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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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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목적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연구
2015년 12월 9일 ~ 2016년 2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

• 연구책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윤세준 교수
연구자

• 연 구 원: ○○○ 연구원 (조직 진단 및 설계)
○○○ 연구원 (자료 조사)
• 연구보조: ○○○ 연구원
• 심평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방향 제시

연구범위

• 위원회의 조직 내 지위 및 역할 재정립
•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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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일정 및 절차
12/8

12/13
연구 준비

12/23
심층 연구

착수보고서
작성

조직 내부 구성원의 의견 청취

심평원의
역사,
조직구조
파악

각 부서의 업무 및
부서 간 업무 흐름의 파악

환경분석

위원회 내의 조직 편제 및 업무 파악/
위원회와 타 부서들 간 업무협력 관계
파악

방법론
확인,
인터뷰 설계

2/19

12/30

문제점 진단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검토

대안 도출 / 보고서 작성

진단내용과 도출되는 솔루션들에 대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확인 작업
(심평원의 해당 관계자들과 회의 및 재면담)

해외 유사기관 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방안 연구

전체 조직구조 재설계 및
R&R 명확화를 위한 RACI 차트 설계
조직재설계
방향성
도출
본원과 지원 간의 역할 재정립 및
지원 조직 운영방안 도출

본원과 지원의 업무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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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평원의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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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본 심평원의 당면 과제들
§

§

§

가치 기반 심사/평가로의 전환 필요
-

“심사건수가 너무 많아 현재 심사방식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심사기준과 방식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후심사에 치우쳐 적정성 평가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 국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보험재정을 위한 심사평가를 하고 있다.”

-

“심사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심사에 대한 역량 투입을 줄이되 평가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지금까지는 심평원의 역할로 진료비 심사가 중시되었지만 앞으로는 의료의 질 평가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정책개발, 제도개선 활동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주도성 필요
-

“심평원은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담당하지만,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정책개발에 있어서의 전문가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

“지불방식에 따라 공급자들의 행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지불제도는 건보정책의 핵심이고, 심평원에서는 지불단위의
설정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
-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이 재분배되어야 한다.”

-

“방대한 건강보험 통계정보를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외부의 전문연구자들과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까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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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강화
-

§

“심사는 과학화된 기법을 도입하되 경찰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부당행위가 발견된다면 면허박탈, 퇴출 등 처벌강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 경찰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성 문제
-

“정부나 공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심평원의 완전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된 급여항목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서는 안된다. 심사와 평가의 우선순위와 방법, 정책적 활용에서도 심평원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

“요양급여기준이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의료현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의료계의 지속적인 불만을 사고 있다.”
* 자료: HIRA 정책동향 6권 5호, HIRA 정책동향 8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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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평원의 발전방향과 핵심과제들(“To Be”)
§

§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하는 심평원의 발전 방향

보험 재정의 안정성 추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추구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 유도

미시적 진료 행위 심사

의료의 질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정책집행 중심

정책개발과 연구 중심

심평원의 전략 과제
-

현행 기능 고도화: 합리적 급여 기준 마련, 적정진료 유도 심사, 평가 영역 및 인프라 확대

-

미래지향 과업 수행: 정책연구/개발 기능 강화,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 활동,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조정자 역할 확대

à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통한 기관의 위상 강화가 필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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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조직들 벤치마킹:
구조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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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치마킹의 방향성
§

§

벤치마킹의 의미
-

벤치마킹(benchmarking)은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가 뛰어난 타사의 전략과 조직운영을 비교-연구-학습하는
것을 의미함. 연구의 대상은 같은 산업에서 성과가 가장 뛰어난 최고의 조직(“industry best’), 혹은 타 산업의 우수 기업들이
채택하는경영관행들(best practices)임. 많은 경우 동종 산업보다는 타 산업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insight)를 얻는 경향이 있음.

-

한국에서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성격이 전혀 다른 제조기업, 서비스기업(예: 백화점)들을 벤치마킹하여 경영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이미 관행으로 자리 잡았음.

심평원의 벤치마킹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
-

심평원은 고도의 전문지식(예: 의약학, 생명과학, 보험재정 등…)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수행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조직임.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약학 분야의 발전상에 대한 최첨단 지식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

-

그러나 그런 전문지식을 보유하는 고급인력은 많지도 않고(예: 의사, 법조인, 보건의료경제학자, 통계학자 등), 심평원이
이들을 넉넉하게 고용하기에는 인건비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러므로 심평원의 적절한 벤치마킹 대상은 최첨단 분야의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이어야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그리고 미국의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정함. 특히, CMS의 경우 Medicare와 Medicaid라는 비교적 제한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의 특성이 유사하고 행위별수가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평원이 참고할 만한 좋은
조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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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SA의 조직구조
§

NASA의 특성과 조직구조
-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들(예: Gemini, Apollo, Space Shuttle, 화성탐사선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함.

-

재료공학, 비행 시뮬레이션, 연료 및 비행 추진체, 로봇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계를 선도할 정도의 탁월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함.

-

그러나 여러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프로젝트마다 고용해서 따로 따로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

-

NASA는 이들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묶어 다양한 ‘Center’들을 설립하고 이 센터들이 NASA가 수행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함 àNASA는 이 센터들을 “Centers of Excellence”라고 부름.

-

이렇게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매트릭스(matrix) 구조가 고안됨.

à 최초의 매트릭스 조직 등장
§

NASA의 매트릭스
-

수평축으로 전문가들의 전문 영역별 분화가 유지되면서 세로축으로는 NASA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교차되는 형태의 매트릭스 구조가 만들어짐. (다음 쪽 그림 참조)

-

각 센터에 소속된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에 동시에 투입되어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

-

사업부제 구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복투자와 인력의 낭비 현상을 최소화함으로써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조직들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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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의 조직구조

* Centers of Excellence

Administrator

••••••

Program
Director

Propulsion

Space Vehicles

Shuttle

Mars

Space Station
••••••

* 추진 프로젝트들
13

Electronics &
Control

Fligh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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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

§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들도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NASA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경영학의 다양한 분야(마케팅, 재무관리, 회계학, 조직관리, MIS, 국제경영, 생산관리 등등)에서 최첨단의 트레이닝을 받은
박사급 인력(즉, 경영학자들)이 있어야만 연구와 교육에 수월성(excellence)을 추구할 수 있음. 하지만 탁월한 경영학자들은
많지도 않고 인건비가 높음.

-

경영학 교육시장에는 다양한 교육수요가 존재함: 학부(undergraduate), MBA, EMBA, MS/PhD 프로그램들과 같은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요가 있고, 기업의 현업 경영자들을 위한 다양한 단기 교육과정들에 대한 수요도 발생함.

-

위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즉, 소수의 고급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세계의 경영대학들은 NASA와 같은 매트릭스 조직을 채택하고 있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매트릭스 조직
-

경영학의 여러 세부 분야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교수들이 전공 분야별로 모여 ‘functional excellence’의 핵심 축을
구성함(첫번째 축). 이들은 각 전공분야의 주임교수들에 의해 학술적 역량과 연구성과를 평가 받음.

-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의 2번째 축인 프로그램 축이 설치됨. 그리고 각
프로그램별로는 일종의 “사업부장”들이 임명되어 프로그램을 관리함. 즉, 부학장1(학부 프로그램), 부학장2(MS/PhD
프로그램), 부원장(MBA, EMBA 프로그램), 경영자교육원장(경영자 교육 프로그램) 등이 각자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면서 각 프로그램에 투입된 교수들을 독려하고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여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개별 교수들은 연구 성과와 관련해서는 해당 전공 분야의 주임 교수를 통해 평가 받고, 교육 성과에 대해서는 각 교육
프로그램들의 “사업부장”들에게 보고/평가 받는 이중 보고라인 상태에서 활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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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조직구조

* Functional Excellence

학장

재무
(DEPT Chair)

마케팅
(DEPT Chair)

회계학
(DEPT Chair)

학부
(Director)
MS/PhD
(Director)
MBA
(Director)
Executive
Programs
(Director)

* 교육 프로그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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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MS의 조직운영
§

심평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미국의 CMS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직 내에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음.

§

의약학 분야의 전문성을 담당하는 CMO(Chief Medical Officer)가 부원장을 맡고, 원장은 컨설턴트와 투자은행 출신의
경영전문가임.

§

의사들이 조직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리더십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

-

§

CMS의 의약학적 전문성을 담당하는 Center for Clinical Standards and Quality (CCSQ)와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Innovation (CMMI)에 많은 의사들이 일하고 있으며 의료 질 향상과 기준 설정, 의료체계 혁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CCSQ와 CMMI는 부원장인 CMO에게 보고함.

CMS 조직 구조의 특징
-

매트릭스 구조: CCSQ와 CMMI가 ‘Functional Excellence’의 축을 담당하여 CMS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에 전문성을 제공함.

-

예컨대, CMMI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여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연구하고
있음.
1) 의료체계의 효율성 향상 방안 연구: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지불제도 연구, 의료의 질을 반영하는 지불제도
확대 방안 모색
2) 사례관리(Care Coordination) 장려: 다양한 분야의 의료전문인들이 팀으로 협력하는 진료 모델 개발
3) 환자중심의 의료 서비스 강화: 환자중심 메디컬 홈(Patient-Centered Medical Home, PCMH) 모델 개발
4) 1차의료 및 질병예방 강화: 다양한 형태의 일차의료 공급체계 모형 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발, 예방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
5) 여러 병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성공적인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

-

업무내용,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부서명과 직책들(Deputy Administrator, CMO, CFO, CIO, Chief Data
Officer 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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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MS의 전문 인력 활용
-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채용하여 실무진을 구성

-

수학, 경제학, 통계학, 사회과학, 사회정책학 등을 전공한 인재를 우대

CMS의 전문가 위원회
-

CMS에도 심평원의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근거개발 및 급여자문 위원회(MEDCAC, Medicare Evidence Development &
Coverage Advisory Committee)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2년 임기의 상근/비상근 위원 100명으로 구성

-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평원의 위원회와 달리 의학, 간호학, 생물학, 법학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포진

-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특징

-

위원들 가운데 의료산업 관계자 대표, 환자 대표 등을 두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구조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음.

CMS의 심사/평가 기능
-

CMS는 심사업무를 Medicare Administrative Contractors (MACs) 등에 위탁하고 있음. 대신 CMS 본부의 Center for Program
Integrity가 (샘플링 등을 통하여) 부당청구 사례를 포착하고 문제 발생 시 FBI와의 공조 등을 통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

-

CMS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개별 심사보다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와 평가 기준 등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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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의 조직구조
원장(MBA, 컨설턴트, IB)
부원장(MD)
COO(CPA)
Chief of Staff(MD)
Chief Medical Officer(MD)

MEDCAC(Medicare Evidence Dvpt. &
Coverage Advisory Committee): 의료계,
생명과학자, 공공보건 기관, 환자 단체,
보건 경제학자 등 100명으로 구성

••••••
* Functional Excellence

지원부서들

CFO

CIO

•

•

Center for Clinical
Standards & Quality
(MD 3명)

Center for
Medicare

•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Innovation
(MD 5명)

Center for
Medicaid & CHIP
Services

Center for
Program Integrity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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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Information an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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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S의 지원 조직 운영
-

심평원과 같이 CMS도 지원조직(10개)을 가지고 있음.

-

CMS의 지원조직은 지역별로 나뉘어 운영되다가 2007년 이후로 4개의 컨소시엄 구조로 변화함.
1) Consortium for Medicare Health Plans Operations (CMHPO)
2) Consortium for Financial Management and Fee for Service Operations (CFMFFSO)
3) Consortium for Medicaid and Children's Health Operations (CMCHO)
4) Consortium for Quality Improvement and Survey & Certification Operations (CQISCO)

-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유는 CMS의 사업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 간 일관성을 도모하고 CMS의 전략 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임. 위 4개의 컨소시엄은 CMS의 주요 사업분야를 대표하는데, 각 컨소시엄은 지원들에
분산되어 있는 CMS의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à (사업 × 지역) 매트릭스 구조

-

-

컨소시엄의 운영 방식
-

각 컨소시엄에는 사업단장(Consortium Administrator, CA)이 있으며, 이들은 각 지원에서 CMS의 프로그램, 정책,
가이드라인이 일관성 있게 실행되도록 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

-

지원에서 일하고 있는 부서장(Associate Regional Administrator, ARA)들은 과거에는 자신이 소속된 지원의 지원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컨소시엄 체제로 변화한 이후에는 자신의 부서와 기능적으로 연결된 컨소시엄 사업단장에게 바로
보고를 하고 있음. 단 지역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원장(Regional Administrator, RA)에게 보고함.

-

사업단장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짐과 동시에 2~3개의 지원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맡음. 지원장들은 담당
사업단장에게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함. 특히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담당 사업단장은 CMS 원장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함.

의료 질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CQISCO의 경우 의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 각 지원마다 존재하는 CMO(Chief
Medical Officer: 의사들) 또한 CQISCO의 구성원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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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벤치마킹의 결과: 시사점들

“The reason for choosing a matrix structure is
the sharing of specialized and expensive resources.” (Galbraith, 2009)

-

매트릭스와 같은 복잡한 구조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하지만 단순 구조로는 도저히 조직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은 발생하기 마련임.

-

전문가 조직은 매트릭스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특히 전문 인력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비쌀 경우 그럴 필요성은
더욱 커짐 à 심평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

-

성과가 뛰어난 조직에서 2차원 매트릭스는 거의 일상화 되었고 그 이상의 다차원 매트릭스도 널리 활용되는 상황임.

-

Adam Smith의 분업(division of labor)의 원칙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조직은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이는 전문가 조직을 설계할 때에는 특히 더 그러함. 즉, 전문가 조직에서는 ‘functional excellence’의 축이 무엇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함.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이들을 효율적으로 결합시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

-

최고경영자 아래 전문성의 기준으로 조직의 기능 분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업무분장, 보고체계, 성과지표 등이 잘
정비되어야만 매트릭스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

-

CMS의 경우 심평원에 던지는 시사점이 매우 큼.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및 예방 서비스 강화, 의료비 증가 억제 및 질 향상 등과
같은 일련의 개혁 과정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CMS가 미국의 의료 개혁 과정에서 Think Tank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조직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조직 전체적으로 정책 수립과 연구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큰 흐름에서 미국 의료개혁의 과제들이 한국 보건의료계의 과제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CMS를 더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향후 CMS와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이들의 활동과 경험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특히 CMS의 조직 편제와 인력
활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학습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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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
심평원 조직의 현재 상황과 그 원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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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전반의 문제점과 그 원인

조직의 관료화와 비대화

과도한 분화 및 부서 신설

조직
확대

무질서한 조직 운영
보건복지부의 지원 업무에
심평원 역량을 과도하게 투입

•

조직의 혁신성 저하

•

업무의 완결성과 효율성 저하

•

대내외적 혼란

•

핵심 기능의 전문성 저하

•

기관의 대외 신뢰도 저하

주요 기능이 본원에 집중

§

부서간 장벽, 관료주의, 폐쇄적 조직 운영 등의 여러 문제점들은 전문가 조직으로 심평원이 발전해나가는 데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진정한 전문성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실력 있고 개방적인 조직으로 변화해야 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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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직의 관료화와 비대화
§

증가된 인원 수에 맞춰 부서를 신설하는 등, 단순 세포분열 방식으로 조직분화가 진행되어 왔음.

§

조직의 관료화로 혁신성과 개방적 조직 문화 약화

§

2,5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조직화하는 데 필요한 중견 리더그룹이 잘 발달하지 못한 상태

§

고위 경영진의 실/부장급 관리직에 대한 통제력·리더십 약화

(1-2) 과도한 분화 및 부서 신설
§

과도한 분화로 인해 부서 간 장벽이 발생하고 조직 전체적으로 소통이 부족

§

부서를 가로질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확립된 프로세스 미발달
-

§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심사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해도 관련 부서로 원활하게 피드백 되고 있지 못함.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업무의 사각지대 발생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조직 전체에 흩뿌려져 있음.

-

‘권한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조직운영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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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질서한 조직 운영
§

잦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혼란

-

잦은 조직 개편과 부서명 변경으로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현재 조직의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며,
조직도도 그리지 못 한다고 응답함.

-

부서명을 자주 바꾸고 명칭도 모호해 명칭만으로는 어떤 기능을 맡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부서명은 부서의
핵심적인 업무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하지만 현재 심평원의 많은
부서들은 부서명만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지 쉽게 알기 어려운 상황임.

§

잦은 보직순환으로 인한 직원들의 전문성 약화

§

조직 분화 기준에 일관성이 없음.

-

때로는 행위/치료재료/약제의 기준으로 분화하고 때로는 진료과목별로 분화하는 등 조직 편제의 일관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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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이슈들
§

보건복지부가 주문하는 업무들에 심평원의 역량을 과도하게 투입

-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지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때마다 땜질 식으로 부서 신설을 해옴.

-

심평원 본연의 업무는 소홀해지고 주어진 역할에 안주하게 됨.

-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의 대리인이라는 인식이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사이에 팽배 à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문시 됨.

§

§

본원-지원 간에 불균형한 발전

-

본원이 정책지원 기능과 함께 심사/평가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어 본원에의 업무량 편중 현상이 심함.

-

많은 인력들이 본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인력의 효율적인 조직화가 어려움.

-

반면 지원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정체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음.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조직문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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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관련 문제점들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의 문제
위원회의 취약한 조직편제와
관리 시스템의 부재

‘위원회’
구조

•

조직의 Functional Excellence
축이 미발달

•

위원회의 활동과 의사결정들이
업무 관련 지식으로 축적되는
장치 부재

•

계선조직과 위원회 간의 불신

•

실무 담당자의 편의적/선택적
위원회 활용 현상 심화

•

위원회 및 위원 의사결정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저하

인재유인과 선발 문제

일부 위원들의 역량 문제
위원회와 계선조직의
업무협조 문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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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의 문제
§

권한과 책임이 모호 (모호한 법률조항 ‘66조’)
-

“심평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는 법률 66조의 일반적 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규정(시행령 등) 없이 심평원 자체 정관에 의해서만 위원회를 운영해 왔음. à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그 결과 본래의 목적 또한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못함.

§

위원회 조직과 계선조직의 분리

§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문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
-

계선조직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제약

-

90명으로 정원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인원 확충 후 운영 방안에 대한 대안이 없음. 현 상태로 인원만 단순히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높음.

§

위원들의 책임과 권한 관계가 모호한 채로 남아 있어서 속인적/상황적 요인들에 따라 일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위원회 내부의 업무분장이 없고 위원들의 직무명세서도 부재함.

-

여러 종류의 위원들 간에 역할의 차별성이 없음: 전임/겸임/전문/자문

-

개인의 헌신성과 책임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임.
à 위원회 운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위원들 간의 업무의 내용과 의사결정에 편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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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원회의 취약한 조직 편제와 관리 시스템의 부재
§

업무수행 practice, protocol 등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음.

§

위원회 활동 결과가 모니터 되고 축적되지 않음.

§

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조직운영 체계가 부재

§

위원들의 역량(전문성, 대인관계 스킬, 조직관리 능력 등) 및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관리 시스템 부재

§

위원들의 선발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high validity) 기준(criterion)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

형식적인 재임용 절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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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재 유인과 선발 문제
§

선발 과정에서 의사 직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부족

-

안정적인 양질의 전문인력 공급 풀 부재: 임상 중심으로 움직이는 의료계 현실 때문에 상근위원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심평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

§

-

은퇴한 의사들 중심의 위원회 인력구조

-

부적절한 위원 선발방식: 공채보다는 헤드헌팅 방식의 수시채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의사 평균 연봉에 비추어 위원들의 급여 수준이 낮은 편임.

좋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경영진의 의지와 노력 부족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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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부 위원들의 역량 문제
§

헌신성과 책임 의식 부족: 소극적 자문 역할에 만족하고 책임 회피

-

§

§

보험제도 · 정책 ·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

의약학적 타당성에만 치우친 판단을 내려서 자문내용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심평원에 와서 제대로 일을 하기까지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림.

조직 구성원으로서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

역량이 부족한 일부 위원들로 인해 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

조직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관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등이 부족한 위원들이 많음.

의료계와 심평원을 매개하는 가교 역할 미흡

-

심평원이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를 설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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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위원회와 계선조직의 업무 협조의 문제
§

위원회 의견을 구하는 절차의 복잡성과 번거로움

§

일부 위원 혹은 위원회에 업무가 편중되면서 업무 지연 발생

§

-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분과가 있어서 특정 위원 혹은 위원회에 업무가 몰림.

-

성실하고 친절한 위원에게 자문 의뢰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위원회운영부와 관련 부서 간의 업무 분장에 일관성 부족

-

심사실, 급여기준관련 부서, 평가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운영부가 각기 다른 수준으로 업무에 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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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위원회’ 구조의 한계

§

국민들, 의료인, 환자들, 관련 산업 등이 심평원을 전문기관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의약학적 지식이
심평원의 조직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의약학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를 심평원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그런 면에서 현재의 위원회 구조는 불가피하고 장점도 있음.

§

하지만 위원회 체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

-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ad hoc 조직 (임시방편적)

-

휘발성 높고, 자칫 편의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존재

-

실무직원들에 의한 선택적/편의적인 위원회 활용이 발생: 실무진으로의 권한위임(empowerment)을 위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를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축적해야 함. (같은 agenda 로 회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누군가가 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료/지식을 축적해 나가며 개선 활동을 독려하지 않으면, 심평원의
핵심 지식/역량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의약학 지식과 관련 자원들을 심평원의 주요업무에 결합시키는 방식으로서 위원회 방식만으로는 매우 불완전하고
불안정함.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의약학 전문지식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축이 (수평축 또는
융합축으로서) 심평원에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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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안의 모색:
조직개편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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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틀
• 매트릭스적인 요소의 도입
(1)
조직구조의
혁신

- 심평원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functional excellence의 축(dimension)이 강화되어야 함.
- 심평원의 주요 기능들에 수준 높은 전문성이 더욱 체계적으로 결합
- 현재의 조직 구조를 보다 명료하고 의미 있게 재편하여 매트릭스 구조가 조직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
- 자문기구의 역할에 한정되었던 ‘위원회’에 새로운 미션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 마련

• RACI 차트와 Process Map, 그리고 업무조정 기구
(2)
프로세스의
개선

(3)
사람들의
전문성과
관리역량 향상

- 현재 조직 곳곳에서 이미 작동 중인 매트릭스적인 업무 흐름들을 좀더 공식화시키고 잘 정의해줄 필요가 있음.
- RACI 차트를 활용하여 모호하게 정의된 각 부서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제시
- Process Map 을 통해 부서와 부서를 넘나드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각각의 프로세스 별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업무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방안 제시
- 매트릭스 조직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혼란과 갈등을 조정하는 기제 제안

•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 향상
-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배경과 전공의 인력을 채용 à 열린 전문성 도모
- 관리자들의 리더십-조직관리 역량 육성, 구성원들의 대인관계 스킬 함양

조직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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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구조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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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직구조 설계의 기본방향
§

심평원 조직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요소는
의약학 분야의 전문성임. à 미발달 상태인 Functional Excellence의 축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할 것임. (아래 그림 참조)

§

심평원에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도입할 경우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될 것임.
-

심평원이 수행하는 기존 업무들(수평축)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전문성(수직축)이 상호 교차·융합하는
(업무 × 전문성) 매트릭스 조직
* Functional Excellence

원장

의학1
(임상, 예방 등)

*

의학2
(기초, 생명과학 등)

*
•••

약학

의료관리학

간호학

경제학/통계학
정책학/재정학

Actuary
Science

•••

급여기준
심사
평가
자동차보험
심사
•••

* 의약학의 빠른 변화를 따라 잡는 것은 심평원이 보유해야 할 여러 핵심 역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임. 특히 의약학 분야는 현대의
과학 중에서도 가장 최첨단 분야에 속하며 범위 또한 매우 넓음. 따라서 다른 분야의 전문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고려될 수 없음.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학1, 의학2 등으로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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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5호에 따른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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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5호에 따른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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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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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세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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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RACI Chart를 활용한 Role & Responsibility 명확화
§

해외에서는 1950년대부터 RACI Chart를 사용해옴. 한국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적용하고 있음.

§

R: Responsible (책임) / “The Doer” (담당자)
-

§

A: Accountable (Approve) (승인) / “The Buck Stops Here.” (책임자)
-

§

어떤 행위나 결정에 대해 궁극적 책임을 지는 부서 (또는 지위)
업무 및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나, 궁극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
각 업무 및 의사결정에 대해 하나의 승인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2명의 매니저가 각각 승인할
수 있음.

C: Consult (자문)
-

§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주무부서 (또는 지위)
주요 업무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책임
다양한 부서들이 공동으로 업무 및 의사결정을 수행할 책임을 분담할 수 있음.

최종 결정 전에 자문을 받아야 하는 부서 (또는 지위)
특정 분야의 전문가일 경우가 많음.
쌍방향 소통이 필수

I: Inform (공지)
-

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사항에 대한 공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부서 (또는 지위)
공지 받은 내용은 업무에 반영해야 함.
해당 부서는 공지를 받는 것으로 소통 완료 (일방향 의사소통)

* 참고: V(Veto)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대체로 법무, 준법 부서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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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I Chart 작성 방법
-

각 부서의 주요 직원들 소집 (4명~10명 정도가 모이는 것이 좋음)

-

조직의 주요 업무 및 의사결정 항목 결정 (총 35개 내외가 적합)
–
–

-

모호하거나 너무 일반적인 것은 피할 것 (예: 회의 참석)
의사결정 항목은 구체적인 결과와 관련된 ‘행위’를 포함할
것 (예: 심사지침 제정)

각 부서가 주요 업무 항목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 협의 (R,
A, C, I 등을 표시)
–
–
–
–
–
–
–

핵심적인 의사결정과 활동을 첫 번째 열에 입력
조직의 부서 및 역할들을 첫 번째 행에 입력
부서별로 각각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 범위를
기입
R, A, C, I순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
업무별로 반드시 R와 A 부서가 있어야 함.
C와 I의 수를 최소화해야 함.
A와 R은 해당 업무에 가장 근접한 부서에 할당하는 것이
좋음.

-

업무의 전체 진행 방식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공통의 이해 형성

-

완성된 차트에 따른 주요 부서들 간의 실제 업무 분담

-

업무 분담의 실행 성과 검토 및 차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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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5호에 따른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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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rocess Map의 활용

§

RACI Chart만으로는 여러 부서들을 관통하는 업무의 흐름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상세한 프로세스를 표준으로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관계자들끼리 모여 “process map”을 그려볼 것을 추천함.
프로세스의 정의: Major activity and decision flows that cut across organization units
(동의어: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Routines)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직에서 여러 부서들을 관통하는 프로세스로서 조직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대체로 3 ~ 5개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음.

§

프로세스는 공식화되고 문서화되어야 함.

§

Process map으로부터 RACI Chart로 갈 수도 있고 또는 RACI Chart에서 시작하여 Process map으로 가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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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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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양한 상설 위원회의 운영
§

경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 CEO, CMO, COO, CPO, CSO, (CIO, CFO) 등의 최고회의체
-

§

전사적 전략 수립, 환경변화 감지
조직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업무들 우선순위 결정함.
매트릭스 조직 구조로 변화한 이후 최고 경영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핵심업무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

10~15명 정도가 적당
–
–

-

§

현 전략회의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음.
핵심 부서 중심으로 부서가 통합되어 실장의 수가 줄어들어야 업무 조정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

정기적으로 회의 (매월 1회)
매트릭스 구조 운영에서 발생하는 쟁점, 문제들을 조정해 나가는 일

장점
(1) 현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의하여 결정하면 고위 경영진들은 장기적, 전략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음.
(2) 조직 위계를 타고 올라가는 정보는 “정제(sanitized)”되기 쉽지만 같은 수준에서는 정보왜곡 가능성이 낮음.
(3) 의사결정 속도만 놓고 보면 상사에 의한 결정이 당연히 더 빠르지만 동등 계층 간 협력(Peer-to-peer collaboration)은
결정사항에 대한 수용을 높이고, 결정에서 실행으로 이행하는 시간을 단축시킴.
(4) 직원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조직의 다른 부문들을 이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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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들의 전문성과 관리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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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매트릭스 조직에서 사람들의 중요성
§

모든 조직은 환경과 전략에 적합(fit)하도록 잘 설계된 탄탄한 조직구조와 프로세스(SOP)를 가지고 있어야 함.

§

그러나 완벽한 조직구조는 없음.

§

-

모든 조직구조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상 최적(the best)인 조직구조는 있을 수 없음.

-

조직의 환경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므로 조직구조 역시 바뀌어야 하지만, 조직구조를 계속 변화시킴으로써 전략과 환경의
역동적 변화를 따라 잡으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둔한 짓임.

-

많은 조직의 CEO들이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거나 혁신을 추진할 때 조직구조부터 변경시키는 경향이 있음. 또 어떤 CEO들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조직구조를 개편하기도 함. 그러나 조직구조를 즉흥적으로 바꾸거나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조직의
안정감을 해치고 구성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만 초래함(Goold & Campbell, 2002).

-

물론 조직구조의 혁신이 꼭 필요한 순간은 있는 법임. 조직의 CEO들은 그런 결정적 계기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그런 계기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구조를 개편하지 않고 방치하는 CEO는 계속적으로 조직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CEO만큼이나 CEO의 자격이 없는 것임.

구조보다는 프로세스가, 프로세스보다는 사람이
-

환경/전략의 변화, 업무의 복잡성 등을 구조로 따라잡기보다는 합리적 프로세스의 운용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임. 사실 좋은 프로세스들을 조직 내에 축적해 가다 보면 좋은 조직구조가 자연스럽게 결과하는 경우가
많음(Neilson, Martin & Powers, 2008) .

-

그러나 구조나 프로세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의 사람들임. 구조와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주체는 결국 사람들임.

-

복잡성이 증가하는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어떤 역량과 소통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극도로
중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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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

§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문호 개방
-

심평원의 조직 역량이 심화/확대 되려면 미국의 CMS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고 기존 업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경제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사회과학자들의 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공학,
사회정책학 등을 전공한 인재들도 심평원에 공헌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임.

-

원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에도 때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임명되어 조직에 새롭고 신선한 시각과 경험이 유입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의료계 인사(예: 의사 등)나 공무원(예: 보건복지부 고위관료 등) 출신이 아닌 경영전문가가 임명되어
새로운 시각에서 조직을 혁신하는 시기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심평원 내의 내부승진을 통해 기존 구성원이
심평원의 원장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어야 할 것임.

심평원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career path라는 개념이 좀더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의례적인 보직순환은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직군으로 구분되어야 할 직무들을 선별해 낸 후 이들에
대해서는 보직순환을 지양해야 할 것임. 또한 전문직군의 경우 승진의 경로(path)가 반드시 ‘실장’ 혹은 ‘본부장“ 같은 직책을
향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적 career path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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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핵심 관리자들의 리더십과 조직관리역량
§

조직의 허리에 위치한 관리자들의 태도와 리더십이 조직전체의 분위기, 문화를 결정!
-

-

§

심평원에는 최고경영진 외에도 조직의 허리에 위치한 핵심관리자(“Lead Manager”) 그룹이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들은 최고경영진과 함께 심평원의 전략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최고경영진의 비전과 경영철학을 조직구성원들에게
대변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핵심관리자 그룹의 존재는 조직에 안정감과 질서를 가져오며 직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역할모델(role
model)이 생겨서 동기부여와 차세대 지도자들이 육성되는 수단이 되기도 함.
심평원이 매트릭스 조직으로 이행할 경우, 주요 부서 10여명 정도가 핵심관리자 그룹을 구성할 것인데 이들의 역량, 인품,
도덕성, 헌신성은 매우 중요함 à 매우 조심스럽게 선발해야 할 것임.
세계의 우수기업들은 핵심인재를 선별해내고 육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 à 심평원의 인사부서는
우수기업들의 핵심인재 관리 방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음.

Kates & Galbraith(200&)는 매트릭스 조직의 Lead Manager들이 보유해야 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 바 있는데
심평원의 구성원들에게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능력
모호성과 변화를 불편해 하지 않고 수용하는 능력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스킬 (참고: 프로젝트 관리는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의 전문적 스킬임.)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업무 우선 순위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복수의 자료제공원(sources)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탁월한 소통(communication) 능력
높은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How can I help?)라는 마음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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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한계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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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와 제언
§

연구의 의의
-

§

연구의 한계
-

§

본 연구의 목적은 심평원의 미래상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하는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이를 위해 심평원처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타 조직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토대로 심평원의 조직 구조, 업무
프로세스, 인력활용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음.

가급적 여러 부서/직급의 구성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으나, 제한된 연구기간(2개월)으로 인해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는
못하였음.
본 연구의 제안사항들은 전문가 조직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운영 원리에 기초한 비교적 이론적이고 추상수준(abstraction level)이
높은 의견들이므로, 심평원이 처해 있는 복잡한 현실 조건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해야 할 것임.

향후 조직개편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

세부적인 조직의 설계안과 운영방안 등은 심평원의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채워나가야 함.
- 본 보고서는 경영학, 조직사회학, 관리경제학의 관점에서 심평원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임.
보건의료계의 특성, 정치적 상황, 법률적 제약,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실제 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다만
이 같은 제약요인들이 현재 심평원의 조직 문제를 낳은 주요 원인이기도 한 점에 유의하고, 주어진 조건에 그대로 순응하기보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심평원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조직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조직 내에 형성될 필요가 있음.
- 심평원은 공공기관인 동시에 보건의료 전문가 조직이어야 함. 이 같은 기관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의약학
전문가들이 조직 내 유입되는 것이 조직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함.
- 조직의 구조와 운영이 개선된다는 전제 아래, 향후 실무담당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야 함. 또한 의약학 전문가들이
계선조직화될 때 기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약해서는 안되며, 실무담당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발전적 방향이어야 함.

-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고위경영진들은 이러한 변화로 조직 구성원들의 고용과 임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해야 하며,
구성원들 역시 개인적 혹은 부서의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조직의 혁신에 동참해야 함.
- 새롭게 조직 속으로 유입된 전문가들 또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지 말고 함께 터놓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함(조직의 핵심 리더 그룹들이 다양한
워크샵 등을 통해 더 많이 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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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braith(2009: xi-xii): “It is no longer a structure to be avoided…it is a necessary form of organization in today’s business
environments…Matrix organizations are all about achieving two or more diametrically opposed goals and doing them both
well at the same time.”
(Galbraith, Designing Matrix Organizations That Actually Work, 2009)

조직구조를 너무 자주 바꾸지 말아야,
프로세스와 사람들의 협력과 참여가 더 중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구조도 혁신해야 함
아마 심평원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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