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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일수의 관리는 낭비를 최소화하고 결과를 개선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향상 유도

환자중심 가치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퇴원관리 강화 및 환자선택 보장 등 포괄적 재원일수 관리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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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보건의료 분야에서 환자중심 의료(patient-centered medicine)는 1969년 Enid Balint에 의
해 창시된 개념으로, 환자는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
다(임지혜, 2008). 그 이후에 미국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은 “Crossing the Quality
Chasm: A New Health System for the 21th Century(2001)”을 통해 의료의 질적 측면과
환자중심 의료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 “환자의 욕구, 요구, 선호를 최
대한 반영한 인격적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으로 환자중심이란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체계는 환자중심을 넘어 가치기반(value-based)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
금까지 공급자중심에서 질병의 치료를 중시했던 관점에서 벗어나 환자중심으로 의료의 질
(quality)과 조정 또는 연계(coordination)를 향상시키고 환자의 비용 부담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1) 이
 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된「재원일수 적정성평가 방안 마련」연구 보고서(2018) 내용의 일부를 재구성 및
새로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에 포함된 그림 일부는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3회 공동세미나(2019.4.3.)’ 발표 자료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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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및 복합질환의
증가로 인해 의료비의 지출과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
을 통제할 수 있는 가치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건강 결과와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평균재원일수가 18.1일로 OECD 국가 평균재원일수 8.3일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18). 효율적 보건의료체계를 전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
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가치에 기반한 구매, 또는 가치에 기반한 지불이 이루
어지도록 공급의 가치를 정량화함으로써 시스템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기전이 전제되어
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원
일수 관리의 중요성과 접근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재원일수에 대한 이해
가. 재원일수의 개념
재원일수는 환자가 병원에서 보낸 날 수(Victorian Auditor-General, 2016), 또는 입원환
자가 병상을 점유한 일수를 의미한다(OECD, 2013a). 평균재원일수(Average Length Of Stay,
ALOS)는 입원환자가 병원에서 지낸 평균 날 수로서, 1년 동안의 총 재원일수를 연간 퇴원

건수 또는 입원환자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때, 입원환자의 퇴원은 진료목적으로 병원에
공식적으로 입원하여 하룻밤 이상 머무른 환자의 퇴원을 의미하므로, 당일 입·퇴원 환자
는 제외한다.
평균재원일수 =

연간 전체 입원 일수

연간 전체 환자수(입원 또는 퇴원)

재원일수는 임상적 특성, 서비스 요인, 보건의료체계의 3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OECD, 2013b)(표 1). 임상적 특성에는 환자의 기능상태, 질환의 중증도, 동반상병, 투여약물

수, 연령, 성별뿐 아니라 환자의 임상적 요구, 사회경제적 상황, 개인적 선호 등과 공급자의
진료 스타일 및 의료서비스의 질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서비스 요인에는 인력, 병상 수,
대체 시설, 진료조정, 진료과목 등 서비스 및 병원 수준 요인들이 포함된다. 보건의료체계에
는 지불체계, 병원의 소유 형태, 의료기술 및 임상경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주로
공급자의 진료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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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상적 고려사항
환자의 필요

의사 선호
의료의 질

서비스 투입, 가격, 조직
공급 및 투입의 질

사례

∙• 중증환자는 장기 입원이 요구됨.
∙• 영양실조 또는 기타의 심신이 유약한 환자는 장기입원이 요구됨.
∙• 사회적 지원 또는 사회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한 환자는 장기입원
이 요구됨.

• No

(상황에 따라 다름)

• 병원감염 및 기타 부작용 비율

∙ Yes

• 급성기 병상 수
• 간호사 수
• 전문의 수

• Yes


∙• 외래이용, 당일입원
∙• 입원 시점
• 퇴원 결정

대체 요인

• 일반의 수
• 일차의료의 질
• 장기입원 병상의 수

가격

• 급성기 입원 1일당 금액

조정 및 기타 서비스

• 임상경로에 따른 서비스 요소 간 대기 시간

보건의료 시스템: 지불, 교육 및 기타
지불 시스템

정책 적용 가능성

• 환례 당 사전지불, 묶음지불 또는 총액지불
• 일차의료 자금 공유 및 이차의료 펀드

임상 가이드라인

• 재원일수 기준 혹은 가이드라인 구축
• 모니터링

사회-문화적 선호

• 입원환자 진료 선호

기술

• 침습적 수술 감소

• Yes

(임상 가이드라인, 규제,
인센티브 등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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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원일수 결정요인에 관한 프레임워크

• Yes

• Yes

(가격통제 필요)

• No

(부문별 효과성에 근거)
• Yes

• Yes

• No

(상황에 따라 다름)

• No

(전문가 결정에 근거)

자료: OECD. Fast-Track Paper: Hospital Length of Stay: Trends and Drivers. p.15. 2013b. 발췌.

나. 재원일수의 특징
재원일수는 임상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므로, 병원의 의료행위 및 성과 등 다
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 우선, 의료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재원일수는 환자의
건강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재원일수와 재입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재원일수가 짧은 환자(조기 퇴원 포함)는 재입원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퇴원 준비 기간의 부족으로 치료 결과의 효과성 저해 및 재입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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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시사하고 있다(Montreal University, 2005). 이에 반하여, 입원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의 병
원 내 감염에 대한 노출 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크고, 환자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원인
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정 재원일수는 재입원의 위험이 없을 만큼의 기간이어야 하며, 동
시에 진료 과정에서 입원지침 및 임상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병원 시스템 측면에서 급성기환자의 재원일수는 병원의 운영비용과 의료시스템의 역량
(capacity)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가 요구된다(Victorian Auditor General, 2016). 즉, 장기 입

원환자는 재원일수를 증가시키고 병상회전율을 저하시켜 병원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
를 초래함과 동시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이용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황준련 등, 2009). 반면, 재원일수의 무리한 감소는 급성기 부문의 진료가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오히려 또 다른 측면의 병원운영 비용을 증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평균재원일수는 비용(cost)과 함께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간
주되고 있다(OECD, 2015). 실제로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재원일수가 짧으면 퇴원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급성기 이후 치료시설(post-acute settings)의 진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
한, 재원일수를 감소시킬 경우 병상가동률 증가, 환자 당 입원비용 감소, 환자 진료 기회
증가 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병원의 효율성은 의료서비스 결과 향상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측면에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자의 흐름을 개선하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절차적 측면과도 관련이 깊다
(Mohamed KHALIFA, 2017).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효율성 지표를 비교하면, 효율

성이 높은 기관일수록 질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 가능하다(Eillen
등, 2006).

의료서비스 비용의 증가는 비효율적 진료 행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가용자원의 비
효율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불보상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을 미칠 수 있다
(Jerry Cromwell 등, 2011). 따라서 효율성 향상의 목적은 낭비를 최소화하고 결과를 개선하

는 것이므로(Harlan M Krumholz 등, 2008),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일수 관리
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유도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3. 재원일수 관리 현황
가. 우리나라의 재원일수 관리
우리나라는 재원일수 관리를 위해 장기입원료 체감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
여정신과 차등정책 등 입원료 관리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심사영역에서는 장기도
지표(Lengthiness Index, LI)를 통해 요양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한 예측되는 입원일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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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원일수를 살펴보고 있으며,2) 평가영역에서는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3) 투입되는 자원
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을 위해 결과 및 모니터링 지표로 재원일수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임
지혜 등, 2018).

2016년 이후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5개 평가영역에 대한 평가 지표
가 60개까지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HIRA 연구

고시 제2018-69호)」에 근거하여 공공성 영역에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지표가 신설되었다.

공공성 영역에서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지표의 도입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형평한
접근과 적절한 의료 이용을 통환 환자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강희정 등, 2017).
2016년 기준 급성기 병원의 종별 병상규모별 평균재원일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6.6일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평균 5.8일로 가장 짧았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
원은 1,000병상 이상 구간에서, 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 구간에서, 병원
은 100병상 미만 구간에서 재원일수가 가장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그러나 실질적
으로 재원일수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재원일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4)
(표 2) 의료기관 종별 병상규모별 평균재원일수
구분

전체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원

개소(개)

에피소드(건)

평균재원일수(일)
개소(개)

에피소드(건)

평균재원일수(일)

개소(개)

에피소드(건)

평균재원일수(일)
개소(개)

에피소드(건)

평균재원일수(일)

전체

1,201

1~99병상

482

5,970,824

1,027,664

43

-

6.6±6.6

1,389,654

-

-

2,576,184

-

883

2,301,155
6.3±6.6

789,806

7.4±7.6

-

7.2±8.5

260

5.0±5.2

5.8±6.3
275

100~199
병상

-

482

1,027,664
5.0±5.2

-

-

33

154,644

7.5±8.4
227

635,162

7.4±7.4

200~299
병상

253

1,125,016

300~499
병상

99

684,670

7.9±8.5

7.3±8.6

-

-

-

-

127

860,815

7.8±8.7
126

264,201

8.1±7.8

-

500~999
병상

90

1,607,674

1000
병상 이상

17

735,994

6.4±7.4

5.8±6.4

691,250

698,404

28

15

-

6.1±6.5

5.6±6.0

643,489

913,477

37,590

62

7.2±8.6
37

41,181

8.8±8.3

51

2

6.6±8.0

9.3±11.0

2,947

-

11

12.9±13.3

자료: 임지혜 등.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p.67. 2018. 발췌 및 수정

-

2) 장기도 지표는 관리대상 선정에 직접적인 지표로 사용되지 않고, 진료비고가도 지표(Costliness Index, CI)로 선정된
관리 대상 기관을 파악하는 보조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3) 급성기뇌졸중(결과), 폐렴(모니터링), 관상동맥우회술(모니터링), 급성심근경색증(결과),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모니
터링), 대장암(결과), 유방암(모니터링), 폐암(결과), 위암(결과)의 9개 항목이 해당된다.

4) 급성기 재원일수 산출을 위해 입원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장기입원발생가능군(정신질환, 이식, preMDC), 반복입원발
생가능군(재활, 방사선, 항암), 기타 비치료입원가능군(MDC15, 당일입퇴원, 병원내사망, error DRG) 등을 제외하였음
에도, 특정 질환 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최대 30일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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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의 재원일수 관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한 입원적정성평가(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 이하 AEP)에 근거하여 입원 및 재원일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미

국은 AEP를 이용하여 임상서비스의 강도, 환자의 상태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입원 여
부를 결정하고, 의사 및 간호사의 서비스,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입원 일별 입원진료의
필요성을 평가한다(Leronzo S 등, 1999). 지표는 입원과 재원일수 평가로 구성되며, 모두 성
인과 소아로 구분된다. 이와 더불어, HCUP(Healthcare Cost and Utilization Project)는
2000년부터 천식, 요로감염, 당뇨합병증 등 외래민감성 질환(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에 대하여 예방가능한 질 지표(Prevention Quality Indicators, PQIs)를 측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방가능한 입원의 급격한 감소와 양질의 외래진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
영국의 경우에도 ISD(Intensity-severity-discharge)와 AEP의 2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입원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ISD는 병원의 자원이용 평가도구(hospital utilization
tool)로서 입원의 적정과 부적정 기준에 근거하여 입원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Joanna Coast
등, 1996). 총 22개 표준 지표 그룹으로 구성되며, 각 표준은 질병의 중증도와 서비스 강도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국 정부는 고가의 이차 병원의 입원을 예방함
으로써 효과적인 재정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QIPP(Quality, Innovation, Productive and
Prevention)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1].

호주는 공적 지출 중 단일 요소로 병원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효율적 병원 운영을 위해 2011년 성과책임 프레임워크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framework)에 재원일수 지표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환자의 예

측입원일수에 대한 실제입원일수의 비 산출을 통해 병원 효율성을 측정하는 상대입원지표
(Relative Stay Index, 이하 RSI)를 도입하였다. 호주 정부는 RSI를 통해 병원 간 비교 가능한 재

원일수에 관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재원일수 산출, 병원별 전-후 비교,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요인 검토, 시간에 따른 환자유영 파악 등 벤치마킹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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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영국
호주

수술전 진료

입원

입원 전

• 입원적정성 평가(AEP)
- 성인 18개 항목
- 소아 21개 항목

수술/처치 시행

입원

• 재원일수 적정성 평가(AEP)
- 임상서비스, 간병생활지원서비스,
환자상태요인
- 부적절한 입원에 대한 사유 기재

퇴원

수술후 관리

퇴원 후

• 퇴원평가(discharge screen)
- 입원, 재입원 통시 관찰
• 예방가능한 입원 평가(PQIs)
• 재입원비 산출(RSRR)

HIRA 연구

환자방문

입원진료영역

• 입원적정성 평가(AEP; 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 ISD; intensity-severity-discharge)
• 예방가능한 입원 판단(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 ACSC)
• QIPP(Quality, Innovation, Productivity and Prevention) 프로그램 운영
- 고가의 2차 입원 예방으로 재정의 효과적 절약 유도
• 기관별 재원일수 평가(Relative Stay Index, RSI)
- 감사원의 공공병원 자원효율성 평가 도구

[그림 1] 국내외 재원일수 관리 사례
자료: 임지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3회 공동세미나(2019.4.3.) 발표 자료.

4. 재원일수 관리 방안
가. 재원일수 증가 원인
OECD 보고서(2013b, 2018)에 따르면, 재원일수 증가 또는 퇴원지연의 원인에 대해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 퇴원 후 장기요양 서
비스 연계 미비(장기요양 필요 환자 평가 지연, 병상 수 감축 등), 중간 단계 돌봄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ies) 부족(급성기 치료 불필요 환자 관리 필요 등), 지불제도(행위별 수가제), 병원의 소유

형태 및 대체시설과의 연계, 기타 엄격한 퇴원 지침 적용, 당일 입퇴원 활성화 등으로 인한
질 관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수요 측면에서는 퇴원 프로세스 및 퇴원 후 진료
계획 프로세스에 대한 환자 또는 보호자 관점 미반영, 장기요양 비용에 대한 부담, 환자의
기능상태, 질환의 중증도, 동반상병, 약물투여 등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지연, 거주환
경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재원일수 관리 방안
재원일수의 증가 또는 감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며, 임상적 및 국가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OECD, 2013b).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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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상적 요인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 요인들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급, 투입자
원의 질과 가격, 대체시설 혹은 케어 경로에 있는 서비스들의 협조 및 조정을 통해 일정부
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제도개혁, 진료연계 강화,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그림 2].
첫째, 제도개혁은 급성기 병상 수 합리화, 지불제도 개혁, 종별기능 확보를 통해 접근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병원의 수용능력 분석을 통한 효율적 병상관리를 유도하고,
환자중심 의료연계 강화를 위한 지불단위의 포괄화 및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확대하며, 데
이터를 이용하여 병원 간 재원일수 편차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통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효율적인 재원일수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퇴원관리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케어경로를 통한 협조 및 조정 강화 등 진료연계
를 통한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료 수준에 따른 기관 간 의뢰 회송 체계를
강화하고, 통증관리 및 재활치료 연계를 활성화 하며, 퇴원관리를 위한 병원 및 지역 정부
와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입원부터 퇴원계획, 체크리스트 개발 등 퇴원 프로
세스 수립을 구체화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재원일수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령화 및 만성복합질환자의 증가 등 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병원의 집중진료 불필요 환자를 대상
으로 중간단계 진료시설로 유도하고, 장기돌봄 환자를 위한 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통합적
으로 지원함으로써 퇴원지연과 재원일수 증가라는 이중고를 피해야 할 것이다.

제도개혁

급성기 병상 수 합리와
지불제도 개혁
종별 기능 확보

• 병원의 수용능력 분석을 통한
효율적 병상관리 유도
• 환자중심 의료연계 강화 위한
지불단위 포괄화 및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인센티브 등)
• 병원간 재원일수 편차 관리 및
맞춤형 정보 제공(평가 등)

진료연계 강화

퇴원관리 및 정보공유
케어경로를 통한
협조-조정 강화

• 진료수준에 따른 기관간 의뢰
회송 체계 강화
• 통증관리 및 재활치료 연계
• 퇴원관리를 위한 병원 및 지역
정부와 주요 정보 공유
• 입원부터 퇴원 프로세스 수립
(퇴원계획, 체크리스트 개발 등)

[그림 2] 재원일수 관리 방안
자료: 임지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3회 공동세미나(2019.4.3.)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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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

중간 돌봄 시설 활용
재가 기반 돌봄 강화
통합 서비스 제공

• 병원의 집중진료 불필요 환자
대상 중간 단계 진료시설 설립
지원(지역사회 중심)
• 병원과 중간돌봄 시설 연계 및
역량 강화 지원
• 장기돌봄 환자를 위한 의료와
사회적 돌봄 통합 지원

5. 나가며
최근 인구의 고령화 및 복합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지출과 사회적비용이 증대함에 따라,
건강 결과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병원 재원기간의 단축과 퇴원 후 회복을 위한 방
법 규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OECD, 2018).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성기 병
HIRA 연구

원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의 재원일수가 길어지고 있으나, 진료 연계 또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의 부족으로 퇴원 지연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연구에서는 퇴원이
필요한 환자로 인한 재원일수의 증가는 전체 병원서비스 지출의 11~30%를 차지하고 있으
며, 퇴원 지연으로 인한 평균 비용은 환자당 일당 200~600유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Rojas Garcia 등, 2018). 필요보다 더 길게 병원에 머무르게 되는 퇴원 지연은 병원 감염의

위험이나 활동성 감소 등의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기능 및 건
강 악화 등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Covinsky 등, 2003; Zisberg 등, 2015).
보건의료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적정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개혁에 대하여 ①효율성 개선을 통한 의료비 지출 통제, ②효율적 보건의료 재원
조달, ③보건의료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 보장, ④보건의료의 질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Jones, 2010).
최근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하여 의료서비스 지출 비용의 가치(value for money)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저비용-고효율’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가
치란 질, 효율성, 안전성 등의 개념으로 정의되며, 공급자 스스로 부적절하고, 불필요 하거나,
고비용 의료를 지양하는 것을 유도하는 개념이다(NRHI, 2009). 그리고 가치기반 의료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급자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높이고 개인과 국가 수준에서 의료비
지출의 가치를 확대함으로써 질 향상과 낭비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전
이 된다.
따라서 재원일수 관리에 있어서도 환자중심 가치기반의 의료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퇴원관리를 강화하고 환자선택을 보장하면, 재원일수와 퇴원지연이 감소하게 되고 공급자
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성공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서비스 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기반한 포괄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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