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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implemented, the Moon-care, a new countermeasure that aims to enhance the healthcare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many debates related to the patient concentration in large hospitals have raised. Due to the 

concentration of patients, it is possible to have problems with patient safety caused by the long waiting time of 

several patients and overworked medical staff, to the infrastructure collapse caused by poor management. Without 

additional resources, those problems are not easy to solve. 

The problem of patient concentration occurs when the level of needs and patients’ preferences have mismatched. 

The problem could be improved by changing the patient's preferences of hospitals which is an active approach, 

or by controlling the patients' choices of hospitals which is a passive approach. The short-term measure for the 

medical delivery system is a standard passive policy that after this measure, we should seek a long-term measure 

with the active approach. To reinforce the new policy, the study on factors that the public's preference for medical 

institutions is needed shor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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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문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시행으로,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에 대한 논란이 많다.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으로 

인해 중증 환자의 대기시간문제, 의료근로자의 과다 업무로 인한 환자안전문제에서부터, 집중되지 않는 곳의 경영의 어

려움으로 발생하는 인프라 붕괴 문제까지 자원이 투입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예상된다.

환자 집중의 문제는 필요한 수준과 환자의 선호의 mismatch에서 발행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선호를 

바꾸는 능동적인 방법과 강제적으로 이용을 통제하는 수동적인 방법을 정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전형적인 수동적 정책인데, 이 정책 이후에는 더 이상 수동적 정책이 아닌 능동적인 장기대책이 필요할 것이

며, 이를 위해 국민의 의료기관 선호 요소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주제어: 의료전달체계, 의료기관 선호, 문재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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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문재인케어와 환자집중현상 재조명

2017년 8월, 전체 의료비 중 70%를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케

어가 발표되었다. 이 대책은 환자의 본인부담 금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담고 있는데, 본인부

담 금액의 주요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전면 급여화가 그 대표적인 정책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급여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여주는 효과 뿐 만 아니라, 통제할 수 없었던 비급여 의료가격의 통제가 가능

하도록 하여 전체 의료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거시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정책이다.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는 

의료기관 간의 가격 격차를 형성하는 주된 요소였는데, 급여화로 인한 일률적 가격 형성과 본인부담 감소는 이러한 의료

기관 간의 가격격차와 그에 대한 환자의 재정적 부담을 상당히 감소시키게 된다. 이 정책은 필수 의료의 경제적 접근성

을 향상시키는 의도를 담았지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이용이 자유로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소위 ‘환자 쏠

림’ 이라고 불리는 환자집중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자집중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대통령의 

이름을 별칭에 붙일 정도로 정치적 색채가 짙은 이 정책이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되니 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면

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문재인케어 발표 직후,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환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실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에 대한 발표 이후로 보

인다. 이는 문재인케어가 발표되고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실제 청구자료를 근거로 야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지

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은 2017년에 비해 2018년도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10조 9천 억원 에

서 14조원으로 28.7% 증가했다는 것이다[1]. 발표 이후 6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는 자료 수집 기간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심평원 이전으로 인해 2017년도는 11개월간의 의료비를 2018년도는 13개월간의 의료비가 집계되

어 증가율이 잘못 계산된 것이고 실제로는 11% 증가 수준이라고 해명하여 바로잡았다[2].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

춘숙의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이 중증환자의 증

가이고 경증환자는 오히려 감소하여 우려할 만한 쏠림이 아닌 많이 아픈환자들의 쏠림이라고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중 중증인 전문 질병군은 2015년도에 33%에서 2018년에 44.9%로 증가하였고, 경증인 

단순 질병군은 2015년도에 10.3%에서 2018년도에 8.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2015년과 2018년도의 변경

된 질병군분류 기준으로 인해 잘못 산출된 수치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덕분에 쏠림 문제에 대해 이 자료를 이용한 해석

을 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들은 문케어를 보호하기 위해 통계 수치를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

타를 받는 등의 곤욕을 치렀다[3]. 

이 글에서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환자집중현상의 가속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환자집중현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문제 완화를 위한 개선 방향에 집중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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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와 환자집중 평가의 관점

문재인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집중의 가중이 있는지에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누구나 동의할 만한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에 관한 논란은 수그러들 것임에도 그렇지 

못하는 것은, 첫째로 아직 정책 시행 이후의 기간이 짧아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에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 방향성 때문이다. 자료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문제이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

제임에 비해, 평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자료가 갖추어 지면 더욱 강조될 문제임으로 미리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환자 집중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실증적 근거를 만들 것이냐는 제기되는 문제와 그 해결을 염두에 두고 고민

할 문제이므로 환자 집중현상이 야기하는 문제를 살펴보자면, 환자가 집중되는 곳의 문제와 환자가 집중되지 않는 곳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당연히 특정 정책이 이 현상으로 인한 비판의 여지가 있는지 아닌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환자가 집중되는 곳의 문제는 대략 환자 경중에 따른 적정 치료 시기문제, 업무 로딩 과다로 인한 안전 등의 문제, 비효율

적 자원 사용 문제 등이 대표적이고, 집중되지 않는 경우는 기관의 유지 불가로 인한 인프라 붕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시 정책 평가의 관점으로 돌아간다면, 환자집중으로 앞서 나열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가 주된 평가의 주안점이 되어

야 할 것이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의도가 없어야 할 것이다.

환자 집중 문제 해결 방향

환자 집중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은 또 다른 이야기다. 정책과 문제 현상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개선 내

지 정정은 정책의 지향점과 발생하는 문제의 경중을 비교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므로, 설령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의 환

자집중을 가중시킨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케어의 지향점이 더 중요하다면 해결을 위해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 철회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수반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앞서 나열한 문제들을 현상적

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중증환자의 치료 시기 문제나 과다한 업무 로딩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해당 기관들이 자원

을 확충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비 집중 기관의 경영 어려움으로 인한 인프라 문제도 필수 인프라가 유지가능한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면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은 문제이다. 물론 이런 재정 투입은 효율적인 자원사용이 되지는 못한다.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한 문제는 자원 투입의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데, 문재인케어의 지향점이 보장성 강화이므

로 적정 수준은 아닐지라도 동일 질병 케이스에 대해 더 나은 수준의 의료이용을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역

행하는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보장성강화를 단순히 의료비에 대한 건보급여 퍼센트의 수치로만 보지 않고, 더 

나은 수준의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환자들의 대형병원 집중현상도 문제인 케어의 지향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점은 보장성 강화 입장에서 딱히 문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준

으로 재정을 투입하거나 ‘의료이용 향상’을 보장성 강화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는 해결

방법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보장성 강화는 개인의 의료 이용에 대한 지출 수준을 낮추어 주나, 이미 형

성되어 있던 허용 가능 수준의 의료비 지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시 더 많은 수준의 의료를 이용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에 거부감은 낮을 수밖에 없다. 추가적인 이용이 양적일 경우 뿐만 아니라 질적인 경우에도 바꾸어 생각하면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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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지 않았던 의료이용 욕구 내지 필요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이용행태의 

변화를 고정하거나 혹은 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용 행태를 관리하는 방법은 환자입장에서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적, 제도적 또는 전문가적 판단에 따

른 수동적 관리와, 선호의 변화에 따라 바뀌도록 하는 능동적 관리이다. 보통 수동적인 방법이 시행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정책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능동적 방법은 실현이 어려워 보이지만 능동적인 의료이용의 예도 있다. 피부나 미용 중

심의 의원들이 대형병원보다 환자들의 선호가 높은 것이 대표적이다. 필수적인 의료로써는 일부 분만 전문 여성 병원이 

대형 병원에서보다 출산의 기관으로 선호되는 것이 그 예이다. 고도의 신의료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난임의 치료에 

있어서는 대형기관이 아닌 난임 전문 기관들이 선호도가 월등하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은 환자들의 선호에 따르고 보

통 선호의 기준이 유사해서 특정 기관들로 집중이 발생한다. 특히 대형기관으로 집중되는 것은 박리다매를 지향하는 건

강보험 환경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형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여 더 나은 서비스와 의료제공 환경을 갖출 수 있도

록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든 예에서 대형이 아닌 기관들이 더 선호될 수 있었던 것도 그 기관들이 박리다매를 조장하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급여를 없애고자 하는 큰 정책 틀

에서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수준별로 경쟁력을 갖추고 환자들이 선호되어야 하는 질환이나 

의료서비스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보상이 환자가 능동적으로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재투자 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수동적 대책은 공급자에 대한 대책과 이용자에 대한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용

자에 대한 대책은 정책의 정치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여 보통 공급자에 대한 대책이 주를 이룬다. 2019년 9월에 나온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도 전형적인 수동적 정책이자 공급자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4]. 효과를 보기까지 정

책이 공급자에게 작용하고, 그 작용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문제 등에 대

한 방안이 없다면 공급자의 적극적인 행태 변화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환자들이 선호에 상관없이 행정적 계획에 따른 이용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주효하고 최선일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필요수준에 따른 선호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환자

의 대형기관 집중은 선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문케어로 인해 가중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문케어에만 그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 중장기적으로 질병과 중증에 따른 선호가 달라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질병과 중증도에 따른 기관에 대한 선호 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정책연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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