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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Driving Digital Transformation of Human

Services Delivery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방식과 소통하는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시민과 정부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정부와의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취약한

시민들에게 향상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

예측분석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정부가 어린이 보호 ,

노숙자 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의 수요 예측을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을 반영한 공공 서비스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서비스 설계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공적인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위해서 KPMG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① 서비스 제공 부처 및 기관 별 서비스 통합, ② 민간 부문

및 비영리 기관과의 파트너십, ③ 다양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 친화적인 포털 제공, ④ 특정 지역 및 사회

요구에 알맞은 솔루션 제공, ⑤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측정 지표 개발

이를 통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bm/pdf/2017/04/Driv
ing-digital-transformation-in-Human-Servic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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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rough the looking glass: A practical path to

improving healthcare through transparency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별 정책결정자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에 지출되는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가치있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상의 더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호주,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16 개 국가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에서는 점진적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건의료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의료제공체계의 설계, 환자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가치의 극대화, 효과적인 정보기술 이용을

통한 투명성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의 투명성이 국가 및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 상에 체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의 질과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bm/pdf/2017/04/Thr
ough-the-looking-glas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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