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절감효과, 

건강증진 효과 및 생산성 증대효과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의 연구를 통해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기대

할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는 수요측면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효과가 크다면 그만큼 수요시장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건강수명, 만성질환 발생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향후 동 서비스 수요시장의 확대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직

접적인 수요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다만 해외 사례를 기초로 매우 제한적이나마 수요시장 규모를 제시한다.

1. 의료비 절감 효과

가. 미국 질병관리서비스 효과에 관한 논쟁

2008년 현재 미국 민영의료보험의 95%가 질병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는 Medicare Advantage Plans, Medicaid HMO 

Plans과 같은 정부 지원 보험(Government-sponsored Plans)에서도 널리 채택되

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논란이 많은 상태에 있다.

Ozminkowski et al.(2002)는 Johnson & Johnson사54)가 도입한 직장 건강관

54) Johnson & Johnson은 미국 기업들 가운데 가장 먼저 LIVE FOR LIFE®라는 건강생활



142 조사보고서 2014-7

리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총 19,105명의 미국 국내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Johnson & Johnson Health & Wellness Program이 도입되기 

전 5년과 도입된 후 4년 동안에 대해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병원 이용횟수는 프로그램 도입 직후에는 약간 증가하였다가 후반

으로 갈수록 이용횟수가 더 크게 줄어들었다.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도입 후 4년 동안 직장근로자 일인당 연간 의료비가 $224.66 만큼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비용절감 효과는 3년과 4년차 사이에 발생하였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미국 질병관리 산업은 의료비 절감효과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있다. 10년의 성장 이후에도 질병관리회사들은 

아직 의료비절감 효과를 명쾌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

를 들어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가 2004년에 발간한 보고서는 “발간

된 연구들이 질병 관리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총 비용을 절감한다는 결론에 대

해 확고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do not provide a firm basis for concluding 

that disease management programs generally reduce total costs)”라고 기술하고 

있다.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2005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년간에 걸쳐 

메디케어의 행위별 수가제 피보험자에 대해 ‘Medicare Health Support(MHS)’라

는 질병관리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여러 가지의 만성질환을 

가진 메디케어 수급자를 대상으로 8개 지역에서 질병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효과 검증 대상은 의료의 질적 향상, 환자와 의료

공급자의 만족도 향상, 의료비 증가 억제 효과 3가지였다. MHS 실시에 소요되

는 비용을 의료비의 증가 억제효과의 범위 내에서 억제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그 

효과가 확인되면 실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효과 검증 결과보고서

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와 의료의 질적 향상에 관한 지표는 개선된 것이 확인 되

었으나 MHS 실시에 수반된 비용이 의료비 증가 억제 효과의 범위를 초과하는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한 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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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질병관리프로그램의 의료비 증가 억제에 한계가 

나타난 것은 보험회사의 의료비 청구 데이터로 대상 환자 및 중증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으며, 질병관리프로그램 사업

자와 의사의 연계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메

디케어는 메디케어의 행위별 수가제(FFS: Fee-For-Service) 적용 인구집단에 대

한 질병관리서비스를 유일하게 재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0년대 후반에 질병관리프로그램의 의료비 증가 억제 효과에 대

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대체 방안으로 건강생활관리(Wellness) 프로그

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나.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의료비 절감효과

미국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산업은 질병관리서비스와 달리 의료비 절감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만의 위험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체중감량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

는 방법에 관한 임상실험결과는 드문 편이다. Appel et al.(2011)은 체중 감량을 

위한 두 가지 개입방식(원격지원과 대면지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스스로 

체중감량을 시도한 대조군과 외부의 지원을 받은 두 실험군의 체중감량 효과를 

비교하였다. 

실험은 볼티모어의 1차 진료기관 환자들 중 21세 이상인 415명의 비만 환자

들을 대상으로 24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두 가지 실험군 중 원격 지원 그룹에게

는 전화(1달에 1번), 웹사이트(매주 1번), 전자우편의 세 가지 방식으로 체중감

량을 지원하였고, 대면지원 그룹에게는 전화, 웹사이트, 전자우편에 더하여 한 

달에 세 번씩(한 번은 개인, 두 번은 단체) 직접 코치를 만나서 체중감량을 지원

받도록 하였다. 두 실험군 모두에게 기본적인 체중감량 방법을 안내해주고 진

행과정을 점검하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1차 진료의사(Primary Care Provider)

들이 주기적으로 참여자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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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스스로 체중감량을 수행한 통제군은 0.8kg의 체중감소가 일어난 반

면, 원격지원을 받은 실험군은 4.6kg, 대면지원을 받은 실험군은 5.1kg의 체중

감량이 있었다. 참여자 가운데 원래 체중의 5% 이상 감량 효과를 가진 사람의 

비중은 통제군이 18.8%, 원격지원군은 38.2%, 대면지원군은 41.4%로 나타났다. 

외부로부터 체중감량에 관한 지원을 받은 두 실험군과 통제군의 격차가 컸고, 

지원을 받은 두 실험군 사이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 실험 결과

는 건강생활관리 방식이 어떠한 형태이든지(온라인방식, 전화, 대면방식 등) 개

인 스스로 하는 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으로 구성된 헬스케어를 촉진하는 단체인 National Business Group on 

Health(2008)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비 증가억제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질병관리프로그램이다’ 라고 회답한 기업이 8%인데 반해 ‘건강생활관리서비스

(Wellness) 프로그램이다’ 라고 회답한 기업은 32%에 이르렀다.

Baicker et al.(2010)은 과거 30년간 이루어진 100여 개 이상의 연구들을 대상

으로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직장 건강생활관리 

프로그램은 주로 건강위험도 평가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피고용인 1인 기준 건강생

활관리 프로그램에 소요된 비용 1달러당 3.27달러의 의료비 절감효과와 2.73달

러의 결근으로 인한 비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택편

의(Selection Bias)와 비관찰요인(Unobserved Factors)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나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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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법
참여 기업의 

비율(%)

건강 위험도 평가(Health Risk Assessment) 81

자율 교육 자료(Self-help Education Materials) 42

개별 상담(Individual Counseling) 39

강좌, 세미나, 집단 활동(Classes, Seminars, Group Acitivies) 36

금전적 지원(Added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31

개입 내용  

체중조절과 피트니스 66

금연 50

복합적 위험 요인관리 * 75

<표 Ⅴ-1> Baicker et al.(2010) 연구에 포함된 직장 건강생활관리 프로그램의 특징 요약

주*:  스트레스 조절, 허리 치료, 영양관리, 알콜섭취 조절, 혈압 등을 복합적으로 관리함을 의미.
자료: Baicker et al.(2010).

건강·의료관련 조사·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Center for Health 

Value Innovation이 실시한 조사(2010년)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경영

상 전략으로 삼아 건강생활관리(Wellness)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한 기업에 

있어서 최근 3∼4년간 의료비 증가율은 4%로서 미국 전체 의료비 증가율 년 8

∼10%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Cyndy Nayer, et al. 2010).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발주하여 수행된 RAND Corporation의 연구보고서(RAND 

Health 2013)는 직장 건강생활관리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RAND가 

직장근로자 50명 이상을 가진 공·사 기업들(연방정부, 주정부,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RAND 고용주 조사(RAND Employer 

Survey)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건강생활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매

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60% 이상의 기업이 의료비 절감효과를 보았다

고 응답했다. 하지만 44%만이 정기적으로 건강생활관리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절감효과를 추정한 기업은 2%에 불과했다. RAND가 또 다른 

기업 데이터베이스인 CCA(Care Continuum Alliance)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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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건강생활관리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의 의료비가 비참가자에 비해 프

로그램 참여 첫 해에는 매달 $2.38만큼 5년 후에는 $3.46만큼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의료비 증가 추세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의료비가 비참여자에 비해 서서히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어 미래의 비

용절감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투자대비수익(ROI: Return On Investment)

을 추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외부 환경의 효과를 통제하기 어렵고, 샘플 크기(참

가자수)가 충분하지 않은 등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기보다 장기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처음 1, 2년 동안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4, 5년 후에야 비용대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

로 보고 있다(Tu, Ha T. and Ralph C. Mayrell 2010).  

2. 건강 증진 효과

RAND Health(2013) 보고서는 CCA(Care Continuum Alliance) 자료에서 직장 

건강생활관리프로그램의 건강증진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분석에 이

용된 네 개의 기업에서 프로그램 도입 이전 과체중과 비만이었던 근로자는 각각 

39%와 28%였다.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시작

한 해에 BMI가 약 0.15만큼 감소하였고, 그 효과는 3년째까지 유지되었다. 시뮬

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체중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1.9 BMI 

만큼의 감소효과를 갖는 반면 비슷한 유형의 비참가자는 0.5 BMI 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 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가자와 비

참가자를 포함한 종업원 전체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서 프

로그램 참가여부가 콜레스테롤 감소에 유효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생체진단을 받고 최소 두 번 이상의 지속적인 진단을 받은 참가자의 경우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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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호주 정부의 사례로, 서부 호주 정부가 West Perth에서 2007년 도입한 건강생

활관리프로그램인 “Work Safe, Work Well”을 들 수 있다(Western Australian 

Department of Sport and Recreation and Department of Health 2009). 주요 프

로그램 내용인 Healthy Heart Check는 도입 전과 비교해서 정상체중을 가진 종

업원 비중이 19% 증가하고 비만은 12% 감소했다. 정상혈압 비중이 4% 증가했

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12% 개선을 보였다. 

3. 직장 건강생활관리 효과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투자재로 보는 시각이 

있다. 특히 직장에서는 생산성 증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

다. WHO는 직장을 건강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보고 있으며

(WHO 2007), 실제로 성인들은 삶의 1/3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다(ILO 1995). 

의료체계의 의료비 부담자(정부와 의료보험자), 개인, 기업은 직장 내 건강증

진이라는 공동의 이해를 갖는다. 미국은 자가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근로자들의 건강생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직장 건강생활관리 

프로그램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미국과 달리 공적 건강보험제도가 확립된 우

리나라와 호주의 경우는 기업이 직접 근로자의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

라도 생산성 증대와 기업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영보험회사나 근로자와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게 된다. 

직장 건강생활관리 효과로는 크게 근로자의 생산성 증대와 회사에 대한 만족

도 향상이며 그 외에도 상해 발생 감소, 병가 감소, 이직률 감소, 회사 이미지 향

상 등의 부대효과가 있다(ACT Work Safety Commission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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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직장 건강생활관리의 이해 당사자들 

                    자료: Pricewaterhouse Coopers(2010), “Workplace Wellness in Austrailia”. 

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건강생활습관과 같은 건강위험요인은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준다. 직장근

로자의 생활습관과 생산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어 많

은 기업이 그 효과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의 결근율이 

주당 1회 운동을 하는 그룹의 결근율 보다 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acobson, 

Bert H. and Aldana, Steven G. 2001). 건강악화로 인한 생산손실 일수가 비흡

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더 많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인당 2,000달러

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 있다(Bunn, et al. 2006). 스트레스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의 평균 생산시간 손실은 주당 5.3 시간으로 

추정한 연구도 있다(Burton, et al. 1999).

Loeppke, et al(2007)은 주요 만성질환의 의료비, 약제비 및 생산성 저하를 가

져오는 결근(Absenteeism) 및 직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머물기(Presenteeism)55)

의 비용 규모를 추정하였다. 57,666명의 상근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

강과 관련하여 손실된 생산성은 의료비 및 약제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55) Presenteeism은 Absenteeism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건강문제나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
은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쉬어야 함에도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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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표본 크기 및 설명 생산성과의 관계

수면
Doi, Minowa
(2003) 

Telco 직장근로자 5,000명
을 대상으로 한 일본 연구

수면의 질이 낮은 집단이 병
가를 낼 확률이 89% 더 높으
며,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
을 확률은 135% 더 높음

스트레스
Burton, Conti, 
Chen, Schultz, 
Edington(1999)

Bank One(현 JPMC) 
전화교환원 564명 대상

스트레스 관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은 직원의 평균 생산
시간 손실은 주당 5.3시간임

운동
Jacobson &
Aldana(2001)

미국 79,000명 직장근로
자를 대상으로 건강 및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설
문조사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의 결
근율이 주당 1회 운동 그룹의 
결근율보다 46% 높음

흡연
Bunn, Stave,
Downs, Alvir 
& Dirani(2006)

미국 147개 회사 직장근
로자 40,000명 대상

건강악화로 인한 손실 일수
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
가 더 많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인당 2,000달
러 생산비용이 초래됨 

<표 Ⅴ-2> 건강위험요인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자료: 시그나가 본 연구를 위해 제공함(2012).

<그림 Ⅴ-2>는 모든 질환에서 의료비와 약제비보다 결근 및 프리젠티이즘의 

비용이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인적 자본 비용 관리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건강상태 불량으로 인한 비용(치료비)뿐만 아니라 총비용(의료

비, 약제비, 결근 및 프리젠티이즘의 비용)에서 각각의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즉, 기업은 건강과 관련된 전체 비용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질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Chapman(2005)은 건강생활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근로자의 결근 억제효과를 

검토한 25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건강생활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평균적

으로 결근에 따른 비용이 26.8%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 분

석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 있

어 기업의 건강생활관리 프로그램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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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10대 질환 의료비, 약제비, 결근, 프리젠티이즘 비용 규모

       주: 상근종업원 1,000명당 비용합계.
       자료: Loeppke, et al.(2007).

2010년 The Kaizer Family Foundation이 실시한 근로자 2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건강생활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유는 ‘근로자의 

건강도 향상 및 결근 억제’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의료비 증가 억

제’가 28%로 나타나고 있다.

나.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

기업은 건강생활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 사기 향상

과 우수한 인재 유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조사전문회사 Maritzms 정규직 근

로자 1,478명을 대상으로 건강생활관리 프로그램과 근로자 만족도와의 관련성

을 조사하였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건강생활관리(Wellness)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는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장래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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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근무할 의향이 높으며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직장이 최고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종업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

일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20% 13%

앞으로 즐겁게 회사에 계속
다닐 것이다

27% 18%

친구, 가족에게 회사가 최고의 
직장이라고 강력히 자랑한다

32% 21%

<표 Ⅴ-3> 건강생활관리 프로그램과 근로자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 Ronald, et al.(2007).

4. 잠재시장 검토 

가. 시장전망 미국사례

Parks Associates(2009)은 2008년 질병관리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Opt-in)한 

인구가 약 2.2백만 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인구가 주요 개인의료기술 

도입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구 집단 가운데, 가정 건강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환자의 수가 2008년 86,000명에서 2013년에는 470,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자가보험자와 Medicare 및 Medicaid 피보험자들의 관심 증대로 인해 

건강생활관리 프로그램 등록인구가 2008년 16백만 명에서 2013년 31백만 명으

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생활 모니터링 장치 사용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건강

생활 진행과정을 추적하고 추세를 살펴보며,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의 이용 가능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체들이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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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MP3 플레이어와 같은 소비자 전자기기 및 만보계에서 러닝머신에 이르는 

일반 피트니스 장비에 웰니스/피트니스 기능을 통합함으로 인해 하드웨어 비용

이 절감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Parks Associates(2009)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건강생활 모니터링 장치와 

함께 건강생활 소프트웨어 및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 수가 160,000명에서 

2.4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인구는 이러한 장치에 

2008년 16백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70백만 달러 이상 소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Parks Associates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전체로는 개인의료기술 제공 회사들

이 2008년 109백만 달러에서 2013년 461백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창출하여 34%

의 5년 누적 연간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수익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year 
CAGR

만성질환 
질병관리프로그램의 총  수입

92.9 123 185.3 270.7 346.1 391.3 33%

건강생활관리(웰니스) 
프로그램의 하드웨어 수입

15.9 18.5 28 58.9 68.6 70.6 35%

총 수익 108.8 141.6 213.3 329.7 414.9 461.9 34%

만성질환 질병관리프로그램 
개인의료기술 사용자

0.086 0.119 0.182 0.275 0.379 0.473 41%

건강생활관리(웰니스)프로
그램 개인의료기술사용자

0.163 0.282 0.511 1.079 1.779 2.443 72%

총 사용자 0.249 0.401 0.692 1.354 2.159 2.915 64%

<표 Ⅴ-4> 미국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개인의료기술 수입 예측 
(단위: 백만 달러, 백만 명)

자료: Parks Associates(2009).

나. 우리나라 잠재시장 검토

우리나라는 현재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시장이 발달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

라 환경을 볼 때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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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나라는 1인당 실질 GDP에서 1인당 실질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02년부터 10여 년간 미국 1.6%, 일본 2.6%, 호주 1.0%

에 비해 우리나라는 4.6%에 이른다. 의료비 증가율 억제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외 연구를 통해서 보았을 때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연도
1인당 실질 GDP 1인당 실질 의료비/1인당 실질 GDP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미국 일본 호주

2002 20,598 41,242 28,955 32,737 4.8 14.7 7.9 8.4 

2003 21,070 42,003 29,389 33,685 5.2 15.2 8.0 8.4 

2004 21,961 43,206 30,059 34,346 5.2 15.2 8.0 8.6 

2005 22,783 44,242 30,446 34,888 5.6 15.2 8.2 8.5 

2006 23,847 44,993 30,941 35,637 6.1 15.3 8.2 8.6 

2007 24,948 45,361 31,584 36,303 6.4 15.5 8.2 8.7 

2008 25,339 44,806 31,239 36,108 6.6 16.0 8.6 8.9 

2009 25,299 43,169 29,515 36,194 7.1 16.9 9.6 9.2 

2010 26,774 43,889 30,886 36,582 7.3 16.9 9.6 9.1 

2011 27,554 44,376 30,761 37,257 7.4 16.9 － －

2012 27,991 45,283 31,433 38,016 7.5 － － －

연평균 
증가율

3.1 1.0 0.9 1.5 4.6 1.6 2.6 1.0

자료: OECD(2013).

<표 Ⅴ-5> 주요국의 1인당 실질 GDP 대비 의료비 추이
(단위: US $, %)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GBD(2012)에 따르

면,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수명은 1990년 68.1세에서 2010년 76.5세로 8.4세 증

가하였다. 건강수명은 동 기간 동안 60.6세에서 67.9세로 7.3세 증가하였다. 기

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1990년 7.5세에서 2010년 8.6세로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이는 생애 마지막 8.6년을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을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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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OECD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기간 동안 

OECD 평균 남성의 기대수명은 5.3세, 건강수명은 4.1세 증가하였다. 기대수명

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9.0세에서 10.2세로 증가하였다.

국가
기대수명(A) 건강수명(B) 차이(A-B)

1990 2010 증가연수 1990 2010 증가연수 1990 2010 

터키 63.7 71.2 7.5 55.3 61.8 6.5 8.4 9.4 

미국 71.7 75.9 4.2 63.0 66.2 3.2 8.7 9.7 

OECD 71.3 76.6 5.3 62.3 66.4 4.1 9.0 10.2 

프랑스 73.0 77.5 4.5 63.6 67.0 3.4 9.4 10.5 

독일 71.9 77.5 5.6 62.8 67.1 4.3 9.1 10.4 

영국 72.9 77.8 4.9 63.4 67.1 3.7 9.5 10.7 

한국 68.1 76.5 8.4 60.6 67.9 7.3 7.5 8.6 

호주 73.8 79.2 5.4 64.1 68.4 4.3 9.7 10.8 

일본 76.0 79.3 3.3 67.7 70.6 2.9 8.3 8.7 

자료: GBD(2012).

<표 Ⅴ-6>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 추이(남)
(단위: 세)

국가
기대수명(A) 건강수명(B) 차이(A-B)

1990 2010 증가연수 1990 2010 증가연수 1990 2010 

터키 70.9 77.7 6.8 60.1 66.0 5.9 10.8 11.7 

미국 78.6 80.5 1.9 68.1 69.5 1.4 10.5 11.0 

OECD 78.1 82.2 4.1 67.2 70.5 3.3 10.9 11.7 

프랑스 81.1 84.3 3.2 69.4 71.9 2.5 11.7 12.4 

독일 78.4 82.8 4.4 67.5 70.9 3.4 10.9 11.9 

영국 78.3 81.9 3.6 67.4 70.1 2.7 10.9 11.8 

한국 76.2 82.7 6.5 67.1 72.6 5.5 9.1 10.1 

호주 80.0 83.8 3.8 68.8 71.8 3.0 11.2 12.0 

일본 82.0 85.9 3.9 72.3 75.5 3.2 9.7 10.4 

자료: GBD(2012).

<표 Ⅴ-7>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 추이(여)
(단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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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9년간 만성질병 유병률을 보았을 때 증가 추세에 있

다. <표 Ⅴ-8>을 보면 만 19세 이상 비만율은 29.2%에서 31.3%로 증가하였고, 

만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8.6%에서 9.6%로 증가하였다. 고혈압은 28.6%

에서 30.3%로 증가하였다.

의료비 증가추세 둔화, 건강수명 연장, 만성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 건강

생활관리서비스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정부, 

공·사건강보험자, 기업의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수요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호주 모두에서 공적 건강보험이 건강생활관리서

비스의 주요 수요자이다.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

하고 동시에 건강증진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사실상 제공하고 있

지 않다. 2012년 전 국민건강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

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으나 적극적 건강생활습관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간단한 정보지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보장확대 요구,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 등

으로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

본적 처방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문헌에서 보았듯이 건강생활

관리서비스를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재정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손해보험산업은 실손의료

보험의 보험료 수입에 비해 보험금 지급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수년째 이

어지고 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고령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이 등장할 전망이

다.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은 예측하기가 어려워 근본적인 위험요인 관리의 병

행이 필요하다. 건강생활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건강보험이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기 시

작할 경우 건강생활관리서비스 공급 시장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본다.

한편,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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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업 또한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수요할 유인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

업은 아직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이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수요하기 시작하면, 이 시장은 한층 큰 폭의 성장

이 있을 것으로 본다.

구분 2001 2005 2007 2008 2009

비만
(만 19세 이상)

전체(19세 이상) 29.2 31.3 31.7 30.7 31.3

19-29세 17.3 19.3 22.0 23.0 22.1

30-39세 25.6 29.0 27.8 28.0 29.5

40-49세 35.8 35.2 32.5 34.4 34.7

50-59세 37.2 42.1 42.4 37.4 40.0

60-69세 38.3 39.6 46.2 37.2 37.0

70세 이상 29.5 31.5 31.7 29.3 31.1

당뇨병
(만 30세 이상)

전체(30세 이상) 8.6 9.1 9.6 9.7 9.6

30-39세 4.9 1.4 4.2 2.1 2.5

40-49세 5.9 7.4 5.7 7.6 5.8

50-59세 10.2 14.0 13.4 12.6 12.3

60-69세 16.1 18.1 19.7 21.1 22.0

70세 이상 15.1 17.9 17.5 19.2 21.8

고콜레스테롤혈증
(만 30세 이상)

전체(30세 이상) 9.1 8.0 10.7 10.9 11.5

30-39세 5.4 3.9 5.5 5.9 6.3

40-49세 7.5 7.1 8.4 8.5 9.4

50-59세 11.8 11.5 15.0 15.2 17.4

60-69세 16.8 13.5 18.7 18.2 18.0

70세 이상 10.3 9.7 15.2 15.6 14.0

고중성지방혈증
(만 30세 이상)

전체(30세 이상) 19.6 16.7 16.9 17.3 16.5

30-39세 14.4 12.6 11.7 14.7 12.4

40-49세 19.2 18.5 17.1 18.3 15.5

50-59세 23.1 21.1 24.5 18.7 21.8

60-69세 24.8 17.5 19.9 17.7 21.7

70세 이상 23.4 14.4 14.5 19.3 15.9

고혈압
(만 30세 이상)

전체(30세 이상) 28.6 28.0 24.6 26.9 30.3

30-39세 10.3 8.8 7.5 10.7 9.1

40-49세 20.7 19.7 15.7 19.9 22.7

50-59세 36.1 41.3 33.6 35.0 39.2

60-69세 57.2 53.7 45.9 47.5 55.6

70세 이상 58.1 55.0 60.2 56.8 69.5
자료: 유재성 외 5인(2011).

<표 Ⅴ-8> 연령별 주요 만성질병 유병률(의사진단 유병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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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요사례

1) 국·내외 위탁 현황

공·사건강보험자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이다. 공·사건강보

험자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등의 증가로 늘어나는 지급보험금 부담을 줄이고자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사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전문기관에 위

탁하여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 공적 보험자는 검진

자료를 모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의 건강위험도를 계층화하

고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검진기관

의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 계층화 결과는 공적 보험자에게 전달되게 되고 공적 

보험자는 건강위험 계층화 결과를 보건지도기관(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 기

관)에 제공하게 된다. 

민영의료보험이 주가 되는 미국의 경우 대규모 의료보험회사들은 건강위험

도 평가를 포함하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직접 제공하

고 있고, 자가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나 중소규모 의료보험회사들은 외부 공급자

와 위탁 계약을 통해 근로자나 피보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전문기관과 위탁계

약을 맺고 있다. 현재는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보험계약 규모에 따라 극히 제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위험도 평가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뢰자와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제공자의 계약에서 의뢰자는 주인이고 건강생활관리서비

스 제공자는 대리인이라 볼 수 있다. 이때 의뢰자의 입장에서 건강생활관리서

비스 제공자가 적극적으로 피보험자나 근로자를 관리하는 지를 완전하게 감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효과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것

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효과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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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 계약 방법

미국에서 초기에는 공·사보험자가 전문적인 질병관리서비스기관에게 위탁

하여 질병관리서비스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모형이었다. 보험자는 전문적

인 질병관리서비스기관에 질병유무 혹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피보험자 집단(Population Subset)의 전체 피보험자

를 대상(Carve-out)으로 하여 회원당·월간 관리료를 지급하였다. 보험회사가 

간호사,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의료관리 인력을 이용하여 보험회사 

내부의 질병관리 역량을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2006년까지는 이 

모형이 표준이었다. 

보험자들은 카브아웃(Carve-out) 위탁계약을 하면서 전문질병관리서비스기

관의 높은 책임 수준을 요구하였다. 계약 만기에 보험회사는 계약 인구집단의 

총지급보험금을 비교 대상 집단 또는 동일 집단의 이전 기간 총지급보험금과 비

교하였다. 의료비절감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계약 조

건에 따라서 질병관리서비스기관은 관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기도 하

였다.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서비스기관에 보너스를 지급하였다. 

카브아웃(Carve-out) 위탁계약 하에서 서비스는 피보험자의 참여 동의 여부

와 관계없이 제공(Opt-out56))되었고 실제 질병관리 프로그램 참여율은 40%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질병관리서비스기관들은 비참여 인구 60%에 대

해서도 보수를 지급 받았다. 이러한 모형은 질병관리서비스기관의 성과가 전체 

인구의 건강 증진과 보험금 청구 감소로 측정된다고 하더라도, 참여자 증대를 

유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는 점차 서비스 프로그램에 등록한 회원에 한정하여 회

원당·월간 기준으로 서비스료를 지급(Opt-in)하는 모형을 점차 전문질병관리

56) 옵트 인(Opt-in) 방식은 수신 전에 신청을 통해 사전 동의를 표시한 사람에게만 어
떤 제도나 서비스가 적용되는 방식을 말함. 옵트 아웃(Opt-out) 방식은 사전 동의 
없이 사용자가 무조건적으로 제도나 서비스의 동의자로 등록된 후에 사용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이를 중단시키는 방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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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관에게 요구하고 있다. 대신 보험회사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료

를 기꺼이 지급할 뿐만 아니라 Opt-out 모형보다 더 높은 수준에도 서비스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 대상 서비스료 지급 방식

으로의 변화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참여대상자 식별과 모집이 실질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Opt-out 모형에

서는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의 참여가 전문질병관리서비스기관의 수익과 관련

성이 적었으나 Opt-in 수익모형 하에서는 모든 등록회원이 전문질병관리서비스

기관의 수익과 관계있으며, 보다 적은 자원을 사용하는 회원은 특히 수익에 크

게 기여한다. 건강체가 등록하는 것이 전문질병관리서비스기관에는 유리한 것

이다. 

둘째, 건강위험도 평가 및 관련 지원 자원 최적화는 사업에 있어 핵심 의사결

정 내용이 된다. 이전에는 비참여 회원들로부터 창출된 수익이 참여 회원의 관

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었다. Opt-in 수익모형에서는 특정 피보험자 집단의 전

체가 등록하도록 등록 극대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요구 수준이 다

양할 것이며 보다 이질적인 건강위험 프로파일을 가진 참가자의 숫자가 증가하

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건강위험도가 낮은 사람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 제

공을 피하기 위한 최적화 도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선별검사, 위험도 측

정, 위험계층화, 계층별 서비스 제공, 재평가라는 서비스 과정이 요구되었다. 

셋째, 실행은 보다 복잡해진다. 전문질병관리서비스기관은 등록회원들이 계

약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보다 효과적인 

참여 도구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실행 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고 계약 마진이 감

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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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과 개인정보 보호

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 보험자로부터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

정보의 이동이 있게 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개인정보가 공적 기관으로부터 

민간기관으로 전달된다.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생활습관 개입서비스 취급자 기준을 엄격

하게 제한하고 있다. 간호사가 아니라 보건사, 영양사가 아니라 관리영양사 그

리고 의사로 하여금 초회 면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적 보험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호장치를 정비하고 있는 민간 건강생활서비스

기관에 프라이버시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서비스 과정을 미국의 보험회사와 같이 하나의 기관이 수행할 경우 동기

부여(개입) 단계에서 건강위험 계층별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콜센터, 간호사, 건강코치, 이메일 발송자 등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서는 그 내용이 엄격한 기준 하에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HIPPA57) 은 엄

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 시그나의 경우 개인정보가 입력된 후에는 예측모델을 통한 건강위험 계

층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후 콜센터, 건강코치 등에게 세부 개인정보가 전달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서비스를 제공한 후 참가자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개별 참가자에게만 주어지게 되어있다. 고용자에게는 건강상태 검사 

결과의 개인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요약 보고서만 전달되며 근로자의 건강 개선

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한 권장 사항을 담고 있다. 

57) 동 법안(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은 “의료보험정보 활
용 및 책임에 관한 법” 또는 “의료보험의 이전과 그에 수반하는 책임에 관한 법률”

로 불리기도 함. HIPAA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담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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