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건강생활관리서비스 공급모형 

1. 공급과정 

해외사례를 보면 흡연, 신체활동, 영양, 음주, 스트레스에 관한 생활습관 개선

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 본인 및 가족 등이 제공한 정보, 진료기록, 보험금 청구기록, 상

담기록 등을 이용하여 선별검사(Biometrics Screening Tests)를 하고 이를 토대

로 참여를 독려한다. 이는 추가적인 건강검진 비용지출 없이 수행하려는 보험

회사의 경우이다. 이러한 정보가 없을 경우 건강검진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 건강위험도를 평가한다. 건강위험도의 평가 과정에서 선별검

사 결과, 온라인·설문·면담 등을 통한 생체정보47) 등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설문·면담을 이용하지만 최근에 온라인을 이

용하여 각종 정보를 집적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건강생활관리서비

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소비자에게 만보계, 스포츠시계와 같은 모니터링 장치48)

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모니터링 장치는 사용자의 심박 수, 체중 변동 

47) 생체정보는 신장, 체중, BMI, 허리 둘레, 혈압, 혈당,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
롤, LDL 콜레스테롤, 관상동맥 위험률, 중성지방 등이 있음. 

48) 모니터링 장치는 Garmin의 GPS 장착 Forerunner 시리즈(스포츠시계의 일종)와 같은 
통합 전자장치가 될 수도 있음. 이러한 장치들은 순전히 건강관리 목적으로만 사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생활관리서비스회사 혹은 보험회사가 비용을 보장해 
줄 필요는 없음. 건강생활관리서비스회사들이 경우에 따라 이러한 장치를 선별된 
사용자 그룹에 배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구
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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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측정하여 칼로리 소모, 달린 거리 등과 같은 운동 결과를 기록한다.

그리고 관리회사는 모니터링 장치 사용자들에게 개인건강기록 데이터를 온

라인 상에 입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는 Microsoft의 HealthVault49) 등과 같은 온라인 개인건강기록장치(ePHRs: 

Personal Health Records)가 있다. 일단 데이터가 ePHRs에 업로드 되면 소비자

들은 의료진, 간병인, 코치 등에게 데이터 접속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의료

진, 간병인, 코치들은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검토하고 건강위험도를 평가할 때 

이러한 데이터를 고려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에게 접근이 용이해

지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의료보험회

사들이 데이터의 통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혹은 제도에 따라 별도의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하

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적 건강보험을 통해서 전 국민적으로 실시할 

경우 정책적으로 서비스를 위한 검진절차를 두어 그 결과를 이용하여 건강위험

도를 평가한다. 우리나라 서울시 보건소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정보를 얻고 있다. 

세 번째 단계, 건강위험도 평가결과와 수집된 정보를 예측모형에 적용하여 개

인을 건강위험수준별로 계층화한다. 계층화 단계는 국가별로 그리고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체군, 건강위험군, 건강고위험군, 만성

질환군, 급성질환군으로 분류된다. 

네 번째 단계, 각 위험계층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동기부여 혹은 건강생

활습관 개입)한다. 건강체군에 대한 동기부여 내용은 주로 건강정보 제공에 그

49) 2007년 시작된 Microsoft HealthVault(http://www.healthvault.com)는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개인의 건강과 피트니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웹베이스 플렛폼임. 2010년에
는 영국에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음(http://www.healthvault.co.uk). 

기록에 접근은 HealthVault account을 통해서 가능하고 개인은 의료진 혹은 가족 등
에게 접근을 허용할 수 있음.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 및 의료 서비스 공급자는 HealthVault를 통해 원만한 의사소
통을 할 수 있고, 이용자와 전자 형식으로 의료 영상 등과 같은 정보를 교환함으로
써 업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용자와 치료계획 이행 혹은 건강생활 계획 이행 
등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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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제공 방법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건강교육 및 상담서비스

는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위험군 혹은 고위험군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문적인 지원서비스가 될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전화를 걸어서 동기부여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필요한 도구를 지원하기도 한다.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분

리해서 서비스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만성질병군 그리고 급성질병군은 의

료서비스를 받은 후에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만성질병군 그리고 급성질병군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방문을 권유하고 있

다.50) 

다섯 번째 단계, 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대행회사가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측정 결과를 본인 및 고용주 등 의뢰자에게 보고를 한다. 

미국의 경우 기업 혹은 공·사보험자가 의뢰자이다. 고용주에게 보고되는 내용

은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의

뢰자는 공적 보험자이다. 이때는 공적 보험자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므

로 이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여섯 번째 단계, 건강위험도를 재평가하고 과정을 반복한다. 

미국의 경우 초기 서비스 공급방식은 만성질환을 앓는 인구집단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숙련 간호사들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건강위험도의 평가과정 없이 

대부분 우편과 전화를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질병관리에 대한 교육, 안내, 지침 

등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모형에서 질병관리서비스기관들은 콜센터 설비 및 

간호사 채용, 교육, 업무 프로세스 관리 등에 크게 투자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50)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생활관리서비스 기관이 의료기관에 관리대상자를 소개하는 것
은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위반 소지가 있음. 이때 환자에게 관련 결
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일반적인 의료기관 목록 및 전문 과목 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의료기관 및 건강생활관리서비스회사가 
상호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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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에 따라 질병관리회사와 소비자들은 엄격한 건강위험 관리시스템이 효과 

면에서나 자원 투입 적정화 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는 위와 같은 6단계의 엄격한 관리과정을 구축하여 서비

스를 공급하고 있다. 건강위험 수준별로 적절한 자원을 투입하여 효율적 관리

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건강생활관리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도 이와 같

은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Ⅳ-1> 건강생활관리서비스 관리과정

호주의 메디뱅크 사례를 보면 질병관리가 주로 전화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것

에 반해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 저렴한 온라인에 기반해서 운영되고 있다. 절차

를 보면, 소비자가 온라인상으로 등록하면 이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를 이용하여 

관리기관은 건강위험도 평가를 통해 개인의 위험을 계층화한다. 건강위험 계층

에 따라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교육·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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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가. 법적 근거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 주로 흡연, 신체활동, 영양, 음주, 스트레스에 관한 기

획, 교육 및 상담, 정보 제공 서비스로 질병관리서비스와는 구별된다. 국민건강

보험이 일부 고질적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지

만 이는 건강검진을 제외한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와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

라는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건강

생활습관 개입서비스를 의료서비스 혹은 질병관리서비스와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려면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의 건강검진을 제외한 보건지도(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나. 서비스 내용

구체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무엇보다도 건강위험도의 평가 및 계

층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초서비스이다. 

그리고 건강위험 계층별로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체군에

게는 관리비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온라인 

중심으로 제공하고, 건강위험군 혹은 건강고위험군에게는 생활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실행 계획의 작성, 지침 제공 및 모니터링 등 전문적 

지원서비스를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온라인만으로는 적극

적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Healthways(주)의 QuitNet® 금연서비스를 보면 1단계는 온라인 중심, 2

단계는 전화 상담 중심, 3단계는 현물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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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우는 건강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중간위험군 

혹은 고위험군에게는 전화 및 온라인을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공적 비만관리 프로그램인 특정보건지도와 우리나라 서울시의 경우

는 계층별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동기부여

가. 동기부여 방법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행동경제학의 현재편향(Present Bias) 이론(Laibson 1997)에 따르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하기 싫은 행위들을 최대

한 미룬다. 이러한 편향성은 자기조절 문제를 불러일으킨다(O’Donoghue and 

Rabin 1999). 만성질환의 발병에 관련되는 흡연, 음주, 식이, 운동 등 개인의 생

활습관을 본인 스스로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관리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바람직한 건강생활습관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

부여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건강상태의 개선 성과에 대한 금전

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포지티브 인센티브와 네거티브 인

센티브가 있다. 여기서는 포지티브를 중심으로 다룬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적

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유인책이다. 인센티브의 규모가 클수록 효과는 

크다. 그리고 적절한 목표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잠재적인 성공을 강화시킨다. 

체중감량프로그램에서 목표 체중감량을 성취하였을 때 인센티브의 제공은 더 

많은 체중감량을 가져온다. 저소득층에게 인센티브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 준다(정영호·고숙자 2011).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건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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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절감효과 혹은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지는 주체들이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고용주가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시

그나가 설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Choice Fund Incentives Program)과 고용자

가 설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Healthy Awards Account Program)은 근로자의 

본인부담의료비 지급 그리고 의료계좌(HRA 혹은 HSA)에 입금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그나는 포인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으로 포인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IncentOne사와 제휴를 맺고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

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포인트는 기프트 카드, 현물상품, 여행상품, 기부, 

데빗 카드, 보험료 납부, 의료계좌에 납입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재원은 고용자가 

부담한다. 

둘째, 건강생활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지속적 피드백이다. 모니터링 기구 및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수행성과에 대한 지속

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한 건강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

록 IT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금전적 인센티브와 같은 외부적 동기부여는 통제받는 느낌을 주어 장기적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생활 습관들은 내재적 

동기에 기인한다. 외부적 동기부여가 내재적 동기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

다. 금전적 인센티브가 끝나면 원래의 생활 습관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정영호·고숙자 2011). 건강생활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삶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금전적 인센티브를 사용함과 동시에 동료 효과(Peer Effect)를 이용하기 

위해 사회적 연계망을 구축한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건강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현재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습관들로부터 

만족을 얻고 있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여 행동양식을 바꾸지 않는다. 

질병발생은 너무 먼 미래로 인식을 하는 것이다.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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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동안은 행동양식을 바꿀지 몰라도 인센티브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종류 내용

용이한
접근과
지속적
피드백

참여 의사결정 지원도구
(Decision Support
 Tools)

∙ 질병의 진행과정, 수술, 연구결과 등을 보여주는 
그래픽 자료, 교육용 자료 

모니터링 기구
(Monitoring Devices)

∙ 혈압 및 혈당(Blood Glucose) 모니터링, 만보기
(Step Counter) 등의 기구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
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

모바일 기술
(Mobile Technologies)

∙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접근의 
편리성 제고

인센
티브
제도

보상제도
(Incentives)

∙ 예방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
우에 제공될 수 있는 인센티브로는 의료보험회
사는 건강보험료 할인, 계층화된 건강보험 제공 
(Tiered Health Insurance offering), 방문당 진찰
료 할인(Co-pay Reduction), 건강저축계좌 개인
분담금 제공(Health Account Contribution), 현금 
제공(Cash Bonuses), 상품권 제공(Gift card($50
∼$500)), 현물 제공(Tangible gift) 등 다양함 

∙ Healthways(주)와 같은 전문기관은 기업 등에게 
이러한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도록 권유함

벌칙제도
(Disincentives)

∙ 건강보험료 할증, 의료기관 방문당 진찰료 할증
(Co-pay Increase), 근로자 복지 축소(Reduced 
Benefit), 임금 삭감(Salary Reduction) 등이 있음

사회적
연계망

건강관련 사회게임
(Health Focused Social 
Gaming)

∙ 소비자 참여를 위한 가상집단 형성
∙ 단체가입의 경우 팀별 수행성과 비교

<표 Ⅳ-1> 소비자 참여 독려 방법 

자료: 시그나가 본 연구를 위해 제공함(2012).

행동양식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 사회문화적 요

인들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하여 동료효과를 끌어내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동료효과란 동료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행동이 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직장 동료 혹은 인터넷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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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맺은 가상의 친구들이 서로의 건강생활에 대해 논의하고 영향을 줄 수 있

도록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개인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미국의 시그나사와 

Healthways(주)는 정기적 모임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나. 인터넷의 활용

1) 사례

바람직한 건강생활습관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 방법으로 건강생활

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지속적 피드백이 있음을 언급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한 상

세한 방법을 조사하고자 한다.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많은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 소비자에

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건강생활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지속적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으로 정보의 교환을 위해서 건강생활관리서비스 회사는 다양한 수단

을 사용한다. 전통적으로는 콜센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 포털,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휴대 전화, 대화형 음성 응

답(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또는 가정건강모니터링 장치를 통해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건강증진의 성공적 목표달성

을 위해서는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일 필요가 있고, 전문가에 대한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들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온라인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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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전화

건강모니터링 장치
∙ 만보계, 스포츠시계 등
∙ 심박수, 체중, 혈압, 체온, 호흡변동, 칼로리 소모, 달린 거리 
등을 기록

⇒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 
개인건강기록(PHR) 
입력 권장

∙ PHR 애플리케이션은 Microsoft의 HealthVault 등 200여 개
∙ Microsoft는 Aetna의 6백만 명 가입자기록을 HealthVault로 
이전하는 작업을 함

∙ Dossia는 AT/T, Wal-Mart 등의 건강기록 관리
∙ CMS는 2008년 PHRs를 자체개발 유료로 서비스 제공
∙ Healthways와 Matria Healthcare는 HealthVault 공동개발 및 
활용

⇒ 건강관리자에게 
접속허용

∙ 건강위험 평가 및 코칭에 활용

<표 Ⅳ-2> 개인건강기록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활용 방법

자료: Parks Associates(2009).

해외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온라인 포털을 이용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비의료

적 소비자 요구를 처리하며, 특정 질병 및 건강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 Blue Shield of California의 Healthy Lifestyle Reward 

Program과 WellPoint의 360° Health Program을 예로 들 수 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Healthy Lifestyle
Reward Program
(Blue Shield of
 California)

∙ 운동, 영양, 스트레스 해소, 금연, 체중관리와 같은 Healthy 
Living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

∙ 증상 검사기, 건강 추적기, 메시지 보드 및 교육 자료 등 제공
∙ 각 프로그램은 12주 단위로 운영되며, 참가자는 완료시 50달러, 
연간 최대 150달러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음 

360° Health 
program
(WellPoint)

∙ 예방 치료 프로그램, 건강생활 정보, 사례 관리 및 치료 조정 서
비스를 포괄하여 제공

∙ 등록회원이 건강위험을 식별하고, 정기검진 및 연간 예방접종을 
기억하도록 도우며,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WebMD
의 온라인프로그램인 My Health에 참여하여 금연, 운동, 영양 
및 체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WellPoint의 청구데이터와 결합한 전자 개
인 건강 기록인 My Health Record를 제공함 

<표 Ⅳ-3> 미국 건강보험회사의 온라인 건강관리 방법

자료: Parks Associate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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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ways는 온라인 건강관리서비스로 웹사이트인 Well-Being Connect™

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WellbeingGO™를 운영하고 있다. Well-Being 

Connect™는 웹기반 개인 맞춤형 생활습관 교정 응용프로그램으로 소비자 자신

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목표를 세워 달성해 가는 전 과정을 도와준다. 

WellbeingGO™는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응용프로그램으

로 2012년 현재 대략 6백 5십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이 있다.

온라인의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는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Weight Watchers는 체중 감량용 음식과 식단, 체중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

하는 체중관리 서비스 회사이다. Weight Watchers Online은 Weight 

Watchers가 제공하는 온라인 체중감량 프로그램이다. 휴대전화와 휴대전화에 

장착하는 개인활동 추적기(Personal Activity Tracker)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

공한다.

Fit4D는 당뇨병 환자 및 당뇨 전단계의 사람들에게 당뇨병 치료 및 관리를 위

한 개인별 영양, 운동,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Myca의 Hello Health는 EHR에 기반한 회원제 진료 서비스로 진료 관리 소프

트웨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상자와 의사간 커뮤니케이션 툴 등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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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비스 내용 비즈니스 모델

Weight 
Watchers 
Online

∙ 영양 섭취를 분석하고 체중을 추적하는 
쌍방향 툴(interactive tools)의 온라인 체
중감량 프로그램

∙ 사용자들은 컴퓨터나 모바일 장치(예를 
들어, iPhone)를 통해 개인활동 추적기
(personal activity tracker)에 접속

∙ 주당 5$ 또는 월간 16.95
$의 표준율 적용
(첫 달 비용은 46.9$)

Fit4D

∙ 당뇨 치료 관리 및 전화, e-mail, 인터넷을 
통한 상담

∙ 혈당 관리, 피트니스, 체중 감소, 삶의 질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일대일 코칭을 통
해 치료 공백을 메움

∙ 상담 세션 판매: 세션당
(85$), 최초 가입회원

  (2개월 495$), 4개월 
ACHIEVE 회원(525$) 또
는 custom programs

Myca

∙ Hello Health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개
인 의료 기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의 비디오 기반 대화형 세션을 시
작하였으며, 온라인 처방 및 약물 복용 알
림을 설정해 줌. 웹사이트는 원격 모니터
링 장치와 통합할 수 있으며, 건강생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함

∙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서비스

∙ 사용자는 매월 가입비 
35$, 사무실 직접 방문당 
100~200$, 전화, 온라인 
비디오를 통한 방문은 
50~100$을 지급해야 함 
(e-mail은 무료)

<표 Ⅳ-4> 미국 인터넷 건강관리기관의 온라인 건강관리 도구

자료: Parks Associates(2009).

2) 인터넷이 건강생활관리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전망

대부분의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들은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전략을 강화시켜 왔다. 

온라인 서비스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관리

서비스 보다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산업에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소 추적, 혈압 추이 판독, 칼로리 계산 및 약물 

복용 알림 설정 등에 웹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웹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 등과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툴에 익숙해지기

만 하면, 병원방문과 같은 전통적인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 상당부분 생략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간호사, 콜센터 모델과 같은 모델은 그 입지가 축소될 것

이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툴 및 e-Visit Model51)의 도입 증가로 인해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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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 진정한 자기관리 모델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전통적 서비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건강생활관리

서비스 사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산업은 전통

적 모형에 집중하기 보다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웹 등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

하다.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산업은 인터넷에 정통해야 하며, 소비자의 사용이 용

이한 Web tool을 설계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공급주체

공급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비용을 기

준으로 한 이슈, 의료비 절감 등 서비스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한 이슈, 대중화 

정도 등 정책효과를 중심으로 한 이슈, 여러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정치적 이슈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절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가. 단일 건강생활관리서비스기관의 공급

1) 보험회사

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료의 수집부터 동기부여 그리고 최종단계인 건강상태

의 재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 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주체가 될 

51) e-Visit는 보안 메시징 또는 보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의사와 온라인 
치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해줌. 이러한 형태의 치료는 Aetna, Cigna, Medicare 등 다
수의 민간 및 공공 보험사가 보장해주고 있음. 최근 Medicare의 승인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가 새로운 치료 전달 모델에 보편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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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별도로 건강검진을 수행하지 않는다. 본인 및 가족 등이 제공한 정보, 진

료기록, 보험금 청구기록, 상담기록 등을 이용하여 선별검사를 하고, 선별검사 

결과, 온라인·설문·면담 등을 통한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건강위험도를 측정

한다. 미국 및 호주는 보험회사가 별도의 건강검진 없이 선별검사 및 건강위험

도의 평가를 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만 보면 보험회사가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선별검사 및 건강

위험도의 평가를 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

다. 건강검진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보험회사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기존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별도의 건강검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가 동서비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료를 동 서비스의 목적으

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의료기관이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직접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동기부여 및 효과 측정)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모형 하에서 의료기관은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 물론 질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질병관리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이를 정책적으로 개선하여 의

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

서비스와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동시적 제공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형의 또 다른 장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란이 적게 발생할 것이라

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타목적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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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형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개

연성이 크다. 건강체군 혹은 건강위험군에 예방적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

하여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효과를 얻는 데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첫째, 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이라

는 효과가 의료기관에 수익증대 효과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둘째, 건강검진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지출하는 비용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중복 건강검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의료기관과 건강생활관리서비스기관의 연계모형

1) 모형 

의료기관이 건강검진을 수행하여 건강위험도 평가 및 계층화 단계를 담당하

게 하고, 보험회사 등 건강생활관리서비스기관이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동

기부여 및 효과 측정)를 담당하게 하는 이원화된 모형을 생각할 수 있다.52) 민

영의료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민영의료보험회사가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기존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

거나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어려운 경우 유용한 모형일 수 있다. 일본의 모형은 

이에 해당한다.

52)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2011. 4. 29) ‘건강생활관리서비스 법안’은 건강위험도 측정의 
실시 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정하고 있음. 동 법안은 정기적인 건강위험
도 측정 결과를 토대로 건강상태, 생활습관, 건강증진 욕구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건강생활관리서비스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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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의료기관과 건강생활관리서비스기관 간의 연계모형

개인의 건강위험도 평가 및 계층화를 위한 자료가 의료기관에 집적되므로 서

비스를 건강생활관리서비스기관이 모두 제공하는 경우 보다 개인정보 보호의 

우려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직접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보다는 다양한 건강생활관리서비스기관과 연계가 가능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검진 비용 및 행정비용의 발생으로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단

점으로 남는다. 

2) 법적 검토 

현재 별개의 두 기관을 연계시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윤태 외 

6인(2009)에 따르면 원활한 정보 소통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연

계 체계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이 건강생활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

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53) 

이 체계에서 의료기관은 대상자에게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건강생활서비스의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

53)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2011. 4. 29) 건강생활관리서비스법안은 검진을 수행하는 의료
기관과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기관 간의 연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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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급하는 기관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대상자는 적절한 기관

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

한 후 서비스 내용 및 평가 결과를 대상자 및 의뢰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제출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외에는 발급하

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강생활서비스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특정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유인·알선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저촉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목록 등의 

포괄적 정보는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구분
서비스 내용 

예
현행(관련법) 개선 방향

건강생활관리
서비스기관
 ⇒ 의료기관

병원 및 
의료인 안내

의료기관 소개, 유
인, 알선으로 불법
(의료법)

의료기관 및 전문 과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가능
(협약을 맺은 특정 의료기관에 대
한 예약 대행을 위해 의료법 개정 
필요)

예약 대행

에스코트
환자의 요청에 의해 가능
(특정 기관만 제공하는 것은 법 
개정 필요)

의료기관
⇒건강생활관
리 서비스기관

건강생활관리
서비스 의뢰

의료기관에서는 처
방전 외에는 발급
하지 못함
(국민건강보험법)

건강생활서비스의뢰서 발급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필요)

자료: 이윤태 외 6인(2009)을 재구성함.

<표 Ⅳ-5> 건강생활관리서비스기관과 의료기관과의 연계 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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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적 보험자와 건강생활관리서비스기관의 연계모형: 최적모형 

의료기관이 전 과정을 공급하는 모형과 의료기관과 건강생활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직접적 연계모형은 의료기관이 건강검진과 건강위험계층화를 

별도로 하게 되어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정보 DB(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

강정보 건강iN)를 구축하여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별도의 건강검진과 건강위험 계층화를 

하는 것은 중복 자료집적 및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공적 보험자의 자료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 보험자가 건강검진과 건강위험도 평가(계

층화 포함) 결과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모

형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본은 공적 보험자가 건강생활습관 개입

서비스기관에 건강위험도 평가(계층화 포함)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형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자 자신이 국

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발급 받아 혹은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건강생활습관 개입

서비스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면 개인의 본인동의 하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취급기관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일 것

이다.

이 모형은 저변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모형일 것이다. 소비자는 별도의 건강

검진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 공급자는 별도의 정

보수집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 공급시장의 활성화

를 통한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 절감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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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험산업의 최적모형

1) 공·사 의료보험 협력모형

미국과 호주의 의료보험회사는 공·사 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기업근로자 단

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없이 내부자료 그리고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위

험도 평가 및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혹은 호주와 달리 이 모형 아래에서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보험판매 및 보험금지급 등 타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

리가 높다. 이러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자회사를 통하

여 피보험자에게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다. 자회사의 전산망을 모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모회사의 피보험자를 

자회사에게 위탁한 경우 자회사는 관리를 한 후 건강증진효과를 개인식별이 가

능하지 않은 상태로 모회사에게 보고하게 하면 개인정보가 타목적에 이용될 가

능성은 차단되는 것이다(조용운·이상우 2012). 

<그림 Ⅳ-3>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건강생활관리서비스 공급

                     자료: 조용운·이상우(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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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의 건강생활관리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인센

티브를 주는 경우에도 주어진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출석을 성실히 한 사람, 본

인이 체중감량 등의 성과를 직접 제출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은 차단될 것이다. 

그러나 자회사는 건강위험도를 평가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모회사가 건강

위험도를 평가하여 결과만을 제공하면서 위탁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모회사도 건강위험도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는 논란의 여지

가 있다. 먼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충분

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논란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의료정보

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집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집적할 수 

있는가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때 국민건강보험이 집적하고 있는 건강위험도 평가결과 혹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를 활용하면 그러한 논란은 피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위험

도 평가결과를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직접 혹은 전산망을 통해 수령하여 생활

습관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면 본인동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자회사와 일반 기

업과 단체계약의 경우에도 이 모형은 유효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위험도 평가결과를 기초로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자회사

가 적극적 생활습관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형일 수 있다. 첫

째,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자회사가 건강위험도 평가를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없

어 별도의 건강검진이 필요 없으며 개인정보의 보호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서비스 질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생활습관 개입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 및 건강증진 효과가 민영의

료보험 피보험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에 참여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

지막으로, 이때 의료비절감 효과가 국민건강보험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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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에게도 바람직한 모형이다. 

서울특별시 보건소는 건강위험도 평가 및 적극적 생활습관 개입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건강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평가

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에서와 같이 공적 보험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법적 검토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자회

사 업무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회사가 특정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를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보험업법 §115). 

그런데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

사·분석·조언 업무 등은 신고로써 승인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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