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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이후 치료의
의료전달체계 구상

김정희 부연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전달체계개선팀

1. 급성기 이후 의료전달체계의 중요성
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시작되었으며 만성질환이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전체 인구의 14.3%가 노
인이 되는 고령사회에 이르고, 이어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1).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여 초고
령 사회1)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까지 프랑스가 155년,
미국이 88년, 일본이 36년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92.7%)이
만성질환2)을 가지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복합질환(multi-morbidity)
의 경우가 74.5%를 차지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4). 가장 흔한 만성질환은 고혈압
(63.3%), 백내장(35.8%), 비만(33.1%) 순으로 나타났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 뇌졸중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의료기관: 2011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
일까지 주상병 I60~I63으로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진료건이 10건 이상인 의료기관
2)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폐쇄성폐질환, 만성콩팥병, 골관절염, 백내장, 양측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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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안
그림 노인 1인당 만성질환 보유 개수 분포
자료: 질병관리본부(2014),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 현상을 더 부추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3년 건강보험진료비 50조 7천억 원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노인의료비는 17조 5천억
원으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대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144.9%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97.7%로 약 3배 증가하였다.

표 1. 건강보험 전체 및 65세 이상 진료비
2003년

(단위: 조 원, %)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03년 대비
’13년 증가율(%)

전체

20.7

24.9

32.3

39.3

46.2

50.7

144.9

65세 이상

4.4

6.1

9.1

12.3

15.4

17.5

297.7

비율(%)

21.3

24.5

28.2

31.3

33.3

34.5

자료: 2013년 건강보험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육체적으로 허약한 노인들은 퇴행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만성
질환은 완치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인구고령화 속도
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형선 등, 2007; 김정회, 2012). 의료기관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신체 기능이 감
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리고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는 사망 관련 비용이 높기 때문이
다(Fuchs, 1984; 정형선 2007). Fuchs(1984)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 의료비가 따
라서 증가한다는 기존 학설을 비판하고 의료비는 연령이 아니라 사망 직전에 집중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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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비용에 직결된다는 ‘사망까지의 기간(time-to-death)’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 노인의
의료비 지출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일관적으로 사망 직전에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Scitovsky, 1984;Lubitz 등 1993; Emanuel, 1996; Hogan 등 2001; Hoover
등 2002; Felder 등 2000; 이지전 등 2003).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 중 사망 전 1년
간 사용한 의료비가 약 20%를 차지하였다(정형선 등, 2007). 우리나라 노인 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망 전 12개월에서 사망시점까지의 의료이용 수준은 점차 증가하
였고, 특히 사망 전 1개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전 등, 2003).

나. 현재 의료체계의 한계
1) 급성기 의료 위주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30여 년 동안 보편적 의료보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
지만, 급성기 의료 시설 중심의 공급체계가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
다. 현재 민간 중심의 경쟁적인 보건의료시장이 급성기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있어, 지
금의 의료제도로는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의원
은 외과 수술과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은 대규모 외래진료 부서를 운영하는 등 의
원과 대형병원이 서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잉경쟁하고 있다(OECD, 2012). 환자
의 의료접근성은 높은 반면, 전문가의 조정 및 정보제공 없이 방임적 선택에 의한 이용으로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에 맞는 효율적 의료기관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11).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는 의원 및 중소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과 만성질환의 비
중이 커지고, 의료이용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의원의 역할이 위축되어 있다.

2) 취약한 일차의료
만성질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강화하여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
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르지만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방가능한 건강문제로 인하여 병원을 찾고 있다(OECD, 2012). 또한 외래
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병증 발생 또는 입원으로 이어지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그 예로,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한 입원이 2005
년 인구 10만 명당 324건에서 2009년 472건으로 연평균 9.8% 증가하였으며, 당뇨로 인한
하지절단은 같은 기간 동안 인구 10만 명당 5.2건에서 7.1건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 당뇨병 사망률은 전체 사망률의 상위 5위(전체 사망자수의 4.1%), 고혈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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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절적 의료전달체계 및 급성기 이후 전달체계
현재 급성기 이후 의료 및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 볼 수 있다.

정책 현안

질환은 상위 10위(전체 사망자의 1.8%)를 차지한다(통계청, 2014).

급성기 치료와 구분하여 요양을 위한 장기 입원을 허용하는 별도의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사
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4년 의료법 개정으로 요양병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
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다. 하지
만 노인 의료 및 요양 체계가 제도별·기관별 분절적인 구조로 인해 비효율과 불만족을 초래
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양적으로 급증했으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치
료와 요양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권순만 등, 2013).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에 기능이
중복되고 상호연계체계가 미흡하여, 두 기능 간 비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분절적인 제도운영
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상병은 치매와 뇌졸중으로 유사하며, 요양병원과 요
양시설의 환자·입소자에게 공통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입소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 서비스 요구도, 중증도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회복(재활), 말기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부족과 불필요한 입원 등 과잉 또는 낭비
적 요소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사망 전 의료비는 많이 지출되고 있으나,
사망 전 말기 의료의 질은 열악한 상황이다. 말기에 통증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처치나 시술을 받는다고 한다(김정회, 2012). 특히 재활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재활치료의 경
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기
관 종별에 따른 기능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급성기 병원에서 충분한 재활치료를 제공받지 못한
채 퇴원 후 2~3개월 간격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 병원의 입원
퇴원을 반복한 결과 전체 재원기간은 증가하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입원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신형익, 2014). 집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고 충분한 재활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 급성기 이후 의료전달체계 필요
보건의료체계도 급성기 의료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연속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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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는 조화로운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여,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진료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재오 등, 2009; 신호성 등,
2012; 정영호 등, 2013). OECD(2012)에서도 단순하게 급성기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를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중요
하게 대두되는 만성질환 및 장애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급성기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로는 충분치 않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는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에
서 고려되지 않던 새로운 보건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범
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급성기 이후 의료 및 요양 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본격
적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료비는 폭증하면서 서비스 질은 하락할 우려가 있다. 본 고에서
는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급성기 이후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2. 외국의 급성기 이후 제도 현황
향후 우리나라의 급성기 이후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미
국과 일본의 현황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외국의 급성기 이후 의료제공체계에 대한 현황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처럼 급성
기 이후 시설을 환자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시설과 지불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와 독일처럼 별도의 시설 구분 없이 일반 병원에서 급성기 이후 서비스를 함께 담당하는 경
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장기요양에 대해 사회보험이나 별도로 재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국가는 일본, 독
일이 있고, 별도 재정으로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급성
기 이후 시설 구분이 다양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메디케어에서 급성기 이후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장기요양병원(Long Term
Care Hospital, LTCH), 입원재활시설 (Inpatient Rehabilitation Facility, IRF), 전문요양
시설 (Skilled Nursing Facility, SNF), 가정방문보건센터 (Home Health Agency, HHA)
로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기관별로 입원조건, 제공서비스, 환자분류 등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입원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성기 이후 비용이 증가하고 환
자 간의 중복이 발생하여,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MedPAC, 2014; CMS, 2014). 급성기 이
후 시설에 대해 1990년대 후반부터 전향적 지불제도(prospective payment system) 방식
의 지불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적절한 시기에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가를 개선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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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환자의 임상적 특성이나 서비스 제공이 매우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시설(장기요

비효율이 발생하여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각 급성기 이후 시설마다 각각의 전
향적 지불제도(PPS)를 가지고 있으며, 지불(수가)은 평가·질 향상·지불 등을 포함한 다양

정책 현안

양병원, 입원재활시설, 전문요양시설, 가정간호시설)간의 다른 지불제도와 평가시스템으로

한 목적으로 개발된 서로 다른 표준화된 평가도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평가도구의 차이
가 시설 간 정확한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급성기 시설에서 급성이후 시설까지 환자정보
의 유연한 흐름이 부재해서 최적의 케어 전환(optimal care transitions)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각 시설마다 복잡한 지불제도로 인해 의료제공자들의 경제적 동기로 인해서는
환자중심의 급성기 이후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성기 이후 시설 간에 동일한 환자 평가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급성기 이후 치
료의 조정(coordination of post-acute care)을 위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의무
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병동단위로 시설을 유형화하여 병동별로 다른 수가체계를 적용
하고 있다. 급성기 이후 시설로는 크게 의료보험 및 개호보험 적용의 요양병동과 완화케어
병동, 회복기재활병동, 치매치료병동 등이 있다. 급성질환으로부터 만성질환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넓은 범위에 걸쳐 동일 유형의 시설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
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병동 구분에 의한 시설의 유형화가 추진되었다. 일
본의 병원은 한 기관 내에 이러한 병동이 혼재해 있는 병원이 많다.
사회적 입원에 대한 조치로 개호보험적용 요양병상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2012년 3
월 말까지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2018년 3월 말까지 유예한 상태이다. 단, 2012년부터 개
호보험 요양병상의 신규개설은 금지되어 있다. 환자의 상태에 맞는 기능을 분담하고 경증환
자(의료개호 1)에 해당하는 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병원 측의 이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
게 되어, 병원이 스스로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요양
병동 수가를 조정하였다.
일본의 재활의료서비스는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환자의 특
성에 적합한 표준적인 치료기간을 설정하여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일부 환
자를 제외하고는 재활치료 일수에 상한을 두고 있다. 심혈관질환이나 운동기 150일, 뇌혈관
질환 180일, 호흡기질환 90일을 상한으로 의료보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개호보
험의 통원재활(주간재활) 및 방문재활로 이관된다. 현재 일본은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 제
공을 위한 회복기 재활병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많으나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요건
을 충족할 경우 회복기 재활병동으로 인정받아 운영하기도 한다(이상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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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의 재활의료서비스
구분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 형태

급성기

•일반적으로 재활관련 질병 발병 후 1~3주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
•생명유지, 재활치료, 위험관리 등 중점적으로 실시
•급성기 병원과 일반병상에서의 급성기 재활의료, 급성기 간호를 통해 제공

회복기

•재활병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회복기 재활(병동훈련실시), 팀 접근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활간호 및
개호 등 서비스 제공
•질병발생 후 3~6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재활의료서비스

유지기

•회복기 종료 후 가정생활로 복귀하여 일상생활 중에서 기능을 유지·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시기
•입원재활, 입소재활, 의료보험적용 요양병상, 재택서비스

자료: 이상헌,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확립방안은? - 선진국에서의 재활의료, 2014

장기요양을 포함한 급성기 이후 의료제도 현황은 국가마다 재원 및 운영기관 형태가 다양
하다. 하지만 시설 간의 명확한 기능과 역할을 두고 있고, 환자중심(patient centered)과 치
료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 그리고 적절한 지불제도(지불형태 및 수가 수준)가 중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 운영 중인 완화의료, 회복(재활)을 확대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시행착오를 줄여할 것이다.

3. 우리나라의 급성기 이후 의료전달체계
가. 급성기 이후 현황
1) 요양병원
실제 급성기 이후 치료3)가 일반 병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료법상 급성기 이후 의
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요양병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요
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의료법 제3조, 의료
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입원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 이후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급여비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은 2009년 대비 2013년 392.8%가 증가한 반면 노인장기요양은 78.7% 증가하였
다. 이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입소기
3) 급성기 이후 의료를 아급성기 치료(sub-acute care)와 장기요양(long-term care)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재원
기간에 따라 급성기와 급성기 이후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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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엄격하고 시설입소가 가능하더라도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입원

표 3.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공급 및 급여비 현황
구분

2009

(단위: 억 원, 개, %)
2010

2011

2012

2013

8,465

23,901

28,861

34,894

41,718

392.8

777

867

988

1,103

1,232

58.6

19,718

27,456

29,691

31,256

35,234

78.7

시설

2,628

3,751

4,061

4,326

4,648

76.9

재가

11,928

11,228

10,857

10,730

11,056

-7.3

요양급여비1)(억 원)

정책 현안

이 용이한 요양병원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생각된다.

‘09년 대비 ’13년 증가율(%)

요양병원
기관수2)(개)
요양급여비(억 원)
노인장기
요양3)

기관수

주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심사결정 총 요양급여비용(입원, 외래 포함), 2014년 3월 심사분 기준
주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DB, 각 연도별 기관수는 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
주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그리고 현재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과 유사한 치료, 아급성기 환자 치료, 수술 후 회복
기 환자에 대한 단기간의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 사회적 입원환자 수용 등 다양한 기능
을 하고 있어 그 역할이 호하다. 요양병원의 청구 행태, 환자 구성 자료를 통해 유형화를 한
연구에서는 재활치료와 내과질환 중심 9.09%, 치매환자 치료 중심 19.37%, 내과질환 중
심 20.57%, 기타 요양병원 42.92%로 4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다. 그리고 특정한 환자
를 대상으로 특정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송현종 등, 2012).

2) 완화의료
완화의료는 암관리법에 따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그 대상은 전체 말기 질환자가
아닌 말기 암환자로 국한되어 있다. 말기 암4)환자의 경우 진단 이후에도 의료 이용 행태
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사망일에 가까울수록 의료 이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CT·MRI·PET 등 진단 검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사망에 가까울수록 기도삽관, 심
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망 1개월 전 응급실 이용이 급격히 증
가하고 있어, 말기 암 환자들이 적기에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이건세 등,
2008; 보건복지부, 2013). 또한 사망 전까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
4)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통상 3개월) 사망이 예
상되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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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말기 암 환자들의 입원·외래 진료비 중 87.9%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말기 암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의료비를 지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아직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로
정착하지 못한 걸음마 단계로, 2011년 암 사망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은 11.9% 수준이며, 환
자의 완화의료 이용 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하다. 특히 말기 암 환자의 특성상 완치 가능성
이 없으며, 급성기 환자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의료적 관심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
으며, 말기 암 환자 또는 보호자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정적 인식으로
선택을 주저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일당정액 형태5)의 병동
형 완화의료 수가를 개발하여, 2009년 12월부터 7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1차 시
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1년 9월부터 12개 기관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수가 수준의 적정성과 진료 행태 변화(특히 통증 및 증상
관리)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일당정액 수가 수준이 원가에 여
전히 미치지 못해 건강보험재정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기 암환자에
게 가장 중요한 통증 관리 및 영적 상담 등이 일당정액에 포함되어 있어 과소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정회 등, 2011; 김정회 등 2012)

3) 회복 및 재활 활성화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급성기 이후 회복 및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증가하
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재활 치료의 경우 급성기 이후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치
료 성과가 좋지 못한 실정이다. 재활 치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중증 질병·외상
발생 후 장애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중증 질병·외상 발생 환자에게 적절한 재활 의
료가 투입되면 신체적 장해가 최소화되어 중증 장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지만, 적절한 재활
의료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체적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중증장애 상태에 머
물게 된다(신형익, 2014). 질병, 손상 등에 의한 장애 발생 직후 급성기 재활부터, 아급성기,
만성기 각각에서의 재활의료서비스의 인력, 시설,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며, 시기에 맞는 재

5) 현재 의료기관에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행위별 수가 방식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상 행위별 수가로 보상받지 못하는 완화의료 전문 인력의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가 존재함. 즉 완화의료(호스피
스)의 특성에 맞는 상담 및 교육, 정서적·영적 간호, 사별관리 등의 활동이나 병실 사용 등의 완화의료(호스피스) 활동
에 필요한 기관의 구조나 특성이 수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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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의료기관의 이용 및 각 재활의료기관 사이의 전달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요양병원의 경우 법적으로는 회복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급성기 치료 이후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정책 현안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전문병원 가운데 10개의 재활전문병원이 있으나 그 수가 적고,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하고, 요양병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재활서비스는 기관 간 질
적 편차 문제와 환자군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 문제의 우려가 있다(노현승 등,
2014). 또한 만성질환 재활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에 필요한 재활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
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이 없는 실정이고, 만성질환 재활 환자들의 급성기 치료 후 지속
적 관리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 때문에 총 재원기간은 매우 길지만 다른 병
원들을 전전하며 반복적인 치료를 받고 있어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재활 의
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의 빠른 증가에 맞추려다보니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 재활
의료시설이 관리되는 시스템이 없이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비정상적으로 구축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인하여 재활치료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불필요한 국가적 재정의 낭비가 커지며, 장애인의 사회 복귀와 가정으로의 복귀
를 지연시키는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병원에서 재활전문병
원, 요양병원, 지역사회 재활치료 재원으로 연결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신용일 등, 2012).

나. 급성기 이후 의료전달체계 구축방향
급성기 이후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
한 기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환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가장 적절한 시설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성기
이후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급성기 이후 서비스를 담당
할 적절한 의료기관과 적절한 시기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간 환자 연계시스템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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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급성기 이후 전달체계 방향

급성기 이후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요양병
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 정립뿐만 아니라 완화의료, 회복·재활 의료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급성기 이후 서비스에 대한 의료 개혁에서 보듯이,
급성기 이후 기관들(장기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가정간호기관 등)의 역할과 연계가 잘 이
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급성기 뇌졸중 치료
이후 전문요양시설(SNF)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입원재활시설(IRF)에서 치료를 받은 환
자가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급성기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Chan L et al, 201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성기 이후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
으나 미국 전문요양시설(SNF)의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급성기 병원 입원 후 단기간의 간호
및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입원재활시설(IRF)의
경우는 집중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하루에 3시간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MedPAC, 2014). 독일의 경우는 퇴원관리(discharge management)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환자들을 외래, 재활, 너싱홈(nursing home)으로 원활하게 이송, 연
계하기 위한 체계이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퇴원함과 동시에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의 과정으로 상담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고, 환자들은 병원의 전문 인력은 각 환자들의 장기
적인 향후 요양계획에 대해 가족 및 사례관리자(case manager)와 논의하여 계획을 수립하
고 지원한다(권순만 등, 2013). 우리나라도 급성기 이후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서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가능한 명확한 입원 기준과 급성기 이후 어떤 시설에서 어떤 서
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성기 이후 환자특성에 맞는 기능을 특화된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형태를 일
본과 같이 병동형으로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완화
의료는 병동형태로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요양병원 개선 및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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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재활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료의 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떤 형태의 완

그 외에도 환자중심의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통합지불
(bundled payment)6)이나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7)과 같은 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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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료가 우리나라에 적합할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의 혁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완화의료 및 회복·재활 의료 기관 도입으로 급성기 이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를 확보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및 기능재정립을 통해 통합적인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급성기 이후 진
료(post acute care)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의료는
급성기 위주로 제공되며,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
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이 장기 요양 부분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요양시설 환자와
구분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재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 전에도 불필요한 의
료서비스로 인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양한 환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병원 기능 정립과 함께 완화의료뿐만 아니라 회복·재활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
완화의료 및 회복·재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
율적인 문제가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6) 통합지불은 하나의 공급자를 떠나, 환자단위로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 묶어서 지불하는 제도임. 급성기 이후시설과 관
련해서는 급성기 병원과 급성기 이후시설, 관련된 질환(inpatient day+PAC+readmissions)으로 인한 재입원을 통합 지
불하는 모델과 급성기 이후 시설과 관련된 질환(PAC+readmissions)으로 인한 재입원을 통합하는 모델이 있음.
7) ACO란 의사, 병원, 그 외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집단으로서 한정된 인구집단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population-based care)은 물론 비용에 대해 총괄적 책임을 지며 양질의 통합 조정된(coordinated) 의료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공급자 연합체”라 정의할 수 있음(이정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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