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의료시장의 구조와 환경변화 동인

본 장에서는 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시장의 규모

를 파악하고자 한다. 의료수요자, 의료공급자, 보험자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시장

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국민의료비 체계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였다. 또한 의료

시장의 변화 요인과 그로 인해 민영실손의료보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개괄적

으로 기술하였다.

1. 의료비 지출 추이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부문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료비 규모를 이용

하였다. 의료시장은 정의하기에 따라 그 범위가 변하지만 의료시장 규모는 우리

나라 전체 의료부문의 규모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료비를 참고하는 것

이 의료시장 규모와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2008년 현재 66.7조 원으로 GDP의 6.5%를 차지

하고 있다. 1980년 1.6조 원에 비하면 매년 14.3%씩 성장한 규모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국민의료비 대비 국내총생산 비율도 1980년 4.0%에

서 2008년 6.5%로 급격히 상승하였다(<표 Ⅱ-1> 참조). 이렇게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원인으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소득수준의 향상 등을 꼽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외환위기 시에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이 1%대였

으나 2000년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이 높아지면서 1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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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의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이후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긴축정책 영향으로 

2002년 10% 아래로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떨어졌지만 2005년부터 10% 내외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도

국민의료비(조 원) GDP(조 원) GDP대비 
의료비
비중

1인당
의료비
(천 원)

1인당
GDP
(천 원)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80 1.6 33.5% 39.1 22.0% 4.0% 41 1,026

1985 3.3 12.9% 85.7 12.0% 3.8% 80 2,100

1990 8.1 19.7% 191.4 20.7% 4.2% 189 4,464

1995 16.3 13.4% 409.7 17.1% 4.0% 362 9,085

2000 28.9 17.4% 603.2 9.9% 4.8% 614 12,833

2001 34.6 19.7% 651.4 8.0% 5.3% 730 13,755

2002 37.1 7.3% 720.5 10.6% 5.1% 779 15,130

2003 41.3 11.3% 767.1 6.5% 5.4% 862 16,029

2004 44.6 8.0% 826.9 7.8% 5.4% 928 17,213

2005 49.6 11.2% 865.2 4.6% 5.7% 1,030 17,974

2006 55.3 11.6% 908.7 5.0% 6.1% 1,145 18,816

2007 61.8 11.8% 975.0 7.3% 6.3% 1,276 20,121

2008 66.7 7.9% 1026.5 5.3% 6.5% 1,372 21,117

연평균 증가율

1980년대 19.1% 17.3% 1.5% 17.6% 15.9%

1990년대 13.8% 13.2% 0.5% 12.7% 12.2%

2000년대 11.7% 7.2% 4.2% 11.2% 6.7%

<표 Ⅱ-1> 국민의료비 지출규모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08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p. 71.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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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0년대 거의 20%까지 올라갔지만 1990년대 

13.8%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 11.7%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증가율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는 OECD 국가

의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비교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1인당 의료비의 증가율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는 1990년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었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2000년대

에도 이어지고 있다. 1997~2007년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평균 8.7% 증가

해 OECD국가 평균 4.1%를 크게 앞지르면서 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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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일인당 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1997~2007년)

자료: OECD(2009), 2009 Healt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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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은 소득수준의 증가와 건강보험의 적용

인구 확대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주요 성장요인이 되고 있지만 과도한 

의료비 지출증가는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의료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소득수준의 지속적 향상 등으로 의료시장의 규모

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선(2010)의 연구에 의하면, 의료비지출 

규모가 2020년에는 20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

의 약 10%에 이르는 규모이지만 현재의 미국, 독일 등의 의료시장 규모보다는 

작은 수치이다. 

연도 국민의료비(조 원) GDP 대비 국민의료비

2008  66.7  6.5%

2009  73.2  6.8%

2010  80.4  7.1%

2011  88.3  7.4%

2012  96.9  7.7%

2013 106.4  8.0%

2014 116.8  8.4%

2015 128.3  8.8%

2016 140.8  9.1%

2017 154.6  9.5%

2018 169.8 10.0%

2019 186.4 10.4%

2020 204.6 10.8%

<표 Ⅱ-2> 국민의료비 중장기 전망

  

자료: 정형선(2010. 8),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전략 워크숍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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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료비 상승 혹은 의료시장 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고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지목되고 있다. 다음의 소절을 통해 

의료비 상승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

활동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을 초래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고령화의 속도를 살펴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

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도달하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에 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분

노인인구비율 도달연도 도달 소요연수(년)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
(7%→14%)

초고령사회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표 Ⅱ-3> 고령화 증가 속도 

자료: 이삼식(2010),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및 정부대책｣, 보험연구원 금융포럼발표자료,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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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생애주기별 1인당 의료비 비중
(단위: %)

자료: 정영호·고숙자(2009),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I)｣, 보건사회연구원, p. 56.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노동력의 감소 등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노동층

의 부양부담을 급증시켜 사회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표적

인 사회파급효과는 국민연금의 고갈과 건강보험의 재정위험도 증가이다. 보건

사회연구원이 2009년 추정한 의료비 지출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전 생애에서 50세 이후에 지출되는 의료

비가 전생애의료비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인구

의 증가가 전체 의료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대에는 10% 내외의 지출을 보이다가 20, 30대에는 10% 미만으로 지출

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40대부터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노년

인구의 증가와 노년인구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고령화 요인에 의한 의료비 증가율을 분석한 OECD연구에 따르면, 국내의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율은 건강한 고령화를 고려하더라도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이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여타 OECD 국가

에 비해 고령화에 의한 GDP 대비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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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고령화로 인한 조정분은 폴란드, 이탈리아 정도를 제외하면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의 정도가 가장 급속한 점에 

기인하여 순수효과가 OECD 국가 중 GDP 대비 공공부분의 의료지출이 가장 높

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Ⅱ-3> 의료지출의 고령화 요인 OECD 비교

  자료: Martins & Maisonneuve(2006), “The drives of public expenditure on health and long-term 
care: an integrated projection approach”, OECD Economic Studies, p. 39.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민영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시장의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

신의료기기나 장치 개발 등 의료기술의 변화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문제와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의료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CBO(2008)의 보고서는 1940년에서 1990년까지 의료비 상승의 원인에 대

한 분석 등을 토대로 의료기술의 변화가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이라는 결론을 내

리고 있다. 

<표 Ⅱ-4>는 미국의 의료비 상승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정리한 표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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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의료기술의 발전을 꼽고 있다. 표에 의하면 의료기술

의 발전이 의료비 상승의 50% 이상을 설명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Smith, Heffler &
Freeland(2000)

Cutler
(1995)

Newhouse
(1992)

인구 고령화
제3자 지불제도로의 전환
개인소득의 증가
의료부분 가격
행정비용
방어적 처방과 유인수요
의료기술변화

2
10

11~18
11~22
3~10

0
38~62

2
13
5
19
13
*

49

2
10
<23

*
*
0

>65

<표 Ⅱ-4> 일인당 실질의료비증가 기여요인(1940~1990년)
(단위: %)

주: 표 안의 숫자는 열거한 요인의 일인당 실질의료비증가 기여율을 나타낸 것임.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08. 1),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Growth of Healthcare 

Spending, p. 8.를 재인용함.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술 발전이 의료비 상승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고가의 장비나 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관점에서 의료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현재 우리

나라의 의료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살펴보겠다.

다. 의료자원배분의 비효율성

<표 Ⅱ-5>는 2008년 연도 말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의료장비 보유 대수 현황

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고가의료장비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는 장비가 

CT와 MRI인데 2008년 말 현재 CT는 국내에 총 1,788대, MRI는 총 855대가 보급

되어 있다. CT는 병원급 이상에서 1,208대, 의원급에서 572대를 보유하고 있으

며, MRI는 병원급 이상에서 703대, 의원에서 15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의료시장의 구조와 환경변화 동인 27

구분
검사
장비

방사선
진단
치료
장비

이학
요법
장비

수술및 
처치
장비

한방
장비

CT 
스캐너

자기
공명

영상기

유방
촬영용
장치

초음파
영상

진단기

심장
초음파
영상

진단기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

계 196,382 84,117 255,241 66,032 39,628 1,788 855 2,299 17,360 2,103 938

종합전문
요양기관

18,924 2,432 5,095 10,220 96 156 109 96 925 221 56

종합병원 34,859 5,937 16,721 18,160 320 373 300 355 1,635 359 266

병원 32,408 8,227 45,005 8,901 819 679 294 563 2,058 336 389

의원 106,485 26,529 155,317 25,519 2,503 572 152 1,274 12,500 1,183 190

치과병원 157 1,213 157 272 - 5 - 2 4 - 14

치과의원 192 37,808 602 2,744 4 - - 1 - - 11

조산원 7 - 3 - - - - - 5 - -

보건의료원 406 98 330 67 63 3 - 4 29 1 -

보건소 1,706 802 3,286 73 434 - - 4 82 1 10

보건지소 362 891 1,814 23 145 - - - 5 - 2

보건진료소 301 - 194 - 2 - - - - - -

한방병원 25 6 2,273 10 2,457 - - - 2 - -

한의원 550 174 24,444 43 32,785 - - - 115 2 -

<표 Ⅱ-5> 의료기관 종별 의료장비 현황(2008년) 

주: 2008년 말 기준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8), 건강보험통계연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의원에서 보유한 CT의 수가 종합병원 이상의 요양기관

에서 보유한 CT의 수보다 많으며, MRI의 경우에도 의원에서 보유한 대수가 종합

전문요양기관에서 보유한 대수보다 많다. 이는 의원과 병원 간의 경쟁적 관계

를 보여주는 것으로 고가장비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Ⅱ-4>와 <그림 Ⅱ-5>는 OECD 국가별 인구 백만 명당 MRI와 CT의 개수

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MRI와 CT 보유수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즉, 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은 용이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높은 의료비 지출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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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OECD 국가별 백만 명당 MRI 보유수(2008년)
(단위: 개수)

      자료: OECD Health Data(2010).

<그림 Ⅱ-5> OECD 국가별 백만 명당 CT 보유수(2008년)
(단위: 개수)

      자료: OECD Health Dat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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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종합
전문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한방
병원

한의원

입
원
실

병실

합계 122,855 10,287 22,087 48,580 38,903 81 19 82 131 - - - 2,225 460

상급 48,056 6,118 11,321 13,918 15,266 22 9 44 27 - - - 1,111 220

일반 69,930 3,944 10,269 30,974 23,178 59 10 38 104 - - - 1,114 240

정신과
폐쇄

4,869 225 497 3,688 459 - - - - - - - - -

병상

합계 472,297 36,168 85,376 240,919 99,108 233 25 89 469 - - - 8,344 1,566

상급 86,710 11,894 22,755 27,627 21,351 41 10 49 52 - - - 2,313 618

일반 353,713 23,359 59,332 188,241 75,138 192 15 40 417 - - - 6,031 948

정신과
폐쇄

31,874 915 3,289 25,051 2,619 - - - - - - - - -

중
환
자
실

합계
병실 1,035 218 420 347 23 - - - 3 - - - 12 12

병상 10,920 2,813 5,113 2,831 61 - - - 7 - - - 36 59

성인
소아

병실 915 175 361 332 20 - - - 3 - - - 12 12

병상 9,649 2,236 4,530 2,723 58 - - - 7 - - - 36 59

신생아
병실 120 43 59 15 3 - - - - - - - - -

병상 1,271 577 583 108 3 - - - - - - - - -

격리병실
병실 867 129 304 382 51 - - - 1 - - - - -

병상 1,858 292 725 730 109 - - - 2 - - - - -

무균
치료실

병실 205 151 51 3 - - - - - - - - - -

병상 337 251 83 3 - - - - - - - - - -

강내
치료실

병실 21 13 8 - - - - - - - - - - -

병상 22 13 9 - - - - - - - - - - -
방사성

옥소입원
치료실

병실 77 47 30 - - - - - - - - - - -

병상 84 49 35 - - - - - - - - - - -

응급실
병실 1,192 56 291 499 336 2 - - 7 - - - 1 -

병상 9,827 1,489 4,374 3,383 553 2 - - 25 - - - 1 -

총계
병실 126,252 10,901 23,191 49,811 39,313 83 19 82 142 0 0 0 2,238 472

병상 495,345 41,075 95,715 247,866 99,831 235 25 89 503 0 0 0 8,381 1,625

<표 Ⅱ-6> 의료기관 주요 시설현황

주: 1) 2008년도 말 기준임.
  2) 정신과폐쇄는 2008년 7월 이후로 추가되었으며 집중치료실의 기타는 삭제됨.
  3) ‘집중치료실 → 중환자실’로 명칭 변경함.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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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병상 수는 의료기술의 발전과는 큰 관련이 없지만 자원배분의 비

효율성을 살펴보는 주요 지표이다. 병상은 입원실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신생아실,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의 병상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입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기본으로 요구되는 자원이다. 인력, 장비, 지식, 기술 등 여타 의료자원

을 수반하기 때문에 병상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은 의료비관리 측면

에서 의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Ⅱ-6>은 의료기관의 주요 시설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총 

병상 수는 495,345 병상으로 이중 병원급이 약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

급이 20.2%를 차지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종합병원의 병상 

수보다 많은데 이는 병원과 의원이 서로 보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병상자원에 대한 중복투자는 병상의 과잉공급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림 Ⅱ-6>이 나타내고 있는 OECD 국가 천 명당 병상 수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가 일본,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천 명당 병상 수가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 단락에서 지적하였던 상급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간의 의료자원

에 대한 투자 경쟁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Ⅱ-6> OECD 국가 천 명당 병상 수 비교(2008년)

        자료: OECD Health Dat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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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시장의 구성

의료시장의 구성원은 수요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보험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요자 기준으로 의료시장의 범위를 정하고 현재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자, 공·사 의료보험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의료서비스 수요자: 의료시장의 범위 설정

의료서비스 수요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소비에 대한 대가

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보험을 통해 그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하거나 공공부문에서 사회보험의 형태로 그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재원 측면에서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의 수요자가 되며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요자가 된다.

또한 의료서비스 수요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의료비 지출 구성을 통하여 의료

시장의 범위를 구분하거나 설정하므로 본 절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의료시장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의료시장의 개념과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비 체계의 분류기준을 참조

하는 것이 편리하다. 국민의료비 계정1)에는 의료수요자 기준의 기능별 분류, 의료

공급자기준의 공급별 분류, 보험자 등 재원 기준의 재원별 분류가 이루어져 있

으며 그 수치를 통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기능별 분류를 살펴보는 

것이 의료시장의 개념과 규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 

1) 국민의료비 계정의 분류는 OECD/SHA(System of Health Account)에서 보건의료산업의 

국제분류로 제시한 ICHA(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Health Accounts)분류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와 
양립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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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A-HC 구분
2008년 규모

(백만 원)
비고

HC.1 치료서비스
(Services of Curative Care)

HC.1.1 입원치료서비스
HC.1.2 당일입퇴원치료서비스
HC.1.3 외래치료서비스
HC.1.4 재가치료서비스

39,848,892

의료
서비스 
산업

HC.2 재활서비스
(Services of Rehabilitative 
Care)

HC.2.1 입원재활서비스
HC.2.2 당일입퇴원치료서비스
HC.2.3 외래재활서비스
HC.2.4 재가재활서비스

HC.3 장기간호서비스
(Services of Long-term 
Nursing Care)

HC.3.1 입원장기간호케어서비스
HC.3.2 당일입퇴원장기간호케어
서비스
HC.3.3 재가 장기 간호케어서비스

1,916,922

HC.4 보조의료서비스
(Ancillary Services to
 Health Care)

HC.4.1 임상병리검사(임상검사)
HC.4.2 진단영상(화상진단)
HC.4.3 환자수송/응급구조
HC.4.9 기타보조의료서비스

163,918

HC.5 외래용의료재화
(Medical Goods Dispensed 
to Out-patient)

HC.5.1 약품/기타의료소모품
HC.5.2 치료용구/기타의료내구재

17,151,036

의료
서비스
연관
산업

총 개인보건의료비(TPHE) HC1 + HC2 + HC3 + HC4 + HC5 59,080,767
의료
시장

HC.6 예방 및 공중보건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Services)

HC.6.1 모자보건/가족계획·상담
HC.6.2 학교보건
HC.6.3 전염병예방
HC.6.4 비전염병예방
HC.6.5 직장보건
HC.6.6 기타공중보건

1,572,624 -

HC.7 보건행정관리
(Health Administration and 
Health Insurance)

HC.7.1 일반정부보건관리
HC.7.2 민영실손의료보험관리

2,084,853 -

총 경상의료비(TCHE) TPHE + HC.6 + HC.7 62,738,244 -

HC.R.1 고정자본형성
HC.R.1 보건의료공급기관 고정자본
형성

3,950,261 -

총 국민의료비(THE) TCHE + HC.R.1 66,688,505 -

<표 Ⅱ-7> 의료시장 범위와 의료수요 분류

자료: OECD(2000), “A System of Health Accounts”; 보건복지부(2010), ｢2008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
보건계정｣을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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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은 국민의료비의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범위

를 정의한 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료비의 기능별 분류에서 개인보건의료

(HC.1-4)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의료시장의 범위를 한정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외래용 의료재화(HC.5)를 포함하여 의료시장의 범위로 정의한다. 동 표에서 개인

보건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료서비스산업이라고 일컫는데 이는 의료종사자

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산업을 지칭하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산업에는 치료서비스(HC.1), 재활서비스(HC.2), 장기간호서비스(HC.3), 

보조의료서비스(HC.4)가 포함되어 있다. 치료서비스(HC.1)는 급성질환을 치료

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의료서비스로 입원, 통원, 외래, 자가진료서비스로 구분

된다. 재활서비스(HC.2)는 질환이나 부상으로 신체의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원, 통원, 외래, 자가재활서비스로 구분

된다. 장기간호서비스(HC.3)는 만성질환으로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

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입원, 통원, 자가장기요양서비스로 구분된다. 보조의료

서비스(HC.4)는 의사의 감독과 지시 하에 다른 의료인력이 행하는 서비스로 임상

병리검사, 진단검사, 환자수송, 기타로 구분된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규모면에서 

2008년 현재 약 42조 원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의료서비스 연관산업까지 포함하

여 의료시장의 규모를 추계하면 약 5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은 기능별 분류에서 외래용 의료재화(HC.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생명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외래용 의료재화에

는 의료기관 외에서 개인과 가정에 제공되는 의약 및 의료용구가 포함되어 있다. 

의약 및 의료용품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그 외 의료용품으로 구분되며 의료

용구는 안경관련 용구, 보철구, 보청기, 휠체어, 기타로 구분된다.

의료서비스산업 내 구조를 보면 공급자인, 병·의원, 소비자인 환자, 보험자

인 건강보험이 삼각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관산업으로 제약과 의료기기산업

이 존재하고 있다. 

총 개인보건의료비는 집단적 의료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른 개인적으로 직접 

배정될 수 있는 서비스와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 진료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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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 부수적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용구에 지출된 비용이 총 개인

보건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다. 

집단적 보건의료비는 예방 및 공중보건(HC.6)과 보건관리 및 건강보험

(HC.7)에 대한 지출의 합이다. 보건관리 및 건강보험에 관한 총지출은 사보험자, 

사회보장을 포함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보건당국이 기획, 관리, 규제, 징수, 청구 

및 진료비 지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특히 민영실손의료보험

회사의 지출은 통상적으로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 총액의 차이가 계상된다.

나. 의료서비스 공급자2)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시장은 높은 진입장벽과 공급자에 의한 독점이 이루

어지고 있는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적 특성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만 주어지는 면허라는 특권에 기인한다. 공급자의 이런 지위는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기관 외에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형태의 의료관련 

법인 설립은 불가능하며 자연인으로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의

료서비스 공급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의 상대적 우위로 인해 더욱 강화되

고 있는 실정이다.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진입제한 등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대

한 제한과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무지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시장

에서의 의료공급자의 지위는 다른 주체들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 의료서비스

에 대한 질과 효용에 대한 정보를 의료공급자가 상대적으로 소비자에 비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인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동기가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효용과 반대로 작용

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2) 정영호 외(2004)를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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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보험자가 의료공급자를 규제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며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보험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공급형태와 수요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상대적 

무지를 타파하기 위하여 보험자 혹은 정부가 의료정보에 대한 공개 노력과 건강

정보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의료

과실(medical malpractice)에 대한 소송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민의료비 계정 중 공급자별 분류를 참조하면 의료공급자별 구성과 그 규모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표 Ⅱ-8>은 국민의료비를 공급자별로 분류한 것이다. 

공급자별 분류는 조달된 자금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실체에 

대한 구분으로 의료공급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하고 할 수 있다. 혹은 보건의료

의 산업별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병원(HP.1)에서 

전체의료비의 약 50%에 달하는 30조 원 규모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원의료보건제공자(HP.3)가 약 18조 원 규모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이 약국 등을 포함하는 의료재화소매상/기타공급자(HP.4)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약14조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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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A-HP 구분
2008년 규모

(백만 원)

HP.1 병원
(Hospital)

HP.1.1 일반병원
HP.1.2 정신보건/약물중독병원
HP.1.3 전문병원

30,043,972

HP.2 간호/주거케어시설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HP.2.1 간호케어시설
HP.2.2 정신지체/정신보건/
           약물중독주거시설
HP.2.3 노인지역케어시설
HP.2.9 기타주거케어시설

403,467

HP.3 통원보건의료제공자
(Providers of Ambulatory 
Health Care)

HP.3.1 의원
HP.3.2 치과의원
HP.3.3 기타의료인력의 사무소
HP.3.4 외래진료센터
HP.3.5 검사소
HP.3.6 재가보건의료제공자
HP.3.9 통원보건의료의 기타 제공자

18,292,643

HP.4 의료재화소매상/기타공급자
(Retail Sale and Other 
Providers of Medical Goods)

HP.4.1 약국
HP.4.2 안경/광학용품소매상/
            기타 공급자
HP.4.3 보청기소매상/기타 공급자
HP.4.4 기타 의료용구소매상/
           기타 공급자
HP.4.9 기타 의료재소매상/
           기타 공급자

14,199,911

HP.5 공중보건/관리
(Provision and Administration 
of Public Health Programmes)

- 966,978

HP.6 일반보건관리/보험
(General Health Administration 
and Insurance)

HP.6.1 보건행정정부기관
HP.6.2 사회보장기금
HP.6.3 기타사회보험
HP.6.4 기타민영보험
HP.6.9 기타보건관리

2,084,853

HP.7 기타 산업
(Other industries/
Rest of the Economy)

HP.7.1 직장보건의료제공자시설
HP.7.2 재가보건의료제공자시설
HP.7.3 기타보건의료2차생산자

546,573

HP.9 국외부문
(Rest of the World)

- 150,099

<표 Ⅱ-8> 공급자별 의료서비스 제공 규모

자료: OECD(2000), “A System of Health Accounts”; 보건복지부(2010), ｢2008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
보건계정｣을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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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자: 의료비의 분담체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보험의 가장 큰 역할은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재정적 부담

을 완화하여 의료비 지출에 대한 재원의 역할이다. 따라서 국민의료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부담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건강보험에 대하여 공·사가 어떠한 역할

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구분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의료비 
부담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영실손의료보험/가계부담본인부담금: 
민영실손의료보험/가계부담

<표 Ⅱ-9> 국민의료비의 공·사보험 부담체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사적보험인 민영실손

의료보험이 상호부담하고 있는 형태로 민영실손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의 급여와 

비급여의 변동에 따라 큰 변화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민영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보장하는 포괄주의적 담보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급여부분만을 정하고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와 다소 다르게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부분에 대한 범위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

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범위 결정이 곧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보장부분의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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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급
여

법정급여
(본인 일부부담)

∙ 안정성·유효성이 있으며 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는 것
  - 질병치료에 필요하고 보편적으로 시술되는 경우
∙ 유사 또는 대체가능하나 행위·약제·재료와 비교 시 보험  
재정에 변화가 적은 경우

100/100급여
(본인 전액부담)

∙ 안정성·유효성이 있으며 보험급여원리에 부합되나 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추정 산출원가가 대체가  
능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경우

비
급
여

법정비급여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단순피로, 주근깨, 여드름 등)
∙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미용성형수술,  
시력교정술 등)

∙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상급병실차액료,  
식대, 선택진료비 등)

∙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직적진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예방접종, 치석제거, 금연치료 등)

한시적비급여
∙ 안전성·유효성이 있고, 보험급여원리에 부합되며 재정상  
비급여로 일단 운영하나 일정기간 경과 후 요양급여 대상으  
로 적용 가능한 경우(초음파 등)

임의비급여

∙ 요양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에 의거 소정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신의료기술 등의 승인기간 이전에 비급여 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에 의거 심사삭감이 우려되어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 등

<표 Ⅱ-10>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체계

자료: 감신(2005),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가능성과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p. 81.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국민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부분

을 제외한 부분을 통상 비급여부분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

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

용을 비급여 비용이라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비급여부분 범위 또한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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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을 정하여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의 대상

이 되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분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민

의료비 계정 중 재원별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재원별 분류는 돈이 어디서 흘러

나왔는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가와 민간재원의 구분과 함께 그 나라에서 운영

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통한 재원을 파악할 수 있어 보험자가 의료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표 Ⅱ-11>는 재원별 분류를 나타낸 것으로 의료비의 구성이 일반정부, 민간

부문, 해외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정부부문에서 공적건강보험의 규모

를 민간부분에서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ICHA-HF 구분 2008년 규모(백만 원)

HF.1 일반정부
(General Government)

HF.1.1 정부
HF.1.1.1 중앙정부
HF.1.1.2 시·도정부
HF.1.1.3 시·군·구정부
HF.1.2 사회보장금고

36,898,973

HF.2 민간부문
(Private Sector)

HF.2.1 민영사회보험
HF.2.2 민영보험회사
HF.2.3 가계본인부담지급
HF.2.4 민간비영리단체
HF.2.5 기업

29,789,532

HF.3 해외부문
(Rest of World)

- -

<표 Ⅱ-11> 재원별 분류: 보험자 측면

자료: OECD(2000), A System of Health Accounts; 보건복지부(2010), ｢2008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
계정｣을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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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공공재원 민간재원
국민의료비

(조 원)정부
재원

사회보장
금고

민영보험
가계직접

부담
기타

1980 9.0 11.0 0.7 75.6 3.7 1.6

1985 7.3 22.3 1.3 64.1 5.0 3.3

1990 8.0 28.3 2.0 58.4 3.3 8.1

1995 7.5 28.7 2.9 54.6 6.3 16.3

2000 10.3 35.2 4.6 45.2 4.7 28.9

2005 11.8 40.3 3.9 38.8 5.2 49.6

2008 12.9 42.5 4.4 35.0 5.3 66.7

<표 Ⅱ-12> 국민의료비 재원구성의 추이 
(단위: %)

주: 1)민영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민영실손의료보험(1998년 이후)으로 구성되어 있음.
2)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의 의료비 지출은 가계직접부담에 포함되어 계산됨.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08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p. 75.를 참조하여 작성함.

<그림 Ⅱ-7>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사부문 의료비 지출 현황

    자료: OECD(2010), OECD healt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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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에서 보듯이 2008년 현재 국민의료비의 재원은 공적부분에서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적부분의 보장성 정도가 여타 OECD 국가보다 낮다

고 하더라도 공적부분에서의 보장성 비중 추이는 8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부분의 재원확충방안이 문제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적부분의 보장성을 선진국들의 공적부분 의료비 부담 비중인 70~80%로 늘이

기 위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다. 참고로 <그림 Ⅱ-7>는 OECD 

국가의 공공부분 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공공재원의 비중이 평균 약 70%

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의료시장 환경변화 동인

앞 장에서 의료시장의 규모를 변화시키는 의료비 상승요인과 시장규모를 파악

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의료시장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인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의료서비스산업화 추진3)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산업을 말

하는 것으로 병원이 대표적인 예이다.4) 따라서 의료서비스산업화는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의료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일환으로 2009년 정부는 신성장 동력 3대 분야 17개 선정 

시 보건의료영역에서 글로벌헬스케어,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3개를 선정하

여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화는 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되

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산업화를 위한 노력은 김영삼 정부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0)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4) 예방의학편집위원회(2010),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p. 667.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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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본적인 의료개혁 없이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여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의료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

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 오송에 보건의료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신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산업이 채택되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

환자유치, 영리병원, 요양기관계약제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시도되었으나 이념적인 반대를 극복

하지 못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현재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료산업화의 3대 목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및 의료시장기능 활성화,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의료기술의 신성장 동력화

이다.

1) 의료의 시장기능 활성화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기능 활성화는 의료시장의 시장경쟁원리와 변화의 

동인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되는 목표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 의료

기관 경영의 투명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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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의료기관 
경쟁력
제고

∙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방안개발
∙ 건강보험 민영실손의료보험 간 역할 설정
∙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체계 개선
∙ 건강보험 미적용병상제도 도입
∙ 중소병원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 확대
∙ U-Health Care(원격의료) 기반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 개발
∙ 의료기관 부대·수익사업 확대
∙ 의료기관 인수·합병(M&A) 활성화
∙ 의료채권제도 실행방안 마련
∙ 전문병원 인정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간의 과세 합리화 방안 개발
∙ 간호·간병서비스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일자리 창출
∙ 간호인력 적정 수급방안 마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 의료서비스 질 평가 강화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
∙ 질·고용을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

<표 Ⅱ-13> 의료시장 기능 활성화 중점 추진과제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p. 8. 

의료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완화하는 정책과 의료기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 요건 완화를 위해서 제시

되고 있는 정책은 의료기관시설 및 인력요건 완화와 의료기관 개설주체 완화 정책

이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U-Health Care(원격의료)기반

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의료자본 조달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으며 경영효율성을 강화하며 의료자본을 축적하여 의료경쟁력 강화 및 의료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고급화·다양화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Health Care의 활성화는 기존 진료과목 및 지원시스템이 한 기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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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Health Care는 또한 의료기술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표 Ⅱ-13>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민영실손의료보험 간의 역할 설정

은 의료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료

산업화가 민영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의료기관 경쟁

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의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

였다. 

의료기관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가능, 병원경영지원

회사의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은 공급자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해당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과 의료기관 

간 합리적 통합으로 의료자원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이 기대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이용과 이용

만족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활성화는 의료기관 회계정보 신뢰도 상승으로 자금조달

이 용이해지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된다는 점, 의료기관의 신용능력 보강

으로 인한 대외인지도가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표 Ⅱ-13>

에서 언급한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 의료기관 부대·수익사업 확대, 의료

기관 인수·합병 활성화, 의료채권제도 실행 등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의료기관의 재무신뢰

도 상승은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간호·간병서비스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간호인력 적정수급 

방안은 의료공급측면에서의 인력관리와 관련이 깊어 상대적으로 민영실손의료

보험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덜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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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일환으로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

자유치업이 허용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의료법｣ 개정의 주요 내

용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27조3항2호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

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

해외환자의
적극적 유치

∙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및 웰빙산업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표 Ⅱ-14> 의료서비스 글로벌화 중점 추진과제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p. 8.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치하고자 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허가병상수의 5% 내에서 

유치가능하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은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자본금을 1억 원 이상 보유하는 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허용은 사실상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알선 

수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고용창출효과와 생산유발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과는 별도로 외국인 의료 인력의 면허를 인정하는 정책도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 유치·개설된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방안도 고려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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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술 신성장 동력화

의료기술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정책방안은 크게 

U-Health Care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유도를 위한 의료

수가 개선 방안이 있다. U-Health Care 기반 마련은 의료 환경이 전자기기의 다

변화 등으로 지리적으로 구애 받지 않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기에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의료 환경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제공공간이 실생활 영역으로 확대되어 

병원 이외에도 건강관리회사, 통신 및 의료장비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의료

서비스 공급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

의료관련 기술혁신 
활성화

∙ 기술혁신 유도를 위한 수가개선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방안 개발

유망 신임상기술
개발 활성화

∙ 유망 신임상의료기술 발굴 및 지원 확대
∙ 유망 신임상의료기술 개발 전문인력 확보
∙ CRO 기업 및 임상시험 전문병원 육성
∙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유망 한방신의료기술 개발

<표 Ⅱ-15> 의료기술 신성장 동력화 중점 추진과제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p. 8.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유도를 위한 의료수가 개선은 의료기술혁신으로 

개발된 의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 유효성이 부족할 경우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여 개발의 동기부여가 상실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논의되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의학적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행위는 일정 기간 비급여 적용으로 신의료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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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동기부여를 검토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고난위도 등 전문적

인 시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따른 행위료 차등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개선방안

으로 논의되고 있다. 

나. 건강보험정책의 변화

증가추세에 있는 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요구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주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

의 변화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영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과 본인부담금부분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부분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민영실손의료보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1) 의료비 관리정책

의료비 관리정책은 최근 의료비 증가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를 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령화 등으

로 의료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의료부문의 적절한 성장을 위해

서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관리차원에서 현재의 의료공급자

에 대한 지불보상방식을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표 Ⅱ-16>

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 9월 기준으로 

약 4,85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보험급여의 확대 등으로 당분간 적자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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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9

수입 9.5 11.6 13.9 16.8 18.6 20.3 22.4 25.3 28.9 31.2 25.4

   보험료 등 8 9 10.9 13.4 15.1 16.6 18.6 21.6 24.8 26.4 21.3

   정부지원 1.6 2.6 3 3.4 3.5 3.7 3.8 3.7 4.1 4.8 4.0

   국고지원금 1.6 2.6 2.6 2.8 2.9 2.8 2.9 2.7 3.1 3.8 3.2

   담배부담금 - - 0.4 0.6 0.6 0.9 0.9 1 1 1 0.8

지출 10.5 14.1 14.7 15.7 17 19.2 22.5 25.6 27.5 31.2 25.9

   보험급여비 등 9.8 13.3 14 15 16.2 18.3 21.6 24.6 26.5 30.1 24.9

   관리운영비 0.8 0.7 0.7 0.7 0.8 0.9 0.9 1 1 1 0.9

당기수지 -1 -2.4 -0.8 1.1 1.6 1.2 -0.1 -0.3 1.4 -0.003 -0.48

누적수지 0.9 -1.8 -2.6 -1.5 0.1 1.3 1.2 0.9 2.3 2.3 1.7

<표 Ⅱ-16>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 원)

자료: 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건강보험 재정현황통계.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액을 정하는 총액예산제로의 전환이 논의

되고 있다. 총액예산제로의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 간의 보상지불

체계가 바뀌는 것이므로 총액예산제가 직접적으로 민영실손의료보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민영실손의료보험과 의료공급자 간의 보상지불체계

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강보험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논의 중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이 제도

화된다면 법에 의해 민영실손의료보험과 의료공급자가 지불보상방식에 대한 

협상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총액예산제 도입은 향후 

민영실손의료보험과 의료공급자 간의 지불보상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된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고지제도 또한 의료

비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의 목적은 소비자 권리 제고와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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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문에 대한 가격 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이지만 의료가

격에 대한 비교가 가격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의료비를 낮출 수 있는 계

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공급자의 비급여부문에 대한 정보 독점행

위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정보축적이 이루어진다면 비급여가격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보장성 변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향후 예측은 서로 상충되고 있는 요인으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의료비의 

상승은 신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규모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시장의 성장, 의료비의 증가는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의료비 증가율

이 여타 국가들보다 높다는 점이 보장성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의 가능성은 높은 편인데 이는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아서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와 관련되어 예상되는 정책적 변화로는 현재 법안

이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서 

건강관리의 개념을 분리시켜 이를 관리하는 법안이다.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

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

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이

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도입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의 재설정뿐만 아

니라 의료산업화를 위해 추진 중인 U-health와 관련되어 있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영실손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대하여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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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영실손의료보험 역할 분담 논의

민영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과 관계설정을 위한 논의는 민영실손의료

보험의 도입과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쟁점화

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에 대한 공공재적 인식을 가지는 측면에서는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를 주장하고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입안과 시민단체의 운동은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충적 민영실손의료보험법｣(안)이다. 

이 법안에서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관리·감독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여 민영

실손의료보험의 관리·감독위원회를 두고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급여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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