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1. 의료비 지출의 관리 필요성

위에서 의료비 증가가 지속될 경우 1인당 재정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함을 장기 추

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향후 생산가능인구 및 주요 근로층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1인당 재정부담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민의 재정(보험료)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

해서는 이론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은 급여비()×환자 수()로, 수입은 보험료()×소득

()×근로자 수()로 표현될 수 있다. 지출과 수입을 동일시하여 아래 수식을 도

출할 수 있다.

 ×    =   ×   ×  

첫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급여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급여비를 감소시킬 경우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비부담이 증가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보험료가 감소하는 신 자비부담

이 확 되는 구조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된 사회보험의 기능이 크게 약화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급여비 감축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 

둘째, 재정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생산성이 확 되어 소득()이 충분히 증가한다

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실질 부담이 감소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

험의 재정이 안정될 수 있다. 하지만 OECD(2012)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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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Economic Growth)15)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그 원

인 중 하나가 회원국들의 인구고령화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해 잠재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그 

결과 2031년 이후 회원국 34개국 중 최저 수준인 연간 1%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행(2017) 및 한국개발연구원(2015)이 전망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역시 크게 다르

지 않다.  

셋째,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 및 세금 등을 부담할 수 있

는 노동층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빠

르게 증가시키면 되는데 지금부터 출산율을 확 하더라도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

하기까지는 빨라야 2040년 이후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출산율을 확 하

기 위해 노력해 온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출산율을 폭 확 되기

란 불가능에 가깝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여성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근로자 수를 확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주요 근로층의 1인당 재정(급여비)부담은 30~59세의 모든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를 가정한 1인당 수치이다. 즉,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재정부담은 장기추계에서 도출된 수치들

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30~59세 인

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할수록 1인당 부담액은 감소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의료비 증가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다. 즉 불필요한 의료비를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이야 말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 할 수 있

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비 증가에 맞

추어 보험료를 확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모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방법이 지속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며 나아가 경제성장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15) 한 나라의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

용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  성장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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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급여의료의 관리

가. 비급여 관리방안의 한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비급여는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양산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비급여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제 로 인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비급여에 한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급여에 해서는 진료

행위 및 진료비 적정성을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에 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통계조차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국민건강보험 공

단은 매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발표하고 있으며 과거 10년 동안 63% 내외에서 

답보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보장률과 결과에 한 해석의 신뢰성에 있다. 첫째, 보장

률의 정의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분모에 비급여 의료비가 포함된다. 하지만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조사하는 비급여는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에 기반한 것에 불과하다. 

2010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률을 63.6%라고 발표했으며 

당시 비급여의료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772개를 조사하였다. 당시 모

집단(전체 의료기관)은 74,719개로 모집단 비 샘플 수는 1.03%에 불과하다(국민

건강보험 2011). 또한 조사 상이 1개월의 진료분에 불과하고 비급여 서비스 항목 

단위로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비급여가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의 가격에 제

공되는지 정확한 파악조차 어렵다(감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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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집단 기관 수 표본 기관 수 분석 기관 수

상급종합 44 10 12

종합병원 272 11 13

병원
일반 1,297 67 64

요양 887 30 29

의원 25,628 300 274

치과병원 188 11 8

치과의원 14,286 270 230

한방병원 171 9 9

한의원 11,720 90 81

약국 20,126 52 52

계 74,719 850 772

<표 Ⅴ-1> 보장률 산출을 위해 조사한 의료기관 수 
(단위: 개)

자료: 국민건강보험(2011)

둘째, 과연 1.1%에 해당하는 조사 상인 의료기관들이 비급여진료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지에 한 의문이다. 국내 의료시장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문제는 과

거 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다. 이미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의료

기관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자에 해당하는 공단에 정확한 비급여에 한 정

보를 제공했을지 의문이다. 혹여 의료기관이 정확하지 않은 비급여 정보를 제공했더

라도 정부는 이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더욱이 비급여를 

조사할 때 항목 단위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감사원 2015)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수

치제공의 자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보장률을 산출할 때 간병비, 치과 보철, 첩

약 조제 등이 제외되었는데 이들을 포함할 경우 보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보

장률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의료비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문제의 핵심인 비급여의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할뿐

더러 비급여를 관리하려는 접근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비급여를 관리

해 온 주요 방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인데 이미 장기간 운용해 온 결과 동 

제도의 유용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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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5)16)은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

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한 의사결정 책임을 주로 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는 비급여 문제를 개선하는데 태생적 한계

를 지닌다. 

의료서비스는 공급자(의료기관)와 소비자(환자) 간 정보의 비 칭(Asymmetric 

information)이 심하며, 공급자의 정보가 절 적으로 우월하다. 시장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필요하게 개입할 경우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반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면 정부의 시장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Rosen and Gayer 

2009).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 하나가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

보의 비 칭에 있다. 환자(수요자)의 전문성 또는 의료서비스에 한 정보나 지식이 

의료기관(공급자) 수준으로 개선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정부개입의 중심을 소비자

가 아닌 공급자 측면에 맞추어야 한다. 쉽게 말해 의료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진료비

를 공급자가 결정하면 환자는 따라야만 하는 구조로, 이 경우 정부는 환자에게 책임

을 부여하여 시장실패를 보완하기보다는 공급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이외에도 정부가 공급자 측면에 개입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한편으로는 비급여가 존재하더라도 비급여에 순수한 선택진

료만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급여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

료서비스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정부의 4  중증질환 보장

성 강화 방안에서도 알 수 있다. 비급여 중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

고,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단계적

으로 급여의료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4  중증질환에 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

한 주요 방법론이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3; 보건복지부 2013).

하지만 정부가 비급여를 관리하려는 방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정부의 비급여 

16) 감사원(2015)은 “환자가 의료기관과 치료방법 선택에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도록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항목의 가격뿐 아니라 질병·수술별 총진료비용 정보

를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라고 비급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의료행위의 선택 책임을 비전문가인 환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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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에는 4  중증질환에 집중된 비급여 관리이며, 일부 비급여를 관리하는 것

에 한정된다. 이로 인해 다른 중증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 정책으로부

터 소외되어 있다. 특히 정부가 4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확 할수

록 소득이 높은 4  중증질환자보다 소득이 낮은 다른 중증질환자의 부담이 훨씬 높

은 부작용이 확산되어 왔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62.5 62.0 63.2 63.4

4  중증질환 77.7 77.5 77.7 79.9

<표 Ⅴ-2> 국민건강보험 전체 보장률과 4대 중증질환 보장률 추이
(단위: %)

주: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보장률 관련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2016)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 

또한 수많은 비급여 중 일부만 관리하려는 정부의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를 지니며, 4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향후 비급여의료의 효율

적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일부 비급여항목이 급여로 전환되

어 의료기관에서는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항목을 창

출하는 풍선효과 발생한다. 실제로 2013~2014년 4  중증질환 관련 125개 항목을 

급여화했음에도 4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4년 77.7%로 2012년 77.8% 비 변동

이 없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물론 2015년도에는 4  중증질환 보장률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보장률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통계에 한 신뢰도가 부족

한 상황에서 의료정책의 효용성에 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도에는 추가로 258개 항목이 급여화되었

는데(국회예산정책처 2016), 비급여를 급여화함에 따라 보장률이 확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 있고 풍선효과가 구조적으로 가능한 상

황에서는 4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비용 비 편익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초점이 특정 질환과 특정 비급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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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국한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의료기관과 조화를 이룰 수 없을뿐더러 의료비 

관리 능력에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2015년도에는 4  중증질환에 한 

보장률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의료기관이 더 많은 비급여를 증가시키거나 

남아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높인다면 재정을 더 투입하더라도 4  중증질환에 한 

보장률 역시 언제든지 다시 감소할 수 있는 체계이다.

나. 비급여의료 관리 방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아무리 많은 재정은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의료기관이 더 많은 비급여를 만들어 내고, 혹여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더라

도 기존의 비급여의료 진료비를 더 높게 측정하면 더 많은 재정투입에도 불과하고 

보장률은 낮아질 수 있다. 비급여의료가 존재하는 한 보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속도보다 국민의 부담을 더 많이 늘리는 방법뿐이다. 반

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은 채 또는 최소화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을 확 하는 방법은 의료비의 효율적인 지출을 유인하는 것이며, 의료비의 효율적인 

지출은 비급여의료의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비급여 중 피부미용, 성형, 영양주사 등 일상생활

에 지장이 없는, 즉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비급여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료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와 동시에 15개 종합

병원을 상으로 비급여 상세내역을 조사하고 비급여를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국민

건강보험 2016a). 첫째, 항목비급여로 의학적 비급여라 하는데 신의료기술 신청절

차 등을 거쳐 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로 건강보험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비급여이다. 예를 들어, 로봇수술 등 비용효과성 및 진료상의 경

제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기준초과 비급여로 이 역시 의학적 비

급여에 해당되는데 요양급여기준(횟수/용량 등)을 초과한 비급여이다. 셋째, 법정비

급여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별표2)에 제시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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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비급여 발생 유형별 비중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가 이에 해당된다. 넷째, 합의비급여로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2’에 제시된 사항 중 미용성형, 예방, 

치과보철, 영양주사, 한방물리요법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인 미분류 비급여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발생유형별 현황은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일

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합의비급여를 제외하고 비

급여를 관리한다면 국내 93.9%의 의료행위에 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행위 적정성 

및 진료비 적성성이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자료: 국민건강보험(2016a)

비급여를 관리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합의비급여와 미분류 비급여 중 합의비급여 

성격의 비급여를 제외하고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또한 비급여

의 급여화에 한 의미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급여

의료처럼 현재의 비급여의료의 급여율을 높게 설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비용

효과성(효율성), 형평성 등의 원칙에 따라 중요성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의료행위의 경우 극히 일부만(예, 5%) 보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비급여의료의 급여

화는 진료비 중 일부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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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의 적정성을 국민건강보험이 심사·관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국민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을 확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고수해 온 특정 질환에 집중한 비급여의 급여화나 특정 비급여항목

의 급여화, 또는 단계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아닌 모든 질환에 한 전면적 비급여가 

필요하다. 단계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장기화 될수록 풍선효과에 의한 비효율적인 의

료비 지출이 확 될 수 있고 새로운 비급여가 생성될 수 있으며 그동안 고통과 경제

적 부담은 역시 국민들에게 귀속된다. 

비록 비급여의료더라도 관련 경제주체들(예, 정부,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이 통일

된 코드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급한 문제이지만 정부가 진료행위 및 진

료비의 적정성을 관여하지 않는 비급여의료에 해 통일된 코드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관련 경제주체들 모두 통일된 코드를 사

용하도록 하고 국내의 의료시장을 정확히 모니터링하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

기 위해서는 역시 비급여의료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 비급여의료의 전면적 급여화로 인한 결과

피부미용, 성형, 영양주사 등과 같은 순수한 선택의료를 제외하고 모든 진료행위 

및 진료비를 정부가 관리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 해 볼 수 있다. 첫째, 동일한 급여비()를 지출하고도 아래 수식의 분모

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자연스레 확 된

다. 즉, 국민들이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

화될 수 있다. 

보장률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둘째, 우리는 일본의 경험을 통해 비급여의료를 관리하게 될 경우 나타나게 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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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시장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노인인구가 절 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반면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 실질 의료비는 6.8% 증가한 반면 일본은 2.6% 증가에 그

쳤다. 그 이유는 일본의 경우 정부가 건강진단, 예방주사, 미용 관련 의료, 음주 및 

싸움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 등과 같은 일부 비급여만을 제외하고 자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적정성을 정부가 직접 관리·통제하기 때문이다. 

<그림 Ⅴ-2> 의료비 증가율: ’05~’15 <그림 Ⅴ-3> 인구고령화: ’05~’14 

주: OECD(2017)를 활용하여 작성했으며, 인구고령화는 2015년 자료가 없어 2014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함

셋째, 질병 간 그리고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산정특례제를 통해 비급여 관리 또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주로 4  중증질환 중

심으로만 강화해 왔기 때문에 4  중증질환만큼 많은 의료비와 치료기간이 소요되

는 다른 질환의 환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질환에 관계없이 정부가 전면적

으로 모든 의료를 급여화할 경우 산정특례제로 인한 질병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

다. 또한 산정특례제는 환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보니 소득이 높

은 4  중증질환자들이 소득이 낮은 다른 중증질환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였다. 모든 의료를 급여화한다면 산정특례제로 인한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한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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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현재 본인부

담상한제는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세분화했다고는 하지만 본인부담상한

액이 급여의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급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소득계

층 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므로 비급여가 사라질 경우 저

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정책목표와 사회보험의 소득재분

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행위별수가제도와 같은 진료비지불제도는 모든 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적정성을 정부가 심사하는 구조와 패키지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비급여의 전면적

인 급여화는 일본과 같은 혼합진료의 금지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혼합진료란 의료공

급자가 환자를 치료할 때 급여의료와 비급여의료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일컫

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감사원 2015).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정책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공급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유용성과 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

은 의료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17)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 이후에

도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로 비급여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

급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때 정부는 새로운 비급여의료의 급여화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급여화를 하되 정부의 급여화 적정성 평가 이전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비급여를 제시하고 진료비를 자유롭게 책

정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위태로울뿐더러 환자가 보호되지 못한다. 

3. 진료비지불제도

사후적(Retrospective) 진료비지불제도인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자원배분의 효율

17) 현재는 선진의료 및 미승인 약 사용에 해 환자가 동의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

으로 급여의료와 비급여의료의 병행진료가 가능하나, 일부 항목에 국한되며 고도의 기술

을 가진 전문가와 설비를 갖추고 승인받은 의료기관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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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의료비용 증가의 방지 차원에서 한계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의 

진료비지불제도하에서 광범위한 비급여의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가 닿지 

않는 비급여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의료비와 소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진료비지불제도가 지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게 지불되는 진료비가 사전적(Prospective)으로 예측가능한 진료비지불제도로 변경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요국의 경우에도 병원급, 의원급, 제약 부분별로, 그리고 의료보장제도의 방

식18)에 따라 진료비지불제도의 변화 시기는 다르지만 많은 나라들이 진료비지불제

도를 총액예산제(Global Budget)로 변경해왔다. 총액예산제는 예산상한제 또는 예

산목표제19)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의료분야에 지출될 수 있

는 예산액이 미리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적 진료비지불제도로 분류된다. 유

럽의 부분의 나라들도 1960년  이후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사후적 진료비지불

제도를 1970~1990년 에 사전적 지불제도로 변경하였다.20)

물론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사후적 진료비지불제도는 의료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반면 의료공급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진료자율성을 보

장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반 로 사전적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비를 통제하여 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의료비의 질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Bishop and Wallack 1996; 

Holahan et al. 1994).  

총액예산제 이외에도 OECD 국가들 중 상당수가 포괄수가제(DRG: Diagnosis-Related 

18) 국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관장하는 방식(국가보건서비스: NHS)이 먼저 사전적 진료비지

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사회보험상식(SHI)의 국가들도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예산총액

제 방식의 사전적 진료비지불제도를 채택해 왔음

19) 예산상한제는 실제 의료비가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공급자가 초과된 의료비를 책임

지는 제도인 반면 예산목표제는 초과된 의료비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분담함

20) 프랑스의 경우 공공병원은 1984년을 기점으로, 민간병원은 1993년도를 기점으로 총액예

산제를 도입하고, 독일은 병원은 1984년, 의원급은 1977년에 총액예산제롤 도입하였으며, 

네덜란드도 1983년 병원부분에 선지불 예산제를 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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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를 시행하고 있거나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를 혼용하는 국가들도 있으며, 국내에

서도 포괄수가제의 전면적 도입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포괄수가제는 진단명에 따라 진료

비 총액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환자가 어떤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

지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진료비가 미리 결정되는 구조이다. 포

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보다는 의료비용의 통제가 용이하지만 총액예산제보다는 의료

비의 관리 기능이 약하다.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에 해 포괄수가제가, 2009년부터는 20개 질병군을 시작으로 신

포괄수가제가 운영되고 있다.21)

이 밖에도 인두제(Capitation System)처럼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1인당 

등록된 환자의 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급여비를 산출하는 제도 등 

다양한 진료비지불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다른 진료비지불

제도로 변경하기에 앞서 비급여의료의 관리가 선결과제이다.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의료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진단명에 따라 소요되는 의료비 규모를 정확히 파

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비급여의료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실제로 어떠한 비급여

의료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진료비지불

제도의 변화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의료의 질이 떨어

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만큼 우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지출

을 유인하고, 모든 진료행위 및 진료비가 정부의 관리체계에 포함된 이후에도 의료

비가 지속해서 증가할 경우 진료비지불제도의 변화를 고려하는 순서가 적합하다.  

21) 2002년부터 적용되었는데 당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다가 2012년 7월부터는 동

네의원과 중소병원에, 2013년 7월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일괄적으로 확 ·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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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손의료보험의 활용

IV장에서 의료비 증가에 따른 장기 재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민 1인당 재정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제 보험료를 부담하는 인구의 1인당 

재정부담은 더욱 빠르게 증가한다. 

앞에서 주장했듯이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 정책을 시급히 시도하되 비급여의 

급여화란 의미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급여화는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IV장에서 장기추계한 1인당 재정부담은 순수하게 급여비의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일 뿐 만약 현존하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기존처럼 급여비의 상당부분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할 경우 근로층의 1인당 부담액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현재 생산가능인구가 풍부하고 노인인구가 13~14% 정도인 상황에서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급여비의 상당부분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과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 뒤 부분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체계가 유지 가능할 것인

지 또는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비급여를 전면 급

여화하되 새롭게 급여화된 의료서비스는 ‘급여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모든 진료행위와 진료비를 관리하는 것’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의미를 변경해야 

한다. 

그동안 비급여로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급여의료에 비해서 ‘필수성이

나 중요성’ 또는 ‘비용 비 효과성’이 상 적으로 낮음을 의미하므로 급여화하더라

도 급여율을 높게 설정하는 신 정부의 역할을 진료행위와 진료비 관리로 한정하고 

진료비의 일정부분은 시장기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를 통해 보장률이 상향되더라도 의료비 규모가 큰 질환

의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절 적인 금액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만약 모

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인구고령화하에서 제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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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성이 위태로울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에 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심지어 국민의 동의를 통해 보험료를 상당히 인상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처럼 강화할 경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양산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공적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거나 또는 보장률을 높였던 국가들이 직면했던 

부작용이기도 하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영건강보험의 유인체계를 활용

할 수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최소부담분(Deductible),22) 비례본인부담금(Coinsurance),23) 정

액본인부담금(Copayment)24)과 같은 다양한 유인구조를 접목시켜 의료기관 방문 빈

도와 진료비의 심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효율적인 의료비 지

출을 유인하는데 공적건강보험보다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영건강보험이 오히려 우월

하다. 

그러므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되 급여율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는 신 일정 

부분은 시장기능을 접목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이되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유도해야한다. 공사연금제도처럼 공사건강보험의 체계적인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즉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아닌 ‘공사건강보험의 보장률’ 극 화를 시도

하여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되 모든 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적정성은 정부가 관리하여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폐지나 상한액 조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1분위의 경우 이미 지불한 보험료 비 

5.27배나 많은 급여비 혜택을 받고 있다. 

22) 진료비 청구 금액 중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보상받기 위해서 본인이 부

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무리하게 방문하거나 중복하여 방문하는 행

위(빈도)를 경감시킴

23) 진료비 청구 금액 중 보험가입자가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유인체계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특히 고가의 검사 등(심도)을 경감시킴

24) 의료 이용 시 보험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일정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의사를 만날 때

마다 또는 의약품 처방을 받을 때마다 특정 금액을 지불하게 되며, 의료수요 및 처방 수

요의 빈도를 경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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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보험료  급여비 5.27 2.68 2.09 1.69 1.13

<표 Ⅴ-3> 소득계층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단위: 배)

   주: 소득 5분위도 보험료 부담 비 급여비가 많은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보험료에 의해서만 충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자료: 국민건강보험(2017b)

소득계층별로 연간 급여의료에서 부담한 본인부담액을 정산하여 소득분위별로 진

료비를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1분위는 급여의료의 본인부담액 중 연

간 121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상환받는다. 2016년 본인부담상한제로 61만 명이 1조 

1,758억 원을 환급받았다(보건복지부 2017). 

향후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경우 현실적으로 급여로 전환된 비급여의료들에 

해 기존과 같은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상한액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넘

어서는 순간 모든 의료수요가 무료가 되어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효율적 의료비 지

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되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을 실손의료보

험으로 보장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다양한 비용분담제도(Cost-sharing)를 통해 도덕

적 해이를 방지한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도모해야 한다. 신 저소득층의 보장성 강

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은 출구를 통한 소득계층별 보장성 차별화가 아닌 보

험료 경감과 같은 입구단계에서의 소득계층별 보장성 차별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방식은 인구고령화하에서 재정안정성이 취약한 

부과방식이다. 때문에 부과방식의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적립방식의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의료비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래의 보험

료를 미리 적립하는 보험료 방식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독일의 ‘고령화 적립

금(Ageing reserve)’과 같은 보험료 체계의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은퇴 이후에 필요한 보험료를 소득이 높은 청장년기에 미리 적립하는 방식(평준보험

료 방식)이 의무화되어 있다(김 환·정남기 2017; Yaman 2014). 특히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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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근로층의 빈곤율은 OECD보다 낮은 반면 노인빈곤율은 높기 때문에 평준보험

료 방식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절하다.25) 다만 미래의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기 위

해서는 의료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데 그동안 비급여의료 때문에 의료비 지

출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비급여의료의 전면 급여화가 현실화된다면 평준보험

료 방식의 민영건강보험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5.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 원인 중 하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1인당 의료비

도 빠르게 증가한 탓이다. 노인뿐만 아니라 중년들까지 만성질환 보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방문하게 된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성인들은 

스스로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해서 병원에 자주 방문하려는 유인이 

강하기도 하다.  

이수연 외(2015)는 인구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2014년 19조 

8,604억 원에서 2060년 최소 229조 4,618억 원, 최  337조 1,131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계하였으며, 노인 의료비에 한 적절한 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불가항력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 그 방안으로 그동

안 사후적인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질병 예방이라는 사전적 보건의료정책으

로 변화를 통해 건강한 고령화를 유인하는 것이다. 건강한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25) 18~65세의 빈곤율은 9.6%로 OECD 평균 10.5%보다 낮은 반면 66세 이상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1.4%를 훨씬 상회함(김 환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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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35년

2050년 2065년

<그림 Ⅴ-4> 인구피라미드 추이 

    자료: 통계청(2016a)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지속할 경우 20년 정도 뒤에 발생

한다고 알려진 만큼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관리, 영양 균형 등 스스로 건강한 생

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차예방 차원의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각종 

만성질환과 암의 원인이 되는 비만율은 현재 34.1%(국민건강보험 2016b)이며, 비

만은 연간 의료비를 36%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것처럼(Sturm 2002; Finkelstein et 

al. 2003), 건강개선의 효과로 기 수명이 증가함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를 건강개

선으로 인한 의료비 감소가 상쇄하여 궁극적으로 의료비가 감소된다(이수연 외 

2015). 또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경우 검진율이 2015년 48.3%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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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민건강보험 2016b). 그러므로 건강검진 체계의 고도화, 건강증진 연계협력 및 

만성질환 예방체계의 강화를 시도해 온 EU, 일본, 그리고 미국 등과 같은 국가차원

의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과 같은 보건의료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동일질환으로 반복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하고, 가벼운 

외래를 위해서도 상급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등의 행태를 적절히 제어하는 장치가 부

족해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만연했다. 특히 동일환자를 상으로 의료기관 종별

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동일환자를 상으로 한 의료기관 간 무

차별적인 경쟁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무리한 투자(일명 ‘군비경쟁’)를 양산하고, 투

자 비 충분한 환자를 유인하지 못해 폐업이 잦기도 하다. 물론 군비경쟁은 광범위

한 비급여도 한몫을 하기도 했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총합계 6,542 5,275 6,446 5,583 6,416 5,256 

상급종합병원 －　 － －　 －　 －　 －　

종합병원 13 12 11 8 9 7 

병원 200 140 193 147 170 140 

요양병원 237 116 249 134 246 117 

의원 2,030 1,662 1,821 1,625 1,831 1,536 

치과병원 30 22 27 25 24 22 

치과의원 1,107 730 1,161 854 1,110 748 

조산원 － 6 3 10 3 2 

보건소 － －　 3 －　 －　 －　

보건지소 8 10 8 1 9 3 

보건진료소 5 4 2 9 6 11 

보건의료원 －　 －　 －　 2 －　 －　

약국 1,666 1,683 1,732 1,853 1,725 1,793 

한방병원 43 27 52 35 60 49

한의원 1,203 863 1,184 880 1,223 828

<표 Ⅴ-4> 의료기관별 개폐업 추이
(단위: 개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지사항 자료를 활용한 김 환·김헌수(2015) 자료를 수정·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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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차 진료에서 2차 및 3차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단계별 진료의뢰서가 필요한데, 형

식적일뿐 오히려 1, 2, 3차를 모두 방문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의원급은 외

래환자를, 병원급은 입원환자를,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적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간 

역할 설정을 견고히 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유인하고, 일차의료26)의 주치의화

를 통해 개인의 생애동안 건강이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고 일차의료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의료기관 간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처해있는 선

진국에서는 일차의료 강화를 의료비용 절감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인하여 장기적

으로 공적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핵심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분의 선진

국들이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의료비가 상승하자 이에 한 응방

안의 한 방법으로 일차의료의 개혁을 통한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해 왔던 것이다

(Macinko et all 2003; Thomson et al. 2013; 이재호 2007; 황나미 외 2013). 

동일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하여 방문할 경우 환자의 부담을 폭 증가시

키고,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이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나 진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교환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의료기관 간 연계체

계가 원활하지 못해 동일 질병이라 할지라도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동일한 검

사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중복검사로 인한 환자의 부담과 의료비 낭비, 불필요한 

진단서 발급, 제증명수수료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검사한 결과를 후

자의 병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의

료기관 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진단명과 진료에 한 

동일한 코드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병의 예방, 건강한 고령화, 건강관리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해 전문 

기관이나 보험회사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이나 정액형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수

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가입자의 건강이 개선될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손해율이 개

선되기 때문에 동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유인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26) 지역주민이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보건의료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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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나라에서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와 

달리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진단하고 불필요한 규

제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질병예방을 통한 의료비

의 감소뿐만 아니라 IT와 융합되어 4차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다

양한 경제주체가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하다.

6. 사기 및 범죄 방지

보험사기 및 의료시장 관련 범죄는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을 야기해서 다수의 선량

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비급여가 존재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가능성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2012년 5개 공공의료기관조차도 급여 진료비를 비급

여로 처리하여 환자본인부담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13만 명으로

부터 23여 억 원을 부당징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악

용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극 화하려는 유인도 감소

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될 경우 의료시장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및 관련 범죄는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으로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시스템

이 구축될 경우에 의료 관련 사기도 감소될 수 있다. 동일질환으로 반복적으로 다른 의료

기관에 방문하여 입원일당을 극 화하려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및 사기 행태가 방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기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 제103조의 조문이 다소 모호하여 보

험사기 여부는 주로 관련 판례를 인용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결정하는 판례의 공통적인 

사항 중 하나는 ‘특정 또는 다수 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 또는 재입원’이라는 조건이다.27)

27) 이 밖에도 의정부지법 2014고단581 판결, 광주지법 2012고정1353 판결, 부산지법 2012고

단7488 판결, 인천지법 2015고단6299 판결, 창원지법 2013고단533 판결, 창원지법 2014고

단3350 판결, 창원지법 2013고정6 판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1고단399 판결, 수원지법 

2014노378 판결, 광주지법 2012고정1353 판결, 광주지법 2012노1769 판결, 부산지법 2013

노313 판결, 부산지법 2013노2398 판결, 부산지법 2012고단6678 판결, 인천지법 2013고정

2525 판결,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2고단2710 판결 등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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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2고단7488) 물론 주로 민영보험에 가입자 환자들의 보험사기이지만 동일 

질환으로 다른 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행위는 의료기관 간 정보교환 시스템으로 충

분히 방지될 수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 간 정보교환 네트워크가 부재하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공급자를 기망하여 입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공급자가 환자의 기망행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환자임을 인지하고도 수익극 화

를 위해 입원을 추가로 허용할 경우 의사의 책임이 분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및 의료시장에서의 범죄를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공급자에 한 처벌 수

준의 적정성에 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이든 민영건강보험이든 

보험사기에는 전문가인 의료공급자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의료공급자에 한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한 의문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도 정부(국민건강보험 2017a)는 “사무장병원은 병원경

영지원회사 및 법인의 불법 전매 등 불법개설 유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나, 예방 

응체계와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하여 적발 후에도 재개설하고 있

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형사처벌의 실효성에 해 지적하고 있다. 

둘째, 의약품의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한 처벌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완화되었다. 제약회

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의 약값을 최  20%까지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하다가 2014년 7월 2일 약가 인하 신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처분만 하

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약가인하는 한 번 적용하면 인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하

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한 결과이다. 하지

만 일회성 제재(과징금)는 영구적인 제재(약가인하)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자(의료인)에 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반복적으로 리베

이트를 받을 경우에도 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받는 처벌수준28)에 그치고 

28) 의약법 제66조(자격정지 등)은 제23조의3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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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

양기관과 연 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

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 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

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 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 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있다. 반복적인 리베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는 상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게 일명 ‘삼진아웃제’와 같은 좀 더 강력한 규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제공하거나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했을 

경우, 또는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 금액

을 환수하여 환자에게 환불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물론 의

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제1항제7호에서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

킬 수 있다고 하지만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하는데 그치는 사례가 많다.

<표 Ⅴ-5>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의료서비스 및 처방 등에 한 의사결정은 일방적으로 전문가의 책임인 만큼 효율

적이고 건전한 의료비 지출을 저해하는 의료인의 범죄행위에 한 제재 수준을 종합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벌 수준에 한 고민과 함께 적발 가능성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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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보험사기 및 범죄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공모하는 등 

점차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및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

템 구축이나 보험사기 전문 기관 설립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시장은 전

문적인 의료행위가 수반되는 시장으로 적발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내부고발포상

제와 같은 유인체계로 내부자의 신고를 유인하는 방안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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