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맺음말

본 연구는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손의료보험료의 상승률 그리고 노후 

의료비 지출 추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현행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회귀분

석법과 Lee and Carter(1992) 모형을 이용하여 추세율을 추정하였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행 회귀분석법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Lee and Carter(1992)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보험회사가 실

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서 찾아

보았다. 하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인 1인당본인부담진료비의 상승에 기

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1인당본인부담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의 지급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 온 것이

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위험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위험도가 증가하였기 때

문에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다. 향후에도 당분간 이러한 인상 추이는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머지 하나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를 주의 깊게 고려하

지 않은 데 있다. 2013년부터는 매년 보험료를 조정하게 되어 리스크가 줄어들

기는 하였지만 그 이전에는 3년 혹은 5년 단위로 보험료를 조정하였다. 추세율

을 보험료에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다. 그런데 1인당본인부담진

료비가 기대한 수준을 뛰어넘어 증가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였다. 보험료 산정 

당시에 적용한 추세율이 낮아 결과적으로 3년 후 높은 손해율을 경험하게 되었

고, 이를 보전하고자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향후 1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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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갱신 주기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추세율의 추정과 반영이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및 본인부담진료비를 분리하여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전망도 현행 실무적 접근 방법과 시계열

적 모형을 이용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았다. 

주요 결과 중의 하나는 분석 방법별로 추세율 추정결과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적절한 모형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어느 방법을 채택하든지 연령별로 추세율은 다르므로 연령별 추세율

을 추정하여 보험료 산정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총량변수의 추세율은 인

구구조 변화효과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1인당으로 산출되는 보험료에 반영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진료비 및 본인부담진료비의 증가율이 저연령층보다 높

다는 것이다.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은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개인

은 노후에 본인부담진료비로 인하여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는 소비자가 노후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연금의료비저축｣ 제도의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연금의료비저축｣ 상품의 설계를 위해서는 노후에 어느 정도의 본인

부담진료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중장년층

이 노후에 필요로 하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문가

들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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