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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evaluate economic impact of the Public Health Pharmacist, in a societal perspective. We set
the work scope of Public Health Pharmacist as supporting of filling a prescription in public hospitals, medication
counseling and night time pharmacist in health center. Clinical outcomes of Public Health Pharmacist included drug
compliance increase, social hospitalization reduction, and late night pharmaceutical accessibility improvement. And as
result of drug compliance increase, inappropriate medication discontinuation, subsequent drug-related morbidity and
mortality reduction might take place. Economic outcomes included cost savings from direct medical cost reduction such
as medication and healthcare utilization and indirect cost of family members and care-givers. Input costs for Public Health
Pharmacist included payroll costs, indirect expenses for the personnel, health center operating expenses for night time,
medical material expenses, and telephone and visiting expenses for medication counseling service. Model parameters for
outcomes were derived from published literatures, and costs were from literatures and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data in
Korea. Annual costs and benefits were estimated in the year of 2018. We assumed that 1,347 public health pharmacist
would be in charge, and their service meet the need of over 65 population fully, and that of the whole population in Korea
in case of the “public night pharmacy.” Cost for Public Health Pharmacist was ￦70,974,390,845 per year and benefit for Public
Health Pharmacist was ￦180,167,236,698 per year. Benefit-to-cost ratio was 2.538:1 and net benefit was ￦109,192,845,853
per year. However, in a certain condition in sensitivity test, it was showed that benefit of Public Health Pharmacist may
reduced considerably. This implied that the cost effectiveness and economic validity of Public Health Pharmacist depend
on change of medical care utilization behaviors people. In conclusion, the economic validity of Public Health Pharmacist
was at least neutral under several alternative scenarios.
Keywords Economic evaluation, public health, pharmacist, drug compliance, night-time public pharmacy

서 론(Introduction)

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제 수
준의 학제 마련이었다.1) 그러나 그러나 학제개편 이후에 실질적

인구가 고령화되고, 질병 양상이 장기화, 만성화 되어감에 따

으로 약사가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지

라 의약품의 파급력은 증가하고, 보건의료계에서 올바른 의약품

않았다.

의 복용은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흐름을 같이

과거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 배치 경험을 반추해볼 때, 국

하여 2009년부터 약학대학이 6년제로 학제개편되고, 2015년에 약

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

대졸업자가 첫 배출되었다. 약학대학의 학제개편의 목적은 국민

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6년제 약대 졸업자(전문약학사 취득자)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양성 구축, 폭넓은 교양과 전문

중 군 미필 면허취득자를 ‘공중보건약사’(가칭)로 활용하는 방안
이 있을 수 있다. 해당 관련 법령 개정안은 이미 2013년에 제
안된 바 있으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 실질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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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활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대안이 타당한지,
해당 인력의 정책적 활용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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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amework of economic evaluation
Input (Cost)

Payroll costs for public health pharmacist

↓

Operating expenses

▼
Medication management(visiting service)
Management of vulnerable population in medication
Supporting to filling a prescription in public hospitals

Expected
Activities

Administrative work in health centers or posts
Mobile clinic pharmacists such as hospital ships
Pharmaceutical service in vulnerable time, e.g. late night

↓
Output
↓

Benefit

▼
Drug compliance increase and inappropriate Public sector medication counseling
medication discontinuation
capacity and accessibility strengthening
▼
(Inpatient) Medical/time cost reduction due
to adverse drug reaction
(Outpatient) Medical/time cost reduction
due to adverse drug reaction
Mortality reduction due to adverse drug
reaction

Late night medicine accessibility
enhancement

▼

▼

Social hospitalization reduction due to
lack of medication management

(ER and outpatient) Medical cost
reduction of non-emergent patient

Medication cost reduction due to
inappropriate medication discontinuation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약품 사용의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여 공중보건약사의 업무
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중보건약사 인력의 활용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수혜 예상 집단

본 연구의 평가 대상인 공중보건약사는 아직 도입되거나 활

Table 1에 따르면 공중보건약사의 활동은 약물관련 문제의 발

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중

생을 예방하고, 취약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보건 영역에서 약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활동 가능한 영역을

수 있으므로, 공중보건약사의 활동에 따라 편익을 입는 집단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2)-7)를 검토하고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집단으로 한정하였다. 공중보건

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여 약사의 업무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

약사의 활동 중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복약관리는 노인 인구집

정하였다. 첫째, 공중보건약사는 조제인력이 부족한 공공병원이

단에서 그 비율이 높은 다제복용군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나 지방 의료원, 의약분업예외지역, 병원선 등에서 주요 업무 중

사회적 입원의 경우에도 고령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

하나인 조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둘째, 병원 수준 뿐 아니

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한 서

라 보건소에서도 국민들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 안

비스이므로 전체 연령집단을 수혜 대상으로 하였다.

전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복약관리 및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 노령화에 따라 노인인구 중 다제복용자의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공중보건약사는 공적 영역에서 복약관

분석관점 및 할인
2018년 연간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1년

리 역할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간의 단년도 분석이므로 할인은 필요하지 않았다.

로는 심야시간 등 취약 시간대에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해 이상과 같은 공중보건

현재 공중보건약사의 활동과 비교될만한 비교대안이 현실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방문약료 등 일부 서비스는 보건소의

공중보건약사 인력의 활용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문건강서비스와 유사하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면에서 대

위의 내용을 연구의 분석틀로 확장해보면 Table 1과 같다.

안으로 비교하기에는 적절하기 않으며 오히려 상호협력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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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중

이들 지표에 대한 영향은 성과로 추정된 비율만큼 의료비, 약제

보건약사 인력 활용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다른 대안과 비교하

비,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

지 않고,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편

이를 계산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결과

익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만을 편익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복약관리로 인한 2차적 합병증
예방과 관련한 편익은 고려하지 않았다.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기존 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보건소

연구모형의 가정
전국의 65세 노인인구집단 중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자는 모

운영시간 외 3시간을 추가 개소하는 것으로 하였고 공중보건의

두 병원약사의 복약관리(복약지도, 관련 교육 등)를 제공받는다

사의 근무에 준하여 1달에 20일을 개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고 가정하였고,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에 있어서는 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장시간 개소하는 것이 타당할

제복용군인 경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약사의 복약관리

것이나,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 기존 제도인 공중보

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복약관리는 방문과 전화의 두 가지

건의사 제도의 관행을 따를 것으로 가정하여 이와 같이 설정하였다.

형태로 수행된다고 보았다. 복약관리를 받는 경우 입원이나 외
래진료와 같은 의료이용, 의약품 복용 뿐 아니라 사망률과 같은

공중보건약사 활용에 따른 편익 변수와 자료원

a)

위에서 설정한 활용범위에 따르면 공중보건약사 활용에 따른

중차대한 건강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Table 2A. Model parameters for clinical outcomes-Drug compliance increase
Parameters

Values

Data Sources

6.8%

Sohn and Shin (2007)9)

Drug-related hospitalization

7%

SNUH-Bundang, center for
geriatric diseases (2004)11)

Drug-related physician visit

20%

Hajjar et al. (2003)12)

21.6%

Taitel et al. (2012)13),
Marusic et al. (2013)14),
Leguelinel-Blache et al. (2015)15)

Drug-related mortality

Increase in drug compliance from pharmaceutical carec)
Drug discontinuation from pharmaceutical care

28.9%

Shin and Sohn (2007)

Decrease in drug-related mortatlity from pharmaceutical care

30.9%

Shin and Sohn (2007)

Decrease in drug-related hospitalization from pharmaceutical care

3.7%

Tran et al. (2017)16)

Decrease in drug-related physician visit from pharmaceutical care

62.5%

Shin and Sohn (2007)

Public hospital utilization

11.4%

MOHW·NMC (2017)17)

Polypharmacy in over 65 year-old

15.2%

Cho et al. (2005)18)

Average time taken per physician/hospital visit

1.02 (hour)

Jeong (2007)19)

Length of stay for over 65 year-old per year (Average)

11.2 (days)

KIHASA (2016)20)

88,952 (hundred million won/KRW)

KIHASA (2016)20)

Number of inpatient for over 65 year-old per year (Total)

2,891,754 (person)

MOHW (2017a)21)

Number of outpatient for over 65 year-old per year (Total)

201,365,000 (person-days)

MOHW (2017a)21)

12,860 (won/ KRW)

HIRA (2018)22)

211,817 (person)

Statistics Korea (2014)23)

50,004 (hundred million won/KRW)

HIRA (2015)24)

Hourly wage for the old (over 60)

5,800 (won/ KRW)

Statistics Korea (2016)25)

Daily wage for the old

59,090 (won/ KRW)

Statistics Korea (2016)25)

41.6%

Statistics Korea (2018)26)

80,000 (won/ KRW)

edaily (2017.02.12.)27)

48.9%

KIHASA (2006)28)

Inpatient cost for over 65 year-old per year (Total)

Payment by NHI per physician visit (hospital level and revisit patient)
Number of Death for over 60 year-old per year
Pharmaceutical cost for over 65 year-old per year (Total)
d)

Employment-population ratio for the old (over 60)
Care-giver cost per day
Need for care-giving in inpatient (hospital level except nursing hospital)

a) 사용되는 자료의 수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연구의 결과보고서 에 제시되어 있다.
b) 복약순응도와 복약이행도는 동일한 영어표현에 대한 서로 다른 번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약순응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선행연구를 인
용할 때에는 원문 그대로의 표현을 가져왔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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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값은 유사연구인 신현순과 손현택(2007)9)의 자료를 참고하

점에 따라, 국민(수혜자 개인) 뿐 아니라 보험자, 가계에 발생하

였으며 노인인구 수, 의료이용현황과 같은 자료는 국내의 최근

는 편익도 모두 포함한다.

통계자료에서 가져왔다.

복약순응도b) 증가 효과

복약관리 접근성 증가로 인한 사회적 입원 감소

복약관리에 따른 편익은 손현순과 신현택(2007) 의 연구에서

복약관리 접근성 증대로 인한 사회적 입원의 감소e)는, ‘65세

다룬 ‘약료서비스’의 편익의 범주와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미국

이상 노인 가운데 복약관리 부족으로 인한 요양병원에 대한 사

병원약사회(1993) 에 따르면 ‘약료’는 ‘질병의 치료, 증상의 제

회적 입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65세 이하의 환자의

거 또는 경감, 질병 진행의 저지 또는 지연, 질병 또는 증상 발

요양병원 입원은 복약관리 이외의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

9)

10)

현의 예방을 위해 직접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약물요법을 제공

고, 요양병원 외 요양원 등의 입소자의 경우 대부분 장애 중증

하는 임상서비스’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임상 세팅에 따라 그

도가 높아 복약관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입원서비스가 필요할

내용이나 약사의 개입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손현순과 신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입원 환자라고 해도, 입

택(2007)9)은 ‘약료서비스’의 범위에 전반적인 환자 및 의약품의

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을 고려, 경

평가, 복약력 및 부작용 기왕력 검토, 복약이행도의 중요성에 대

제적 활동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 환자의 생산성 손실

한 환자상담 및 복약이행도 모니터링, 복약법에 대한 환자교육,

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전화확인, 그리고 약물-약물 및 약물-질환 상호작용, 처방검토

요양병원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

및 확인을 통한 약물요법의 변경 및 조정권고 등을 포함하였다.

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 수준에서의 복약관리·방문약료, 공공의

체기능저하군’ 등 7단계의 환자군으로 나눈다. 강정희(2013)29)의

료원 및 병원 수준에서 조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복약지도 등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기간 내 신규 환자 중 환자 분류군이 ‘문

모두 ‘약료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단순히 약을

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이면서 ‘입원 후 180

조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먹고 있는 약과의 상호작용이나

일 동안 상태가 악화되지 않은 환자’를 ‘사회적 입원’이라고 정

복약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여 불필요한 의약품의 복용,

의하였는데, 이들의 비율은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4.4%를 차지

의약품 부작용이나 오남용을 막는 데에 공중보건약사 활용의 목

하였다.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입원에는 복약관리 부족 외에도 돌봄제공자의

공중보건약사의 복약관리(복약지도, 의약품 안전성 관련 교육

부족이나 인지장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등)에 따라 복약순응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에 따라 입원 및 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정희

래 의료이용 감소, 사망 감소, 불필요한 약품비 감소 등과 같은

(2013)29)의 연구대상 가운데 약물관리가 주된 입원 이유일 것으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중보건약사 활

로 보이는 질환(고혈압) 환자만을 ‘복약관리 문제로 인한 사회

동의 결과인 복약순응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로서 투약

적 입원’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주진단이 고혈압인 환자는 신체

중단, 사망 감소, 약물 관련 입원 및 외래 이용 감소 등을 고려

제한, 인지장애가 없고 활동보조 등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

하였다. 국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국내 문헌의 자료를

으로 보았고 그 외 주진단(치매, 정형외과 질환, 뇌졸중, 암환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용가능한 적절한 문헌이 매우 부족했다.

등)의 환자는 중증도가 높아 신체제한이 있거나, 인지장애가 있

국내 문헌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외 문헌을 이용하였고,

거나 또는 활동보조가 필요한 등의 질병으로 판단하였다. 즉, 고

Table 2B. Model parameters for clinical outcomes-Social hospitalization reduction
Values

Data Sources

Social hospitalization in inpatient

Parameters

4.4%

Kang (2013)29)

Social hospitalization caused by medication management as the major reason

6.6%

Kang (2013)29)

Over 65 year-old among social hospitalization

78.9%

Kang (2013)29)

2,388,169 (won/KRW)

Park et al. (2009)30)

45,500 (person)

Statistics Korea (2016)31)

Average monthly nursing hospital cost per patient
New patient in nursing hospital per year

c) 세 건의 참고문헌들에서 도출된 값들의 중위값을 사용하였다.
d) 해당 분석의 대상은 고령자이므로 거동불편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므로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
지 않거나, 일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연령집단과 동일하게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평균 소득을 별도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보수적 접근은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만 인
건비 산정에 있어 가용한 통계자료가 60세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어 해당 자료를 사용하였다.
e) 본 연구의 연구진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약물복용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입원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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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이 주 진단이면서 6개월동안 더 상태가 악화되지 않은 환

정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 방문을 가정하기 때문에, 교통

자들을 ‘복약관리가 가능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군’

비가 응급실이나 외래 방문시보다 적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으로 가정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만을 분석대

다만, 시간 편익은 여전히 산정하였는데 진료를 보거나 대기하

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사회적 입원 가운데 노인환자의 비율을

는 데 시간이 필요한 응급실 및 외래진료 이용과 달리 약국 이

계산할 필요가 있다(요양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노인환자비율:
78.9%).

용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약사 활용에 따른 비용 변수와 자료원
심야시간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중보건약사는 현재 활용되지 않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발생하는 편익은 기존 심야약국 관련

고 있으므로, 현실에 기반해 비용 항목을 정하거나 규모를 추정

연구인 서동철 외(2017)32)의 연구를 우선적으로 참고하고, 현 시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중보건약사의 활용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점에서 보다 최신 자료가 이용 가능한 경우 최신의 자료로 갈

투입인력의 규모를 추정하고 요구되는 비용을 계산하였다. 인건

음하였다. 심야약국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야간시간

비 외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인력활용에 따른 기본 경비, 복약

약국 이용으로 인해 비응급 환자가 야간 응급실 및 익일 외래

관리 시 발생하는 전화 및 교통비, 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보

진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비 절감 효과

건소 추가 운영경비와 재료구입비 항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와, 심야운영을 통한 운영 수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야간에 발
생하는 응급 환자의 경우 당연히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비

인건비

응급환자의 경우 필요한 의약품을 구할 수 있으면 반드시 응급

공중보건약사의 투입 인력의 수는 앞서 논의한 바에 따라, 국

실이나 외래진료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내 의사-약사 총 인원 수 비율(2.69:1)을 공중보건의사 배치 규

본 분석에서 교통비 편익은 산정하지 않았는데, 개국약국을

모인 3,627명40)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 계산에 따르면 공중

활용하는 심야약국의 효과를 분석하는 서동철 외(2017)32)의 설

보건약사 규모는 1,347명 가량이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해

Table 2C. Model parameters for clinical outcomes-Late night pharmaceutical accessibility improvement
Parameters

Values

Data Sources

Rate of EMR visit whthout late night pharmacy

23.0%

Suh et al. (2017)32)

Rate of patient with mild Symptom

63.0%

Bucheon Pharmaceutical Association (2013)33)

Rate of patient visiting clinic tomorrow whthout late night pharmacy

22.8%

Bucheon Pharmaceutical Association (2013)33)

Outpatient prescription rate

57.0%

HIRA (2017)34)

70%

Bucheon Pharmaceutical Association (2013)33)

Total time of EMR Visit completion (Non-Emergency Patient)

3.15 (hour)

Korea Consumer Agency (2012)35)

Average time spent using a clinic

1.02 (hour)

Jeong (2007)36)

Average time to buy generic drugs for mild patients

0.43 (hour)

Jeong (2007)36)

Expenses per night/holiday at EMR

97,830 (won/KRW)

Bucheon Pharmaceutical Association (2013)33)

Patient's cost per night/holiday at EMR

41,927 (won/KRW)

Bucheon Pharmaceutical Association (2013)33)

Average medical expenses at clinic & hospital

73,239 (won/KRW)

Bucheon Pharmaceutical Association (2013)33)

Average patient’s cost at clinic & hospital

31,388 (won/KRW)

Bucheon Pharmaceutical Association (2013)33)

Average dispensing charge at pharmacy (insurance cover)

4,248 (won/KRW)

HIRA (2018)22)

Average dispensing charge at pharmacy(patient cover)

1,820 (won/KRW)

HIRA (2018)22)

Cost of purchasing generic medicines per patient at late night pharmacy

4,957 (won/KRW)

Bucheon Pharmaceutical Association (2013)33)

Addition rate of night dispensing

30%

HIRA (2017)34)

Return on generic drug sales

30%

Suh et al. (2017)32)

Average number of visits per hour at the late-night pharmacy

2.4 (person)

Suh et al. (2017)32)

The average number of prescriptions per late night pharmacy

0.1 (case)

Suh et al. (2017)32)

4,780 (won/KRW)

Suh et al. (2017)32)

240 (day)

20 days per month

60.9%

Statistics Korea (2018)26)

7,530 (won/KRW)

Minimum Wage Council (2018)39)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burden ratio

The average revenue per prescription
Annual public late-night pharmacy opening day
(over 15 years old) employment
Average earnings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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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규모는 공공의료기관에 30병상 당 1인의 약사를 배치할 수

화·팩스·통신비, 정보통신 유지·보수비 등), 소모품비 등은

있고, 보건소의 최소배치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개소 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이다.

8)

공중보건약사의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제도에 준하여 적용하
였다. 공중보건의사제도 하에서 일반의는 중위 1호봉, 전문의는

2) 재료구입비(의약품 및 소모품비)

대위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한다. 약사는 6년제 교육(약

공중보건약사의 다른 역할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의약품을

학전문대학원 기준)을 받았고 약제장교가 중위에 임관하고 있으

활용하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는 형태이므로 추가적인 의약

므로 일반의에 해당하는 중위 1호봉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품이나 소모품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심야약국 운영을

선행연구 에서도 공중보건약사(가칭)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와 동

위해서는 각 보건소별로 기본적인 약품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일한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이 의약분업 적용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보건

2)

분석에서는 공중보건약사의 수요 전체 규모가 충족된 상황을

소에 약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하였는데, 그 구성(1년차-3년차의 비중)에 대해서는 알기 어

본 분석에서는 인력 투입에 있어 보건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려우므로 호봉에 따라 월급을 차등 계산하기 어려우며 진료수

보건소는 의약분업이 적용되는 도시 지역에 있는 것이 대부분

당 등 추가로 받는 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것이므로 개인의 월

이다. 따라서 약품 및 약국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였다. 다만,

급을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차와 무관하게 평균연봉(전 재

의약분업 적용 대상 지역의 경우 야간약국 운영의 효율성 등을

직기간 평균연봉)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고 보건소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약품을 구비하기보다는 근

및 기관 운영에 필수로 소요되는 각종 사무용품과 물품 구입,

처 약국의 협조를 얻어 사용빈도가 낮은 약품을 조달하는 방법

업무추진비 등 간접비 성격의 기본경비는 행정자치부의 인건비

이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비 기본 경비 비율인 16.5% 를 인건비에 가산한다.
41)

3) 교통비 및 전화비
공중보건약사의 근무일수는 공중보건의사에 준하여 계산하였

경비
1) 시설운영비

다. 주말 외에 공휴일, 월차 등 휴무일을 함께 고려, 1달에 평균

보건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시간 중 근무에 대해서는 별

20일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방문서비스의 경우, 기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존 운영하는 방문간호서비스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보건소 운영시간 외에도 보건소를 개소해야 하므로 별

가정해 교통비(차량운용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산정

도의 운영비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해

하지 않는다. 다만, 전화 상담을 위한 전화료와 출장비를 산정

발생하는 추가적인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서동철 외(2017)32)의

한다. 업무 비중이나 인력 배치 비율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된

비용 추계 모형을 참고하였다.

바가 없으므로, 임의로 전화상담 및 방문약료 투입일수를 산정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제세금 등은 야간시간 개소와 무관하

하였다. 전체 공중보건약사 중 어느 정도의 인원이 보건소에 배

나 동력비(전기료, 수도세, 가스비, 유류비 등)과 정보통신비(전

치되어 방문약료를 제공할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Table 3. Model parameters for input (cost) estimation
Parameters

Values

Data Sources

<Payroll for Public Health Pharmacist>
Average annual salary for Public Health Doctor
Indirect cost rate for payroll

41)
￦ 26,678,844 (payroll per month: 2,233,237원) Korea Taxpayers’ Association (2018)
16.5%
MOIS (2016)42)

<Additional health center operating cost for night-time public pharmacy>
Average operating cost for night-time pharmacy
Total number of health center

￦ 735,748
254

Suh et al.(2017)32)
MOHW (2017c)43)

<Medical material expenses for night-time public pharmacy>
Medical material expenses
Total number of health center

￦ 720 million
254

KHIDI (2012)44)
MOHW (2017c)43)

<Communication(telephone)·travelling expenses for visiting service>
Average time for telephone counseling

20 hours/month

telephone fee

￦ 14.5/10 sec.
5 days/month

KT (2018)45)

￦ 40,000

MPM (2017)46)

Average number of days for visiting service
Daily and food expenses per day(travelling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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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Results)f)

사로 활용되는 경우와 보건소에서 방문약료 등 추가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수혜집단이 다를 것

공중보건약사인력 활용의 편익 추정

이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약사인력 활용에 따른 편익은 복약순응도 증가에 따

공공의료원 수준에서의 편익은 65세 이상 노인 중 공공병원

른 효과, 사회적 입원 감소효과, 그리고 심야시간 의약품접근성

을 이용하는 분율 만큼의 인구집단에 대해 편익이 발생하는 것

증가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복약순응도 증가

으로 보았고, 보건소의 경우 편익의 중복 산출을 피하기 위해

로 인한 의료이용 감소는 공공의료원과 보건소 두 수준으로 나

공공병원 비이용자에 한해 편익을 계산하였다. 다만, 보건소와

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약사가 공공의료원에서 병원약

공공병원에서의 공중보건약사인력의 활용으로 인해 수혜자 개

Table 4. Estimated benefit of public health pharmacist per year
Category

Benefit

sub-category

Equation

Sum) ￦ 161,996,588,123
<(Public Medical Center level) Improved medication adherence→Benefits from reduced medical use>
￦ 51,068,449,684

Decrease in outpatient medical expenses:
Decrease in outpatient Time benefit:

￦ 9,773,119,324

Decrease in hospitalization cost:

￦ 2,626,396,752
￦ 235,066,805

Decrease hospitalization cost: Time benefit:

￦ 374,095,797
<(Public Health center level) Improved medication adherence→Benefits from reduced medical use>

Reduced cost of care due to reduced hospitalization
Increase of medication
adherence

Decrease in outpatient medical expenses:

￦ 60,328,861,893

Decrease in outpatient Time benefit:

￦ 11,545,311,628
￦ 3,102,650,030

Decrease in hospitalization cost:

￦ 277,692,252

Decrease hospitalization cost: Time benefit:

￦ 441,931,835
<(Social aspect) Improved medication adherence→Decrease in drug side effect→Benefits from reduced mortality>

Reduced cost of care due to reduced hospitalization

￦ 21,315,286,712
<(Social aspect) Benefits of reducing drug costs due to medication management>

Benefits from reduced mortality

Benefits of drug costs due to discontinuation of unnecessary medication
Reduced social
hospitalization

Sum) ￦ 2,987,660,976
Benefits from preventable social hospitalization:

￦ 907,725,412
￦ 2,987,660,976

Sum) ￦ 15,182,987,598 ( 59,775,542×254 centers)
<Benefits from unvisiting Emergency Room>
￦ 24,495,380

Medical expenses) Reducing insurance cover:
Medical expenses) Reducing patient cover:

￦ 9,256,815

reducing time-cost:

￦ 3,123,153
<Benefit from out-patient clinic unuse next day>

Increased accessibility of
medicines at late night

￦ 13,997,558

Medical expenses) Reducing insurance cover:

￦ 5,051,536

Medical expenses) Reducing patient cover:
Dispensing expenses) Reducing insurance cover:

￦ 462,774

Dispensing expenses) Reducing patient cover:

￦ 198,270

reducing time-cost

￦ 517,100
<Operating revenue from late-night pharmacy>

Generic drug sales revenue per mild patient:

￦ 2,569,709

Revenue of night premium per mild patient:

￦ 103,248

f) 공중보건약사인력 활용의 편익과 비용 추정에 관한 수식은 해당연구의 결과보고서 참조할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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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parameter를 이용하여 편익을 계산하였다. 복약순응도 증가로 인
한 사망률의 감소 및 약품비 감소 편익은 기관을 구분하지 않

공중보건약사의 활동이 의료이용 감소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고 한꺼번에 계산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 외래의료이용은 약료서비스와 별개로, 만 65

공중보건약사의 복약관리활동으로 인해, 관련된 사회적 입원이

세 이상 노인의 정액제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약료

감소하고 이에 따른 편익이 발생한다. 기존 연구에서 조사된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약물관련 외래이용 감소 비율이 미미할

적 입원의 비율은 뇌병변 환자가 포함되는 등 활동제한이 있는 환

수 있다. 따라서 약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약물관련 외래이용

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복약관리’가 되

감소비율을 62.5%에서 30%/15%로 감소시켜서 편익을 계산해보

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인원(65세 이상 노인 중 주진단

았다.

이 고혈압이고, 환자분류군이 하위 3개군에 해당하는 집단)에 대

약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약물관련 외래이용 감소비율이 30%

해서만 편익을 계산하였다.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증가로

인 경우 공중보건약사의 약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복약순응도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응급실 미이용 및 익일 병의원 외래진료

향상에 따라 나타나는 의료이용 감소편익이 92,984,402,009원이

미이용으로 인한 편익 외에 운영 수익을 추가로 산출하였다. 공

되고 총 편익은 111,155,050,583원이 된다. 비용은 동일하게

중보건약사인력 활용에 따른 편익은 연간 180,167,236,698원이

70,974,390,845원이므로 비용-편익 비율은 1.556이 된다. 약료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스 제공으로 인한 약물관련 외래이용 감소비율이 15%인 경

공중보건약사인력 활용의 비용 추정

향상에 따라 나타나는 의료이용 감소편익이 61,132,623,802원이

우에는 공중보건약사의 약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복약순응도
공중보건약사인력 활용의 비용은 크게 인건비와 경비로 나눌
수 있다. 인건비는 공중보건약사 투입인원에 1인 평균 연봉 및

되고 총 편익은 79,303,272,376원이 된다. 비용은 동일하게
70,974,390,845원이므로 비용-편익 비율은 1.117이 된다.

기본경비(평균연봉*행정안전부의 기본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하
였고, 경비는 심야공공약국운영을 위한 보건소 심야운영비, 재

복약관리가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키지 않을 경우

료구입비를 전국 보건소 개수만큼 곱하여 합산하였다. 그리고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이후에도 복약문제로 인한 사회적 입

방문약료 및 전화상담을 위한 교통비와 전화료는, 전화상담시간

원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 편익은 2,987,660,976원 감소한

당 전화료 단가를 곱하고 공중보건약사의 방문약료제공일수에

177,179,575,721원이고 비용은 동일하게 70,974,390,845원이다. 이

일당 지급 출장비를 곱한 후에 공중보건약사 투입인원을 곱한

경우의 비용-편익 비율은 2.496으로 소폭 감소한다.

값을 계산하였다. 공중보건약사인력 활용에 따른 투입비용은 인
공공심야약국을 8개 도 및 제주도에만 설치하는 경우

건비와 경비를 합산하여 연간 총 70,974,390,845원이 발생하는

도시는 상대적으로 의약품 접근성이 높으므로 공공심야약국

것으로 나타난다.

을 도시(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

비용편익분석 결과
공중보건약사인력 활용에 따른 편익은 연간 180,167,236,698

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지역에서 제외.
이 경우에도 인력 투입은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고 비용에 있어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중보건약사인력 활용에 따른

서는 운영경비 및 의약품 구입 비용만을 조정한다. 감소되는 비

투입 비용은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하여 총

용은 보건소 심야 운영비 63,274,428원과 의약품 및 재료비

70,974,390,845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용-편

619,200,000원으로 총 비용은 70,291,916,517원이었다. 편익은

익 비율은 2.538로 계산되며 연간 순편익은 109,192,845,853원이다.

5,140,696,588원 감소한 175,026,540,109원이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편익 비율은 2.49로 소폭 감소한다.

따라서 도시지역 외 9개 도 내 보건소에서만 심야 공공약국
본 연구에서는 세 분야의 편익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각각 실
Table 5. Estimated cost of public health pharmacist per year
Category

Cost

Annual payroll costs

￦ 41,865,909,341

Annual operating costs [(A+B+C)*12]

￦ 29,108,481,504

(A) Health center operating expenses for night per month
(B) Medical material expenses per month
(C) Communication·travelling expenses for visiting service per month

￦ 186,879,992
￦ 1,828,800,000
￦ 410,02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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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Discussion)
경제성 평가의 자료원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공중보건약사의 투입 규모에 대해 실제 필요

들의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가변적이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중보건약사의 업무 범위의 불확실성
이 크므로, 업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
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를 측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사-약사의 비율을 활용
하여 계산하는 하향식(top-down)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계산 방
법은 실제 장래 공급인력(약학대학 학생 규모 등)도 고려되지

결 론(Conclusion)

못한 방법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신뢰할

본 연구의 분석에서 공중보건약사의 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분

만한 통계자료의 부족에 근거한다. 학교별 입학정원이나, 남녀

석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2배 이상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

학생 비율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다. 이 결과는 어려운 재정상황 및 조세왜곡에 의한 공적 자본

또한 인력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다보니 연구의 편

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한 비용-편익 비율의 판단 기준인 1.10-

익 및 비용 계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원(수치값) 역시 충분

1.15를 초과하는 값으로, 공중보건약사의 활용이 경제적 타당성

하지 않다. 복약관리의 효과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다수의 값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사회적

들은 해외 문헌에서 참조하였다. 국내 문헌의 값을 우선적으로

효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민감도 분석에서 확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들이 많지 않아

인한 바와 같이 공중보건약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참조할 수 있는 문헌이 부족하였다. 일부 문헌의 경우에는 시일

행태변화(의료이용)가 어떠한지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달라질 수

이 많이 경과하여 시의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이나, 다

있다. 따라서 실제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는 분석 과정에서의 한

른 대안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이는 추후 활

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발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 평가의 방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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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분석

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기간 역시 당해연도(1년)에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앞서 논의한 자료원의 한계와 함께, 분석 대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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