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비효율적 의료비 지출: 의료시장과 정책

1. 의료공급자 현황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 수는 87,071개이며, 약국을 제외하면 65,929개이

다. 의사 및 약사 등의 수는 총 207,559명, 간호사는 386,646명이다. 총전문의료인

력은 594,205명이다. 

의료기관 중 의원의 수가 29,037개로 가장 많고, 전체 의료기관 중 33.3%를 차지

한다. 약국을 제외할 경우 의원의 비중은 44.0%로 증가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수는 1,829개로 전체 의료기관 중 2.1%를 차지하

며, 약국을 제외할 경우 2.7% 정도이다. 

구분 의료기관 수
의료 인력

의사·약사 등11) 간호사 등12) 계
계 87,071 207,559 386,646 594,205

상급종합병원 43 24,325 49,088 73,413
종합병원 292 23,545 67,603 91,148

병원 1,494 20,886 57,046 77,932
요양병원 1,339 16,163 47,016 63,179

의원 29,037 51,726 91,504 143,230
치과병원 206 1,975 3,454 5,429
치과의원 16,294 19,333 42,243 61,576
조산원 35 0 56 56

보건의료원 15 221 408 629
보건소 244 1,644 5,398 7,042

보건지소 1,314 2,356 3,201 5,557
보건진료소 1,908 0 1,883 1,883
한방병원 243 2,153 3,689 5,842
한의원 13,465 14,844 14,050 28,894
약국 21,142 28,388 7 28,395

<표 Ⅳ-1>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현황(2015년 1분기 기준) 
(단위: 명)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http://kosis.kr/index/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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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당 의사(약사 포함)의 수가 565.7명으로 가장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의료기관당 의사(약사 포함)의 수가 2.4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의료

기관은 부분 영세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의 경우 의사 및 약사의 수가 1.8명

으로 주로 1~2명의 의사가 3명의 간호인력을 채용하여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약국 

역시 평균 1.3명의 약사가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구분
의료기관당 

의사·약사 수 
의료기관당 
간호인력 수

의료기관당 
의료인 수

계 2.4 4.4 6.8

상급종합병원 565.7 1141.6 1707.3

종합병원 80.6 231.5 312.2

병원 14.0 38.2 52.2

요양병원 12.1 35.1 47.2

의원 1.8 3.2 4.9

치과병원 9.6 16.8 26.4

치과의원 1.2 2.6 3.8

조산원 0.0 1.6 1.6

보건의료원 14.7 27.2 41.9

보건소 6.7 22.1 28.9

보건지소 1.8 2.4 4.2

보건진료소 0.0 1.0 1.0

한방병원 8.9 15.2 24.0

한의원 1.1 1.0 2.1

약국 1.3 0.0 1.3

<표 Ⅳ-2> 의료기관당 의료인력 수(2015년 1분기 기준) 
(단위: 명)

자료: KOSIS에서 의료인력을 의료기관 수로 나누어 산출함

1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12) 조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동위원

소급취급자(일반),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성취급감독자, 영양사, 조리사, 조혈모세포

냉동담당자, 정신보건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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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약국 등 전반적으로 의료기관이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II장에서 살펴보

았듯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은 영세 의료기관들이 고가의료장비와 병상 수를 경쟁

적으로 늘려 왔다.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게 많

은 의약품을 처방해 왔다. 

구분
MRI CT 병상

수 사용 수 사용 수 입원일

2005 12.1 － 32.3 － 5.9 14.9

2006 13.6 － 33.7 － 6.5 －

2007 16 13.9 37 74.8 7.3 －

2008 17.5 15.1 36.5 86.4 7.7 17.5

2009 18.8 16.4 36.8 99.8 8.2 15.7

2010 19.9 18.4 35.3 112.7 8.8 15.8

2011 21.3 23.4 35.9 131.4 9.6 16.4

2012 23.5 24.3 37.1 143.5 10.3 16.1

2013 24.5 26.2 37.7 151.1 11 16.5

2014 25.7 27.3 37.1 157.7 11.7 16.5

<표 Ⅳ-3> 고가의료장비 및 병상의 수와 이용 추이 

   주: MRI 및 CT의 수는 인구 100만 명당,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자료: OECD(2017)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술의 발달에 기반한 고가의료장비

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고가의료장비는 말 그 로 고가이며, 많은 병상

은 상당한 공간이 요구되므로 고가의료장비와 병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처럼 영세한 업체에는 

더욱 그렇다. 무리한 고가장비 및 병상 수 확보는 결국 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

하여 국가 재정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OECD 

2015),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고가장비를 구축함에 따라 의료장비 

사용으로 지출되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문

성웅 외(2013)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8~2012년) CT, MRI, PET의 사용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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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는 각각 연평균 11.0%, 12.1%, 18.8%로 일반 급여비의 

연평균 증가율 8.7%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가의료장비 및 병상 수와 같은 인프라는 분명 영세 업체에 경제적인 부담일 것

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쟁적으로 고가장비와 많은 공간이 필요한 병상 수에 집착을 

하는 지에 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의 의료시장과는 명확히 다른 국

내 의료시장의 모습들에는 분명 원인이 있을 것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 전공의 지원편중현상이 뚜렷하여 전문과목 간 전공의 수

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 지원율의 편차가 커서 실제로 전공의를 충

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흉부외과 및 비뇨기과의 경

우에는 전공의 확보율이 40% 에 불과하다. 물론 정부 역시 전문과목 간 전공의 지

원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전공과목 마다의 특징으로 

인해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공별 소득수준이 전공의 지원편중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오영호 2017). 

<그림 Ⅳ-1> 전공의 지원율(2013년)
(단위: %)

자료: 오영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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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불보상제도와 의료기관의 유인구조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의료공급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로 보험

자가 의료공급자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진료

비지불제도는 기본적으로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를 따른다. 행위별수가제

는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라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이다. 의료서비스는 크게 급여의료와 비급여의료

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의료에 한하여 정부가 진료행위와 진료비의 적

정성을 심사한다. 

구분
파악(정보의 비대칭 해소) 통제수단

가격 진료량 가격 진료량

급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로 파악
행위·약제·
재료 가격 고시

급여기준

비급여 알수없음 시장(의료기관) 자율

<표 Ⅳ-4> 급여 및 비급여 의료의 관리

이와 같은 의료비 관리체계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입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수입  급여의료 양 ×급여 진료비   비급여의료 양 ×비급여 진료비 

급여의료는 정부가 양(진료행위)과 가격(진료비)의 적정성을 모두 심사하는 반면 

비급여의료는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가격이 모두 시장(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한다. 특히  급여의료의 가격은 이미 고시가격에 의해 변화될 수 없는 반면 양은 가

격에 비해 상 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성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의료기관은 가능한 급여의료의 양을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한다. 



56 연구보고서 2017-10

무엇보다 비급여의 경우 양과 가격 모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든, 얼마의 진료비를 부과하든 정부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비급여의료의 서비스를 유도하고 높은 가격

을 책정할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사후적(Retrospective) 진료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

조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양과 가격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두어서

는 안되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즉 행위별수가제는 진료의 다양성과 의사의 전문성

을 인정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

에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정부가 가능한 모든 의료행위와 진료비를 심사하는 구조

가 ‘패키지(Package)’처럼 병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의료행위 중 상당수가 비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광범위한 비급여 영역을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그동

안 정부의 의료비 관리 실패의 원인이 결국 비급여의료의 관리체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하여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부여하더라도 

비급여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확 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목표 보장률을 80%로 설정하고 목

표 달성을 위해 과거 10여 년 동안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였다. 그러한 천문학적

인 재정은 주로 보험료로 충당되었으며, 비록 보험료 수입이 소요재원의 전부는 아

니지만 재정 충당 방법만 다를 뿐 결국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고통이 수반되었더라도 목적을 달성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과거 10년 동

안 보장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간단하다. 비급여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원 투입보다 의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래 보장률

을 산출하는 수식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재정을 투입해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를 증가시켜도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진료비와 비급여진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보장률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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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률  국민건강보험 급여비법정본인부담비급여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문제는 급여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공급자의 진료행위 적정성과 진

료비 적정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행위 적정

성과 진료비 적정성 등을 심사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뿐더러 합리적인 증가인지에 한 판단이 불명확

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해서는 정부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2012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지 않은 원인을 비급여가 너무 빠르게 증가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제3차 보장성 강화계획(보건복지

부 2015a)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영역이 더 빠르게 확 되

기 때문”

보건복지부(2015a)에 따르면 2006~2010년간 법정본인부담 증가액은 1.4배인 반

면 비급여본인부담액 증가액은 1.8배로 비급여 부담 증가 정도가 1.3배 더 높다. 또

한 더 최근의 자료에서도 과거 5년 동안 비급여진료비(비급여본인부담액)는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 65.0 63.6 63.0 62.5 62.0 63.2

법정본인부담률 21.3 20.6 20.0 20.3 20.0 19.7

비급여율 13.7 15.8 17.0 17.2 18.0 17.1

비급여 진료비 62,425 81,810 95,024 99,364 111,717 112,253 

<표 Ⅳ-5> 5년간(2009~2014년) 보장률 및 비급여 진료비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 국민건강보험(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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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
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
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
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
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상
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
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 Ⅳ-6>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3. 비급여의료 관리 실태 

현재 정부가 비급여를 관리하는 표적 방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는 2010년 1월 29일부터 ｢의료법｣제45조와 시행규칙 제

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에서 정

한 서식에 따라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환자 또

는 환자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다(감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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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

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

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

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요양기

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

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표 Ⅳ-7> 진료비 확인 제도

정부 역시 비급여의료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초래하는 부작용을 인지하고 비급

여의료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제도’를 도입한 후에도 의료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자 동 제도를 지

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는 아무리 개선을 하더라도 비급여 문제를 개

선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는 의료기관별로 비

급여의료의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의료

기관 간 경쟁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낮추려는 정부의 의도이다. 즉 ‘비급여 진료비

용 고지제도’는 비급여에 한 의사결정 책임을 주로 전문성이 취약한 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이외에도 ‘요양급여 

상 해당여부 확인제도(이하 ‘진료비 확인제도’)가 있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국민

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

은 후 진료비용이 급여의 상에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하여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만약 환자가 과도한 진료비를 지불한 것으로 확

인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불하도록 하는 제도이

다. 하지만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나 보호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만 심사가 이

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비급여 관리제도라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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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비급여 관리체계하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은 동일한 의료행위이

더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비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급여의료의 경우에는 재료비, 

그리고 인건비 등 의료행위별 원가계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토 로 정부가 심사하

는 반면 비급여의료는 기초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진료비를 부과하더라

도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2011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

사 결과 의료기관별 비급여의료의 진료비 차이가 평균 3.8배에 이르며, ‘갑상선 초음

파검사’는 5.9배에 달한다. 

구분 최저 가격(A) 최고 가격(B) 가격차(B/A)

수면내시경 관리행위  35,000  196,100 5.6

갑상선 초음파검사  30,000  177,000 5.9

유방 초음파검사  70,000  275,000 3.9

MRI(뇌) 410,000 1,386,000 3.4

MRI(척추) 410,000  700,000 1.7 

PET-CT(뇌) 370,000  940,000 2.5 

<표 Ⅳ-8>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차이 
(단위: 원)

자료: 한국소비자원(2011. 7)

2016년 감사원이 비급여를 조사한 결과 총 16,680개 항목 중 명칭이나 코드가 표

준화되어 있어 서로 가격비교가 가능한 것이 1,611개 항목에 불과였고, 나머지 

15,069개 항목(90.3%)은 명칭이나 코드를 병원마다 제각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급여고지제도를 통해 환자가 비급여 가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항목 955개(25,084건)의 병원별 진료비 차이가 7.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11년 한국소비자원이 비교했던 비급여 항목과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가 확 되었거나 줄어들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균열된 요추 추간판에 고온의 열을 가하여 만성요통을 완화하

는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의 경우에는 병원별로 최소 20만 원에서 최  350만 

원으로 가격차이가 17.5배에 달하고 있으며, 의료진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17.5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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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가격편차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감사원 2015).

동일한 질병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급여의료를 중심으로 치료하는 것과 비급여의

료를 중심으로 치료하는 방법 간 의료기관의 수입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은 동일한 무릎관절증을 앓고 있는 A환자(51

세 남성)의 치료로 11일간 입원료 등 급여 진료비 2,944,980원과 비급여 진료비용 

5,011,690원 등 총 7,956,67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동일 

질병을 가진 B환자(59세 남성)의 치료를 위해 16일간 입원료 등 급여 진료비 

1,388,870원과 비급여 진료비용 14,870,490원 등 총 16,259,360원의 진료수익이 발

생하였다.

구분 종합병원 의원 차액

총진료비용 7,956,670 16,259,360 8,302,690

급

여

소계 2,944,980 1,388,870 -1,556,110

입원료(입원일수) 232,880(11일) 383,840(16일) 150,960

처치료 등 2,712,100 1,005,030 -1,707,070

비

급

여

소계 5,011,690 14,870,490 9,858,800

카티스템주 4,950,000 14,366,000 9,416,000

PCA(통증자가조절법) 61,690 120,437 58,747

자기골연이식술 등 - 384,053 384,053

<표 Ⅳ-9> 무릎관절증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간 진료비용 차이 
(단위: 원)

자료: 감사원(2015)

4. 소득계층별 의료접근성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지만 소득계층별로 평가할 때 저소득

층의 보장률이 높다. 보건복지부(2015a)는 보고서에서 “소득이 낮은 1분위(지역)의 

보장률은 68.2%로 가장 높고, 10분위의 보장률이 51.8%(지역)~52.5%(직장)로 가

장 낮게 나타남.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보장 수준이 더 높아 저소득층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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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기능은 충실한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의료가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우리나라 비급여 문제가 비단 의료비의 급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등에 국

한되지 않고 소득계층별로 의료접근성이 상이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즉 비급여는 급여의료와 달리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이 낮은 계

층은 비급여의료에 한 접근성이 취약해 질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료패널(Korean Health Panel)의 2013년

도 자료를 활용해 소득계층별 비급여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표 Ⅳ-10>은 실증분석

에 활용된 변수의 명과 정의를 보여준다.

변수 정의

비급여의료비 연간 비급여의료비(만 원)

총의료비 연간 총의료비(만 원)

가구소득 연간 가구소득(만 원)의 로그값

여성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

남성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

연령 연령(세)

미혼 결혼한 적 없으면 1, 아니면 0

배우자 결혼하여 배우자 있으면 1, 없으면 0

기혼 결혼 후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 없으면 1, 아니면 0

고졸 미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면 1, 아니면 0

고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면 1, 아니면 0

졸 전문  이상이면 1, 아니면 0

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

무직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1, 아니면 0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면 1, 좋지 않으면 2, 보통이면 3, 좋으면 4, 
매우 좋으면 5

<표 Ⅳ-10> 변수 명 및 정의

<표 Ⅳ-11>은 실증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기술통계를 보여주는데, 기술통계는 전

체 샘플과 함께 샘플을 소득계층별로 구분한 뒤 각 샘플별로 산출하였다. 소득계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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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은 평균 가구소득(4,364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에 활용된 총 샘

플은 14,628개며, 평균 가구소득 이상 샘플은 8,606개, 미만 샘플은 6,020개이다. 

변수
총샘플 평균 가구소득 이상 평균 가구소득 미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급여의료비 7.69 39.86 7.90 38.93 7.39 41.15

총의료비 29.03 120.69 34.07 135.88 21.83 94.40

가구소득 8.1 0.83 7.61 0.7 8.81 0.33

여성 0.55 0.5 0.56 0.5 0.53 0.5

남성 0.45 0.5 0.44 0.5 0.47 0.5

연령 49.25 16.87 53.78 17.21 42.77 14.03

미혼 0.16 0.37 0.13 0.34 0.2 0.4

배우자 0.71 0.45 0.68 0.47 0.76 0.43

기혼 0.13 0.33 0.19 0.39 0.04 0.2

고졸 미만 0.33 0.47 0.46 0.5 0.14 0.34

고졸 0.34 0.47 0.32 0.47 0.36 0.48

졸 0.34 0.47 0.22 0.41 0.5 0.5

근로 0.39 0.49 0.32 0.46 0.5 0.5

무직 0.61 0.49 0.68 0.46 0.5 0.5

건강상태 3.34 0.82 3.21 0.85 3.52 0.75

샘플 수 14,628 8,608 6,020

<표 Ⅳ-11>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표 Ⅳ-12>는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의료소비)

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증명되었다(Baltagi and Moscone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종속변수로 설

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 로 해석하자면 소득이 낮을수록 비급여

보다는 급여의료 중심으로 의료소비와 공급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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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P값
(P>t)

가구소득 0.428 0.094*** 0.000

남성 -0.779 0.140*** 0.000

연령 -0.024 0.006*** 0.000

배우자 1.541 0.230*** 0.000

기혼 1.122 0.322*** 0.000

고졸 0.013 0.194 0.947

졸 -0.093 0.217 0.670

근로 -0.271 0.142* 0.057

건강상태 -0.239 0.084** 0.004

_cons 0.928 0.877 0.290

<표 Ⅳ-12> 분석 결과: 소득계층별 비급여 비중

주: 1) *, **, ***는 각각 신뢰수준 90%, 95%, 99%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Prob>F = 0.000
3)  분석모형으로 OLS를 활용하였으며, 다른 모형(GLM의 Lognormal 등)을 활용해도 분석결과는 동일함

일반적으로 급여의료는 자비부담이 높지 않은 반면 MRI 및 초음파 같은 비급여는 

자비부담이 높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은 비급여의료에 한 접근성이 고소득층에 비

해 취약하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은 비급여의료를 소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

며, 비급여의료를 수요하지 않으면 보장률의 산식에서 분모가 작아져 당연히 높게 

산출된다. 즉, 비급여가 존재할 경우, 비급여의 범위가 광범위할수록, 그리고 중요한 

의료행위가 비급여에 포함될 경우 소득계층별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차원에서 형평

성 문제가 야기된다. 

비급여로 인한 의료 접근성 문제는 다양한 사례에서 증명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발생하며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

탄이 야기되기도 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가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으로 간주

되는데 2011년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73만 가구에 달하며 저소득계층

(58.7%)뿐만 아니라 중간계층(10.5%)에서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a).

만약 비급여의료가 단순히 성형 및 피부 개선과 같은 순수한 선택의료만으로 구성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가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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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준필수 의료들이 비급여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비급여 영역이 광범위한데 비급여의료의 진료적정성과 진료비적정성 여부

를 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은 높은 의료비 때문에 의료접근성이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관리체계, 특히 비급여관리체계의 부

재로 인해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로 의료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질병 및 소득별 형평성과 비급여 

정부가 추진해 온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1~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공통

점은 “4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에 치중되어 있다. 4  중증질환은 악성신

생물(이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을 의미한다. 암, 심

장질환, 뇌혈관질환은 각각 국내 사망원인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병 시 고

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이다. 

순위 사망원인 사망률

1 악성신생물(암) 150.8

2 심장 질환 55.6

3 뇌혈관 질환 48.0

4 폐렴 28.9

5 자살 26.5

6 당뇨병 20.7

7 만성 하기도 질환 14.8

8 간 질환 13.4

9 운수사고 10.9

10 고혈압성 질환 9.9

<표 Ⅳ-13> 10대 사망원인(2015년) <그림 Ⅳ-2> 5대 사망률 추이 

자료: 통계청(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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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4  중증질환에 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는 4조 3천억 원이, 2014년 예산안에는 5조 3천억 원이 책정되었을 정도로(국회예산

정책처 2013) 특정 질병에 상당한 재원이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기간 4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비록 2015년에는 4  중증질환에 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다소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입한 천

문학적인 재정에 비하면 비용 비 편익이 높지 않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 77.7 77.5 77.7 79.9

법정본인부담률 6.7 7.2 7.6 8.6

비급여부담률 15.6 15.3 14.7 11.5

<표 Ⅳ-14> 4대 중증질환 보장률 추이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각 연도)

과거 10여 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유독 4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치중했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지 못한 

이유 역시 비급여에 있다. 정부는 질병별로 보장성 강화를 차등하여 추진하는 산정

특례제를 운영해 왔다. 즉 산정특례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특정 질병에 해 국

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을 인상해주는 제도인데, 그동안 4  급여율을 지속적으로 상

향조정해왔고 현재 4  중증질환에 한해서 급여율 5~10%를 적용하고 있다. 

 

급여율  국민건강보험 급여비법정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급여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즉 4  중증질환 환자의 급여의료비 중 정부가 90~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1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산정특례제가 급여의료에만 적용되기 때문

에 급여율을 인상하고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의료기관이 더 많은 비급여의료

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인상하면 환자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발생

한다(김 환 2015). 그러므로 산정특례제를 활용해 심지어 급여율을 100%로 상향

하더라도 비급여의료가 존재하는 한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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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저 존재한다.

산정특례제의 또 다른 한계는 4  중증질환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질병 중 4  중증질환에 해서만 보장성을 강화함에 따라 다른 중증질환 환자들은 

공적건강보험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김 환 2015). 또한 의

료비 차원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가 소요되어 4  중증질환보다 더 많은 소득상실

리스크를 유발하는 질병들도 존재한다(김 환·강성호 2015). 

산정특례제 이외에도 본인부담상한제13)를 통해 정부는 소득계층별로 국민건강보

험의 보장성을 차등하려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보장성을 강화하

기 위해 그동안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2014년부터는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세분화하고 이후에는 매년 조정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즉 2016년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

위 계층의 경우 급여의료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법정본인부담의료비)가 121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이 나머지 법정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해준다. 

소득구간
본인부담상한액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분위

200

120 121 121

2분위
150 151 152

3분위

4분위
200 202 203

5분위

6분위

300
250 253 254

7분위

8분위 300 303 305

9분위
400

400 405 407

10분위 500 506 509

<표 Ⅳ-15> 본인부담상한액 추이
(단위: 만 원)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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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득구간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동소이하다. 심지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

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오히려 높은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림 Ⅳ-3> 소득계층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자료: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6)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 역시 비급여의료에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의료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액만 정해놓고 있을 

뿐 비급여의료에서 환자가 아무리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은 관

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급여의료비 중 상당부분을 국민건강

보험이 부담해주더라도 비급여의료의 부담이 증가하면 보장률은 개선되지 않는다. 

결국 비급여는 저소득층을 더 보살펴야 한다는 사회보험으로의 태생적 목적을 위협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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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전달 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가 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해 상위 5  병원(서울

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환자쏠림 현상은 비단 상위 

5  병원을 넘어 전체 상급종합병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즉, 근처 의료기관에서 단순한 외래진료

를 받아도 되는 환자들조차 형병원으로 집중되는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고

착화되어 있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상급종합병원 76,225 80,642 85,649 91,596 

상위 5  병원 26,078 27,623 29,798 30,317 

점유율 34 34 35 33 

<표 Ⅳ-16> 상위 5대 병원 진료비 및 점유율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

환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형병원으로 쏠리기 때문에 지역별 활동의사 수도 서울

(32.8%)과 경기도(17.5%)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한의사협회 2015). 의료

법은 의료기관을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의원급은 외래환자를, 병원급은 입원환자를,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을 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네의원부터 상급종합

병원까지 동일한 환자를 상으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전

달체계의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도시 형병원으로 의료자원과 환자가 쏠리는 현

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1).

의료기관별 진료비 추이를 보더라도 전체 요양기관의 0.05%를 차지하고 있는 상

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원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5  상급종합병원(빅 5)의 진료비는 최근 5년간 100% 이상 증가하였

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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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료비(억 원) 기관당 진료비(백만 원)

2006
점유율
(%) 2013

점유율
(%)

증감률
(%)

2006 2013
증감률
(%)

총계 284,103 100.0 509,541 100.0 79.4 378 600 58.6

병

원

급

소계 105,699 37.2 241,735 47.4 128.7 115,195 223,488 94.0

상급종합 41,318 14.5 81,583 16.0 97.5 96,088 189,727 97.5

 - 빅 5 13,765 4.8 27,880 5.5 102.5 275,293 557,602 102.5

 - 빅 5 제외 27,553 9.7 57,703 10.5 109.4 72,508 141,323 94.9

종합병원 40,716 14.3 77,834 15.3 91.2 16,093 27,699 72.1

병원 23,665 8.3 82,318 16.2 247.8 3,014 6,062 101.1

병원 20,478 7.2 50,569 9.9 146.9 2,131 3,485 63.5

요양병원 3,187 1.1 31,749 6.2 896.2 883 2,577 191.9

의원 73,745 26.0 106,856 21.0 44.9 286 377 31.8

약국 80,359 28.3 118,744 23.3 47.8 389 568 45.8

기타 24,300 8.5 42,206 8.3 73.7 90 129 43.4

<표 Ⅳ-17> 의료기관별 진료비

자료: 국민건강보험(2014)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의 빠

른 증가와 함께 전체 의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2.3%인 반면 이들이 전체 진료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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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5 세 이상 비율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

1인당 진료비

65세 이상 전체

2008 9.6 30.8 2,334 726

2009 9.9 31.6 2,574 813

2010 10.2 32.4 2,839 895

2011 10.5 33.3 2,968 941

2012 11.0 34.4 3,076 967

2013 11.5 35.5 3,219 1,022

2014 11.9 36.7 3,394 1,085

2015 12.3 38.4 3,620 1,130

<표 Ⅳ-18> 노인의료비 추이
(단위: %, 천 원)

   주: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은 전체 진료비를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로 나누어 저자가 산출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2015)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노인의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1인당 의

료비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전체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다. 노인 1인

당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노인의 경우 동일 

질병을 위해 다수의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

나라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병원방문으로 인한 기회비

용이 상 적으로 적은 노인에서 심한 편이다. 둘째, 노인의 경우 90% 정도가 만성질

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의 비중도 

69.7%에 달한다(오영희 2015). 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인구 중 78.2%가 지난 1달 

동안 의료기관에 방문하였으며, 평균 방문횟수는 2.4회, 4회 이상 방문한 경우도 

21.0%에 달한다. 심지어 10.7%는 1달 동안 6회 이상 의료기관에 방문한 것으로 나

타났다(오영희 2015). 분명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명 ‘의

료쇼핑’과 같은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 

시 이전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동일 검사 등을 반복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

출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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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만성질환 수(의사진단)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평균

65~69세 16 23.1 22.7 38.2 2.2

70~74세 10.1 27.9 24.1 47.8 2.7

75~79세 7.5 16.8 22.5 53.2 2.8

80~84세 5.8 17.6 24.3 52.2 2.9

85세 이상 8.9 20 25.9 45.2 2.5

65세 이상 10.8 19.5 23.5 46.2 2.6

<표 Ⅳ-19> 노인 연령별 만성질환 수
(단위: 개)

자료: 오영희(2015)

만성질환은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질병

으로 흡연 및 비만은 표적인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흡연율과 비만율은 40% 내외로(국민건강보험 2016b)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암의 경우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데, 남성의 2015년 암 사망률은 187.3명

(인구 10만 명당)으로 여성의 114.4에 비해 월등히 높다(통계청 2016b). 

구분
현재 흡연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25.4 25.6 24.7 24.9 23.6 21.9 

남성 43.2 43.4 42.2 42.4 40.6 37.9 

여성 3.2 3.5 3.3 3.5 3.2 3.2 

구분 비만율(%)

전체 32.1 32.6 32.6 33.1 32.8 34.1 

남성 37.2 37.8 38.1 38.7 38.4 40.3 

여성 25.7 26.3 25.9 26.2 26.1 26.9 

<표 Ⅳ-20> 흡연율 및 비만율 추이(2010~2015년)

   주: 1) 건강검진 수검자 중 흡연 관련 문진항목 응답자 기준

2) 현재 흡연율: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까지 담배를 피우는 분율

3) 건강검진 수검자 중 체질량 측정 기준(일반검진, 생애검진 포함)

4) 비만율: 체질량지수(BMI, 로 계산)가 25 이상인 분율

자료: 국민건강보험(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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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령자의 만성질환이 만연하고 높은 흡연율 및 비만율과 같은 결과는 그동

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사전적 예방이 아닌 사후적인 치료 중심으로 발전해 왔

기 때문이다. 즉 질병이 발생한 후 진료비를 보장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질병이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다( 한민국정부 2011). 

7. 사기 및 범죄

보험사기 및 범죄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비효율성을 넘어 순수한 사회경제

적 낭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에서는 사기, 범

죄 등이 끊이지 않으며 사례는 수없이 많다.

최근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도용해 비의료인이 표면적으로 합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인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해마다 적발된 사

무장병원 기관 수와 환수결정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징수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적발금액만 3,400억 원에 이르지만 징수율은 5.7%에 불

과하다. 

연도
환수결정 현황 징수 현황 징수율

기관 수
(A)

금액
(C)

기관 수
(B)

금액
(D)

기관율
(B/A, %)

금액률
(C/D, %)

2009 6 347 6 339 100.0 97.7
2010 45 8,756 41 3,318 91.1 37.9
2011 147 57,600 134 12,275 91.2 21.3
2012 168 69,257 140 9,495 83.3 13.7
2013 152 119,279 130 12,969 85.5 10.9
2014 216 340,328 181 19,437 83.8 5.7

2015 상반기 102 216,402 68 9,066 66.7 4.2
계 836 811,790 700 66,902 83.7 8.2

<표 Ⅳ-21>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 추이(2015년 6월 30일 기준)
(단위: 요양기관(개수), 금액(백만 원))

   주: 요양급여비용 지불 시 원천징수된 세액(소득세: 10%, 주민세: 소득세의 10%)을 징수액으로 간주한 징수

기관과 금액률을 산정함

자료: 강희정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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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에 한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를 많이 제공하는 의료기

이 유리한 의료시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감사원 2015) 비급여 진료비를 악용하

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급여의료

로 진료 가능한데도 비급여를 제공하며, 심지어 국립 학병원에서도 동 문제가 만연

하게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2015)의 조사 결과 2012년 한해만 3개의 국립 학병원

에서 부당청구한 건수만 40여 만 건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국내 전체 

의료시장의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병원명 부당 징수 유형 환자 수 건수 부당 징수금액

합계 130,643 393,261 2,318,836

서울 학교

병원

소계 17,345 35,114 756,092

급여의료비를 비급여로 징수 8,932 16,045 371,284

별도산정 불가 진료비 징수 2,489 2,550 36,828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 5,924 16,519 347,980

부산 학교

병원

소계 89,408 314,168 1,254,215

급여의료비를 비급여로 징수 82,588 295,034 1,108,538

별도산정 불가 진료비 징수 2,620 3,650 26,351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 4,200 15,484 119,326

전남 학교

병원

소계 12,187 24,696 188,165

급여의료비를 비급여로 징수 4,493 12,106 122,604

별도산정 불가 진료비 징수 3,375 4,719 29,641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 4,319 7,871 35,920

<표 Ⅳ-22> 주요 대학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당 징수 사례
(단위: 명, 건, 천 원)

자료: 감사원(2015)

금융감독원(2015)이 적발하여 발표한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의료 관련 보험사

기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명 ‘나이롱 환자’로 알려진 허위·과

다입원 보험사기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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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2년 상반기 ’13년 상반기 ’14년 상반기
증감률(%)

(’12 ~ ’14)

허위 · 
과다입원

15,279 18,850 32,014 109.5

전체 223,697 257,926 286,854 28.2

구성비 6.8 7.3 11.2 64.7

<표 Ⅳ-23>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적발 금액
(단위: 백만 원, %)

자료: 금융감독원(2015)

물론 보험사기의 증가 원인에는 민영건강보험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하지만 의료시장의 특성상 의료공급자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야만 의료 관련 

보험사기가 가능하다. 환자들을 상으로 고액의 의료비를 받기 위해 의사가 오히려 

환자가 가입한 민영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문제는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정1).

제II장에서 OECD 국가들과 국내 의료시장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의약품 처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전체 의료비에서 의약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6.6%인 반

면 한국은 21.2%로 상당히 높다. 물론 의약품 지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고평가된 복

제약 가격, 보험약가 결정방식, 유통 및 품질관리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김

환·김혜란 2010), 리베이트도 의료비를 높이는 범죄 중 하나이다.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의 사용을 권유하고, 

음성적 가를 지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 및 의료기기 가격

에 반영되어 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보험료 인

상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소득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에 재분배되는 구조를 양산한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11월 국내 주요 10개 제약사를 실사한 결과, 제약사가 

의료공급자(또는 약사)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전체 제약사 매출액의 20%

(리베이트 규모 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발표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7). 

이후 많은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관련 처벌도 강화되어 왔다. 2009년 8월부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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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약가 상한 금액을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

를 운영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만 처벌하는 신 리베이트 수수자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2010년 11월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4년 7월부터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정지하고 또 다시 위반한 경

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규제가 강

화될수록 수법도 진화하면서 리베이트 문제가 단절되지 않고 있다.14)  

이 밖에도 주사에 의한 합병증, 감염질환을 경험한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최지은 2017). 물론 의료인의 실수로 인한 문제가 부분이겠지만 수익 극 화를 

위해 주사제 재사용 등의 의도적인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이는 환자의 집단 감염을 통해 일시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다수의 생명을 위

협하는 행위이다. 

8. 소결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고가의 의료

장비와 병상 수는 빠르게 증가시켜 왔다. 무리한 고가장비 및 병상 수의 구축은 결국 

결국 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OECD(2015)의 지적처럼, 실제로 고가장비 관련한 의료비 지출도 빠르게 증가해 왔

다. 또한 전반적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과목 간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전공별 소득수준이 지목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직간접적으로 비급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위별수

가제도를 주요 진료비지불제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여의료에 한해서

만 양(진료행위)과 가격(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다보니 의료기관은 가능한 한 비

14) 리베이트의 규모 등에 한 최근 추이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터넷 검색,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를 통해 지속되는 리베이트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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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료의 서비스를 유도하고 높은 가격을 책정할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가 고

착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의 목표 보장률을 80%로 설정하고 과거 10년 동안 천문학적

인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장률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던 이유 역시 

비급여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급여의료를 관리하는 ‘비급

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유용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별 동일한 비급여 의

료비는 천차만별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비급여의료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들까

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낮은 계층은 필수의료에 한 접근성도 취약하

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의 핵심적인 제도인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 역

시 비급여의료 때문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부분 비급여의료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 전달 체계 측면에서는 병원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위치해 있고, 환자들 역시 

수도권 중심의 형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동네 의

원에서 상담 또는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까지 형병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동일 질

환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에 방문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는 동일한 검진을 통해 

의료비 소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기관 간 역할분담의 문제와 함께 사후적 치료

에만 집중한 나머지 고령자들은 부분 복수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료쇼핑 문제로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는 것은 사기 및 범죄도 한몫을 하고 있다. 사무

장병원, 비급여를 악용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단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수익 극 화를 위해 주사제의 반복 사용으로 

환자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문제를 개

선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선택 말고

는 안이 없다.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전에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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