을 

제어하였고, 환자가 일관되고 연속적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중복처치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면서 예방적 

처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치의 지정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진료비의 차이가 있다.  

공공의료서비스 병원(Service Public hospital, SPH)은 예방서비스, 

질환치료, 응급의료서비스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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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24 시간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국립병원 뿐만 아니라, 원하는 민간비영리 병원(PSPH)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27]. 

치과진료도 다른 의료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치과는 

주치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치과의사에게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치과의사에게 계속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4.7 독일 

독일은 인구 81,889,839명, 인구증가율 0.1%에, 인구당 GDP가 41,863 

USD이다. 최초로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한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한 

나라로써, 전국적으로 다수의 질병금고가 존재하는 다보험자 방식이다.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에 완료한 독일의 의료개혁은 재원조달을 

중앙 집중화하여 건강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가입자의 선택을 

확대하며, 보험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16]. 

 

[표 10.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구성요소]  

의료자원 

의사 수* 인구 천명당 3.8 명 (2011 년) 

치과의사 수* 인구 천명당 0.8 명 (2010 년) 

병상수* 

공공병원: 35.6% 

민간비영리병원: 48.3% 

민간영리병원: 16.1% (2010 년) 

인구 천명당 병상수: 8.3 개 (2011 년) 

고급의료장비* 
인구 100 만명당 CT 수: 18.3 개 (2011 년) 

인구 100 만명당 MRI 수: 10.8 개 (2011 년) 

의료보장제도 전국민보험 법정건강보험 + 민간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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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미성년층 지원 18 세 이하 본인부담액 지원 

기타 계층 지원 (소득의 2% 초과하는 본인부담액 지원) 

보험요율 
15.5% (근로자 8.2%, 사용자 7.3%) 

자영자 14.6% 

보험자 다보험자 (질병금고, 민간보험사) 

민간보험가입율* 10.8% 

치과 급여항목 
어린이 집단치과예방서비스 

어린이 개인치과예방서비스 

의료보장제도 

재원 

재원별 

국민의료

비 지출* 

공

공 
총 76.9% (2011 년) 

민

간 

민간보험 8.8% (2011 년) 

총 23.1% (2011 년) 

1인당 연간 국민의료비* 4,495$ (2011 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11.3% (2011 년) 

정부 총지출 중 국민의료비* 18.5% (2011 년) 

본인부담금* 
민간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51.4% (2011 년) 

총 국민의료비 대비: 13.2% (2011 년) 

재원 관리 중앙기금 (위험조정) 

의료보장제도 

관리 

진료수가 책정 
연방의사회, 연방질병금고협회 간 협상 

점수제 방식 

지불방식 DRGs 

의료서비스 

공급 

국민의료비 지출 중 입원진료비* 34% 

국민의료비 지출 중 외래진료비* 17% 

국민의료비 지출 중 

치과외래/치과재료비 
8.7% 

의료전달체계 
1 차의료: 개업의의 외래진료 

2 차의료: 병원의 입원의료 3 차의료: 재활 

1인당 연간 진찰횟수* 9.7 회 (2011 년) 

평균 입원일수* 9.5 일 (2011 년) 

* OECD Health Data 2013 : 2011 년 or neare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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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의료자원 

의사수는 인구 천명당 3.8명이고, 치과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0.8명이다. 병상 수의 비율은 공공병원이 36%, 민간비영리 병원이 48%, 

영리병원이 16%로 민간병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4.7.2 의료보장제도 조직 

독일의 공공의료보장제도는 공적 의료보험제도와 민간의료보험으로 

구성된다. 2007년 개혁 이전에 공적 의료보험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 계층만을 강제가입 대상자로 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은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된 형태였다. 2007년 개혁을 통해 

모든 독일 국민은 건강보험이나 민영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하였다. 2012년 연간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에 속하는 국민(전국민의 

약85%)은 건강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갖는 

국민(약10%)은 건강보험 또는 민영보험의 가입을 강제화하였다. 기타는 

공적 재정 지원을 받는 사람들로서 전국민의 약 4%가 해당된다. 

민간의료보험의 급여범위는 공적 의료보험과 동일하도록 규제했다. 

건강보험에서 어린이 치과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2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집단치과예방서비스, 12~20세에 대해서는 

개인치과예방서비스를 보험급여에 포함시켰다. 

 

4.7.3 의료보장제도 재원 

의료재원은 사회보험과 조세수입으로 구성된 공적 재원이 77%, 

본인부담과 민간보험으로 구성된 민간 재원이 23%로 구성된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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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재원인 사회보험은 전체 재원의 약 60%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부터 모든 국민에 대해 보험료율을 소득의 15.5%로 통일시켰다. 

정부는 18세 이하 가입자들의 본인부담액, 가계소득의 2%를 초과하는 

본인부담액, 장기적 실업자의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보조금을 

중앙기금으로 이전하는데, 2013년 예산의 6.1%로 책정되어 있다[16]. 

독일의 치과의료보장제도는 의료보장제도 내에 포함되며, 2003 년 

기준 전체 급여비 중 8.7%가 치과외래/치과재료비로 지출되었다[28]. 

 

4.7.4 의료보장제도 관리 

민간의료보험은 „새로운 기본 보험료‟에 기초하여 모든 가입희망자에 

대해 가입을 수용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보험료 산정은 가입자의 성, 

연령만 고려하고 건강상태는 고려되지 않도록 하며, 정률 보험료의 

보험료율과 급여범위를 공적 의료보험과 동등하도록 규정하였다.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사에 

적립한 노후의료비 적립금을 새로운 보험사가 인수해야 한다.  

질병금고가 징수한 보험료가 중앙기금에 모이면 중앙기금은 

질병금고에 대하여 가입자의 수, 성, 연령 등과 건강수준에 따른 

위험요소를 감안하여 재정을 배정한다. 이것이 질병금고의 재정이 

되는데, 질병금고는 재정을 잘 관리하여 예산이 남으면 가입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를 모을 수 있고, 재정 부족으로 

진료비 지불이 어려워지면, 가입자에게 추가로 정액보험료를 징수받아 

결손을 보충함으로써 가입자의 이탈이 생길 수 있다[16]. 

지불제도는 의료개혁 이전에는 총액계약방식이었으나,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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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서는 총진료량을 미리 정해놓은 후 이를 초과하는 경우 

환산지수를 낮춰 전체 진료비 상승을 막는 방법을 택하여 의료수가와 

진료량을 통제하게 되었다. 병원비용은 DRGs 방식으로 지불된다.  

병원의 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주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시설유지관리와 환자 진료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은 질병금고가 환자들의 

일일 입원비형태로 부담한다. 병원들은 소유주에 상관없이 주 

정부로부터 자본비용을 보상받을 자격이 부여되어 영리병원도 

자본비용의 전액 보상은 아니지만 자본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질병금고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28]. 개업의사들도 건강보험, 민간보험 

등에서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을 보상받게 된다. 독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덜 이윤추구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자본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을 별도로 보상받기 떄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해 공동연방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인 

„AQUA 연구원‟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자료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가능한 

전 분야에 걸쳐 합의된 지표와 수단들을 개발하게 한다[28]. 

 

4.7.5 의료서비스 공급 

독일에서는 1차 의료를 개업 일반의와 외래진료 전문의가 담당한다. 

1차 진료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토대로 병원에 갈 때에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병원선택권이 주어진다. 독일의 병원은 폐쇄형으로 전문의사가 

월급제로 고용되어 환자를 진료한다. 개업의사들은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 의뢰시키고,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는 다시 

개업의사에게 되돌려주어 상호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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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자기가 속한 질병금고가 계약한 의사 중 주치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전문의를 바로 찾아갈 수도 있다. 다만 주치의 

제도를 선택하는 환자는 보험료 및 본인부담을 감면해준다[28].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병의 관리문제와 고가의료기술의 급속적인 

발전으로 의료비의 증가문제가 생기자, 1차 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공급자들이 참여하는 „통합의료에 의한 만성질병관리 프로그램(Disease 

management programs: DMPs)‟을 도입하였다[16]. 

 

4.8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인구 16,767,705 명, 인구증가율 0.4%이고, 인구당 GDP 는 

45,955 USD 인 나라로 인구수는 우리나라의 1/3 수준이지만, 인구당 

GDP 는 2 배 이상이다.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장방식으로, 2006 년 

개혁을 단행하여 단일의료보험체계를 도입하고, 다수의 민간보험회사가 

보험자가 되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체계로 변화하였다. 

사회보험의 관리를 민영보험회사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이 올바로 

작동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표 11. 네덜란드의 의료보장제도 구성요소]  

의료자원 

의사 수* 인구 천명당 3.0 명 (2011 년) 

치과의사 수* 인구 천명당 0.5 명 (2011 년) 

병상수* 

공공병원: 0% 

민간비영리병원: 100% 

민간영리병원: 0% (2008 년) 



64 

 

인구 천명당 병상수: 4.7 개 (2011 년) 

고급의료장비* 
인구 100 만명당 CT 수: 12.5 개 (2011 년) 

인구 100 만명당 MRI 수: 12.9 개 (2011 년) 

치과대학 수 3 개 

치과교육 6 년제 

공공기관 치과의사 비율 69% 

개업치과의사 비율 31% 

의료보장제도 

조직 

전국민보험 
특별의료비지출제도(장기요양서비스) 

사회민간보험(표준급여) 

저소득층 지원 의료보조금 제도 (정액보험료 보조) 

장기요양서비스 특별의료비지출제도 (전국민) 

보험자 다보험자 (민영보험회사) 

치과 급여항목 

표준형 민간의료보험 

: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진료, 의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18 세이상성인 치과진료 

치과 비급여항목 교정 

의료보장제도 

재원 

재원별 

국민의료

비 지출* 

공

공 

일반조세 14% (2006 년) 

사회보험 

66% (2006 년) 

정액 보험료 45% 

정률보험료 50% 

국고부담 5% 

총 82.7% (2011 년) 

개인 10% (2006 년) 

총 17.3% (2011 년) 

보험요율 

정률보험료 

근로자 3.25%, 사용자 3.25% 

자영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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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의료비지출제도 13.25% (2004 년) 

1인당 연간 국민의료비* 5,099$ (2011 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11.9% (2011 년) 

정부 총지출 중 국민의료비* 20.6% (2011 년) 

본인부담금* 
민간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35.5% (2011 년) 

총 국민의료비 대비: 6.0% (2011 년) 

재원 관리 중앙기금 (위험조정배분) 

의료보장제도 

관리 

본인부담 보험종류에 따라 deductible 을 설정 

진료수가 책정 

A: 의료청에서 단일가격 지정 

B: 보험사, GP대표, GP 협회대표 협의 

(보험사마다 차이) 

지불방식 DBCs 

의료서비스 

공급 

의료전달체계 

예방서비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1차의료: 일반의 

2차의료: 장기요양 

1인당 연간 진찰횟수* 6.6 회 (2011 년) 

평균 입원일수* 5.6 일 (2011 년) 

* OECD Health Data 2013 : 2011 년 or nearest year 

 

 

4.8.1 의료자원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3.0 명이고, 치과의사 수는 0.5 명이다. 

치과의사 중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비율이 69%이고, 개업 

치과의사가 31%이고, 모든 병원은 민간비영리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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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의료보장제도 조직 

[표12. 네덜란드 의료보장제도의 구성] 

 2006년 개혁 전 2006년 개혁 후 

제1영역 

특별 의료비 지출제도(AWBZ) 

- 장기요양보험 

- 전국민 강제가입 

특별 의료비 지출제도(AWBZ) 

- 장기요양보험 

- 전국민 강제가입 

제2영역 
질병기금 

(일정소득미만강제가입) 

민간건강보험 

(임의가입) 

표준형 사회민간보험 

(전국민 강제가입) 

제3영역 보충형 건강보험 (선택) 보충형 사회민간보험 (선택) 

 

네덜란드의 의료보장제도는 세 개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06년 

개혁에서는 제2영역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법이 정하는 

„표준급여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규정하였다. 

보험회사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계약을 통해 공급자들을 경쟁시키게 

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형 사회민간보험은 특별 의료비 지출제도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외한 외래진료, 병원입원, 18세 미만 가입자에 대한 

치과진료, 특수치과진료 및 의치, 의료보조장치, 출산관련진료, 산부인과, 

구급차와 휠체어 택시, 산업재해, 영양섭취와 식이요법 상담 등 급성기 

진료치료분야를 담당한다. 보험을 관리하는 보험자는 질병금고가 아니라 

민간보험회사이고, 사회보험의 표준급여와 보충급여를 동시에 취급 

가능하도록 했다. 즉, 민간보험회사는 표준급여 이외의 보충급여를 

추가보험료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보충형 사회민간보험에서는 안경, 

18세 이상 성인의 치과진료, 피임비용, 대체의학, 표준급여목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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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지 않는 정신과 치료 등을 제공한다. 모든 교정치료는 개인이 

부담하거나 추가적인 보험을 들어야 한다. 

 

4.8.3 의료보장제도 재원 

네덜란드의 사회민간보험 재원은 소득비례보험료, 정액보험료, 정부 

보조금, 강제적인 본인부담정액으로 구성된다. 첫째, 소득비례보험료는 

국세청이 징수하여 중앙기금으로 이전하는데, 보험재정의 50%를 

차지한다. 2009 년 기준으로 소득비례보험료율은 근로자는 소득의 6.9%, 

자영자와 연금소득자는 4.8%이다. 둘째, 나머지 50%의 재정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정액보험료로 구성된다. 정액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부과, 징수하는데 피보험자는 정액보험료가 낮은 

보험회사를 선택하게 되고, 보험회사들은 정액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공급자들을 경쟁시켜 의료비용 낭비를 막게 된다. 셋째, 정부가 

중앙기금에 납부하는 보조금으로 18 세 이하 가입자들의 정액보험료와 

전쟁이나 테러로 인한 의료비이다. 소득비례보험료와 정부의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중앙기금이 관리하는 위험조정기금으로, 중앙기금은 이 

위험조정기금을 각 보험회사에 가입한 사람의 연령, 성, 지역 등을 

토대로 건강상태를 고려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각 보험회사에 배분한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가 의료 이용시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강제적인 

본인부담정액이 있는데, 22 세 이하 피보험자들의 일반의 진료, 부인과 

진료, 치과 진료에는 면제된다[16]. 

특별의료비보장제도의 재원은 보험료 및 가입자 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보험료는 조세기관을 통해 소득세와 함께 징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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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2004년 기준 13.25%이다. 

 

4.8.4. 의료보장제도 관리 

2005년 1월부터 병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불제도인 DBCs(Diagnose 

Behandelings Combinaties = Diagnosis Treatment Combination)가 

도입되었다. DBCs제도는 DRGs와 유사하지만 전문의에 대한 행위별 

수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의는 병원과 계약을 통하여 보수를 

지불 받게 된다[16]. DBCs는 A, B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A 영역의 

가격은 의료청(Dutch Health Care Authority =NZa)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단일 가격이 설정되며, B 영역은 보험회사와 병원 간에 협상으로 

결정된다. 2005년에는 B영역이 10%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2009년에는 34%로 확대되었다[16]. 이를 통해 병원 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1차 의료의사의 수가는 GP 대표자 및 

전국 GP 협회대표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회사 대표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치과의료 진료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대진료비를 매년 

의료청(national health care authority)에서 결정하며, 치과의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수가를 정한다.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영보험회사는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법으로 강제하였다. 피보험자는 선택한 보험회사에 

대해 의무가입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이 지나면 보험사를 바꿀 수 

있다. 만약 보험회사가 정액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1년 만료 전이라도 

보험자를 바꿀 수 있다. 정액보험료의 비중을 50%로 높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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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료보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가입을 회피하지 

않도록 중앙기금이 보험회사에 예산을 배정할 때 가입자들의 

건강위험도를 감안한 위험조정정액을 산정하여 배정한다[16]. 

의료보조금제도와 위험조정분배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50%의 정액보험료를 통해 의료보험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보험사는 가격 경쟁 뿐만 아니라 추가보험패키지, 

서비스 수준, 의료기관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서 경쟁하는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진료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인터넷으로 서비스 내용, 가격, 대기시간, 서비스 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중을 줄이고 혈당 수치를 낮추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환자가 운동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가입비를 지원해주고, 심장병 

환자들에게는 저칼로리와 저콜레스테롤 음식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헬스클럽을 운영하여 가입자들에게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등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에 힘쓰게 되었다[16]. 

대부분의 치과진료는 일반의로 활동하는 치과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4.8.5 의료서비스 공급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서비스, 1차 의료서비스, 2차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로 구분된다. 예방서비스는 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 제공되며, 1차 의료는 일반의가 주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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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한다. 일반의는 문지기 역할을 하여 병원 서비스나 전문의 서비스를 

의뢰하게 된다. 환자는 등록된 일반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의뢰서를 받은 후에는 치료받고자 하는 병원도 선택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병원이 개방형으로 전문의가 독립적으로 병원과 계약을 한다.  

민영보험회사는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때 규모가 협소하거나 협상력이 미약한 병원이 퇴출되지 

않도록 감시기구를 두어 계약의 불공정성을 감독한다.  

 

4.9 미국 

미국은 인구 313,914,040 명, 인구증가율 0.7%에, 인구당 GDP 가 51,749 

USD 에 이르는 경제 강국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6 배에 달하며, 인구당 

GDP 또한 2 배 수준이다.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주로 민간보험과 

민간의료 중심으로 자율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하였으나, 의료 

분야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고 

의료서비스 수준, 접근성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 년부터는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용주의 의료보험 제공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의료보험 

시장규제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표 13.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구성요소]  

의료자원 

의사 수* 인구 천명당 2.5 명 (2011 년) 

치과의사 수* 인구 천명당 0.61 명 (2011 년) 

병상수* 인구 천명당 병상수: 3.1 개 (201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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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의료장비* 
인구 100 만명당 CT 수: 40.9 개 (2011 년) 

인구 100 만명당 MRI 수: 31.5 개 (2011 년) 

의료보장제도 

조직 

저소득층 지원 Medicaid (14.1%, 2008 년) 

미성년층 지원 CHIP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층 지원 Medicare (14.3%, 2008 년) 

기타 계층 지원 Medicare (장애인) 

민간보험 가입율 

54.9% (2011 년) 

HMO(21%), PPOs(57%), POS(13%), 

HDHO/SOs(5%), health plan(3%) 

치과 급여항목 

Medicaid/CHIP: 조기/주기적 진단치료프로그램 

민간보험: 검진 및 예방적 치아관리 

기본치아관리(70~80%보상), 메이저 치아진료 

(50%보상) 

의료보장제도 

재원 

재원별 

국민의료

비 지출* 

공

공 

일반조세 
연방정부 14.2% 

지방정부 11.0% 

사회보험 14.4% 

총 47.9% (2011 년) 

민

간 

민간보험 30.7% 

개인 28.5% 

기업 0.2% 

기타 1.0% 

총 54.1% (2011 년) 

1인당 연간 국민의료비* 8,508$ (2011 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17.7% (2011 년) 

정부 총지출 중 국민의료비* 19.8% (2011 년) 

본인부담금* 
민간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20.9% (2011 년) 

총 국민의료비 대비: 11.6% (2011 년) 

의료보장제도 

관리 

보건법 
ERISA(퇴직자소득보장법) 

HIPPA(의료보험책임법) 

진료비 심사 중간지불기관(청구서심사,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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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심사위원회 

평가 인증 
NCQZ(민간의료보험 평가) 

JCAHO(의료기관평가) 

지불방식 DRGs 

의료서비스 

공급 

의료전달체계 

1 차진료  외래수술센터,  

외래재활시설/가정간호 

1 차진료  급성기병원  아급성치료시설  

입원재활시설  요양원/가정간호 

1인당 연간 진찰횟수* 4.1 회 (2011 년) 

평균 입원일수* 4.8 일 (2011 년) 

* OECD Health Data 2013 : 2011 년 or nearest year 

 

4.9.1 의료자원 

미국 고급의료시설은 인구 100 만명당 CT 40.9 개, MRI 31.5 개로 

OECD 평균의 2~3 배에 달한다. 하지만 인구 천명당 의사 수 및 

치과의사 수,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4.9.2 의료보장제도 조직 

미국의 공공의료보장제도는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칩(CHIP)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케어는 1965 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의료보장제도로서, 65 세 이상의 노년층과 일부 장애인 및 

말기 신장병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이드/칩은 저소등측 및 

어린이에 대한 의료보장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제도로써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득 및 자산조사가 가입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선이 되고,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thresholds FPL) 

정도에 따라 가입, 급여범위, 그리고 보험료 산정 등이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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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는 치과부분은 전혀 보장하지 않고, 메디케이드에서 치과 

진료의 종류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의 한계를 설정해 두었다.  따라서 

치과의료보험은 대부분이 민영보험에서 보장한다. 하지만 

민영보험에서도 치과진료의 본인부담률이 높고, 직장에서 가입해주는 

민영보험에 치과진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치과진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최근 메디케이드/칩에서 치과진료를 „조기 & 주기적 진단치료프로그램 

(EPSDT, early and periodic screening, diagnosis, and treatment 

program)‟의 형태로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2014 년까지 약 5 백 만명의 

아이들에게 치과보험을 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치과에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환자들을 받지 않고 있으며, 받는 치과에서도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치과진료에 대한 장벽은 여전히 높다.  

다음 [표 14]는 일반적으로 민간치과보험에 들어있는 치아관리 

서비스의 종류이다. 검진 및 예방관리를 급여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민간치과의료보험은 크게 Indemnity plan,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DHMO(Dental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환자의 부담금은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와 환급받은 

진료비의 차액, 보험약관에 책정된 coinsurance(본인부담금), 

deductible(매년 환자가 보험혜택 받기 위해 지불하는 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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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미국 치과보험의 치아관리 서비스] 

검진 및 예방적 치아관리 기본 치아 관리 메이저 치아진료 서비스 

정기적 서비스로 심각한 

치아질환을 미연에 방지하는 

진료들 

치과 진료비용 중 70~80%만 

보상 
비용의 50%만을 보상 

X-ray 

치아청소 

치아실란트 

치아검진 서비스 

치아복구치료 – 치아 충전재 

치아내부치료 – 신경수술 

구강수술 – 발치 

치주치료 – 잇몸치료 

고정의치 – 크라운, 의치 

착용의치 – 부분틀니, 완전틀니 

 

Indemnity Plan 방식은 환자가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모두 납부한 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상환 받는 형식이다. 치료의 종류와 한계를 보험약관에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외 진료는 본인부담이 된다. PPO 방식은 해당 

치과보험에 가입된 치과의사들(In-Network) 중에서 환자가 원하는 일반 

또는 전문 치과의사에게 보험약관에 지정된 진료를 받으면 보험회사와 

계약된 치료비만이 청구되는 방식이다. In-Network 치과의사는 계약된 

진료에 대해 일반 치과진료비보다 저렴한 비용을 청구한다.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치과의사(Out of Network)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혜택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매년 보험수혜의 한계금액이 정해져 

있다. 마지막으로 DHMO 방식은 환자가 보험의 Network 에 가입된 

치과의사 한 명을 지정하여 보험약관에 책정된 모든 치료를 받는 

방식이다. In-Network 에 가입된 다른 치과의사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새 치과의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특정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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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문의에게 받기 위해서는 담당 치과의사의 추천을 받아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In-Network 치과의사는 계약된 진료비만 

청구할 수 있고 이는 PPO 보다 저렴하며 연간 보험혜택의 한계가 없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최근 의료개혁에서 각각 보험사가 의료기관과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보험사간 경쟁과 의료기관간 경쟁을 유도하는 모습은 

미국의 PPO, DHMO 에서 그 모티브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메디케어, 메이케이드/칩 등의 공공보험 가입율은 25.4%이고, 

민간보험 가입율은 54.9%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주로 기업체가 제공하는 

방식인데, 기업체의 56%가 일반 의료보험을 제공하는데 반해, 

치과의료보험은 35%만을 제공한다. 

 

4.9.3 의료보장제도 재원 

미국 총 의료지출 중 공공부담의 비율은 48%, 민간부담의 비율은 

54%로 공공부담의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1 인당 연간 국민의료비는 

8,508 USD 로 우리나라의 4 배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의료수가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정부 지출 중 국민의료비 비율은 

19.8%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며, 총 의료지출 중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11.6%로 우리나라의 1/3 수준이다. 

메디케어는 사회보장세를 주요한 재원으로 하여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진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기금(matching fund)이 중요한 재원으로, 연방정부는 주정부 

메디케이드 예산의 50~75%를 지원한다.  

치과진료에 있어, 개인 부담은 56%이고 민간보험은 3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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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의료보장제도 관리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산하의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에서 정책수립, 기획,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진료비 심사에 대한 

통제는 중간지불기관(intermediary, carrier)과 동료심사위원회(peer 

review organization)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청구서 접수와 심사 그리고 지불사무를 수행한다[29].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평가 인증조직이 존재한다. 

NCQA(National Committee for Quality Assurance)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평가인증을 담당하며,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29].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민간의료보험 등에서의 병원에 대한 

지불체계는 „진단명 기준 질병군(Diagnosis Related Groups, DRG)방식‟이 

대표적인데, 여기에는 의사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지불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강제 도입된 

DRG방식의 포괄수가제의 경우 의사 인건비가 모두 포괄수가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가 책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비스의 

과소 제공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4.9.5 의료서비스 공급 

가벼운 질병환자의 경우, 1 차 진료의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 1 차 진료의의 추천을 받아 

외래수술센터에서 통원수술을 받고, 그 후 외래재활시설 혹은 

가정간호를 받는다. 비교적 무거운 질병으로 입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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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Acute Hospital)에서 수술을 받고, 아급성치료시설(Sub Acute 

Facility)에서 회복기를 거쳐 입원재활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받는다. 이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요양원이나 가정간호 등을 이용하며, 말기환자 

혹은 치매성질환자는 호스피스를 이용한다[29].  

미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매우 낮은 편으로 영아사망률이 2011 년 

1000 명당 6.9 명으로 OECD 평균인 4.1 명을 훨씬 상회하며, OECD 

가입국 중 미국보다 영아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와 멕시코 

뿐이다[14].  

 

 

5. 논의 

이번 장에서는 이제까지 살펴본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및 

치과의료보장제도를 비교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의료자원‟에 있어서 인력자원과 장비자원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인력자원은 비교적 큰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장비자원에 있어서 병상 수 및 고급의료장비 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병상 수 및 고급의료장비 수가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고, 인력자원은 보통 수준이었다. 병상 수가 유럽 선진국과 차이가 

나는 것는 역사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과거 유럽 선진국에서는 

의료가 상위층은 의사를 집으로 불러 가정진료를 하였고 중하위층은 

집단 진료소를 이용하였다. 병원은 이 집단 진료소에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 입원 진료을 굳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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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과 미국에서는 가정 간호가 의료제도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급여화되어 있기 때문에 병상 수가 높을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병원은 상위계층이 이용하는 고급서비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원 진료를 선호하고 많은 병상 수를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급의료장비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병원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적고, 진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대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확보방법으로 고급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진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수급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순히 인구 천명당 치과의사 수로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1 인당 연간 국민의료비는 2,198 USD 로, 조사한 9 개국 중 

가장 낮으며, OECD 평균의 60% 수준이다. 일본, 영국의 70% 수준이고, 

스웨덴, 프랑스, 독일의 50% 수준이며, 미국의 25% 수준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의료비 규모의 확대 없이 의사 수 및 치과의사 수급만을 늘릴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고, 이는 

의료업에 대한 경쟁을 초래하게 된다. 이 같은 경쟁이 의료업의 

효율성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의료의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질 

저하가 초래될 수도 있다. 생계가 위협이 될 경우 인간은 유혹에 약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된다. 우리나라 

진료의사 1 인당 연간 외래 진찰 회수는 2009 년 현재 6,694 회로 OECD 

평균인 2,325 회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13]. 비약하자면 OECD 

평균보다 일은 3 배로 하지만, 보상은 60%만 받는 상황이다. 치과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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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부족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수급을 늘리기 전에 적정한 

보상을 가능케하는 의료비 규모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5. 각국 의료자원의 비교] 

 

인인구구  

((인인구구증증가가

율율))  

((22001122))++  

인인구구당당  

GGDDPP  

((22001122))++  

천천명명당당  

의의사사수수  

((22001111))** 

천천명명당당  

치치의의수수  

((22001111))**  

천천명명당당  

병병상상수수  

((22001111))**  

병병상상  비비율율  

((공공공공::비비영영리리::

영영리리 

110000 만만명명

당당  

CCTT  //  

MMRRII 수수  

((22001111))**  

OOEECCDD  

평평균균  
  3.2 명  4.8 개  

23.2 개 

13.3 개 

한한국국 
50,004,000 

(0.5) 
22,590$ 2.0 명 

0.44 명 

(2012) 
9.6 개 10:65:25 

35.9 개 

21.3 개 

일일본본 
127,561,489 

(-0.2) 
46,720$ 2.2 명 

0.77명 

(2010) 
13.4개 26:74:0 

101.3 개 

46.9 개 

싱싱가가폴폴 
5,312,400 

(2.5) 
51,709$ 1.9 명

&
 0.3 명

&
 10.8 개

&
 85:0:15

&
 

9.44 개 

8.26 개 

영영국국 
63,227,526 

(0.8) 
39,093$ 2.8 명 

0.54 명 

(2012) 
3.0 개 96:4:0 

8.9 개 

5.9 개 

스스웨웨덴덴 
9,516,617 

(0.7) 
55,041$ 3.9 명 

0.8명 

(2011) 
2.7개 98:0:2  

프프랑랑스스 
65,696,689 

(0.5) 
39,772$ 3.3 명 

0.64명 

(2012) 
6.4개 66:9:25 

12.5개 

7.5개 

독독일일 
81,889,839 

(0.1) 
41,863$ 3.8 명 

0.8 명 

(2011) 
8.3 개 36:48:16 

18.3개 

10.8 개 

네네덜덜란란

드드 

16,767,705 

(0.4) 
45,955$ 3.0 명 0.5 명 4.7 개 0:100:0 

12.5 개 

12.9 개 

미미국국 
313,914,040 

(0.7) 
51,749$ 2.5 명 0.61 명 3.1 개  

40.9 개 

31.5 개 

* OECD Health Data 2013 : 2011 년 or nearest year 

+ data.worldbank.org 
&
 www.moh.gov.sg 

 

두번째로 „의료보장제도 조직‟에 관련해서는 4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 싱가폴과 미국, 영국과 스웨덴, 그리고 

나머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80 

 

한국과 일본은 여러 면에서 유사한 의료보장제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빠른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 의료제도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고령자의 의료비 증가로 인한 의료재정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 예방의료에 힘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의료보장제도 내에서 치과의료에 대한 예방진료와 노인진료가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었고, 보장범위가 넓고, 보장률이 높은 반면, 

진료수가가 너무 낮아 치과의료계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못지 않게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대상의 별도의 보험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노인의료비는 

일인당 진료비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인층의 경제적 수준이 

평균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해 예방의료분야에 대한 

급여화 확대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이 때 노인 질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치과의료에 대한 예방진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싱가폴과 미국은 대표적인 민간서비스형 의료보장제도를 가진 

국가로써 싱가폴은 의료저축제를 통해 개인의 의료비를 미리 저축해두는 

방식으로 향후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개인적 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하고 있었다. 미국은 민간보험사를 중심으로 하는 PPO, 

HMO(치과분야는 DHMO)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환자에게는 주치의를 배정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바가 

컸다. 비록 민간주도의 의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싱가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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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두 치과진료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치과진료에 대해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표 16. 각국 의료보장제도 조직 비교] 

 
의의료료보보장장제제도도  구구성성  

공공보험 

가입율* 

민간보험 

가입율* 
전전국국민민  건건강강보보험험  고고령령자자  보보험험  공공적적부부조조  

한한국국 

국민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100%  

일일본본 

전국민건강보험 

- 피용자보험 

- 국민건강모험 

전기고령자의료

제도 

후기고령자의료

제도 

의료보호 100%  

싱싱가가폴폴 
Medisave 

Medishield 
eldereshield Medifund   

영영국국 NHS   100%  

스스웨웨덴덴 RHS   100%  

프프랑랑스스 공적보험  
보편적질병

급여 
99.9% 

94% 

보충보험 

독독일일 공적의료보험   89.2% 

10.8%  

민간의료

보험 

네네덜덜란란드드 

특별의료비지출

제도 

표준형사회보험 

  98.8% 
보충형 사

회보험 

미미국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칩 

25.4% 54.9% 

* OECD Health Data 2013 : 2011 년 or nearest year 

 

영국과 스웨덴은 NHS 방식의 국가로써, 최근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 치과의료에 

대해서는 무상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영국의 치과의료의 경우 비록 

의료분야보다 본인부담금 수준이 높았지만, 검사, 교육, 예방진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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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되는 수준이었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노인대상의 치과진료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모든 치과진료에 

있어서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민간보험진료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의사는 환자 질병수준 및 경제수준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에서 의료인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스웨덴은 예방적 치과진료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써, 미성년에 대해서는 교정을 포함한 모든 

치과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성인과 노인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치과치료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연간 치과의료 지출액의 50% 혹은 85%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영국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미성년 치과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와 같은 단체 무상진료에서 

더 나아가 어린이 구강건강에 대한 검진, 교육, 예방 진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검진, 교육, 

예방에 대한 보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보장방식의 국가로써, 모두 

민간보험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다른 

보상체계로써 민간보험이 도입되어 있었고 가입률이 94%에 달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질병금고와 민간보험사가 보험자로써 공존하여 

경쟁하는 체계로써 보험자가 직접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도록 하여, 

미국의 PPO, HMO 민간보험처럼 의료의 효율성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소외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보험사를 법률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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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고, 위험조정기금을 마련하고, 정액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의료의 형평성도 손상시키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개혁에 

대해 아직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의료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균형있게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표 17. 각국 치과의료보장제도의 연령별 급여보장 비교] 

 
미성년 성인 노인 

한한국국 
검진, 불소, 열구전색  

단체 진료 제공 

(보철, 심미수복, 교정 

제외) 
의치 (50%보조) 

일일본본  (일부 보철, 교정 제외)  

싱싱가가폴폴    

영영국국 무료 

검사, 교육, 스케일링 

(25~88%보조) 

그 외 20%보조, 본인부

담상한제 

무료 

스스웨웨덴덴 무료(교정포함) 

치과치료보조금 

본인부담상한제(50%, 

85% 보조) 

치과치료 보조금 

본인부담상한제 

프프랑랑스스 

낮은 수가 

검진무료 

검진 후 치료무료 

(교정, 보철제외) 

70% 보조 (교정, 보철제

외) 
 

독독일일 예방치료   

네네덜덜란란드드 표준보험 (교정제외) 보충보험 (교정제외)  

미미국국 진단, 치료보험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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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각국 치과의료보장제도의 급여항목 비교] 

 

상상

담담

진진

단단   

불불

소소   

지지

도도   

근근

관관   

발발

치치   

치치

주주

치치

료료   

치치

주주

예예

방방   

충충

치치   

충충

전전   

의의

치치   

보보

철철   

임임

플플

란란

트트  

교교

정정   

심심

미미   

한한

국국   
XX   XX   XX   OO   OO   OO   OO   OO   

OOLL  

5500%%   
XX   

OOLL

예예

정정  

XX   XX   

일일

본본   
XX   OO   OO   OO   OO   OO   OO   OO   OO   OO   XX  XX   OO   

싱싱

가가

폴폴   

XX   LL   XX   LL   LL   LL   LL   LL   LL   LL..   XX  XX   LL   

영영

국국   

4444~~

7744%%   
8800%%   XX   8800%%   8800%%   8800%%   

1122~~

4444%%   
8800%%   8800%%   8800%%   XX  XX   8800%%   

스스

웨웨

덴덴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XX  OO   OO   

프프

랑랑

스스   

3300%%   3300%%   XX   3300%%   3300%%   3300%%   3300%%   3300%%   XX   XX   XX  XX   3300%%   

독독

일일 
             

네네

덜덜

란란

드드   

            XX    

미미

국국  
O   

20~

30% 

20~

30% 

20~

30% 
 

20~

30% 
50% 50%      

* OL: 노인, L: 저소득층, 숫자: 본인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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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각국 의료보장제도 재원 비교] 

 

총총  의의료료

지지출출  중중  

공공공공부부

담담  ::  민민

간간부부담담  

((22001111))** 

보험료율  

11 인인당당  

연연간간  국국

민민의의료료비비

((UUSSDD))  

((22001111))**  

GGDDPP

대대비비  

국국민민의의

료료비비  

((22001111))

** 

정부지

출 중 

국민의

료비 비

율 

총 의료지

출 중 본

인부담금 

(2011년)* 

치과의료 본

인부담금 

OOEECCDD  

평평균균  
72 : 28  3,339% 9.3%  19.6%  

한한국국 55 : 45 5.8% 2,198$ 7.4% 13.7% 35.2%  

일일본본 82 : 18  
3,213$ 

(2010) 
9.6% 18.2% 14.4%  

싱싱가가폴폴

++ 
31 : 69 6~8% 2,286$ 4.6% 8.8% 87.6%  

영영국국 83 : 17 

피고용자

10% 

고용자

11.9% 

세율 40% 

3,405$ 9.4% 15.0% 9.9% 
NHS 치과 

80% 

스스웨웨덴덴 82 : 18  3,925$ 9.5% 14.8% 16.2% 

3000~15000: 

50% 

15000 이상 

15% 

프프랑랑스스 77 : 23 13.6%^ 4,118$ 11.6% 15.9% 7.5% 30% 

독독일일 77 : 23 15.5% 4,495$ 11.3% 18.5% 13.2%  

네네덜덜란란

드드 
83 : 17 

6.5% 

+정액보험

료 

(장기요양 

13.25%) 

5,099$ 11.9% 20.6% 6.0%  

미미국국 48 : 54  8,508$ 17.7% 19.8% 11.6%  

* OECD Health Data 2013 : 2011 년 or nearest year 

+ Data.worldbank.org 

^ 2003 년 기준.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2008). OECD 주요국가의 

건강보험제도 

^ Busse R, Saltman RB and Dubois HRW(2004), “Organization and Financing 

of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s: Current Status and Recent Policy 

Developments”, In Social Health Insurance in Wester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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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의료보장제도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보험료율 또한 낮아 총 

의료지출에 대한 공공부담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는 55% 수준인 

것이 눈이 띄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 인당 연간 국민의료비는 

9 개국 중 가장 낮으며 본인부담금 비율은 싱가폴을 제외하면 가장 높아, 

다른 나라의 2~3 배에 이른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재원에 대한 공공부문 비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공단이 2011 년, 2012 년 

흑자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환자에게 합리적인 진료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경우 모두 최종적 피해자는 환자가 된다. 의료분야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된 후, 의료비 과잉이용을 

억제하고 비양심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네번째로 „의료보장제도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도입 문제와 급여진료에 대해 임의수가를 인정하고 

차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의 요금체계 도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포괄수가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병원진료에 대한 지불방식으로 

도입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수가책정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문제로써, 이미 적정 수가의 70% 

수준으로 책정된 급여수가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포괄수가제 도입이 걱정이 될 수 있다. 의료인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를 감당하는 쪽은 환자이며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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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안목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조금 낮추어 지출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재정 관리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사는 정성을 들인 진료를 하지 않게 되고 국민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의료비는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조사한 

유럽의 복지선진국에서도 의료비 증가에 따른 억제책으로 포괄수가제가 

도입된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의료비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주로 공공병원 및 계약한 민간비영리 병원에서 보험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 또 급여진료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환자에게 

정부에서 정해준 진료비만을 청구하여 동일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환자에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이는 정부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며, 환자입장에서는 

보험을 통해 개인의 질병상황, 경제상황에 맞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특히 치과의료에 있어서는 환자 구강상태, 전신상태, 

경제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재료의 폭이 넓어짐으로 인해 환자 

구강건강에 더 효율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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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 각국 의료보장제도 관리 비교] 

 
진료비 지불방식 

급여항목, 급여

진료비 결정 

급

여

진

료 

추

가

요

금 

의

료

의 

질 

평

가 

민

간

보

험

사 

규

제 

공공의료 공급자 

한한국국 
행위별 수가제 

일부 DRG 
협의 X O X 모든 의료기관 

일일본본 
개별행위별수가 

DPC 
협의 X   모든 의료기관 

싱싱가가폴폴   O O  공공병원 

영영국국 PbR 
무료 + 단일수

가 
O O  NHS 병원 

스스웨웨덴덴 
DRGs 

예산할당제 
단일수가 O   

모든 의료기관 

(진료비 차이) 

프프랑랑스스 T2A  O   

공공병원, 

일부 민간비영리

병원 

독독일일 DRGs 협의 O O O 계약된 의료기관 

네네덜덜란란드드 DBCs 
단일수가 + 보

험사별계약 
O O O 계약된 의료기관 

미미국국 DRGs (보험사별계약) O O O 계약된 의료기관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의료전달체계 부재가 가장 특징적이었다. 1 인당 연간 진찰횟수가 한국 

13.2 회, 일본 13.1 회로 다른 6 개국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의료전달체계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평균 입원일수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OECD 평균의 2 배를 상회하고 있었는데,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부재와 

역사적으로 병원 입원을 선호하는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주치의 제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환자가 질병수준에 맞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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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주치의는 담당 환자의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해 검진하고, 교육하며, 예방진료를 담당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 향상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 관리와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생활습관병인 치과의료에 있어서는 주치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 각국 의료서비스 공급 비교] 

 
의의료료전전달달체체계계  

주치

의 

제도 

통합

진료

제도 

1 인당 연간 

진찰횟수 

(2011)* 

평균 입원일수 

(2011)* 
12 세 DMFT* 

OOEECCDD  

평평균균  
    6.6 회 7.5 일  

한한국국 
병병,,  의의원원  진진료료비비에에  차차

이이가가  있있음음  
X X 13.2 회 15.8 일 

1.8 개 

(2012 년) 

일일본본 
병병,,  의의원원    

이이용용  제제한한  없없음음  
O O 13.1 회 18.2 일 

1.1 개 

(2012 년) 

싱싱가가폴폴 

11 차차  의의료료    

::  2200%%  공공공공병병원원,,  8800%%  

민민간간병병원원  

22,,33 차차  의의료료  

::  병병원원,,  전전문문의의료료센센터터  

X X    

영영국국 

11 차차  의의료료    

::  PPCCTT    임임상상커커미미션션

그그룹룹  

22 차차  의의료료  ::  NNHHSS 트트러러

스스트트  

O O 5.0 회 7.4 일 
0.7개 

(2008년) 

스스웨웨덴덴 

11 차차  의의료료  

::  11 차차  진진료료소소,,  개개인인병병

원원  

O  3.0 회 6.0 일 
0.9개 

(2008년) 

프프랑랑스스 

11 차차  의의료료  

::  공공공공병병원원,,  일일부부  민민

간간비비영영리리병병원원  

O  6.8 회 5.7일 
1.2개 

(2006년) 

독독일일 

11 차차  의의료료    

::  개개원원의의의의  외외래래의의료료  

22 차차  의의료료    

::  병병원원의의  입입원원의의료료  

33 차차  의의료료  ::  재재활활  

O O 9.7회 9.5 일 
0.7 개 

(200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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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덜덜란란드드  

예예방방서서비비스스  ::  공공공공보보

건건의의료료  서서비비스스  

11 차차  의의료료  ::  일일반반의의  

22 차차  의의료료    

장장기기요요양양  

O  6.6회 5.6 일 
0.9개 

(2005년) 

미미국국  

11 차차  진진료료    

외외래래수수술술센센터터  ::  통통원원

수수술술  

  외외래래재재활활시시설설  //  가가

정정간간호호  

급급셩셩병병원원    

  아아급급성성치치료료시시설설  

  입입원원재재활활시시설설    

  요요양양원원,,  가가정정간간호호  

O 

(민

간) 

X 4.1회 4.8 일 
11..33 개개  

((22000044 년년))  

* OECD Health Data 2013 : 2011 년 or nearest year 

 

 

6. 결론  

마지막으로 이번 장에서는 3 장에서 언급했던 우리나라 

치과의료보장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3 장에서 다루었던 우리나라 치과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중 이번 장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통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은 „저보험료율에 따른 의료재정의 약화‟와 „이에 따른 

심사평가원과의 갈등문제‟, „저수가책정 문제‟, „치과의료의 급격한 급여화 

확대에 따른 재정문제와 기술정체 문제‟, „의료비 과다지출 문제와 

가격경쟁 심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민간보험과 의료저축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현재와 같은 

의료재정의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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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여화 확대만을 계속할 경우, 의료재정은 

불안정성은 계속되고 이로 인한 저수가 문제, 심평원과의 갈등과 

보험진료의 질 저하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의료재정의 압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장율을 낮추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 민간보험을 허용하고 의료저축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이 효율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적절한 규제를 만든다면 의료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의료저축제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부담과 개인적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해주는 

보조책이라고 생각된다.  

두번째로는 치과의료분야에 있어서 교육, 검진, 예방진료에 대해 합리적 

수가체계를 만들고, 이 분야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고가의 

급여진료에 대해서 임의 수가를 허용하여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진료의 한계성을 줄이고 다양한 재료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치과의료비는 특히 증가하게 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교육, 검진, 예방진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불이 

정당화되어야 하며, 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치과의료 중 

급여진료에 대한 기술정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급여화 진료에 대한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급여진료에 대해서도 임의 

수가를 허용하고 환자의 선택에 따라 차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겠다. 치과 진료의 경우 급여진료에 대한 재료의 종류가 

한정될 경우 환자에 적합하지 않은 진료가 진행됨으로 인해 예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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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지 않지만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진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의 수가를 허용할 경우 이 같은 한계성이 많이 사라짐으로써 

국민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보험진료에 대한 계속적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1 차 병원이 2,3 차 병원과의 경쟁 

때문에 도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질병 수준에 맞는 진료를 하게 

됨으로써 의료의 과잉이용을 개선할 수 있다. 주치의를 중심으로 

통합진료가 가능해짐으로써 의료비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주치의가 

예방, 검진 서비스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예방, 검진진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주치의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들도 지역주민들의 

보험진료를 중심으로 의료행위를 확대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지역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의료의 질 평가를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때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의료인이 

비정치적이고 합리적인 질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과 정부와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의료의 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의 기준, 

국민의 기준, 의료인의 기준이 서로 불일치 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인의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의료의 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비윤리적 의료행위는 자정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국민의 

치과 진료비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나아가 급여진료 

수가에 대한 개선도 기대할 수 있고, 보험진료에 대한 질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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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인식하게 됨으로써 보험진료에 있어서도 질을 통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9 개국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및 치과의료보장제도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정보수집에 대한 한계성으로 

싱가폴에 대한 정보와 각국 치과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각국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다루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이어질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의 접근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치과의료의 교육, 검진, 예방진료에 대해서 각국이 

어떤 수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급여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치과의료의 

예방진료 확대에 대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두번째로 의료 및 

치과의료에 대한 질 평가를 위해서 각국에서 어떤 전문기관을 두고, 

어떤 항목들을 평가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비교 정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료의 질 평가기준 설정에 있어서는 정부, 국민, 

의료인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보장제도 선진국들의 

자료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네덜란드의 최근 

개혁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보험을 의료보장제도 내에 포함시키는 시도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살펴보고,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작용하였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정리함으로써 의료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킬 좋은 개선책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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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dental industry is struggling with severe recession. The 

cause can be pointed out as the two axes. One is the price competition 

of uninsured items which is started by Dental Network. Another is 

rapid increasing of dental payment items in the health care system. 

These two axes mean efficiency and equity in dental health care 

system, and which should be in harmony. Recently, many countries 

have reformed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in order to harmonize 

equity and efficiency of the health care. 

This study compares the national medical and dental health car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within the same framework and finds out 

how to make harmony in equity and efficiency of the health care.  

Furthermore, we discuss solutions to the problems facing Korean dental 

health care system. 

We hav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searching. We use 

medical and dental health data on OEC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HIRA). 

And we refer reports releas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framework of the comparison is based on Roemer‟s 

model, the component of national health care and their relation. 

Countries of comparison are Korea, Japan, Singapore, the UK,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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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S. 

In recent health care reform, the competition in medical organization 

has been introduced in the UK, Sweden,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Singapore and the US are the best example of the country 

emphasizing the efficiency of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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