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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호제도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빈곤층에게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력 프로그램(a joint 

federal-state program to assist the poor)이다. 실제로 모든 주들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디케이드가 

대상자나 의료비지출과 관련해서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를 능가하여 이른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공적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제도는 한국의 의료급여제도와 비슷한 공적부조 제도로 

메디케어와 같은 시기에 생겼다. 그러나 제도의 성격과 운영 방법은 

메디케어와 크게 다른데, 특히 연방정부의 주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연방주의적 전통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처음부터 본격적인 공적부조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메디케어에 보완적인 형태로 출발했다고 봐야 옳을 것 같다. 

또한, 출범 이후에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빈곤층에게 충분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고, 최근 

주정부의 재정 상황 악화와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문제로 

메디케이드의 보장성은 확대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메디케이드가 미국 의료보장의 최대 현안인 의료보험 

미적용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기 때문에 

제도의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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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및 현황  

 

메디케이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사회보장법 제 19 조인데, 그 

조항은 저소득 개인 및 가족들에 대한 의료보호 프로그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5 년 7 월 30 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의 공동재원 조달형태의 법(a jointly funded 

cooperative venture)으로 입법화되었다. 본래 메디케이드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커어-밀즈법(The Kerr-Mills Act 

of 1960)이 모델이다. 

2003년 6월 현재 메디케이드는 전국적으로 약 4,060만 명의 미국

인을 포함하고 있는, 주로 빈곤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

램이다. 메디케이드의 경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재정을 조달하되, 연방정부는 법령, 규칙, 정책, 지침 등을 통하여 전

국적인 일관성을 기하며, 주정부는 이 범위 내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단순한 구분 이상으로 주의 역할이 

크고 다양한데, 즉, 국가적 수준의 지침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대상자 

기준 설정, 급여의 유형, 양, 기간, 범위 등의 결정, 서비스에 대한 보

상 수준 결정, 프로그램의 행정·관리 등을 모두 주정부가 담당한다. 이

러한 구조적 원인 때문에 메디케이드는 대상자 기준, 급여의 내용, 지

불방식 등이 주별로 천차만별이다.  

메디케이드에 지출되는 예산은 200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방정

부가 약 1,620억 달러, 주 정부가 약 1,1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Wachino et al. 2004). 이 예산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인 의료비의 측면에서는 2002년 현

재 병원 입원 서비스의 17.1%. 의사서비스의 7.2%, 요양원 진료비의 

49.3%를 차지한다(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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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대상자 

 

종류와 기준 

 

메디케이드의 대상자는 주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원칙적으로 크게 

3개의 집단으로 나뉜다. 범주적 필요군(categorically needy), 의학적 필

요군(medically needy), 특수집단(special group)이 그것이다(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2003).  

범주적 필요군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주요 대상자(일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범주적 필요군

도 각 주가 추가로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를 늘릴 수 있다.  1996① 년 

7월 16일부터 시작한 ‘부양이 필요한 어린이’를 가진 가족에 대한 지

원 프로그램(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의 대상자,  ②

가구 소득이 빈곤선의 133% 이하인 가구에 속한 임신 여성과 6세 이

하의 어린이,  ③ 가구 소득이 빈곤선의 100% 이하인 6-19세 어린이와 

청소년,  18④ 세(고교 재학 중인 경우는 19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의 

간병을 담당하는 친척 혹은 법적 보호자,  ⑤ 생계보조금제도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수혜자,  ⑥ 의료기관에 수용 중이면

서 SSI 수입 기준 300% 이내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부부 

의학적 필요군이란 의학적 상태를 기준으로 소득이 기준보다 다소

높은 사람까지 적용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주가 의학적 필요군을 대

상자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규정에 의하여 임신한 여성(산

후 60일까지),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 일부 신생아(출생 후 1

년), 일부 시각장애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추가로 다음 대상자

를 포함할 수 있다(2003년 현재 37개 주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① 21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 ② 어린이와 청소년을 간병하

는 친척이나 보호자, ③ 65세 이상 노인, ④ 시각장애인, ⑤ 장애인 

한편 ‘특수집단’은 메디케어 대상자로서 빈곤선 100% 이하 소득자, 

노동가능 장애인으로서 빈곤선 200% 이하 소득자, 유방암이나 자궁경

부암을 가진 여성, 보험 미가입자로서 결핵이 발병한 경우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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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처럼 극히 다양한 대상자의 조건 때문에 메디케이드는 주별로 

대상자의 범위가 이질적이고 대상자 수도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

어 1996-1998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각주별 인구 대비 메디케이드 대상

자 비율은 인디애나와 네바다 주의 5.4%에서 워싱턴 시의 20.0%에 이

르기까지 변이가 매우 크다(Trenholm and Kung 2000). 물론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출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의 지침과 각 주의 제도운영과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까지는 빈곤선의 133% 이하에 해당하는 임산부에게 급여를 제

공할 수 있었으나 실제 연방정부가 이를 의무화하기 이전에는 31개 

주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반면, 현재는 35개 주와 워싱턴 시가 빈곤선

의 185%까지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Iglehart 2003). 이와 같은 주별 편

차는 주의 경제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제도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경향도 영향을 미친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에서 메디케

이드의 적용 대상이 더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현재, 메디

케이드 대상자 분포는 어린이(2,500만), 빈곤층 성인(1,400만), 노인(500

만), 장애인(800만) 등이다. 수입기준을 충족하면 노인과 장애인이 메

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빈곤선 

 

현재 미국은 두 가지의 공식 빈곤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통계국(U.S. Census Bureau)이 순수 통계적인 목적으로 매년 발표하는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Thresholds)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부가 매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발표하는 빈곤기준(Poverty Guidelines)이다. 

보건부의 빈곤기준은 공식 빈곤선을 간략화한 것으로 첫 번째 가구원

의 빈곤선을 정하고 그 이상의 가구원의 경우는 일인당 증가치를 더

하는 형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정해진 빈곤선이 공적부조 프로그램

들의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의학적 필요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메디케이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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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급여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실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판단은 다른 사회복지 제도의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하게 된다. 

미국에서도 자산조사의 정확성은 늘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당사자가 

신고한 모든 종류의 수입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조세와 소득 파악의 기본 골격이 더 잘 갖

추어져 있어 어려움이 덜한 셈이나, 현물급여(in-kind benefit)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는가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메디케이드 제도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대상자 선정의 기준

이 되는 빈곤선이 실제 빈곤층의 상황을 반영하는 적절한 수준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논쟁거리이다. 빈곤을 절대적 수준으로 정의할 지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할 지 하는 문제는 따로 미루더라도, 측정 기준

이나 방법 자체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아 및 청소년 의료보험 지원제도(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 

       

메디케이드와 같은 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밀접하게 연관된 제

도가 소아 및 청소년 의료보험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7년 균형

재정법의 제정으로 창립되었고,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다. 물론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

기 위한 제도로, 메디케이드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에 따라 

주에 따라 메디케이드와 통합하거나 따로 운영한다. 2003년 현재 약 

400만 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5a). 전체 재정의 70%를 주정부가 부담하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빈곤 수준은 각 주별로 정하는데, 

2004년 현재 38개 주가 빈곤선의 200%(3인 가족 기준 연간 소득 

31,340 달러) 이상인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5a). 그러나 메디케이드와 달리 이 제도에

서는 보험료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실제 33개 주에서 보험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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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정부의 재정 

상황의 악화로 대상자 수의 확대를 중단하고 있는 주가 많다는 것이

다. 지원 대상을 축소하거나 새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또는 기존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등이 여러 주에서 새로 채택하고 있는 재정절

감 방법이다.     

 

 

3. 급여 

 

급여 내용 

 

메디케이드의 기본적인 급여범위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법

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다. 여기에는 입원과 외래진료, 예방적 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대부분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러나 각 

주가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어서 실제 급여내용은 주

별로 매우 다양하다. 메디케이드 급여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연방정부

가 정한 12가지 기본적인 급여는 다음과 같다.  

 

- 의사서비스 

- 임상검사와 방사선 검사 

- 병원의 입원 

- 병원의 외래 

- 21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서비스(시력, 청력, 

치과 포함) 

- 가족계획 서비스 및 물품  

- 연방정부 인가 보건센터 진료 

- 농촌진료소 서비스 

- 조산원 서비스 

- 소아 혹은 가정 간호진료원(nurse practitioner) 서비스 

- 21세 이상에 대한 요양 시설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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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진료(요양시설 입소 대상자에 한함) 

 

이와 함께 대부분의 주가 외래 처방약품, 의원 진료, 보장구, 청력

보조기, 치과진료, 정신지체에 대한 중간시설 요양 서비스 등을 부가

적으로 급여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 비용이 노인과 장애인에 

지출된다. 각 주가 다양한 대상자와 급여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제도운영 중 하나가 이른바 면제규정(waiver)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즉, 연방정부의 기본적인 지침이 있지만, 주 정부는 이 면제규

정을 통하여 각 주별로 전체 연방정부 재정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 

면제규정은 구체적인 급여항목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급여범위와 관

리방식(예를 들어 대상자 관리를 민간보험에 위탁하는 것) 전반을 포

함하는 포괄적인 것일 수도 있다. 현재 27개 주와 워싱턴 시가 포괄적

인 면제규정을 적용받아 연방정부의 당초 규정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포괄적인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완전

히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메디케이드 

적용인구를 제한할 때, 급여범위를 줄이거나 보험료 혹은 본인부담을 

올릴 때,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아니면서 요보호아동이 없는 성인

을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할 때 등은 별도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메디케이드의 급여에서 별도로 언급할 만한 것이 외래진료의 약품

에 대한 급여이다. 메디케어와 달리 메디케이드는 모든 주에서 외래환

자의 처방약품을 급여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3년 현재 

전체 메디케이드 재정지출 중 12%가 외래환자의 약품에 지출될 정도

로 비중이 크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3a).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이드에서의 약품비 지출도 급증하는 추

세를 나타내고 있고, 각 주는 사전 승인, 일차 사용 약품의 제한, 급여

대상 약품 목록의 작성, 일반명(generic) 약품 사용 권고, 본인부담, 약

품 사용량 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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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제 노력은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00-1년과 2003년을 비교한 

연구 결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메기케이드 대상자의 

67.2%에서 79.0%로 늘었고, 일반명 약품을 써야 하는 경우도 41.2%에

서 59.2%로, 그리고 일차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

우도 20.1%에서 46.8%로 늘었다(Cunningham 2005). 

한편, 보완의학의 일부도 급여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한 연

구에 의하면, 46개 주 중 36개 주(78.3%)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보완의학 요법을 급여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다(Steyer et al. 2002). 카

이로프랙틱이 33개 주로 가장 많고,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이 10개 

주, 침이 7개 주, 최면요법과 자연요법이 각각 5개 주에서 급여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메디케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비용 지출의 측면에서 중요

한 메디케이드의 급여가 장기요양 서비스(long-term care)이다. 이미 언

급한 바와 같이 메디케이드에서 요양시설 입소 서비스 혹은 이에 해

당하는 사람에 대한 가정치료 서비스는 메디케이드의 기본급여에 해

당한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메디케이드가 장기요양 서비스의 재원

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메디

케이드의 일반적 원칙이 적용되지만, 각 주별로 소득 등 구체적인 기

준은 매우 다르다. 전체 메디케이드 재정의 50% 이상을 장기요양 서

비스에 쓰는 주가 있는가 하면 8개 주는 20% 이하를 쓸 정도로 급여

가 적다(O'Brien and Elias 2004).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

요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 입소 대신 지역사회와 가정

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주에 따라 ‘면제 규정’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있는데, 2000년 현재 27개 주에서 개인(personal) 서비스를 제

공하고, 대다수 주에서 지역사회 및 가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O'Brien and Elias 2004). 이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에 지출되는 재정에

서 시설 입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87%에서 2002년 70%로 줄

었다. 그러나 비용 증가에 대한 주정부의 우려로 프로그램의 확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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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점차 느려지고 일부 본인부담도 증가하고 있다(Kitchener et al. 

2005).      

 

본인 부담 

 

경제적으로 부담 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에서의 일부 본인부담은 메디케어나 민간보험에 비하면 훨

씬 적다. 연방정부의 지침은 가족당 월 전액 본인부담(deductible) 2달러, 

정액 본인부담 0.5~3 달러, 정률 본인부담 5% 등을 ‘명목(nominal)’ 본

인부담의 상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음 대상이나 항목

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물릴 수 없도록 정해 놓았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3b). 

 

- 18세 미만 대상자 

- 임산부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 

- 임종기 호스피스 서비스 

-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 환자로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응급실 진료 

- 가족계획 서비스 및 물품 

 

 

4. 재정 

 

재원과 지출 

 

이미 언급한 대로 메디케이드의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통

으로 지출하고, 연방정부는 주정부 예산에 상응하는(최소 50%의 매칭

펀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예산은 원칙

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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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수 있다. 이러한 재원조달 방법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전체적인 

지침을 따르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한편, 주정부로서는 메디케이드 예

산을 삭감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주정부의 예산에 따라 연방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비율(매칭의 비율, matching rate))은 각주의 일인

당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법에 정해 놓았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3b). 이 방식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지원은 

이론적으로 전체 예산의50-83% 범위에 있을 수 있으나, 2005년 현재 

범위는 50-77%이고 전체 평균은 57%이다(Wachino et al. 2004). 연방정

부는 2003 회계연도에 1,620억 달러를 메디케이드에 지출했는데, 이는 

연방정부 예산 총액의 7.5%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 주 정부는 약 

1,100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빈곤층 환자 과다 병원(DSH)’에 대한 예산은 다른 메디케이드 예산과 

별도로 집행한다. 이 항목으로 지출한 예산은 2001년 연방정부 전체 

메디케이드 예산의 6.5%, 1998년 주정부 메디케이드 예산의 0-23.1%로 

주에 따른 편차가 매우 심하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3b). 

행정 비용은 별도로 연방정부가 50%를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정

보체계 운영(75%), 요양시설의 조사와 인가(75%), 부정청구 조사 부서 

운영(75%), 심사와 질 관리(75%), 이민자 관리체계 운영(100%) 등은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이 절반을 넘는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3b).  

지출 측면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 매우 중요

한 특징이다. 즉, 대상자는 어린이와 성인이 훨씬 더 많지만 지출은 

노인과 장애인에서 더 많다. 저소득 어린이와 성인이 대상자 수로는 

거의 3/4에 이르지만 지출은 31%를 차지하는 반면, 노인과 장애인이 

전체 지출의 68%를 차지한다. 이는 사람당 진료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3년 현재, 어린이는 일인당 연간 지출이 1,700달러에 지나

지 않는 반면, 장애인은 12,300 달러, 노인은 12,800 달러에 이른다. 서

비스 영역별로는 2000-2003년의 경우 68.1%가 급성기 진료에, 29.7%가 

장기요양에 지출되었다(Holahan and Ghosh 2005). 특기할 만한 것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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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어가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

가 더 중요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재원이라는 점이다. 전체 장기요양 

비용의 43%, 요양원 입소자의 60%를 메디케이드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 이는 메디케어의 장기요양 급여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메디케이드의 재정 문제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주정

부의 재정 상태가 공통적으로 좋지 않고 아울러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메디케이드 재정지출이 급증

함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메디케이드 재정지출의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의 연평균 지출 증가는 3.7%에 지나지 않았으

나, 2000-2003년 사이에는 매년 평균 10.2% 증가하였으며, 이는 3년 사

이에 전체 재정지출 규모가 거의 1/3 증가했다는 것을 뜻한다(Holahan 

and Ghosh 2005). 증가 요인의 측면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지출 증가는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 일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속도는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지만 민간보험보다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 억제 노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특징적인 것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재원이라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지출 억제를 

주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메디케이드 지출의 크기가 주

정부의 예산에 따라 결정되고, 전체 주정부 예산의 20% 이상을 메디

케이드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주정부 예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메

디케이드 예산증가를 적극적으로 억제할 강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뜻

한다. 실제 2002-2005 회계년도 동안, 모든 주가 진료비 보상 수준을 

낮추고 약품비 지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38개 주는 대상자 조건을 강

화하고 34개 주는 급여범위를 줄였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5b). 그러나 최근의 분석대로 재정지출의 증가가 주로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것이라면 지출억제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제한된다. 미국 의료보장의 특성상 대상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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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면 이는 곧 의료보험이 없는 인구를 더욱 증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진료비 보상 

 

서비스 제공자는 주 정부와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

다. 적용대상과 급여범위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보상방식

도 각 주가 독자적으로 선택한다. 따라서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어

떤 주는 제공자에게 행위별 방식으로 직접 보상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주는 일당 진료비 방식으로 제공자에게 진료비를 보상할 

수 있다. 진료비 보상 수준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침을 준수한다

는 조건 아래에서 지역 내에서 충분한 제공자를 확보할 수 있을 수준

에서 정해진다.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제공자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

여 메디케이드의 진료비 기준을 따라야 하나, 일부 질 높은 의료를 제

공하는 병원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진료비 보상 방법은 주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

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오레곤 주의 경우, 병원에 대한 

진료비 보상만 하더라도 작은 농촌지역 병원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을 

하는 반면, 도시 병원과 대규모 농촌 병원에 대해서는 외래는 실비의 

일정 퍼센트를 입원은 DRG 포괄 진료비로 보상한다(The Lewin Group 

2003). 이 때 DRG 보상수준은 메디케어의 계산 방식과 달리 자체 자

료를 사용한다. 이에 비해 버지니아는 입원 환자에 대해 1969-1982년

에는 전액 행위별 보상, 1983-1996년에는 일당 진료비를 보상하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1997년 이후에는 DRG에 기초한 포괄 보

상 방법을 차례대로 사용하였다(Joint Legislative Audit and Review 

Commission of the Virginia General Assembly 2000).     

연방 정부에 의한 대한 개입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연방정

부 인가 보건센터, 농촌진료소, 병원 서비스 등에서는 직접 보상 수준

을 정하는데 관여한다. 병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세 개의 군(연방 

및 주정부 운영병원, 지방정부 운영병원, 민간병원)에 따라 군별 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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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비 상한선을 정해 놓았다.  

메디케이드의 진료비 수준은 메디케어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다. 

1993년 메디케이드의 진료비 보상 수준은 메디케어의 75%였으나, 1998

년에는 64%로 떨어졌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3b).  

직접적인 진료비 보상은 아니지만,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환자나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을 특별이 많이 진료하는 병원에 대해 별도로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들 병원을 ‘빈곤층 환자 과다 병원

(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 DSH)’이라고 하는데, 메디케이드와 별개

로 주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연방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3b). 어떤 병원이 지원 대상이 되고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가는 주

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원칙적으로 각 병원이 메디케이드 대상자와 

의료보험 미적용자를 진료하는 데 쓴 비용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는 

없다. 병원 입장에서는 빈곤층 진료비용을 충당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

으로, 1998년 조사에서는 지원대상이 된 84개 병원의 무료 진료를 지

원하는 재정의 34%가 여기서 지원된 것이었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3b).   

   

 

5. 관리 

 

행정 

 

앞의 메디케어를 다룬 장에서 언급한 대로,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

방정부 차원의 행정관리는 CMS가 담당한다. 2000년 현재 CMS 본부와 

지역 사무소 소속직원의 약 9%가 메디케이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3b), 이는 CMS가 메

디케이드보다는 메디케어 업무에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메디케

이드의 일상적 업무는 주정부 소관이며, 이를 위해서 각 주는 메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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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부서를 두고 있다. 부서 이름에 메디케이드라는 말이 반드시 들

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는 담당 부서의 이름이 

‘Department of Job and Family Services)’이고 텍사스 주는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이다), 이들 부서에서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행정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각 주별로 구체적인 행정관리체계와 방식은 아주 다양하다. 

2000년 현재, 17개 주에서는 소득지원과 메디케이드를 한 부서에서 같

이 담당하고, 10개 주에서는 공중보건부서 소속이며, 12개 주에서는 보

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부서의 산하 조직, 그리고 12개 주에서는 독립

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3b). 켄터키 주의 경우 부서의 이름은 ‘메디케이드 서비스

부(Department for Medicaid Services)’인데, 2005년 현재 산하에 행정 및 

재정관리국(Division of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병원 및 

제공자 운영국(Division of Hospitals and Provider Operations), 장기요양 및 

지역사회 서비스국(Division of Long Term Care and Community 

Alternatives), 소아 보험제도부(Division of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민원관리국(Division of Claims Management), 의료 및 질 관리

국(Division of Medical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의 조직 편제를 

가지고 있다.    

규모나 예산에 비하면 행정관리비는 비교적 적은 편으로, 1997년 

현재 전체 메디케이드 예산의 약 5%가 행정관리비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3b). 이는 

민간보험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메디케어보다는 높은 것이다. 그러

나 이런 구분은 최근 관리의료 방식이 늘어나면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단순히 행정관리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관리의료에 의한 관리 

 

메디케어와 마찬가지로, 메디케이드에서도 관리의료 방식에 포함

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2000년 6월 현재, 43개 주가 전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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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4 이상이 관리의료 체계에 속해 있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3b). 1991년에 전체 대상자의 10%가 관리

의료에 속해 있었으나, 2001년에는 57%로 크게 늘어났다(Garrett and 

Zuckerman 2005). 이러한 추세는 1997년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에서 메디케이드 대상자들을 의무적으로 관리의료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메디케이드 가입자로만 운영되는 민간보험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관리의료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월 정액

보험료를 받고 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

나는 일차진료의사가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환자당 사례관리비를 지

불받는 방식이다. 후자를 일차진료 사례관리(Primary Care Case 

Management, PCCM) 모형이라고 한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1). 관리의료를 구매하는 가격은 연방정부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관리의료의 도입으로 메디케이드 대상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영향은 비용과 의료이용, 의료의 

질 등에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비용 측면에서는 메디케이드의 특성

상 대상자들의 지출보다는 전체 비용절감이 더 관심사이나 이 역시 

간접적으로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혀 무관한 효과는 

아니다. 비용은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 일부에서 초기

는 물론이고 최근에도 효과를 나타내었다(Long et al. 2005). 그러나 최

근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메디케이드 관리의료가 당초 기대한 만큼 

비용절감에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Haslanger and 

Tallon 2004).  

관리의료 방식을 택하게 되면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의료이용이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당연하다. 또, 이를 방

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질과 의료이용 수준을 감시해야 한다

는 필요성도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감시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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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Wooldridge and Hoag 2000). 관리

의료 방식과 전통적 방식의 효과에 대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관리의료 

방식이 응급실 방문과 전문의 진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예방서비

스와 병원 이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irvis 

et al. 2002; Zuckerman et al. 2002; Garrett et al. 2003; Garrett and Zuckerman 

2005; Long et al. 2005). 일부 연구에서는 예방서비스는 늘어났다고 보고

하기도 한다(Mirvis et al. 2002; Zuckerman et al. 2002).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리의료 방식의 메디케이드 대상자와 민간보험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메디케이드 대상자에서 질적 수준과 접근성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pson et al. 2003). 질의 측면에서 한 가

지 특기할 만한 것은 진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빈곤층에 대한 차별 문

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

았지만, 메디케이드 대상자가 관리의료 방식으로 포함되면서 민간보험 

가입자와의 차이(진료비, 행정 관리 등)가 줄었기 때문에 의료제공자

에 의한 차별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른 종류의 영향으로, 메디케이드와 계약한 민간보험의 재정 상

태가 악화되어 적자에 시달리거나 도산하는 경우도 있다(Mirvis et al. 

2002). 전반적으로 메디케이드 관리의료에 참여하는 민간보험의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관리의료 방식의 도입이 실제 메디케이

드 대상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한 만큼 크지 않다. 따라서 최근 관리의료에 대

한 분위기가 퇴조하면서 의료제공자나 민간보험도 전형적인 관리의료 

방식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에서의 관리의료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공자 관리 

 

심사 역시 주정부의 소관 사항이지만, 연방정부는 법으로 각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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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의 진료비 심사와 관리의료조직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시

행하되, 이러한 기능을 민간 질 관리기구(Quality Improvement 

Organization, QIO)와 협조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2004). 또, 주정부가 진료비 청

구에 대해 반드시 지불 전 심사와 지불 후 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30일 내에 진료비 청구의 90%를, 90일 내에 99%를 지급하도록 

정해 놓았다(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2003b).  

메디케이드에서 부정을 줄이는 노력은 메디케어와 별로 다르지 않

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는 대응 방식도 대부분 비슷하다. 단순한 오류

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부정청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메디케이

드 진료비 청구의 정확성은 95.2±2.3%(일리노이 주, 1998년), 92.8%(텍

사스 주, 2001년), 76±9%(캔사스 주, 2000년) 등으로 그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General Accounting Office 2001). 물론 이러한 결과만 

가지고 부정청구의 전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결과나 각 주의 사례로 미루어 부정청구가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상당한데, 최근에는 새로운 정보기

술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방지 프로그램들이 더욱 강화되었

다. 미국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의 조사에 의하면 47개 주 중 

34개 주가 위험성이 높은(부정청구의 가능성이 높은) 의료제공자를 특

별 관리하고 있고, 그 중 21개 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특

성별 청구경향 비교,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

여 비정상적인 청구 건을 찾아내고 있다(General Accounting Office 2004). 

24개 주는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전체 또는 일부 심사를 대행한다. 특

히 각 주는 제공자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부정청구의 

가능성이 높은 제공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심사는 물론 현장조사, 계

약보증서(surety bonds) 작성, 범죄경력 조회, 계약자격 박탈 등의 조치

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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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대상자 선정 관련  

 

 

1) 의학적 필요  

 

“의학적 필요(medically needy)" 프로그램을 위한 선택권은 주 

정부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대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은 

이들의 수입과 자산, 또는 수입 또는 자산이 그들 주가 정한 기준을 

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강제적용대상이나 선택적 범주적 

필요군(optional categorically needy group)에 속하여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질병의 치료로 인해 그 사람의  수입이 주가 정한 

의료부조 기준 이하로 되었거나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질 때, 이 

군에 포함되어진다. 이는 우리나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확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생계보조금제도(SSI)의 대상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250%이하의 

수입을 가지는 일하는 장애인을 범주적 필요군으로 설정하여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노동에 참여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져 급여대상자의 노동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제도에서 참조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2) 소아 및 청소년 의료보험 지원제도  

 

소아 및 청소년 의료보험 지원제도(SCHIP)는 주 정부가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어린이들을 더 많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방기금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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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이 의료보장의 실시 의도와 효과에 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예산확보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 부문  

 

 

1) 지역여건에 맞도록 지역부담  

 

메디케이드 연방정부지원비율(the 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 FMAP)은 각 주에 대해 매년, 주 평균 일인당 수입과 

국가 평균과의 비교공식에 의해 정해진다. 부유한 주일수록 진료비에 

대해 낮은 비율의 연방지원이 있게 된다. 연방정부는 주의 

메디케이드의 행정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대부분의 행정비용은 

모든 주에 대해 50%씩 매칭을 통해 부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고는 중앙 80%, 지방 20%의 분담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럴 경우,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가난한 

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고, 따라서 의료급여대상자의 수도 적은 

지역에 비해 역진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게된다. 따라서 미국 

메디케이드방식과 같이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2) “빈곤층 환자 과다 병원에 대한 지원제도(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DSH) adjustment)”  

 

주들은 메디케이드의 수혜자들과(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입원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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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빈곤층 환자 과다 병원에 대한 지원제도(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DSH) adjustment)”라고 한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과 진료비지불의 지연으로 고생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메디케이드의 경우, 주는 일부 수혜자에게 정률제(deductibles), 

정액제(coinsurance, or copayments)를 부과할 수 있으나 (1) 임산부, 

(2) 19 세이하, (3) 대부분의 수입을 시설수용치료에 사용해야하는 

환자들(hospital or nursing home patients who are expected to 

contribute most of their income to institutional care), (4) 범주적 

건강유지기구(HMO) 가입 필요자(categorically needy HMO 

enrollees)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응급서비스(emergency 

services)와 가족계획서비스(family planning services)는 모든 

수혜자에게 공동부담(copayments)을 부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2 종 입원서비스의 경우, 무조건 20%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부과에도 원칙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진료비 절감부문  

 

미국 메디케이드가 진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메니지드 케어의 도입이며 이것이 작동하도록 하는 

동력으로 민간영리부문의 참여유도를 통한 메니지드 컴피티션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상 메니지드 

컴피티션의 네 가지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워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메니지드 케어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억제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사전승인, 의료서비스 이용관리, 사례관리, 

주요경로방식(critical pathway), 환자교육, 전화상담, 건강증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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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령군별 자가관리활동의 규명, 저렴한 서비스로의 

이용유도, 소비자 선택의 제한, 문지기방식(Gatekeeping), 사례관리, 

의료이용감사, 진료표준화 등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형식적으로는 

채택하고 있지만 그 기술적인 측면들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일차의료인력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은 의료급여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상 이루어내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급여 내용  

 

미국은 의료급여서비스에 간호시설서비스, 중간치료시설 서비스, 

가정보건서비스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전체 지급액 중에서도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미국이외에도 일본과 독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급여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급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 특성상 그 필요가 절실한 의치 등 보장구, 장기입원서비스, 

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고질적인 의료급여진료비체불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의료급여대상자를 기피하고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 역시, 요양서비스, 가정보건서비스와 같이 대상자의 

의료수요에 부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양질의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자원 및 전달체계  

 

메디케이드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에 

영리기관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고 특히 1981 년이후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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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도에 따라 메니지드 케어 기관 중 상업(영리)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58%에 달하고 있으나 최근 비영리기관에 비해 낮은 수익률, 

낮은 의료서비스 질을 보이면서 점차 메디케이드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기관이 늘고 있다. 반면에 비영리기관은 상대적으로 건실한 

경영구조와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Kaiser 

Commission, 2001).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안전망’이라는 틀 내에 

의료급여제도와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모두 포함시켜 그 활동의 

목적과 방식을 재검토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은 의료급여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절감과 양질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존재근거를 명확히 하며 

경영의 개선, 각종 활동의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완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함께 재정운영의 안정화와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조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조직 및 관리 체계  

 

아무리 좋은 정책안이 있더라도 그것을 시행하고 관리할 만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소용이 없다. 그런 점에서 그간 

우리나라 의료급여관련 관리체계는 어떠한 정책을 운영하기에는 

대단히 취약하였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내 의료급여과의 신설 및 

심사평가원내의 별도 부서구성 등 관리기능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정교한 정책의 시행을 위한 전문적인 평가, 기술지도의 여력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관리체계의 전문화 및 강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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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관리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서비스의 

관리 및 보다 정교한 정책의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조응하는 관리체계의 강화도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중앙부문의 관리체계가 달성해야 할 

당면과제는 첫째, 의료급여정책의 기본적인 정책목표와 이에 준하는 

정책목표치들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둘째, 이러한 목표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특히 첫 

번째 과제와 관련하여서 현행 의료급여제도와 다른 사회복지체계 및 

공공보건의료부문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메디케이드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사업이 아니라 주 정부의 

사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를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시․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의료급여제도에 있어 

중앙, 시․도, 시․군․구의 역할을 재 설정하고 이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의료급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면서도 사실상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시․도, 

시․군․구에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도, 

시․군․구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자기 지역의 건강안전망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지원하는 만큼의 다양한 부가 편익들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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