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활용방안 

1. 연령별 본인부담진료비 추세 추계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박민정 외 5인(2011)이 조사한 “2010년도 건

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비급여본인부담진료비 자료로 이용한다. 2010

년 국민건강보험은 입원의 경우 63.9%, 외래의 경우 55.9%를 보장하였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외래가 입원보다 크고 비급여율은 입원과 외래가 동일하게 

20.5%로 나타났다(<표 Ⅳ-1> 참조). 3개년 간 입원과 외래의 비급여본인부담률

의 가중평균값을 보면 2010년 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령군별로 보면 입원의 보장률은 85+세 군에서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19~44세 군에서 5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Ⅳ-2> 참조). 반대로 입원

의 비급여본인부담률은 85+세 군에서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19~44세 군

에서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래의 보장률은 75~84세 군에서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9~44세 군에

서 5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래의 비급여본인부담률은 75~84세 군에서 

7.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19~44세 군에서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

급여본인부담률이 고연령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

한제 등 고연령에 유리한 보장성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2010년 연령별 비급여본인부담률이 유지된다고 가정을 한다. 연령

별 비급여본인부담률 데이터가 여러 해 동안 집적되어 있다면 보다 신뢰할 만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일 것이다. 다만, 최근 3개년 간 입원과 외래의 비급여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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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보장종류 급여 법정 비급여

2008
입원 61.7 15.0 23.3

외래 57.8 24.8 17.4

조제약 70.1 27.9 2.0

2009
입원 64.3 16.1 19.6

외래 59.9 24.2 15.9

조제약 70.2 27.8 2.0

2010
입원 63.9 15.6 20.5

외래 55.9 23.5 20.5

조제약 71.6 25.4 3.0

3개년 
평균

입원 - 15.67 20.67

외래 - 23.95 18.45

조제약 - 26.62 2.50

<표 Ⅳ-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
(단위: %)

주: 평균은 (2008×1/6+2009×2/6+2010×3/6)을 이용하여 산출함.
자료: 박민정 외 5인(2011), 2010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림 Ⅳ-1> 2010년도 연령별 
법정본인부담률

<그림 Ⅳ-2> 2010년도 연령별 
비급여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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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건강보험보장률

(표준오차)
법정본인부담률

(표준오차)
비급여본인부담률

(표준오차)

계

0~5 63.0(0.133) 15.1(0.017) 21.9(0.051)

6~18 59.2(0.157) 24.5(0.035) 16.3(0.044)

19~44 54.2(0.130) 21.7(0.025) 24.1(0.053)

45~64 60.5(0.109) 21.9(0.023) 17.6(0.028)

65~74 67.5(0.125) 19.8(0.023) 12.7(0.023)

75~84 69.1(0.200) 20.1(0.035) 10.8(0.034)

85+ 68.2(0.393) 21.7(0.073) 10.1(0.070)

75+ 68.85 20.6 10.55

입원

0-5 64.3(0.224) 8.1(0.016) 27.6(0.099)

6~18 61.3(0.241) 17.1(0.036) 21.6(0.091)

19~44 57.1(0.247) 15.1(0.039) 27.8(0.123)

45~64 62.2(0.214) 15.4(0.039) 22.4(0.063)

65~74 66.6(0.202) 15.7(0.038) 17.7(0.055)

75~84 68.2(0.299) 17.1(0.054) 14.7(0.072)

85+ 68.4(0.440) 19.8(0.096) 11.8(0.087)

75+ 68.27 17.73 14.0

외래

0~5 62.1(0.158) 19.9(0.017) 18.0(0.059)

6~18 58.6(0.186) 26.4(0.046) 15.0(0.048)

19~44 53.0(0.155) 24.5(0.033) 22.5(0.056)

45~64 59.6(0.126) 24.9(0.028) 15.5(0.029)

65~74 68.0(0.159) 22.4(0.030) 9.6(0.022)

75~84 70.1(0.279) 22.7(0.044) 7.2(0.035)

85+ 67.7(0.729) 24.9(0.107) 7.4(0.108)

75+ 69.5 23.3 7.20

<표 Ⅳ-2> 2010년도 연령별 본인부담률
(단위: %) 

자료: 박민정 외 5인(2011), 2010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률의 가중평균값을 보면 2010년 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Ⅳ-1> 참

조). 이를 보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분석은 아닐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최종연

령이 85+세로 되어 있지만 진료비 분석과정과 일관성을 위해서 75+세로 조정한 

자료를 이용한다(<표 Ⅳ-2>, <그림 Ⅳ-1>, <그림 Ⅳ-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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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령별 비급여본인부담률은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

다. 본 연구는 <표 Ⅳ-2>에 나타난 연령별 비급여본인부담률을 성별로 동일하

게 적용한다. 비급여본인부담률은 남자는 16.3%, 여자는 18.2%로 1.9%p의 차

이가 있다(<표 Ⅳ-3> 참조). 따라서 남자의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p 가량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고 여자는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구분

남 여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비급여

계 62.6(0.088) 21.1(0.018) 16.3(0.021) 60.7(0.086) 21.1(0.015) 18.2(0.025)

<표 Ⅳ-3> 2010년 성별 본인부담률
(단위: %)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박민정 외 5인(2011), 2010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령별 본인부담진료비(법정+비급여)의 추계 결과가 <표 Ⅳ-4>에 요약되어 

있다. 2005~2010 기간 동안 남자입원의 경우 0~64세 군은 연평균 6.9%, 65+세 

군은 11.4%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연령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여를 불문하고 입원과 외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연령층 

개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5세 단위 연

령별 1인당본인부담진료비 추계결과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연령별 1인당본인부담진료비와 적용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연령

별 총본인부담진료비를 비교하였다(<표 Ⅳ-4> 참조). 남자입원의 경우 0~64세 

군은 1인당 연평균 6.9%, 총본인부담진료비는 9.3%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나

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 차이가 2.4%p로 나타났다. 65+세 군은 1인당 연평균 

11.4%, 총본인부담진료비는 17.5%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되었

다. 그 차이가 6.1%p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인구구조 변화효과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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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구분
남자 여자

입원 외래 입원 외래

0~64
1인당(A) 6.9 3.1 7.6 3.2

인구가중 소계(B) 9.3 4.7 9.1 4.8
B-A 2.4 1.6 1.5 0.6

65+
1인당(C) 11.4 7.6 14.2 6.7

인구가중 소계(D) 17.5 13.4 20.1 11.3
D-C 6.1 5.8 5.9 4.6

전연령
1인당(E) 8.9 4.3 10.3 4.0

인구가중 총계(F) 11.4 5.8 12.5 5.8
F-E 2.5 1.5 2.2 1.8

<표 Ⅳ-4> 2005-2010 연령별 본인부담진료비 증가율
(단위: %) 

주: 5세군 별 1인당본인부담진료비추계결과를 부록에 수록하였음. 

즉, 65+세 군의 인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 연령군의 총본인부담진료비 증

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효과는 남녀를 불문하고 입

원과 외래에서 모두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고령자에 대해서 보

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효과로 인하여 보장성 강화

에 따른 재정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손의료보험료는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12년 이전에는 3년단

위로 보험료를 재조정하였다. 전체연령의 남자입원 1인당을 대상으로 하여 3년

간의 단순 증가율을 보더라도 26.7%에 이른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그 증가율은 30%를 웃돌 것이다. 이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 후 보험료는 매년 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앞으로도 보험료는 매년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2. 현행 회귀모형을 이용한 본인부담진료비 추세율 전망

보험료는 미래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원가의 변동요인을 보험료에 반영하여

야 한다. 실제로 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최근 5년 또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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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국민통계와 비급여비율을 이용하여 본인부담진료비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보험료의 적용시점 이후의 본인부담진료비 상승률은 국민건강보험 제도 등 기

타의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산출한다. 그리고 미래 국민건강보험제도 변

경 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령별로 추계한 6년 동안의 본인부담진료비를 이용한다. 

본인부담진료비의 추세를 추정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주로 선형 및 지수모

형을 사용하고 있다. 

     

    혹은 ln ′′ ′

  여기서     ⋯ 이다. 은 오차항이다. 모형은 적합도 계수가 일정수준 

이상(  )인 모형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모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적합도 계수가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 기간별 가중평균 등을 사용하고 있다. 현

재 보험요율의 산출에서는 단순회귀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선형 및 지수모형에 로그를 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를 불문하고 입원과 외래 모두에서 선형모형일 경우에  가 높았다(<표 Ⅳ

-5> 참조). 따라서 선형회귀모형을 채택하고 본인부담진료비를 전망한다(<표 

Ⅳ-6> 참조). 예를 들어 남자 입원 1인당본인부담진료비전망값은 0~64세 군의 

경우 연 평균 4.7%, 65+세 군은 6.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자 외래 1인

당본인부담진료비전망값은 0~64세 군의 경우 연 평균 2.1%, 65+세 군은 5.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적으로 입원의 증가율이 외래의 증가율보다 높

게 추정되었고, 고연령의 증가율이 저연령의 증가율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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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원 외래

           

남
자

0~64

1인당
 78.27 6.26(3.91) 0.898 124.94 3.17(3.74) 0.699

ln 4.38 0.06(0.04) 0.877 4.83 0.23(0.03) 0.696

인구가
중소계

(십억) 1,232 168(54.0) 0.971 2,385 133(57.0) 0.950

ln 20.98 0.09(0.04) 0.961 21.60 0.05(0.02) 0.955

65+

1인당
 245.01 41.92(11.14) 0.980 186.55 18.65(2.93) 0.993

ln 5.56 0.11(0.05) 0.952 5.26 0.08(0.02) 0.987

인구가
중소계

(십억) 313 113(14.0) 0.996 263 59(6.0) 0.997

ln 19.75 0.17(0.05) 0.975 19.49 0.13(0.02) 0.992

전연령

1인당
 107.69 12.55(4.87) 0.958 135.81 5.91(2.95) 0.933

ln 4.71 0.09(0.04) 0.933 4.92 0.04(0.02) 0.929

인구가
중소계

(십억) 1,54 280(64.0) 0.985 2,648 191(56.0) 0.976

ln 21.23 0.11(0.04) 0.972 21.72 0.06(0.02) 0.981

여
자

0~64

1인당
 70.34 6.36(3.23) 0.930 145.49 3.95(4.15) 0.748

ln 4.27 0.07(0.04) 0.909 4.98 0.03(0.03) 0.748

인구가
중소계

(십억) 1,206 157(53.0) 0.969 2,816 152(73.0) 0.937

ln 20.96 0.09(0.04) 0.956 21.77 0.05(0.02) 0.946

65+

1인당
 184.23 44.44(11.16) 0.982 201.74 16.93(2.43) 0.994

ln 5.32 0.14(0.06) 0.952 5.33 0.07(0.01) 0.990

인구가
중소계

(십억) 337 164(22.0) 0.995 422 74(10.0) 0.995

ln 19.91 0.19(0.060) 0.973 19.93 0.11(0.02) 0.991

전연령

1인당
 90.44 13.08(4.20) 0.971 155.42 6.24(3.26) 0.927

ln 4.55 0.10(0.04) 0.946 5.05 0.04(0.02) 0.927

인구가
중소계

(십억) 1,543 321(65.0) 0.988 3,238 225(71.0) 0.972

ln 21.25 0.12(0.04) 0.973 21.92 0.06(0.02) 0.979

<표 Ⅳ-5> 1인당 본인부담진료비 추세 회귀분석 결과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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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구분
남자 여자

입원 외래 입원 외래

0~64
1인당 0.047 0.021 0.050 0.022 

인구가중소계 0.062 0.037 0.060 0.036 

65+
1인당 0.068 0.053 0.077 0.048 

인구가중소계 0.086 0.075 0.092 0.069 

전연령
1인당 0.057 0.031 0.063 0.030 

인구가중소계 0.069 0.044 0.073 0.043 

<표 Ⅳ-6> 회귀분석을 이용한 2011-2016년 본인부담진료비 예측증가율

3. Lee and Carter 모형을 이용한 본인부담진료비 추세율 전망

가. 전망결과

LC 모형을 적용한 본인부담진료비 전망은 LC 모형을 적용한 성별·연령별 진

료비 예측값을 이용한다. 진료비 예측값에 법정본인부담율을 적용하여 법정본

인부담금을 분리하여 예측한다. 그리고 진료비 예측값과 비급여비율을 이용하

여 비급여본인부담진료비를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법정본인부담진료비와 비급

여본인부담진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진료비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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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구분
남자 여자

입원 외래 입원 외래

0~64
1인당 0.033 0.048 0.037 0.049 

인구가중소계 0.043 0.055 0.045 0.057 

65+
1인당 0.089 0.086 0.114 0.092 

인구가중소계 0.141 0.132 0.165 0.130 

전연령
1인당 0.062 0.060 0.076 0.061 

인구가중총계 0.078 0.070 0.098 0.072 

<표 Ⅳ-7> LC모형을 이용한 2011-2016년 본인부담진료비 예측증가율

<그림 Ⅳ-3> 1인당본인부담(남자)

입원                                 외래

연령별 1인당본인부담진료비를 전망한 결과가 <표 Ⅳ-7>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Ⅳ-3>, <그림 Ⅳ-4> 참조). 남자입원의 경우 0~64세 군의 1인당본인부담

은 연평균 3.3%, 65+세 군은 8.9%의 증가율을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와 같이 고연령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남녀를 불문하고 입원

과 외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의 1인당본인부담진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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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1인당본인부담(여자)

입원                                  외래

그리고 연령별 1인당본인부담진료비와 적용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연령

별 총본인부담진료비를 비교하였다. 남자입원의 1인당본인부담진료비는 0~64

세 군의 경우 3.3%, 총본인부담진료비의 경우 4.3%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나

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적용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1.0%p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65+세 군의 1인당본인부담진료비는 8.9%, 총본인부담진료비는 

14.1%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 5.2%p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65+세 군의 적용인구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 연령군의 총본인부담진료비 증

가율이 높게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를 불문하고 입원과 외

래에서 모두 유사한 양상을 띠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

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해 많은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

임을 시사한다. 각 연령별로 구분하여 본인부담진료비를 예측한 결과는 <부록>

을 참조하면 된다.

나. 현행방법과 LC모형법의 비교

현재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회귀분석법과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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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추가적으로 적용한 LC방법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난다. 먼저 회

귀분석법은 남·여 모두 그리고 전 연령군에서 입원의 증가율이 외래의 증가율

보다 높게 추정되었다(<표 Ⅳ-6> 참조). 이 때 사용된 데이터는 최근 6년간의 데

이터이다. 최근 실질 1인당 및 총진료비, 그리고 본인부담진료비 증가율은 입원

이 외래보다 높다는 사실과 일관성이 있는 결과이다(<표 Ⅱ-1>, <표 Ⅱ-2>, <표 

Ⅳ-4> 참조).

그런데 LC 모형을 적용한 본인부담진료비 전망값의 증가율은 0~64세 군에서 

남·여 모두 외래 증가율이 높다(<표 Ⅳ-7> 참조). 이 때는 1991년부터 2010년

까지의 진료비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망한 값을 본인부담진료비 전망에 적용한 

것이다. 1991년부터 1999년 동안의 진료비 증가율은 2003년부터 2010년 동안의 

증가율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연령의 남자 1인당진료비를 대상으로 

한 입원증가율의 경우 1991년부터 1999년 동안의 증가율은 8.31%, 2003년부터 

2010년 동안의 증가율은 8.46%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외래의 경우는 급

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1>, <표 Ⅱ-2> 참조). 1991년부터 1999

년 동안의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13.90%, 2003년부터 2010년 동안의 증가율은 

5.41%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이다. 1991년부터 1999년 동안의 외래진료비증가율

이 높기 때문에 0~64세 군에서 평균적으로 외래본인부담 전망값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추세율 추정은 

연령별로 해야 한다. 0~64세 군과 65+세 군의 추세율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추세율 추정은 1인당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총량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1인당 자료를 이용한 결과는 다르다. 총량자료는 인구구조의 변화효과가 반영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1인당으로 산출한다. 총량자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

료는 과대 산정되게 된다.

셋째, 모형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회귀모형과 LC모형의 결과에는 차이가 난

다. 어느 모형이 적절한지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

에 없다. LC모형을 이용한 결과는 2000년에 큰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는 점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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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점이다. 바람직한 것은 2003년 이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지만 시

계열의 길이가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어 감에 따라 본 

연구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단기적으로는 회귀분석법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LC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본다.  

4. 노인본인부담진료비 전망

국민건강보험은 연간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고령자에 대

한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고령층의 1인당진료비가 중장년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에 중심을 두

고 있어 전체적인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필요한 의료서

비스는 여전히 국민건강보험이 공급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재

정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인건강보장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였다고 판단한 듯하다.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

면 실질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장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한 듯하다. 노인장

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대책은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의 

고령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75세 이상자 틀니 보장’ 이외에는 구체적 정

책이 보이지 않는다(<표 Ⅳ-8> 참조).

실손의료보험도 고령자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2011년 2,52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0.4%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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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가입률은 11.8%(약 100만 명)이며 65세 이상은 1% 미만으로 추정된

다.4)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고령자의 본인부담진료비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간 1인당본인부담진료비의 증가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

고 있다. 고령자의 1인당본인부담진료비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그리고 1인당본인부담진료비와 연령별 인구 수를 고려한 총본인부담진료비

증가율의 차이가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에서 더 크게 전망되고 있어, 국민건

강보험이 고령자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해 장래에 많

은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임을 앞서 보인 바 있다.

고령자의 1인당본인부담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

험은 재정의 한계로 실손의료보험은 높은 보험료로 인하여 고령자의 진료비를 

보장하는 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정책
방향

∙ 노인 소득보장과 요양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베이비부머의 고령화 대응

건강
정책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 시설입소방지 및 재가서비스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

∙ 7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인정기준 
완화

한계점

∙ 베이비 부머에 대한 고려 부족
∙ 베이비 부머의 노후의료비 대책 
미흡

∙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책 미흡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대책 미흡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미흡

∙ 고령화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대응 미흡

<표 Ⅳ-8>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 및 한계점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 금융위원회(2012. 8. 30),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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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2013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2013년 업무계획｣은 노후의료비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연금과 

의료비를 동시에 보장하는 신상품(가칭 ｢연금의료비저축｣)을 개발하겠다는 것

이다. 연금개시 전 연금과 의료비 보장 목적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개시 시

점 등에 적립금을 연금 계좌와 의료비 계좌로 분리하여 의료비 계좌 인출은 의

료비 지급 용도로만 한정하는 상품이다.

그러면 적정수준의 의료비 계좌 적립금액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가 결정되

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영역인 본인부담진료비와 증가

율을 연령별로 추계하였다. 본인부담진료비의 단기적 전망을 위해서는 연령별 

평균증가율과 2010년 본인부담진료비를 이용하여 장래에 본인부담진료비 수준

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LC 모형을 이용하여 본인부담진료비의 예

측증가율을 추정하였다. 이 결과는 1991년부터 진료비 추이를 이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전망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Ⅳ. 활용방안
	1. 연령별 본인부담진료비 추세 추계
	2. 현행 회귀모형을 이용한 본인부담진료비 추세율 전망
	3. Lee and Carter 모형을 이용한 본인부담진료비 추세율 전망
	4. 노인본인부담진료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