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록 Ⅲ: 기타 건강관리서비스회사 사례

1. 호주

가. 비영리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사례: HCF

1) 회사 개요

HCF(The Hospitals Contribution Fund of Australia Limited)는 1932년에 설립

되어 8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호주의 가장 큰 비영리 건강기금이다. 

HCF 그룹(HCF Health Fund와 Manchester Unity)은 세 번째로 큰 의료보험회사

로 시장 점유율이 2010년 기준 10.3%였다. 전체 수입 규모는 19억 5천 달러

(2012년) 수준이며 근로자 수는 1,179(2010년 기준)명에 이른다. 의료보험 외에

도 생명보험, 여행자보험, 애완동물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실버타운 및 노인 요양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2)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의료보험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건강관리서비스(Health and 

Well-Being), 병원케어, 홈케어, 그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건강생활관리서비스인 건강지킴이(My Health Guardian)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

작했고, 2012년부터는 세 가지 질병관리서비스인 글로벌 스페셜리스트(My 

Global Specialist), 홈 닥터(My Home Doctor), 빅터 장 검진(Victor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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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heck Boot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전화

와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구분 내용

질병
관리
서비스

글로벌 스페셜
리스트
(My Global 
Specialist)

∙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된 의료전문가들이 회원
들의 의료 케이스들에 대한 의학적 도움을 주거나 회원들
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서비스

∙ 고급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음

만성질환군을 
대상으로 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Healthy 
Weight for 
Life Program)

∙ 제 2형 당뇨와 심혈관 질환자 가운데 BMI지수가 30인 과
체중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중관리 서비스

∙ 18주간에 걸쳐 체중을 줄이고 혈당량,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도와줌

∙ 저열량 식단(KicStart Program), 식생활습관개선
(TEMplate System), 교육, 인터넷과 전화 상담 및 모니터
링, 코칭 등을 제공함

∙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12개월 프로그램으로 체중감소를 
통해 상태악화 방지, 고통과 스트레스경감이 목적

정신장애관리
(Helping 
Hand 
Program)

∙ 정신장애 회원을 대상으로 일반의 또는 전문의 치료를 보
조해주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프로그램 

∙ 병이 재발하는 징조를 일찍 찾아내거나, 피보험자의 상태
에 맞춰진 재발방지 보조 프로그램 

심장건강진단
(Victor Chang 
heart checks)

∙ 빅터 장 심장 연구소(Victor Change Cardiac Research 
Institute)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검진 부스(Booth)를 설치하여 무료 
건강 진단을 제공함

∙ Extras cover를 가진 피보험자에 한함
∙ 등록된 간호사들이 세 가지 검진(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량)을 수행하고 그 결과는 10분 안에 바로 제공

기타 
질병관리

∙ 불안장애, 우울증환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This Way 
Up)

∙ 심장 쇼크로 병원치료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퇴원 후 관
리 서비스(CHOICE)

건강
생활
관리
서비스

건강지킴이
(My Health 
Guardian)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개인 맞춤형 관리 서비스

<부록 Ⅲ-1> 호주 HCF의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자료: HCF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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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위탁 내용

HCF는 건강지킴이(My Health Guardian)라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호주 

Healthways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

지킴이(My Health Guardian) 서비스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Healthways사의 건강생활관리

서비스와 유사하다. 먼저 피보험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건강진단(Wellbeing 

Assessment)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 분야를 추천 받는다. 이에 근거

해서 각자가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우면 그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받게 

된다. 온라인 상에서 자격증을 가진 생리학자나 영양사들과 즉석에서 연결되어 

상담할 수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해 모든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 

건강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주로 온라인상으로 관리하고, 만성질환군에 

속한 사람들은 치료에 병행해서 등록된 전문가들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한

다. 만성질환군으로 분류가 되면, Progress Tracker를 통해 목표 수행과정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하게 된다. 2012년 현재 22,000명의 만성질환을 가진 회원들이 

이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HCF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질병관리와 독립적으로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 제

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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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건강 진단
(My Wellbeing 
Assessment)

∙ 신체적 건강
∙ 정서적 건강
∙ 체중 조절 및 운동 습관
∙ 음주, 흡연, 수면 습관

건강 목표 수립 
및 수행
(Taking action)

∙ Wellbeing Assessment의 결과에 따라 중점 개선 분야(Focus 
Area)를 추천받아 선택함

∙ 선택한 목표를 온라인상에 입력하면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정보 등이 제공됨

∙ 일단 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수행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기록
하고 추적함

온라인 
건강관리사
(Your personal 
health coach

∙ 온라인 상에서 자격증을 가진 운동 생리학자(exercise physiologist)
와 영양사들이 상담을 함

∙ 2012년 6월 기준 2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등록되어있음

운동과 
식단관리

∙ 각자의 체력에 맞게 단계별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수행함
∙ 체질, 건강상태, 그리고 운동정도에 맞는 식단을 만드는데 도움
을 받음

온라인 자료 
도서관

∙ 질병치료, 건강생활, 건강검진 등 건강에 관한 제반 자료들을 제공

건강기록
(My health 
record)

∙ 개인의 건강진단결과, 생체정보, 복용약, 알러지 등에 관한 개인 
의료 정보 그리고 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
에 모아 관리

∙ 이 정보들이 웰빙플랜을 세우는데 사용됨

모바일 앱
(Well-Being 
Plus)

∙ Trackers: 매일 혹은 매주 자신이 수행한 행위와 그 패턴을 기록하
여 주별 혹은 월별로 결과를 보여줌

∙ Mobile health coach: 앱에서도 건강코치와 연결이 가능
∙ Experience Points: 앱을 이용한 모든 행위들이 포인트로 쌓여 건
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수치로 보여줌

<부록 Ⅲ-2> 호주 HCF의 건강지킴이(My Health Guardian) 서비스 내용

자료: HCF사 제공.



부록 185

나. 건강관리서비스 전문 회사: Remedy Health Care

1) 회사 개요

Remedy Healthcare는 Australian Unity Limited의 자회사로 건강관리서비스

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2008년에 설립되었고 질병관리서비스와 건강예방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주 고객은 모회사인 Australian Unity와 다른 의료

보험회사들이다. 

Remedy는 개인의 건강 증진과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독립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병원치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성질환 진단을 받거나 곧 걸릴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만성

질환 자기관리 프로그램과 건강지도, 그 외에도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한 사후관리 서비스, 산모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

로 “Corporate Health Coaching”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2013년 2월에는 

비영리 의료보험회사인 GMHBA와 계약을 맺기도 했다. 

2)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Remedy Healthcare가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크게 만성질환자를 대상

으로 한 질병관리서비스와 아직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발병 위험이 있는 사람

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요인관리서비스 그리고 기타 의료 관련 서비스로 이루어

져 있다. 질병관리서비스는 질환의 성격에 따라 만성질환관리와 복합질환관리

로 분류하고 있다. 

Remedy Healthcare의 프로그램들은 간호, 영양, 운동, 조산, 물리치료, 당뇨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다. 또한 이들 임상의들은 행동

심리학과 동기유발 상담 기술을 가지고 있어 고객들이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인

식하고 바르게 교정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86 조사보고서 2014-7

Remedy Healthcare는 호주의 우수한 의료 전문가들이 모인 임상자문단을 구

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Remedy의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최신 정보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분 내용

Chronic condition 
management
(만성질환관리)

∙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전화 
상담서비스를 제공

∙ Diabetes Action Program(당뇨관리, 4~6개월 전화)
∙ Healthy Hear Program(심장질환관리, 6개월 전화)
∙ Bone Health program(골다공증관리, 6개월 전화)

Complex Care
(복합질환관리)

∙ Integrated care(만성복합질환을 가지며 잦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 Heart Failure Program(심부전관리, 12개월 전화)
∙ Vascular Health Program(말초혈관계질환, 6개월 전화)
∙ COPD program(폐쇄성 폐질환 관리, 12개월 전화, 필요
시 in-home 서비스)

Preventive Health
(예방서비스)

∙ Risk Factor Management Program(위험요인관리, 4개월 
전화상담)

Allied Health
(기타 서비스) 

∙ Maternity Support(임산부관리,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숙련된 조산사와 연결)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부록 Ⅲ-3> 호주 Remedy Healthcare의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자료: http://www.remedyhealthcare.com.au, Remedy(2013), “Remedy Healthcare Employers & 
Organisations Company Overview” 참고.

가) 만성질환관리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관상동맥질환, 제2당뇨, 골다공증 등)을 진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의 발전이나 입원을 방지하도록 하는 자기관리 프로그램

이다. 대략 4~6개월 동안 전문가와의 통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 통화는 보통 

30분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객의 필요에 따라 약복용, 체지방, 혈압, 혈당, 

체중, 운동량, 흡연, 음주 등 다양한 범위에 걸친 관리가 이루어진다. 참여자를 

담당하는 일반의(GP)와 정기적인 의견교환을 나누는 것은 프로그램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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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다른 전문가에게 진료의뢰를 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Remedy는 만성질환관리시스템(CDMS: Chronic Disease Management 

System)으로 불리는 자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병력, 질병률, 

위험요인 등의 정보에 기반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3년 현재 10,000여명의 회원이 질병관리프로그램의 코칭을 받고 있다.

나) 위험요인관리 프로그램

위험요인관리 프로그램은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나 중단기 내에 심

혈관 질환이나 제2당뇨와 같은 질환이 발병할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

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강생활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보통 4개월 동

안 전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수행된다. 

위험요인관리를 받을 사람은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 일주일에 2.5시간 이

하의 운동을 하는 사람,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약을 복용하는 사람, 고지혈증이

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사람, 혈당치가 높은 사람, 심장질환이나 제2당뇨

의 가족 병력이 있는 사람, 흡연자가 해당된다. 

건강 전문가들은 고객의 행동습관에 따른 위험요인을 식별해내는데 호주의 

임상결과에 근거해 만들어진 제2당뇨 위험진단 도구인 AUSDRISK를 이용한다. 

또한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으로 분류된 고객들은 심장 건강을 개선

시키는 식단, 체중감량, 콜레스테롤과 혈압 낮추기, 체력단련 및 약복용, 흡연 

등을 관리한다. 

다) 효과

처음 시행된 2009년 이래로 350명의 Australian Unity 피보험자가 제2형 당뇨 

프로그램을 마쳤고, 졸업자들은 위험요인의 감소와 입원감소의 효과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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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은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보험자들에 

비해 입원 치료비용이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뇨관리프로그램의 

경우 Remedy Healthcare의 피보험자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완수한 참가자

가 비참가자에 비해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의료비 청구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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