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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년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입법예고 한

2009

후

년 박근혜 정부시기에 다시 입법예고 하였지만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반대로 법안은 국

2013

회에 계류되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정책 기조가 허용 불가로
변화함에 따라 잠정적으로 법안이 폐기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
대에 정보통신기술은 더욱 발달할 것이고,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역할은 커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원격의료가 도입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들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원격의료
가 허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의 정책 현황을 우리나라에 앞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체계적으로 비교

·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미국과 일본은 원격의료에 대한 관련 법, 관할기관, 재정지원(보험, 수가), 제공 기
준(대상, 지역, 유형, 제공자 자격 기준과 책임)등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원격의료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의 원격의료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선결조건과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규
정을 담고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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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인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치매 진단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치매 진단을 위한 새로운 검사법이 개
발되고 있으나 치매 진단 검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아직 부족하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치매 진단 검사법의 비용-효과성을 확인하고 선정된 문헌의 경제성 평가 모
형을 검토하였다. 또한 결정분석 모형을 위한 프레임워크 도구를 이용해 구조, 자료, 일관성에
대한 질 평가를 수행하였다. 국내 및 국외 학술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핵심질문(PICOTS)에
따라 검색전략을 수립하고 문헌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2,648편 중 선택배제 기준에 따라 최종
적으로 11편의 문헌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문헌에서 검토한 치매 진단 검사법은 CT 또는 MRI
관련 연구가 4편, DSC MRI와 SPECT 관련 연구가 3편이었고 FDG PET 2편, 아밀로이드 PET
에 대한 연구가 2편, 그리고 CSF 내 바이오마커 관련 연구가 1편 있었다. 진단에 대한 모형은
9편이 결정수형모형을 사용하였고 베이지안 결정수형, discrete event simulation 모형이 각 1

편이었다.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질 평가 프레임을 이용해 질 평가를 수행한 결과, 진단 환경이
나 범위(scope), 가능한 평가 대안들에 대한 고려, 불확실성,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다양한 치매 진단 검사법을 포함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진 치매 진단 경제성 평가 모형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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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o analyze unit cost of umbilical cord blood (UCB) fo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 and to proposed a method for cost-effective supply of UCB.

Study Design and Methods: “Activity Based Costing” (ABC) was adopted to calculate the
supplying cost of a UCB unit. The cost object is UCB supplying cost, and activity center a
UCB bank. To identify activities of UCB supply, literature and regulations were reviewed
with consultation by expert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6 banks to identify cost by
each activity.

Results: The total cost of supplying UCB was $32,781,133 and the unit cost $

964 that was separable into one-off cost ($ 924/unit) and continuous cost ($ 40/unit). Banks
with large inventory had lower supplying cost. Banks storing 10,000 units or greater had
lower cost than its counterparts ($ 777 vs $ 2,078, respectively).

Conclusion: Considering

unit cost is widely different among banks, it is essential that supplying of UCB is carried
out efficiently. An inverse association between cost and inventory size suggests integration
of small banks into large ones, or a centralized banking system, are advantageous in terms
of cost.
Key Words : Umbilical cord blood, Activity based costing,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Supply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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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가구의 공적·사적 의료보험료 지출의 규모와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으며
세대 간 차이도 주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7차 조사와

11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
은 건강보험 가입가구의 건강보험료와 민간의료보험료이다. 의료보험료의 분배동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위집단과 상위집단에 대한 갭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가구단위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이 건강보험료보다 약 두 배 높았고, 민간의료보험
료가 건강보험료보다 높은 가구의 비율이 약 75%로 나타났다. 갭비율을 분석한 결과, 직장가
입과 지역가입 가구 모두 상·하위 집단의 건강보험료 격차는 줄어든 반면, 민간의료보험료는
상·하위 집단 모두 보험료가 늘어났고 두 집단 간의 격차도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세대별 동
향을 보면, 직장가입가구는 공적·사적 의료보험료 모두 세대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지역가입
가구는 상대적으로 세대 간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상·하위 집단의 격차가 큰 세대는 공적·사
적 의료보험료 모두 직장가입가구는 50대와 40대, 지역가입가구는 60대와 50대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가구의 의료보험료 지출수준을 보
면 사적 의료보장이 공적 의료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건강보
험료는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줄어든 반면, 민간의료보험료는 격차가 늘어났으며 이는 상위
집단 보험료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셋째, 공적·사적 의료보험료 지출의 세대 간 차이가 확인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연대가 중요한 공적 의료보험에 있어서 세대 간 갈등의 여지에 대해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건강보험료보다 민간의료보험료의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격차가 두드러지게 커진 세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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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미충족의료의 결정 요인을 밝히고, 나아가 개
인의 미충족의료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대도시 내
지역 간의 보건의료 접근성에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보건의료 자원을 비롯한 인적, 물적 자원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을 뿐 아
니라, 교통수단 역시 가장 발달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접근성 격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2013년 자료를 사용하여 먼
저 미충족의료를 그 사유에 따라 접근용이성, 가용성, 수용성 결여로 인한 미충족의료로 분류
하였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유형의 미충족의료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 수준의 특성들을 파악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접근용이성 결여로 인한 미충족의료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미충족의료의 가장
주된 원인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용성 결여였으나 이는 개인적 특성에서 기인한 편차가 대부
분이었으며, 특히 개인의 성별, 고용 형태, 건강 상태, 민간보험 가입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역 특성에 기인한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유형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용이성
유형으로, 성별, 연령, 소득수준, 혼인 상태, 민간보험 가입 여부, 건강 상태 등 개인적 특성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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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거주 지역의 박탈수준, 이웃과의 네트워크와 참여 등 사회적 자본이 결정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특히 지역의 박탈 수준은 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소득 집단에서 미충족의료 위험을
가파르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용성 결여로 인
한 미충족의료의 결정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건강 상태 등이었다. 본 연구는 미충족의료를
다차원적인 속성으로 보고 각 유형별로 서로 다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 맥락 효과로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적 자본, 의료 자원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이들의 효과를 명료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
근용이성 결여로 인한 미충족의료가 자치구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지역의 사
회 자본 및 박탈 수준이 지역 의료접근성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던 바, 각 자치구에서
는 지역 내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
고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미충족의료, 의료접근성, 맥락 효과, 다수준 분석, 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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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제적 불안정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필요와 경제적 자원의 불일치는 개인의 정신건강
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생계부양
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상당한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안정
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고,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3차-10차
자료를 이용한 다수준패널분석을 통해 한국 중년 남성들에 대한 경제적 불안정의 영향을 확인
하였다. 분석 결과, 분산으로 측정된 소득 변동성 지표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우울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자살생각에 대한 분석에서는 소득만족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
타내었다. 경제적 불안정의 다양한 지표들의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므로, 소득 외에 경제적 불안
정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도 정신건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는 경제적 불안정의 건강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소득 수준이 아닌 변동성이나 소득에 대한 주
관적 인식 등이 특히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힌 초기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핵심용어 : 경제적 불안정, 중년남성, 정신건강, 우울, 자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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