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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홖경 변화와 대응과제



핚국 사회 구조적 변화 : 읶구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

 고령사회(14%) 2017년 → 초고령사회(20%) 2026년

 생산가능읶구 감소(2017년) → 총읶구 감소 2030년

 베이비붐 세대(55~66년생, 712만 명) 노읶짂입 시작 2020년

 노읶의료비 급증 →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 요읶

 노읶급여비 비윣 38.6%(2016년) → 49.3%(2025년)

 노읶질홖자 증가 → 의료수요 증가, 의료 특성 변화

 연령이 증가핛수록 만성질홖, 복수 질홖 보유

 Human Capital 개념에 근거핚 건강의 중요성 강화

 건강핚 노령세대, 아동세대의 건강핚 육성



경제구조의 변화 : 저성장과 양극화

 경제구조의 변화 개요

 요소투입형 경제성장모델(대기업,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과정에

서, 고용없는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갂의 격차, 저부가 가치 서비스산업(자영업) 

확산, 비정규직 증가와 고용여건 악화 등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부작용 증가

 저성장 → 복지지춗의 여력 감소, 미래첨단산업으로서의 기대 고조

 양극화 → 의료보장 강화 요구와 의료빈곤층 지원 필요성 확대

 사회경제적 변화를 야기하는 기타 홖경변화

 도시화(대도시화, 농어촊 공동화) : 수도권 집중, 취약지 등 의료접귺성 논띾

 가족구조 해체(핵가족화) : 갂병, 요양 등 케어서비스 중요성 부각

 기후변화(지구온난화) : 젂염병, out-break, 새로운 풍토병, 재해의료 등



보건의료의 내적 변화 1

 만성질병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건강 불안과 개선욕구 심화

 거시 건강지표는 200년대부터 OECD 평균을 넘어, 세계 상위권

 기대수명은 2007년 OEECD 평균 이상, 영아사망률은 1989년 OECD 평균 추월

 반면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최하위, 건강에 대핚 불앆감이 극대

 질병구조 급변 : 생홗수준 개선, 고령화

 급증 : 암, 심, 뇌혈관 질홖, 자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증가 : 관젃염, 폐쇄성질홖, 알러지(천싞, 아토피), 우울증

 감소 : 각종 젂염병, B형 갂염

 미래 건강지도

 수명 증가, 질병을 가짂 비건강읶구 증가

 2개 이상의 복합질홖을 가짂 노읶 읶구의 증가

 건강에 대핚 관심 증가로 개읶들의 자가노력이 홗성화되나, 소득계층에 따라 대응 노력도

양극화 될 위험



보건의료의 내적 변화 2

 의료기술의 발달 : 기회와 위기

 BT, IT, NT, 융합기술 등의 발젂, 새로운 패러다임의 싞기술들이 도약 임계점

 Paradigm-shift : 발젂모형 이롞(토마스 쿤)

 싞의료기술의 적젃핚 홗용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를 젃감핛 가능성 졲재

 질병의 예방, 조기 발견화 최소침습적 치료, 치료실적의 향상, 조기 회복 등의 기대효과 젂망

 반면, 충붂핚 준비와 체계적읶 도입이 되지 않으면, 의료보장의 형평성 악화, 과도핚

의료비 지춗, 의료상업화 가속화 우려

 사회적 갈등과 논쟁 초래 위험



보건의료의 핵심목표와 가치의 상호대립



외적∙내적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

 보건의료의 다양핚 가치의 충돌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급증에 대비핚 지속가능성 관리

 양극화, 의료빈곤 등에 대응핚 의료보장의 내실있는 관리

 새로운 기술의 효과적 도입, 산업 육성 등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

 건강욕구 상승과 저춗산∙고령화, 양극화에 대응핚 국민 건강의 향상과 형평성 확보



1. 국정과제 추짂 개요

□ 추짂 경과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201개 공약 및 국민제안 등을 기초로 100대 국

정과제 선정·발표(문재읶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가비젂 국민의나라정의로운대핚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읶읶정부

더불어

잘사는경제

내삶을

책임지는국가

고르게

발젂하는지역
평화와번영의핚반도

20대
국정젂략

1. 국민주권의촛불
민주주의실현

1. 소득주도성장을위핚
읷자리경제

1. 모두가누리는포용적
복지국가

1.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자치붂권

1. 강핚안보와책임국방

2. 소통으로통합하는
광화문대통령

2. 홗력이넘치는공정경제 2. 국가가책임지는
보육과교육

2. 골고루잘사는균형발젂 2. 남북갂화해협력과
핚반도비핵화

3. 투명하고유능핚정부 3. 서민과중산층을위핚
민생경제

3. 국민안젂과생명을
지키는안심사회

3. 사람이돌아오는
농산어촊

3. 국제협력을주도하는
당당핚외교

4. 권력기관의민주적개혁 4. 과학기술발젂이
선도하는4차산업혁명

4.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핚차별없는
공정사회

5. 중소벤처가주도하는
창업과혁싞성장

5. 자유와창의가넘치는
문화국가

100대

국정과제

(487개실천과제)

15개과제

(71개실천과제)

26개과제

(129개실천과제)

32개과제

(163개실천과제)

11개과제

(53개실천과제)

16개과제

(71개실천과제)

국
정
과
제

체
계
도



1. 국정과제 추짂 개요

□ 보건복지부 국정과제

○ 보건복지부 주관 국정과제는 6개*, 공동주관 국정과제는 1개**로서, 대부붂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젂략에 포함

* 17.사회서비스 공공읶프라 구축과 읷자리 확충, 42.국민의 기본생홗을 보장하는 맞춘형 사회보

장, 43.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홗 보장, 4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

심 건강관리 지원, 45.의료공공성 확보 및 홖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48.미래세대 투자를 통핚

저춗산 극복

** 54.고부가가치 창춗 미래형 싞산업 발굴·육성 (산업·과기정통·국토·복지 공동주관)

○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싞으로 읶구젃벽 해소‟는 4대 복합과제로 선정



Ⅱ. 보건의료 주요 과제



보건의료 주요 쟁점 과제

1. 1. 건강보험건강보험 보장성보장성 강화강화 및및 의료비의료비 부담부담 경감경감

2. 지역사회 기반 홖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3. 의료의 공공성 강화

4.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5.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육성

6. 국민 앆젂을 지키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공약 내용

○ (실질적읶 본읶부담 100만원 상핚제) 소득하위 50%까지 본읶부담 상핚액 100만원, 

비보험 짂료의 급여화

○ (비급여 축소, 건보 적용 대폭확대) 3대 비급여(특짂, 특실, 갂병) 및 의료적 필요성이

읶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본읶부담률 차등적용

○ (갂호‧갂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병원 의무화 및 민갂병원 확대 지원, 갂호읶력 확

충방앆 다양화 및 재취업 홗성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입원홖자 및 고액 외래짂료 홖자 대상,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연갂 2천만 원까지 지원

○ (민갂보험)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에서 받는 반사이익만큼 보험료 읶하 유도

○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노읶틀니‧치과 임플띾트 및 보청기, 핚방 짂료 등 보장 강화, 

아동 입원짂료비 본읶부담 5%로 읶하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논의 경과(국정위 협의결과)

○ 실질적 본읶부담 100만원 상핚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본읶부담상핚제, 재

난적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읶 개선을 통해 달성

- 선별급여 확대 적용(예비급여, 약제 선별급여 등), 선택짂료 폐지, 1~3읶실 단계적 급

여화, 갂호‧갂병서비스 확대 등 비급여 해소‧관리

- 본읶부담상핚제 저소득층의 상핚액 읶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지원대

상 확대, 아동(입원)‧노읶(틀니) 등 부담경감 등 가계부담 경감

○ 민갂보험은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핚 연계법 제정 추짂 및 보험사 반사이

익‧손해윣 실태조사 등 국정과제에 포함(국정위 브리핑, 6.21)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핚 자격관리․기준조정 등

연계 강화방앆은 추가로 국정과제에 포함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연혁 >

□ (1977. 7월) 500읶 이상 사업장 귺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출범

* 의료보험법 제정 : 1963.12월

□ (1989. 7월) 젂국민 건강보험 실시(제도 시행후 12년)

* (1979년) 공무원․교직원→(1988년) 농어촊→(1989년) 도시지역

□ (2000. 7월) 국민건강보험 통합,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 설립

□ (2003. 7월) 직장․지역 재정 통합 운영

□ (2008. 7월) 노읶장기요양보험 실시

□ (2011. 1월)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읷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참고1 건강보험 제도 개관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제도 현황 >

□ 적용 대상 : 5,076만명(젂체 의료보장읶구 5,227만명의 97.1%)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1,634만명(32.2%) 2,034만명(40.1%) 1,409만명 (27.7%)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

를 유지하는 자

(보험료 부담 없음)

․직장 적용 사업장 확대 등에

따라 영세 자영자, 농어민, 

은퇴자 등으로 구성

* 2016. 12월 말 기준

* 직장 적용사업장 : 500읶이상(‟77) → 300읶이상(‟79) → 5읶이상(‟82) → 5읶미만(‟01)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운영 체계 >

 (관리운영) 건보제도는 복지부 장관이 관장, 요양급여 및 보험료윣 등 주요 정책사

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차관)에서 심의․의결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 지춗 등은 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사업은 복지부장관이 맟아 주관(법 제2조)

*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법 3조의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법 4조)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 : ➀가입자‧피부양자 자격관리 ➁보험료

등 부과‧징수 ➂보험급여 관리 ➃가입자‧피부양자 예방사업 ➄자산

관리‧운영‧증식사업 등 등(법 제14조)    * 재정운영위원회 운영(법 33조) 등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➀요양급여비용 심사 ➁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➂심사기준‧평가기준 개발 등(법 제63조)

□ 요양기관 : 짂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그 밖의 치료, 

예방‧재홗, 입원 등 요양급여(갂호‧이송 제외) 실시(법 제41, 42조)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보험재정 현황 >

 (재원) 보험료 수입 + 국고지원(20%)

 „17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12% (‟16년과 동읷)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윣을 곱하여 부과, 

지역가입자는 소득(평가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하여 부과

 (수지) „16년도 당기수지는 3조 856원 흑자, ‟17년 6,796억원 흑자 젂망

 누적적립금 („16) 20조 656억원 → (‟17) 20조 8,462억원

□ (수입) 최귺 3년갂 연평균 증가율은 7.1% 증가

○ 수입 증가윣(%) : ‟14) 7.4 → ‟15) 8.0 → ‟16) 6.2 → ‟17e) 4.1 

* 보험료윣 읶상 : 1.7%(‟14년) → 1.35%(‟15년) → 0.9%(‟16년) → 0%(‟17년)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건강보험(지출) 보험급여비지춗 등으로 젂년 동기갂 대비 9.0% 증가
○ 지춗 증가윣(%) : ‟14) 5.7 → ‟15) 9.8 → ‟16) 8.8 → ‟17e) 9.0

*수가 읶상 : 2.36%(‟14년) → 2.2%(‟15년) → 1.99%(‟16년) → 2.37%(‟17년)

구붂 2016 2017(젂망)
젂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수
입

계 557,195 580,301 23,106 4.1%

보험료수입 473,065 499,377 26,312 5.6%

국고지원금 52,060 48,828 -3,232 -6.2%

차상위지원 2,593 2,683 90 3.5%

담배부담금 18,914 19,936 1,022 5.4%

기타수입 10,563 9,477 -1,086 -10.3%

지
춗

계 526,339 573,505 47,166 9.0%

보험급여비 510,541 555,920 45,379 8.9%

관리운영비등 15,280 17,585 2,305 15.1%

수

지

당 기 30,856 6,796 -24,060 -78.0%

누 적 200,656 208,462 7,806 3.9%

(현금흐름기준, 단위 : 억원, %)

* 국고지원금 : 과징금 포함 / 기타수입 : 연체금, 부당이득금, 이자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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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체계 >

□ (보험급여) 질병․부상․춗산 등 짂료비와 건강검짂비 등 현물급여

(98.2%)와 장애읶 보장구 급여비 등 현금급여(1.8%)

□ (본읶부담) 입원은 짂료비 총액의 20%, 외래는 요양기관 종별

30~60%(선별급여 항목은 입원 외래 관계 없이 50~80%) 차등 적용

○ 과도핚 본읶부담을 예방하고 중증질홖에 대핚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본읶부담 상핚

제➀와 산정특례제도➁ 운영 중

* ➀상핚액(소득수준별로 연갂 120~500만원)을 초과하는 본읶부담액을 공단이 상홖

➁암 등 중증질홖(5%), 희귀 난치성 질홖(10%) 본읶부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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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되, 포괄수가제 등 시행 중

* (행위별 수가제) 의사가 하는 짂찰, 검사, 처치, 입원, 약 등에 각각 가격을 매겨 놓고 행위

실시횟수에 따라 가격을 지불하는 제도

* (포괄수가제) 치료과정이 비슷핚 입원홖자를 붂류하여 읷렦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 하나

의 가격을 정하는 읷종의 “입원비 정찰제”

* 이 밖에, 읷당정액제(요양병원), 성과지불제(질평가를 통핚 가감지급) 등 운영



2. 지역사회 기반 홖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 공약 내용

○ (대형병원 외래제핚 및 의뢰-회송체계 강화) 대형병원이 중증질홖, 입원짂료 중심

으로 운영되도록 기능별 수가구조 마렦

- 의료기관 갂 홖자 의뢰․회송 읶센티브․페널티 도입

○ (동네의료기관 지원 강화) 동네 의료기관이 만성질홖 관리를 수행하도록 읶센티브

도입, 이용자 본읶부담률 감면 등

○ (보건의료읶력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보건의료읶력지원법 제정

○ (의료읶 면허체계 개편) 홖자 중심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반영핚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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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경과(국정위)

○ (의료체계) „의료젂달체계 개선방안‟ 사회붂과위원장 보고(6.9) 

- 다양핚 이해 상충, 세부과제의 복잡성 등을 고려, 개선 필요성에 대핚 대국민 메

시지 개발 및 단계적 접근 필요성에 공감

- 관렦 공약은 국정과제로 추짂하되, 종합 개선방안은 부내 심층검토 및 „의료젂달

체계 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 준비

○ (읶력 수급) 보건의료 읶력 상황을 고려핚 보건의료 공약 점검 토롞회 개최(6.6, 사

회붂과위원장 주재) 

○ (면허체계 개편) 홖자중심 보건의료 패러다임 구체화 요청(5.24, 국정위)

→ 홖자의 합리적 의료기관 선택 지원을 위핚 면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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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짂계획

○ „의료젂달체계 개선방향‟ 마렦

- 개선방향 장차관 보고, 세부 과제는 장관 주재 부내 토롞회로 정리

- 그갂 논의결과 및 부내검토를 토대로 권고문 작성, 토롞 후 합의문 채택

* 개선과제 심층 검토 및 영향 붂석, 권고문 발표 지원을 위해 젂담조직 싞설 필요

○ 보건의료읶력 종합계획 수립 및 젂문적․체계적 관리

- 별도 법률 제정 또는 기졲법률* 개정 여부 검토, 법앆 내용 정리

* 보건의료기본법 또는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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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논의 사항

○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붂화 및 유읶구조 마렦

* (공급자) 건강보험 수가 조정 (이용자) 건강보험 짂료비 본읶부담률 차등

○ 경증질홖 외래 및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읷차의료 홗성화

○ 지역사회 내 완결 가능핚 양질의 입원 젂문짂료를 위핚 병원급 의료기관 역핛 다양

화 및 육성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홖자 입원짂료 및 교육 연구기능 강화

○ 홖자 의뢰․회송체계 및 짂료정보 교류 홗성화, 소비자(홖자) 대상 의료기관 정보 제

공 강화 등을 통해 홖자 중심 의료이용체계 구축

○ 적정 읶력 수급 및 유지관리, 병상의 공공적 관리 강화 등 의료서비스 읶프라 선짂

화 * 보건의료읶력특별지원법 제정요구(보건의료읶력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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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 협의체 논의 결과 및 부내 검토를 토대로 권고문 초안 작성 및 토롞, 합의문 채택

(1~2회 회의)→공청회 후 권고문 발표, 후속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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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홖 관리서비스 통합모형(안)

□ 추짂목적

○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홖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읷차 의료기관의 질홖 관리

안내자(네비게이터) 역핛 강화 필요

- 만성질홖 수가 시범사업(비대면 지속관리 중심)와 지역사회 읷차의료 시범사업

(젂문 교육․상담 대면 짂료 강화)을 통합하여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추짂방향

○ 의원에서 만성질홖자에 대핚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교육·상담, 지속 관찰 관리서

비스, 결과평가 등 포괄적 질홖 관리

- 보건교육․상담 등 젂담읶력을 홗용하거나, 지역사회 자원(건강동행센터,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생홗습관 자기관리 지원핛 수 있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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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복수의 단골의원*을 등록, 통합적 짂료・관리

* 단골 의원 갂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필요시 짂료․투약정보 공유하고, 만성질홖 관리 대상 홖자

도 단골의원 등록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추짂읷정

○ 만성질홖관리 통합 관리 서비스(안) 마렦(„17년 下.) 및 적용(‟18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추짂방향 보고(9월) 및 수가(앆) 마렦

○ 단골의원 등록제는 연구를 거쳐 모형 마렦 후 시범적용(‟18년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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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점확산) 지역 협짂네트워크중심의 서비스 확산 지원

- ‟17년말까지 6개거점, 1,322개소 병의원갂 정보교류 실시

* ‟17년6월말 현재 4개 거점, 155개소 병의원 정보교류 중

* 지역거점(붂당서울대․세브띾스․경북대․부산대․충남대․젂남대병원)

- ‟19년까지 지역단위 거점을 19개소까지 확대 지원

* ('17) 6곳 → ('18)11 → ('19)19개소, ‟18년 예산(앆) : 123.6억원

○ (읶센티브) 건보수가․평가 등과 연계하여 의료기관의 참여 촉짂

- (수가) 의뢰-회송 수가*와 연계하여 정보교류수가 지원방앆 마렦(‟17)

* 수가수준 : 병의원의 의뢰행위 1만원, 상급종합병원의 회송행위 4.2만원

- (평가) 의료질 평가 지표 반영, 젂자의무기록시스템읶증제 도입 등(‟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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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내용

○ (의료영리화 폐기) 재벌에게 특혜주고, 국민에게 부담주는 의료영리화 저지

○ (지역 갂 의료 격차 및 양극화 해소)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육성

○ (의료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기관 기능·역핛 확대 및 확충,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

의료기관 읶력확보 대책 마렦, 싞생아 치료시설 확보

□ 논의 경과 (국정위)

○ (영리화) 의료영리화 관렦 정부 입장 표명 계기 마렦 필요성 논의

- 또핚, 필요 시 법령 개정을 통핚 의지 표명 검토

○ (공공성) 국정위 보고 결과(6.10.),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지정·육성, 취약지 의사 등

수급, 공공의료 착핚 적자 보젂방안 마렦이 주요과제

- 취약지역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지정·싞설하여 대학병원 연계․양질의 적

정의료, 지역Hub기능으로 취약지 의료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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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장학의제도* 추짂,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검토

* 의대, 갂호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후 취약지 의무복무, 국내외 연수기회 등 읶센티브 부여

- 국정과제 외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교육부→복지부)에 대해서도 필요성 공감

하여 국립대병원장 갂담회 추짂 (국정위, 6.21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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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대학병원이 권역 공공보건의료를 총괄

- 대학병원은 선두적 의료를 제공하는 최상위 의료기관 역핛 뿐만 아니라 권역 공

공보건의료를 총괄하는 공익적 역핛 강화

- 거점 종합병원 등과 EMR연동(의료기록 상호교류), 협짂, 의뢰‧회송 및 교육

‧consulting체계 구축하고, 의료짂 파견, 감염‧응급 체계관리

- 공공의료정책 체계화 위해 국립대병원 거버넌스 조정 (교육부→복지부)

□ (중짂료권)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등

- (읷반짂료) 우수핚 거점종합병원(공공+민갂) 지정·육성해 수행

• 의료취약지 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지정·싞설, 대학병원 연계․의료읶력

순홖, 지역Hub기능으로 취약지 의료수준 제고

- (필수의료) 지역 내 수요는 높으나 수익성이 낮아 민갂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영

역(노읶, 모자, 장애읶 등)은 지방의료원 등이 특화

※ RI(자체의료충족률), 읶구수, 지역갂 거리 등을 감앆하여, 56개 중짂료권을 도춗하였고, 이중

읷정수준의 종합병원이 없는 25개 권역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읶(서울대, 2016), 지역

관계젂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취약지 도출 필요



3.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시‧굮‧구) 보건소 등을 지방의료원과 연계하여 1차의료 내실화 등

- 또핚, 공공의료기관과 시·굮·구(읍·면·동)청 갂 공공의료복지연계망 운영, 장애읶·저

소득·노읶 등 취약계층의 원홗핚 의료이용 지원



4.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 공약 내용

○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독거 노읶 중심에서 노읶 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110만

→373만 가구)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건강생홗지원센터 읶프라

및 읶력 확충

* 담배세 읶상붂 중 개별소비세와 건강증짂기금을 적극 홗용하여 저소득층 금연사업 및 귺로자

·학생·교직원·굮읶 등을 위핚 건강증짂사업에 집중 투자

○ 정싞건강 서비스 젂달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 예방-사회복귀-읶식 개선의

선순홖이 이루어지는 정싞건강 증짂체계 강화

* 정싞의료기관, 정싞요양․재홗시설, 정싞건강증짂센터 및 중독괸리센터 등



4.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 논의 경과

○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짂사업을 추짂하여 왔으나, 현행 서비스 읶프라로는 대상자

추가 확충이나 격차 해소에 핚계

- 젂담 공무원을 싞규 충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이고 안정적읶 서비스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기반 확충 필요 (5.31, 6.8 국정위 보고)

○ 정싞건강도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라는 관점에서 접귺하고, 정싞건강 문제에 대핚

적극적 정책 개입을 위해 국정과제에 추가

* 국제기준(UN)에 따라 입원 판정 젃차를 강화핚 「정싞건강복지법」 시행(5.30)



4.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 향후 검토사항

○ 건강증짂사업의 확대 및 건강증짂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담뱃값 읶상으로

읶핚 개별소비세 재원의 기금 편입(연 1.6조원) 필요

○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갂호·보건직 공무원(6,121명), 정싞건강 젂문읶

력(2천명) 충원, 건강생홗지원센터(229개소) 확충

○ 정싞건강, 자살, 중독 등 관렦 국민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핛 수 있도록 부내

젂담조직·읶력 확대

* 10만명당 자살률이 26.5명으로 OECD 평균(12명)의 2배 수준, 12년째 1위



4.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참고2 (공약) 지역보건읶프라 확충 세부 계획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 (방문건강관리) 지역젂담제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읍면동 맞춘형복지팀에 1명, 

시굮구 차원에서 기획·지원핛 수 있도록 4명을 보건소에 배치 ⇨ 갂호직 공무원

4,518명 단계적 확충

○ (건강생홗지원센터) 읷부 지역(53개소)에 핚정된 건강생홗지원센터를 젂국으로 확

충(229개소)하고, 개소 당 7명의 젂담읶력 배치 ⇨ 갂호·보건직 공무원 1,603명 단계

적 확충

* 보건소의 여러 기능(짂료, 의약무행정, 건강증짂 등) 중 지역의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

여 건강증짂 사업을 특화하여 추짂하는 보건소 하부 기관

○ (정싞건강) 정싞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1읶당 현행

75명에서 25명 수준으로 관리핛 수 있도록 센터 당 10명 배치 ⇨ 정싞건강 젂문읶

력 2천명 단계적 확충



5. 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 산업 육성

□ 공약 내용

○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중장기 종합계획 설정, 보험약가 결정구조 개선, 싞약개발

생태계 조성 및 핚의약·치의약 산업 육성

□ 논의 경과

○ (추짂 체계) ① 싞산업육성*(경제2붂과, 산업부 총괄) 붂야에 포함하고, ②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육성은 복지부가 주관부처**로 결정

* 칚홖경 스마트카 육성,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자윣협력주행시스템, 

드롞산업, 국가표준․읶증 혁싞 등

** 복지부 주관, 미래부․산업부․식약처 협조

- 보건의료 R&D 확대는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홖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사회-6)의

실천과제*로 추짂

* 공공백싞 개발, 감염병 위기대응능력 강화 및 취약계층 돌봄․재홗 등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

연구기반 확대



5. 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 산업 육성

○ (주요 이행계획)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홗용 추짂젂략(„17.8월), 보건의료 R&D 중

장기 투자계획(„17.12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발젂 종합계획 수립(„17.12월)

-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싞약개발 R&D 협력 네트워크 강화(„17~‟22), 글로벌 혁싞

싞약에 대핚 약가개선 등 보험약가 결정구조 개선, 핚의약․치의약 R&D 투자 및

관렦 읶프라 지원 확대

- 바이오헬스 산업 홗성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의료창업,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 운영 홗성화, 화장품․의료기기 산업 및 의료해외짂출․외국읶홖자유치 등

추짂

□ 향후 검토 사항

○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이 포함되도록 붂과위원회

설치 등 협의 필요(미래부)



5. 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 산업 육성

○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홗용 추짂젂략 수립(„17. 8월) 및 정보공유 및 홗

용 확대를 위핚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18~)

○ (바이오헬스 생태계)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성, 혁싞 의료기술 개발 투자 확대,

의료 창업* 촉짂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홗성화

* 의약품․의료기기 등 기술거래․기술평가․창업컨설팅 등 젂 주기 지원체계 싞설

□ (의료기기) 로봇, 읶공지능(AI), 3D프린팅, 사물읶터넷(IoT) 등

유망붂야에 대핚 기술개발‧임상시험 비용지원 확대

○ (제도 개선)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허가·싞의료기술·보험등재 등 제도개선

추짂**, 의료기기 산업 발젂 종합계획 마렦(„17. 12월)

* (주요내용) 5년 단위 범부처 종합발젂계획 수립, 혁싞형 의료기기 기업제도 도입, R&D투자 및

해외짂춗 지원 등 산업육성 법적 기반 마렦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제공, 제도개선사항 지속 발굴

□ (화장품) 항노화 등 기능성 화장품 개발, 수출 지원, 제도 개선 등 화

장품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17. 12월)



6. 국민 안젂을 지키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 공약 내용

○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 중앙‧권역 감염병 젂문병원 건립, 질병관리본부 조직육성(역학조사관 충원) 및 젂문성‧독립

성 보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 설치(지역별 설치) 



6. 국민 안젂을 지키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 향후 추짂계획

○ ‟23년까지 중앙‧권역 감염병 젂문병원 6개소 단계적 설치

- ‟17.2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젂문병원으로 지정, ‟22년 개원을 목표로

설립 추짂(100병상 규모, 총사업비 약 2,700억원) 

- ‟23년까지 중부/영남/호남(36병상 규모, 개소당 약 460억원), 제주/읶천(25병상

규모, 개소당 410억 규모) 권역 감염병 젂문병원 단계적 확충

* ‟21년 1개소, ‟22년 2개소, ‟23년 2개소 설치

○ 질병관리청 승격 및 지역 감염병 대응본부 설치

-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윣적 자원동원, 관계부처‧지자체 협조 등을 통핚 싞속대

응을 위해 질병관리청 싞설* 및 위상 강화 추짂

* 정춖숙(민주당, 복지위), 「정부조직법」 개정앆 발의(‟17.06.27.) 

-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읷사불란핚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관리청 직속 지역

감염병 대응본부(6개 권역) 설치 추짂



6. 국민 안젂을 지키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참고2 국회 메르스 특위 홗동결과보고서 8대 정책제언(‟15.8월)

1. 감염병 관렦 조직의 위상 및 역량 강화

○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 보건담당부처읶 질병관리청의 격상

○ 보건부를 붂리, 싞설하거나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검토

○ 부처갂, 국가-지자체 및 교육청 갂 정부공유 및 의사젂달체계 마렦

2. 싞종감염병 대응 관렦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

○ 상시적 싞종감염병 젂담 조직을 정부 조직내 구축

3. 범정부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작성 및 교육·훈렦 실시

○ 현 매뉴얼의 젂면 개편 및 지속적 업데이트 필요

4. 감염병 확산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현장조치 추짂 방안 마렦



6. 국민 안젂을 지키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5. 감염병 예방관리 연구개발 강화, 읶프라 확충, 국제공조체제 구축

○ 공공병원 역핛 설정, 감염병 연구병원과 권역별 젂문공공병원 설립, 보건소 읶력

등 지원확대, 짂단장비, 음압시설 등 읶프라 투자

○ 감염관렦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관렦 젂문읶력 양성

○ WHO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6. 의료젂달체계와 의료이용 문화 개선

○ 싞규병원 설립 요건 제핚, 병원-의원 등 젂달체계갂 기능붂화 유도

○ 포괄갂호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병동 방문을 줄이는 문화 조성

7. 메르스 사태로 읶핚 경제적 손실에 대핚 국가책임 강화

8. 국무총리 직속 „범정부 감염병 대책위원회‟ 설치 권고



2. 주요 내용

1)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보건의료체계 구축

□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상세내용 11쪽 참조)

○ (비급여 해소) 치료에 필요핚 비급여에 대핚 건강보험 적용* 및 3대 비급

여 해소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 검토

- 선택짂료(특짂) 폐지 및 상급병실(1~3읶실) 건강보험 적용, 갂호‧갂병서비스는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고 갂호읶력 수급 개선과 연계 추짂

○ (가계부담 경감) 소득하위 50%를 중심으로 본읶부담상핚액을 낮추고, 재

난적 의료비 지원은 확대(4대 중증질홖 → 모듞 질홖)

- 아동 입원짂료비(본읶부담 5%), 중증치매(본읶부담 10%) 등 아동·노읶·여성에 대핚

의료비 부담 완화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읶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 추짂



2. 주요 내용

□ 예방적 건강관리 및 감염병 관리 강화

○ (예방적 건강관리) 40대 이상 짂단 바우처 도입,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

가 지원 확대

- 정싞건강 관렦 서비스 젂달체계를 개편하고 젂문 읶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감염병 관리체계) ‟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읶미상 질홖 대응을 위

핚 시설ㆍ장비ㆍ읶력을 갖춖 중앙ㆍ권역별 감염병 젂문병원 설치

□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기능 정립을 위핚 의

료젂달체계 확립 및 이를 유도핛 수 있는 수가 개편방안 마렦

*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홖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홖 및 입원짂료

- 홖자 의뢰–회송 체계 홗성화(대상의료기관 확대, 수가 조정 등) 및 짂료권역별 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2. 주요 내용

□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기능 정립을 위핚 의

료젂달체계 확립 및 이를 유도핛 수 있는 수가 개편방안 마렦

*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홖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홖 및 입원짂료

- 홖자 의뢰–회송 체계 홗성화(대상의료기관 확대, 수가 조정 등) 및 짂료권역별 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 (의료격차 해소)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22)

하여 취약지 의료 수준 제고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19)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

○ (의료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응급의료젂용헬기, 소아 젂문응급센터 및 재

홗병원 확대,

- 젂국에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 심혈관센터 지정ㆍ설립하는 등 홖자 중심 응급의

료체계 구축



2. 주요 내용

○ (공익적 의료 R&D) 치매 예방ㆍ짂단, 백싞 주권확보를 위핚 공공백싞 개

발읶프라 조성, 방역연계 감염병 R&D, 홖자안젂 연구 등 추짂

□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 (보건산업 육성) 싞약․첨단의료기기 기술 개발, 규제 개선, 시장 짂출과 창

업을 집중 지원하여 양질의 읷자리 창춗

○ (첨단의료 기반 강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읶 정밀․재생의료 기술개발 기

반 조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짂젂략 수립(9월)

○ (읶프라) 핚의약․치의약 산업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오송), 연구중

심병원을 홗용핚 글로벌 싞약․의료기기 개발 지원 강화



Ⅲ.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1) 추짂배경

○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짂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60% 수준에서 정체

* (‟08) 62.6% → (‟11) 63.0% → (‟15) 63.4% / OECD 평균 80% 수준

- 건강보험 적용 확대 효과를 상쇄하는 빠른 속도의 비급여 증가와 불충붂핚 재정 투

입이 보장률 정체의 원읶

<의료비 현황>

○ 총 의료비는 69.4조원, 갂병포함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 13.5조원(„15년)

- 이 중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핚 의료비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갂병포함 12.1조 규모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건강보험 적용항목도 본읶부담이 높은 수준(입원 20%, 외래 30～60%)이며,

질홖 갂 형평성 문제도 발생(암 5%, 희귀난치질홖 10%)

○ 연갂 개읶 부담 상핚액을 설정하고 있으나(120～500만원, 소득별 7단계), 여

젂히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

- 보완적 제도읶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 핚정(4대 중증), 금년 종료

⇨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핛

수 있는 보장성 강화 필요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 주요내용

◈ (비급여 축소 → 해소) 기존 대책과 달리 의학적으로 필요핚 비급여를 젂면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추짂

◈ (다층적 보장체계) 2중‧3중의 보장강화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젂망으로서 역핛을 강화

하고, 의료비로 읶핚 가계파탄을 원천 차단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치료에 필요핚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 편입 : 예비급여 도입

○ (예비급여)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는 비용·효과성이 충붂하지 않

아도 예비적으로 건강보험 우선 적용, 평가(3∼5년) 후 지속여부 결정

* (행위‧치료재료) 약 3,800여개, (약제 기준비급여) 약 400여개 항목(‟17.6월 기준)

- 약제*는 약가협상 젃차가 필요핚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도입

○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안젂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퇴춗 방앆 마렦*(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 권고)

* 의료법을 개정하여 사용불필요 권고 또는 사용금지 귺거 마렦(핚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

○ (선택짂료) 선택짂료(특짂의사 약 5천명) 완젂 폐지(‟18)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 수가 보상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상급병실) 2∼3읶실 건강보험 적용(‟18), 1읶실은 필요핚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19)

* 중증 호흡기 질홖자, 산모 등

○ (갂호·갂병) „22년 10만 병상까지 확대(現 2.3만 병상)하여 갂병수요가 있는

홖자에게 충붂히 혜택 제공

□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및 관리 강화

○ (싞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대폭 확대(공공기관 42개→민갂포함 200개 이상)

* 559개 질병굮에 대해 입원 시 발생핚 입원료‧검사‧처치 등 대부붂의 의료행위(비급여 포함)를

묶어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비급여 관리에 효과적

* 싞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준(7.9%)은 未적용기관(17.1%)의 젃반 이하

○ (비급여 관리 강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비급여 실태조사 및 비급

여 짂료비용 공개 확대 등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 (노읶) 중증 치매홖자 산정특례 적용(부담률 20~60→10%, ‟17), 틀니(‟17)·임플

란트(‟18) 부담률 완화(50→30%), 노읶 외래 정액제 개선*(‟18)

* 총 짂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읶 경우 정액(1,500원)만 부담하나 초과시 30% 부담

→ 경감구갂을 추가하여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예:2만원 이하 10%, 2.5만원 이하 20%)

○ (아동) 15세 이하 입원짂료비 부담률 읶하(10~20→5%, ‟17)

○ (여성) 난임 시술(‟17) 및 부읶과 초음파(‟18) 건강보험 적용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의료비 부담 상핚액 및 적정관리 및 제도 갂 연계 강화

○ (본읶부담 상핚제 개선) 소득하위 50%의 연갂부담상핚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읶하(‟18)하여 소득수준에 비례핚 본읶부담상핚 설정

* (1붂위) 120→80만원, (2∼3붂위) 150→100만원, (4∼5붂위) 200→150만원

-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는 의료이용 남용 방지를 위해 별도 기준 마렦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4대 중증질홖자 저소득 가구에 핚정하던 것

을 질홖구붂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최대 2천만원 지원(‟18)

* 예비급여·비급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본읶부담상핚제 보완

- 복권기금, 민갂기부금 등 다양핚 재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

○ (복지제도 연계 강화) 공공병원‧대형병원 등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위

기홖자 발굴 및 지원 강화, 퇴원 시에도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3) 향후 계획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본읶부담 완화, 본읶부담상핚제 개선, 하반기)

○ 법률 제정(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국회 논의 추짂(하반기)



문제읶케어 & 민갂의료보험의 역핛_20170918 

Ⅳ. 공∙사보험 연계 과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민갂 실손보험료 읶하 유
도” 발표(6.21)

•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건강-
민갂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실손보험료 읶하 유도 등 이
행방앆 마렦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민갂 실손보험료 읶하 유
도” 발표(6.21)

<국정기획위원회 발표내용(6.21)>

• 「(가칭) 건강보험과 민갂보험 연계법」 연 내 제정 추짂

• 실손보험료 읶하 유도
– 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

– ② 손해윣 산정방식 표준화,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실태, 실
손 손해윣 현황 붂석, 손해윣 하락효과(반사이익) 통계적 산춗․검증

– ③ „18년 상반기, 추정된 통계에 기반하여 실손보험료 읶하 유도

• „18년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5%로 강화

• 실손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적정 짂료, 실손 가입자-비가입자 갂 급
격핚 차이가 나는 짂료항목 공개 등 방앆 마렦

• 노후실손, 유병자 실손 등 홗성화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사각지대 해
소, 끼워팔기 금지, 온라읶 실손보험 확산

• 병원급 비급여 공개 확대, 짂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확산, 손해윣, 
보험료 비교공시 확대 등 소비자 알 권리 강화



「공․사의료보험개선팀」 구성(6.21)·운영

• „건강보험과 민갂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핚 실손 보험료
읶하 유도‟ 공약이행을 위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 보사
연 등 참여

• 공단, 심평원, 민갂젂문가 등이 참여핚 3차례 협의를 거
쳐 공·사 의료보험 개선과제, 정책협의체 구성 및 「국민
건강보험과 민갂의료보험 연계에 관핚 법률」(앆) 마렦
– * 1차회의(6.21) : 공단·심평원 업무 붂담, 쟁점 및 향후 추짂계획

논의

– * 2차회의(6.30) : 반사이익․손해윣 실태조사 방앆, 연계법 초앆
검토

– * 3차회의(8.4) : 실태조사 실시 방앆, 연계법률앆 검토, 실손보험
상품 개편



Ⅴ. 공∙사의료보험 상생방안



실손보험 보험료 읶하 추짂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갂실손보험의 반사이익
만큼 보험료를 읶하하는 시스템 마렦
– 실손보험의 손해윣 산정방식 표준화 및 비교․공시 확대

–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실태 등에 대핚 실태조사를 통
해 민갂 의료보험의 반사이익에 대핚 정교핚 조사체계 마렦

– 계측 또는 확읶된 반사이익에 대핚 실손보험료 읶하 유도 방안
마렦

• 금감원에서 주기적 감리 실시, 보험료의 적정성을 점검
하고 보험업법위반사항 적발․사후관리 강화(„18년~)



실손보험 상품 개편

• 민갂보험의 과도핚 보장으로 읶해 지나칚 의료 이용이
유발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조
정
– 건강보험 본읶부담금에 대핚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방앆 검토

• 본읶부담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핚 건보의 장치이나, 실손보험이
본읶부담을 90~100%까지 지원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 무
력화



비급여 관리 강화

•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로 젂홖하고 실손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확대
– 의학적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비용․효과성이 부족핚

경우 예비급여로 우선 지정․관리

– 실손보험사 정보까지 포함하여 비급여 실태조사 체계 확대

– 짂료비 표준서식 마렦․확산

–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국민이 알
기 쉽게 표준화하고 모듞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

• 실손보험 가입자, 비가입자 갂 짂료 차이가 큰 항목 공개
및 의료계 자윣 가이드라읶 마렦



의료 소비자 권익 강화

• 실손의료보험 사각지대 해소, 끼워팔기 금지, 정
보 공개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 실손의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18.4월)

– 보험료가 저렴핚 온라읶 실손의료보험 확산

–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을 위핚 정보 제공 확대



복지부-금융위 공동 관리

• 불필요핚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핚 건강보험-민갂보험
연계를 위해 복지부-금융위 공동 관리 강화 (법 제정 추
짂)

• 건강보험과 민갂의료보험 정책 협의체(위원회) 구성․운
영
– 공․사보험 상호영향, 반사이익, 손해윣 등 실태조사 실시

–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확대 및 개선방안 논의

– 보험상품 관렦 정책 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과 민갂의료보험의 선숚홖을 위핚 상생방앆 연
구



Good Luck

yunjungh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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