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진료비 현황 

1. 데이터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여부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진료행위와 요양비급여대상 

진료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요양급여대상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진료비라 

하고 요양비급여대상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비급여본인부담진료비라 한

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요양급여진료비와 환자가 부담하는 일

부본인부담진료비(혹은 법정본인부담진료비)로 구성된다. 그리고 일부본인부

담진료비와 비급여본인부담진료비를 합하여 본인부담진료비라 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이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한 진료비 통계를 이

용한다.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1일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를 계기로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현하였다. 더욱이 1989년 10월 1일 약국의료보험 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오늘날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한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원, 외래 그리고 약제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1990년

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1990년 데이터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한 직

후여서 매우 불안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1년 데이터부터 이용한다.1) 

1) 국민건강보험은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양급여기간 연장, 본인부담률 인하, 의료
보험급여범위 확대 실시 등을 통하여 보장성을 확대해 왔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보험자의 단일화가 이루어져 국민건강보
험공단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고, 심사평가기관의 신설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제가 도입되었다. 2000년 7월 1일에는 국민
건강보험법이 시행되었고,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오늘날의 국민건강보험체계가 형성되
었다. 이렇게 2000년 전후의 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전망을 위한 데이터의 신뢰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접근 방법
이나 기본적인 특징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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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2년의 데이터는 찾을 수가 없었다. 본 연구는 전망을 위해 가능한 한 

장기간의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1991년 데이터와 1993년 데이터의 

평균을 1992년의 데이터로 삼았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데이터는 5세 단위로 구분되어 있다. 2002년까지는 최

고령연령이 ‘7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2003년부터는 ‘85세 이상’으로 되어 있

다.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데이터의 최고령연령을 진료비 총액은 유지하면서 

‘75세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2000년의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약제비의 데이터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약제비 데이터의 분석은 본문에 포함시키기 않는다. 다만 기본

적인 분석 결과를 부록에 수록하여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진료비 데이터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10년 기준 가격으로 전환한다. 입원은 병원서비스소비자물가지수, 외래는 외

래환자서비스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가능한 한 적합한 지수를 활용하고자 

하였다.2) 연도별로 실질 1인당진료비 추이는 부록에 담아두었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인구는 건강보험적용인구와 의료보호적용인구가 있다. 

본 연구는 1인당진료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적용인구를 사용한다. 통계

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연령별 1인당진료비를 전망한다. 그 후에 연령별 인구 수를 고려하

면서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한 총진료비를 전망한다. 이 때 통계청이 발표한 “장

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통

계청, http://kostat.go.kr). 장래인구의 연령별 연평균 변화율을 복리법으로 산

출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적용인구에 적용하여 장래 인구구조변화를 반

영한 국민건강보험적용인구의 전망치를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적용인구의 전

망치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2) 약제비는 의약품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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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비 현황

가. 입원 

전국민의료보험실시 이후인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입원진료비의 

추이를 성별 그리고 65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2000년 의

약분업 전후로 나누어 추이를 살펴보았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그 후 2002년까

지는 데이터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의약분업 이후 기술통계는 

2003년부터 계산하였다.

65세 이전 연령과 이후의 1인당입원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고연령에서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1>, <그림 Ⅱ-1>, <그림 Ⅱ-2> 참조). 2003년 

이후 남자 65세 이전 연령의 연평균 증가율은 6.41%인 반면, 이후는 8.66%로 나

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보다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65

세 이전 연령에서는 6.14%, 이후에는 11.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인당입원진료비와 연령별 인구 수 변화를 고려한 총진료비의 증가율을 비교

하면 인구구조 변화효과(인구가중 증가율 - 1인당 증가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2003년 이후 저연령층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효과가 남·녀 모두 

2.4%p로 크지 않으나, 고연령층에서는 남·녀 각각 8.3%p와 7.4%p로 크게 나

타나고 있다. 이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 구분
전체연령 0 ~ 64 65+ ~  

남 여 남 여 남 여

1991
~1999

1인당 0.0831 0.0924 0.0668 0.0746 0.1762 0.1861

인구가중소계 0.1000 0.1069 0.0822 0.0867 0.2221 0.2352

2003
~2010

1인당 0.0846 0.0942 0.0641 0.0614 0.0866 0.1175 

인구가중소계 0.1126 0.1239 0.0878 0.0849 0.1698 0.1915

<표 Ⅱ-1> 실질 1인당진료비 증가율(입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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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연령별 실질 1인당진료비(입원, 남)

<그림 Ⅱ-2> 연령별 실질 1인당진료비(입원, 여)

그리고 여자 1인당진료비는 30세 전후에서 돌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2> 참조). 이것은 이 무렵이 출산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돌출현

상이 일어나는 연령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늦어지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나. 외래 

65세 이전 연령과 이후의 1인당외래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입원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고령층에서 외래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

-2>> <그림 Ⅱ-3>, <그림 Ⅱ-4> 참조). 2003년 이후 남자 65세 이전 연령의 연평

균 증가율은 4.29%인 반면, 이후는 7.53%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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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65세 이전 연령에서는 4.29%, 이후에는 

6.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이후 저연령층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효과가 남성 0.2%p, 여성 0.1%p

로 미미한 반면, 고연령층에서는 입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자 3.8%p, 여자 

7.4%p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입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2000년 이전과 이후가 매우 다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매우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이 단일 보험자로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진료비를 심

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석의 입장에서 이는 시계열자료에 구조

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을 것이다.  

연도 구분
전체연령 0 ~ 64 65+ ~ 

남 여 남 여 남 여

1991
~1999

1인당 0.1390 0.1458 0.1241 0.1306 0.2630 0.2582

인구가중소계 0.1568 0.1611 0.1403 0.1434 0.3124 0.2787

2003
~2010

1인당 0.0541 0.0521 0.0429 0.0429 0.0753 0.0635 

인구가중소계 0.0597 0.0583 0.0445 0.0443 0.1134 0.1377 

<표 Ⅱ-2> 실질 1인당진료비 증가율(외래)

<그림 Ⅱ-3> 실질 1인당진료비(외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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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실질 1인당진료비(외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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