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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한 「의대 정원 한시

적 증원방안」에서, 2022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연

간 400명씩, 총 4,000명의 증원계획을 발표하였다

[1].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인구 천 명 당 활동

의사 수 3.5명에 비해 한국은 2.4명으로 의사인력

이 부족하다는 것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의과학

자의 양성 등을 주요 골자로 제시하였다[2]. 그러나 

OECD Health Data를 이용한 비교에 대한 문제점

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OECD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 간 국제비교에서 의사인력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낮은 보건의료비용 지출1)과 낮은 

사망률을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OECD 데이터를 이용한 국제비교 외에 의사인

1) GDP 대비 경상의료비 낮음, 경상의료비 중 정부 의무가입보험 재원 지중 낮음,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낮음, 낮은 공공재원 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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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근거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들이 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는 공급추

계와 수요추계로 이루어진다. 공급추계는 기준연

도를 설정하고 목표연도에 의사수를 추정한다. 수

요추계에서는 기준연도의 의료이용량을 이용하여 

목표연도에 소요될 의료이용량을 추정한다. 그리

고 추정한 목표연도의 의료이용량을 적절하게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수를 구한다. 공급측면에서 

추정한 의사수와 수요측면에서 목표연도의 의료이

용량에 필요한 의사수를 제하여 의사인력이 충분한

지 또는 부족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최근 

2015년, 2018년, 2020년 등 발표가 되었는데, 연

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의사

인력이 충분한지 혹은 부족한지에 대한 많은 논란

이 있었다. 미래에 의사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에는 박자 맞추듯이 의과대학 신설 움직

임이 있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의사인력의 수

급추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수행되어 왔

는데[3], 본고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연

구와 OECD 데이터를 이용한 활동의사 공급추계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 고찰

김양균 외(2013)는 수요기반 접근 방식에 의한 

의사 수급을 예측하였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의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간 입원 및 외래 연인원을 추계하였다. 입원환

자 진료에는 외래환자보다 의료인력이나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이 많음을 고려하여 입원 연인원에 2-3

배를 곱하여 외래연인원과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

하였다. 연간 의료수요량보다는 1일 기준의 의료수

요량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으므

로, 표준화한 1일당 입원연인원에 1일당 외래연인

원을 합하여 표준화된 1일당 의료수요량을 산출하

였다. 다음으로 활동의사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의

사 1인당 생산성을 적용하였으며, 의사 1인당 생산

성은 오영호 외(2010)에서 제시한 52.14와 정형선 

외(2011)의 45.76을 인용하였다. 

활동의사수의 추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하였

다. 첫 번째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활

동의사 수 추이를 분석하여 연간 증가인원을 적용하

는 등차방식이다. 두 번째는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졸업생수를 고려한 추계방식을 이용하였다. 활동의

사 1인의 진료량(생산성)을 52.14로 가정하면, 

2021년까지 활동의사의 공급이 과잉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활동의사 1인의 진료량(생산성)

을 45.76으로 가정할 경우에 2019년까지는 초과공

급 현상이 나타나지만, 2021년에는 진료일수에 따

라 의사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러나 의료이용량을 표준화 할 때 입원의 의료이용량

을 최대인 외래의 3배로 가정하고, 외래 진료일수를 

239일로 가정한 경우임을 감안해야 한다[4]. 연간 

외래일수 239일은 주5일을 기준으로 연간 소정 근

로일수를 산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실적

인 연 근무일수와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 중 기관단위의 연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0년부

터 1994년, 1998년, 2003년, 2006년, 2014년, 

2017년 등 여러 차례 수행해 왔으며, 이 중에서 보

고서가 공개된 2014년의 연구결과를 고찰하였다

[5-11]. 가장 최근 연구인 2017년의 의사인력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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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연구는 오영호 외(2014)와 같은 방법론으로 

의사인력을 추계하고,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으

므로 연구결과만 고찰하였다.

오영호 외(2014)는 의사인력의 공급추계에서 인

구학적 방법2)과 유입유출 방법3)을 사용하였다. 입

학정원은 2014년 입학정원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

으로 가정하였고, 국가고시 응시율 및 합격률을 적

용하여 유입을 추정하였다. 인력감소(유출)는 사망

자, 해외이주자, 은퇴자 등을 고려하여 의사인력의 

공급을 추계하였다. 수요추계방법은 의료수요방법

을 주된 수단으로, 먼저 기본연도의 의료이용량을 

분석하였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구분하고 입

원과 외래로 세분화하여 환산지수로 보정하였으

며, 건강보험 외 의료이용량에 해당하는 전액 자비,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2012년 환자조사자

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목표연

도의 의료이용량은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자료를 분석하여 성별･연령별 의료이용가중

치를 산출하고 목표연도 인구에 적용하였다. 인력

수요를 추계하기 위해 2012년 기준 총 의료이용량

을 연간 환자진료량(1일 환자진료량×연간 진료일

수)으로 나누어 의사 1인당 생산성을 산출하였다. 

의사 1인당 생산성을 80%-120%까지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근무일수를 255일과 265일로 구분하

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의사인력을 추계한 결

과 2024년부터 의사의 공급부족을 전망하였으며, 

생산성을 100%로 가정할 때 근무일수 265일에서

는 4,267명이 부족하며 255일 경우에는 9,960명

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하였다[11].

오영호(2017)은 2014년 연구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급측면

에서 2017년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수요측면에

서는 2012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로 

2030년에 의사 7,646명이 공급부족이라고 전망하

였다. 이 연구는 과거의 의료이용량 및 생산성을 적

용하였으므로, 현실에 맞는 의료이용량 및 생산성

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12].

홍윤철(2020)은 공급추계 데이터로 보건복지부

의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와 의사인력 공급현황을 

이용하였다. 공급추계에는 오영호 외(2014)와 같

은 인구학적 방법 및 유입유출 방법을 적용하였으

며, 의사인력의 은퇴시점은 75세로 가정하였다. 

2018년 기준 국민의 총 의료이용량을 의사 수와 근

무일 수로 나누어 의사 1인당 생산성을 산출하고, 

생산성이 증가할 경우를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구성

하였다. 수요추계 데이터 중 의료이용량은 건강보

험통계연보 2003-2018년을 이용하고, 인구 데이

터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을 

이용하였다. 기준연도 의료이용량의 가중치는 건

강보험 통계연보 2003-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연령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의료이용량 가

중치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목표연도 인구에 

적용하여 입원 및 외래 수요를 각각 예측하였다. 의

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는 2018년 현재 의사의 공급

과 수요가 적합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2021년부터 

2067년까지 의사인력 수급부족이 발생한다는 것

으로, 2054년에 의사가 55,260명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13].

2) 과거의 유입과 연령구조를 기준연도의 인력규모 및 연령의 분포와 비교하여 장래의 인력공급을 연령별로 추계하는 방법이다. 

3) 과거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의 인력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변화의 과정을 유입과 유출로 구분한다. 유입이 유출보다 많으면 인력

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며, 유입이 유출보다 적으면 인력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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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김양균(2013) 대한의사협회 공공의료TF 의견(안)(2020)

데이터
OECD Health Data

1980-2011

OECD Health Data

2008-2018

방법론

- OECD와 한국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31년, 21년, 11년, 5년으로 산출

- 산출한 연평균 증가율을 2011년 인구 천명당 활동의

사 수에 적용하여 추계

- 2008년과 2018년의 연령별 활동의사 수를 이용하여 

연령구간별 활동의사수 변화율을 산출하였으며, 연

10%의 은퇴율을 적용

- 의사인력 증원은 2021년부터 적용하여 2027년부터 

적용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

- 인구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 2067

년을 인용

- 활동의사 증가율 시나리오는 현행 유지, 10%증원, 

20%증원, 30%증원, 50%증원 등 다섯 가지로 구성

연구결과

- 우리니라가 OECD 국가 평균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와 같아지는 시점은 2023년(31년 추이)-2026년(5

년 추이)으로 분석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2028년 최대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하므로, 활동의사수는 2059년 15만 5,450

명으로 수렴하여 평행을 이룰 것으로 추정

- 인구 천 명 당 활동의사 수는 2067년애 4.4명, 

2100년에는 6.0명에 도달

- 의대정원 10% 증가에 따른 효과는 OECD 국가 평

균 활동의사 수 3.4명(2018년)에 도달하는 시기를 

2053년(현행 유지)에서 2048년으로 5년 단축

❙OECD 데이터를 이용한 활동의사 공급추계 연구의 비교❙

목표연도의 인구 예측자료는 통계청의 「장래인

구 특별 추계」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통계청의 장

래인구 특별 추계(2017-2067)에서 한국의 인구는 

2028년 약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이미 2019년 11월부터 인구가 약 5,185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예측치보다 8

년 이상 빨라진 인구 감소 시점을 감안한다면, 통계

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를 인구 예측자

료로 사용한 이 연구에서 의료서비스 수요모델의 

오차값은 상당할 것이 자명하다.

3. OECD 데이터를 이용한 활동의사 공급

추계 연구 고찰

김양균 외(2013)는 OECD 데이터를 이용한 공

급추계 모형에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31년, 21

년, 11년, 5년간의 인구 천 명 당 활동의사 수 증가

율에 대하여 등비 추계방식을 이용하여 한국의 인

구 천 명 당 활동의사 수가 OECD 국가의 평균에 도

달하는 연도를 계산하였다. 31년간, 21년간, 11년

간, 5년간의 인구 천 명 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

가율을 기준으로 각각 비교한 결과, 한국과 OECD 

국가의 평균은 빠를 경우 2023년, 늦어도 2026년

이면 같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013년 현재 캐

나다, 미국, 일본의 인구 천 명 당 활동의사 수는 각

각 2.37명, 2.44명, 2.23명이었으나, 캐나다와 일

본은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고 있음을 보고하며, 

인구당 활동의사 수에 대한 비교도 중요하지만,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도 같이 비교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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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4].

대한의사협회(2020)는 2008년과 2018년의 

OECD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령구간별 활동의사 변

화율을 산출하고, 연간 은퇴율 10%를 적용하여 활

동의사를 추계하였다. 인구추계 자료원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년을 이용하였다. 활동

의사는 매년 증가하여 2059년부터 약 15만 5천명

에 수렴하여 평행을 이룰 것으로 추정하였다. 통계

청의 장래인구추계는 2028년 약 5,194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점차 감소할 것으로 발표되었으

므로, 인구 천 명 당 활동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67년에 4.4명에 도달하고, 2100년에는 6.0명

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하였다. 추가로 의대정원 증

원에 따른 인구 천 명 당 활동의사 수의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다섯 가지 시나리

오4)를 구성하였다. 의대정원을 10%증원할 경우

(약 380명)에 인구 천 명 당 활동의사 수는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활동의사수인 3.4명에 도달

하기까지, 2053년에서 2048년으로 5년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

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였다[14].

4.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방법론의 

한계점 검토

우리나라에서 의사인력 추계를 담당하고 있는 연

구진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소속되

어 있다. 의사인력 추계 시에 고려해야 하는 인구증

감 및 지역적 인구분포, 의료이용량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의료전달체계, 실손의료보험체계 등의 현

실적인 문제는 반영하기 어려워 한계점으로 남겨두

고 있다. 정부의 추진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연

구를 수행하게 되어,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

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영호 외(2014) 연구에서 의사인력 

추계 방법론과 관련하여 공급요소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변수, 고용현황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의료수

요 측면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집단의 건강

상태, 역학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또한, 시나

리오 설정에서 변수가 제한적이므로 현실을 반영하

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

나리오를 활용한 의사인력 추계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특히,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5) 모델에서 의사들의 근무 일수

만을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의사들의 근무 형태 및 

시간(Full Time Equivalent)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노동생산성이 모델에 반영되지 못

한 한계점이 있다. 이 모델을 통한 연구의 결론은 의

사들의 근무일수가 255일 경우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일수가 269일이라면 

전체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대

다수의 병･의원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

고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무일수가 300일에 

가깝다는 의사들의 의견이 있다. ‘2016 전국의사조

사’의 조사결과인 진료의사의 연 근무일수 300.6일

을 적용하면[15], ARIMA 모델에서 의사공급이 과

잉될 것이라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나리오를 현행유지, 10% 증원, 20% 증원, 30% 증원, 50% 증원으로 구성하였다.

5) ARIMA 모델은 계량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되며, 시간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 시계열 분석기법으로, 평균증가율이나 로지스틱함수보다

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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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김양균 외(2013) 오영호 외(2014) 오영호(2017) 홍윤철(2020)

공급
측면

추계
데이터

2007-2011 활동의사 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자료 등
보건복지부 자료
(보고서 비공개)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및 
의사인력 공급현황

추계
방법론

<2가지 방법으로 공급 추정>

- 등차방식(연평균 활동의사 절대 증
가수)을 이용한 추계

- 졸업생 현황 및 수련기간을 고려한 
추계방식

- 활동의사 1인당 생산성은 오영호(2010)
에서 제시한 52.14와 정형선(2011)

이 제시한 45.76을 인용

<인구학적 방법 + 유입유출방법 적용>

- 2012년 의료인력, 연령구조, 유입
유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목표 

연도의 공급수를 연령별로 추계하
여 합산

- 의사 1인 생산성은 2012년 총 의료
이용량을 1일 환자진료량×연간 진

료일수로 나누어 산출
- 진료일수 및 생산성에 대한 시나리오 

구성

<인구학적 방법 + 유입유출방법 적용>

- 2017년 의료인력, 연령구조, 유입
유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목표 

연도의 공급수를 연령별로 추계하여 
합산

- 근무일수는 265일을 기준으로 하고, 
의료인력 1인당 환자수는 2012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인구학적 방법 + 유입유출방법 적용>

- 오영호(2014)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
- 2018년 의료인력, 연령구조, 유입

유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목표 
연도의 공급수를 연령별로 추계하

여 합산
- 의사 1인 생산성은 2018년 총 의료

이용량을 의사 수×연간 근무일수
로 나누어 산출

- 생산성 증가를 가정하여 시나리오 
구성

수요
측면

추계
데이터

2003-2011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입원과 외래 연인원, 입내원일수)

2012년 심평원 의료이용 

데이터(비공개)
(보고서 비공개)

건강보험통계연보(2003-2018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

추계
방법론

<의료수요에 의한 추계방법론>
- 2003-2011년의 입원과 외래의 

환자수로 의료이용량 증가분을 각각 
추정

- 입원연인원(2-3배)+외래연인원으로 
표준화하여 총 의료수요량 산출

<의료수요에 의한 추계방법론>
- 2012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입

원과 외래를 환산지수로 보정하고 
건강보험 외 의료이용량을 보정하

여 1인당 의료이용량을 산출
- 목표연도 인구에 1인당 의료이용량

(성별･연령별 가중치)을 적용하여 
의료수요를 예측

(보고서 비공개)

<의료수요에 의한 추계방법론>
- 건강보험통계연보 2003-2018년의 

성별･연령별 의료이용 가중치를 산출
- 목표연도 인구에 성별･연령별 건강

보험 의료이용 가중치를 적용하여 
입원 및 외래의 의료수요를 예측

연구결과

- 활동의사 1일 진료량 52.14를 적

용할 경우, 2021년까지 과잉공급 
발생, 즉 수급이 부족하지 않음.

- 활동의사 1일 진료량 45.76의 경
우, 2019년 이전에 초과공급현상

이 발생하다 2021년에 공급부족이 
나타남

 ∙ 2021년에 의사의 연간 진료일수와 
생산성에 따라 3,000-17,000명 

부족

-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의사인

력은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2030년에는 4,267~9,960명

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2030년에 의사는 7,646명 공급부

족으로 전망
- 의료인력 부족문제는 보건의료 환

경의 변화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증가를 주요원인으로 분석

- 2067년까지 의사인력 수급이 부족

- 현행유지; 2054년 55,260명 부족
- 500명 증원; 2051년 45,286명 부족

- 1,000명 증원; 2050년 36,111명 부족
- 1,500명 증원; 2048년 27,755명 부족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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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요에 의한 추계방법론은 기준연도의 건강

보험 의료이용량에 대하여 입내원별, 성별, 연령별 

등의 구성비를 산출하고, 추계하고자 하는 목표연

도의 인구에 적용하여 의료이용량을 산출한다. 오

영호(2014)는 총 의료이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건강

보험 의료이용량에 환자조사자료6)를 이용하여 비

보험 적용 의료이용량을 보정하였다. 그러나 특정

연도의 건강보험 의료이용량에 해당하는 작은 표본

만으로 총 의료이용량을 보정하는 것은 중장기 추

계에 대한 설명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홍윤철(2020)은 건강보험통계연보 2003년-2018

년을 이용하여 성별･연령별 의료이용 가중치를 산

출하였다. 장기간의 건강보험 의료이용량의 가중

치를 산출하여 목표연도의 인구에 적용하였지만, 

건강보험 외 의료이용량에 대하여 보정하지 않았

다.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진료비7)만을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자비 등 비급여와 산재보

험,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료이용량을 보정하여 총 

의료이용량을 산출해야 한다. 정부에는 산재보험

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심사 및 청구데이터가 축적

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 데이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의료인력 공급추계 방법론은 추계하고자 하는 목

표연도를 설정하고 기준연도의 인력공급에 신규 유

입인력을 더하고 퇴직, 이주 등 인력 유출률을 제하

여 산출하는 것이다. 의료인력의 공급을 추계할 때, 

미국은 노동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

로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등), 지리학적 특성(근

무지, 거주지), 노동시장 특성(실업률, 임금수준) 등

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의료인력 수요추계

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방법론으로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의 질병, 역학, 개인특성, 사회경제적 특

성 등의 미시적 요인과 정책, 정치영향 등 거시적 요

인을 감안하여 추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의료수요기반 접근방식 추계는 현재 의료이용량

을 바탕으로 미래 의료인력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

법인데, 의료수요를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대리측정지표로서 의료이용량을 사용

한다. 이 방법론의 기본가정은 현재 의료서비스 이

용패턴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다. 기본가정을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

인력의 생산성, 질병의 패턴, 보건의료 환경 등의 다

양한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의료수요를 추계하도록 

권장한다. 만약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면, 이를 먼 미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요측면에서 큰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

계가 있는 것이다[16].

객관성･투명성이 확보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연

구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

건의료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의료인력 수급계

획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수행해야 한

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적인 보건

의료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의사인력의 공급

과 수요에 대한 추계가 정밀해진다. 정부주도의 일

방적 연구보다는 중립적 시각에서 이해 당사자의 

6) 2012년 환자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비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비보험 적용 의료이용량을 추정하였다.

7) 건강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와 법정 본인부담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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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

고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한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 HRSA, 캐나다 CIHI, 네

덜란드 NIVEL8) 등과 같이 의사인력 추계분석을 전

담하고, 이해당사자들인 정부, 의료공급자간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하므로, 먼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

획에 기초한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

적･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8) 미국 Health Resource and Services Administration, 캐나다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네덜란드 

Netherlands Institute for Health Servic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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