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민영실손의료보험

본 장에서는 의료시장의 변화요인 중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를 중심으로 민영보험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의료시장에서 의료공급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정보우위성

으로 인해 독점적 역할을 하고 있긴 하나 그러한 지위의 유지를 위하여 법적으

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의료산업화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의 지위에 대한 조정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연계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 

영역을 시장화하고자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공급자

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동기가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 시장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파급체계

가. 파급 경로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이 보험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민영실손의료보험이 담보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문에 영향을 주는 경로이다. 의료서비스 공급자

의 범위 확대 등 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환경변화가 직접적으로 비급여부문

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동기변화 등으로 인해 비급여부문

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환경이 변화한다면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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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둘째, 민영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경로이다. 

이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로 인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영역이 시장화되고 있기 

때문에 민영실손의료보험이 그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느냐

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림 Ⅲ-1> 의료산업화의 민영실손의료보험 영향 경로

     의료서비스공급자의
 범위확대

  의료서비스공급자의  
   경제적 동기 변화

비급여의료비 
변화

비급여시장의 
수요창출

신시장으로 

진입가능여부

        <의료산업화>

   ∙ 의료시장 기능 

    활성화

    ∙ 의료시장 글로벌화
   ∙ 의료시장 신성장

      동력화
  신시장 

 생성

민영
실손
의료
보험

비급여
부문의 
변화

종합하면,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민영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는 별도로 의료산업화로 인해 창출되

는 새로운 시장으로 민영실손의료보험이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면 된다. 

나. 파급의 영향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파급경로를 참고한다면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미칠 영향

은 비급여부문의 변화방향과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가능여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만약 의료서비스 산업화로 인하여 비급여부문의 의료비가 확대된다면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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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수요가 늘어난다면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비급여 부문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는가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수요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산업화로 인한 비급여 부문 의료비의 증가

는 적절한 보험료 수준만을 유지한다면 민영실손의료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급여부문의 확대가능성과 비급여 부문 의료

비의 증가정도는 적절한 보험료의 인상 없이는 여전히 서로 상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며 민영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서로 상충되는 이 

두 가지 요소의 상대적 크기가 중요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로 인해 창출되는 새로운 영역에 민영실손의료보험이 실제

로 진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영향과 직접적으로 직결

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시장적 요인 즉 의료서비스 공급이나 수요

의 변화에 의해 진행되는 측면도 있지만 의료서비스 시장이 정부에 의한 규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서비스 산업화 또한 정부의 규제

나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기회를 만들어 주느냐는 정부의 규제

와 제도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의료시장 기능 활성화의 영향

의료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의료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의료기관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

법인의 도입, 원격의료(U-Health Care) 기반확립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54 조사보고서 2011-4

중심으로 민영보험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효율성과 관련된 과제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한 절로 

묶어 민영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1) 주요내용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1995년 시장개방 논의와 더불어 경쟁력 강화 차원에

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도입의 공식적인 목적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의료기관 설립이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자격규정을 바꿔 

대형 민간자본이 자유롭게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기획

재정부 2009).5)

<표 Ⅲ-1>은 영리의료법인과 관련된 정책의 주요 추진과정을 요약한 표이다. 

영리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의 발굴 측면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이 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보건복지부와 

적극적 추진을 내세우고 있는 기획재정부 사이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12월 현재 ｢2011년 경제정책운용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자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자유경제구역

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6) 

5) 이만우(2009)를 재인용하였다.

6) 매일경제(2010. 12. 15), ｢영리의료법인 놓고 재정 - 복지부 또 격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693366)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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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자 주요 내용

참여
정부

2004년  1월
2005년  1월
2005년 10월
2006년 12월

대통령 신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의료산업 등 지식산업 집중 육성 발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 재천명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총리실 산하에 설치(1차 회의 개최)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발표: 
보건의료부문과제 13개 과제(의료기관네트워크화를 통한 경영효
율화 지원 과제 등) 포함

현정부

2008년 3월

2008년 4월

2008년 5월
2008년 6월

2009년 1월

2009년 5월
2009년 5월

2009년 10월

2009년 11월
2009년 12월

2010년 12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영리의료법인 도입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공사보험 정보공유추진), 해외환자유치활성화 등
정부 17개 부처합동회의, ｢성장동력확충과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2단계 서비스 산업화 방안｣ 발표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유인 알선행위와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부대
사업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
<미래 한국을 이끌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선정>에 고부가 
서비스 산업 부분 중 ‘글로벌 헬스케어’ 포함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하는 의료법｣ 국회 통과, 2009. 5. 1 시행
대통령 주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은 연구용역과 사회적 논의과정 거친 후 11월경
에 결정하기로 함·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 발주
복지부, 일정 조건 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수용 발표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용역연구결과 정부에 제출
용역연구보고서 공개, 정부 부처 간 영리병원 도입 여부 놓고 이견
대통령 “시간 갖고 충분히 논의”, 사실상 유보
‘2011년 경제정책운용방향과 과제’, 복지부와 기재부 제주특별자
치도와 자유경제구역에 영리의료법인 순차적 도입에 대한 이견

<표 Ⅲ-1> 영리의료법인 관련 정책의 주요 추진 경과

자료: 임금자(2010)를 참조하여 업데이트하였음.

현행 법률상 영리의료법인의 존립은 불가한데 그 이유는 ｢의료법｣에서 의료기

관의 설립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이 정하는 

법인형태로의 의료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의료법인과 비영리법

인만이 설립이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같은 의료

인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상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

인이며 의료기관은 의료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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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7)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사실 그 내용보다는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에 더욱 초점

이 맞춰져 있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정부, 재계, 병원-의료계, 보험계 등 시민

사회단체를 제외한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찬성이유는 영리의료법인이 의료

산업의 구조를 혁신할 동력을 제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고양

시킨다는 점이다(이만우 2009).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이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하고,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을 양극화하여 국민의 건강수준을 불평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리병원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이만우 2009).

2) 보험회사 영향8)

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경제적 동기 변화로 인한 영향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이윤이 존재하는 분야에서 의료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유지와 급여·

비급여의 구분으로 인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에

서 의료서비스의 경쟁과 신기술에 대한 투자 심화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한 현재도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 간의 의료서비스의 차이와 기술투자의 차이

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격차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비급여의 성장은 결국 비급여부분의 의료비 상승과 직결되는 바, 비급여를 담보

로 하고 있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시장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크게 성장

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보험금 지급의 심도 또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7) 본 문단은 이창우(2009)의 내용을 발췌하였다.

8)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정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자본조달 등 여러 가지 과정
들이 존재하여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본 소절에서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등 
현제도 하에서 영리병원의 도입 시 예상되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영향을 살펴보았
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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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자로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이 존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시장규모와 손해율은 동시에 높아

질 가능성이 높다. <그림 Ⅲ-2>의 D로 표시한 통로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은 

급여부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모든 보험청구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지불하는 기능이 존재하지만, 민영실손의료보험은 그러한 기능이 존재

하고 있지 않아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의료비 관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료비

를 관리 혹은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

로 인한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림 Ⅲ-2>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시 예상되는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부 국민건강보험 민영실손의료보험

전 국민
영리의료법인, 

비영리병원

(비급여부문)

의사, 병원, 약국,

영리의료법인

(당연지정제)

A

B

?D

E

선택가입

지출흐름

A: 소득기준 보험료

B: 적자보존

D: 행위별 수가제, 일부 DRGs

E: 본인부담금

고용주

(직장가입)

   자료: 이창우(2009. 9. 10),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민영건강보험시장｣, KiRi Weekly, p. 9.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결국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동기를 변화시켜 비급여

부문에서 의료서비스의 변화를 촉발하는 경로로 민영실손의료보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Dranove 외(1992)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의료기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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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은 의료기술의 과도한 도입 등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

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의료기관 간 경쟁이 사회 후생적으로 불필요할 수 있음

을 지적한 것으로 비급여부분에 대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장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장이라는 점에서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이 영리의료법인

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해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출자와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즉, 출자자에 대한 자격범위

의 결정이 영리의료법인이 새로운 사업영역이 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보험회사 대응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대응은 제도적 개선에 따라 달라

질 수밖에 없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비급여부문의 의료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림 Ⅲ-2>에서 설명한 민영보험회사의 의료비 관리 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공급자

에 대한 수가 결정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의료비 통제기능을 수행하

고 있지만 민영보험회사는 의료공급자 측면의 의료비 통제기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기능이 미비하다면 결국 보험회사는 의료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의료비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가입자 선별 문제

는 민영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업영역확장 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출자의 문제와 연관되

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출자 허용 문제, 혹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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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급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허용 문제 등이 먼저 해결되

어야 할 것이다. 

나. 건강관리서비스 법안9)

1) 주요 내용10)

U-Health의 기반확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

이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다. U-Health는 의료서비스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을 없애는 것으로 기존의 의료서비스에 더하여 개인의 건강을 관리·유지시키

는 서비스까지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범위를 확대 시키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는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

로 건강유지와 증진,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

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은 국민의 치료부담과 의료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에 대한 초기 

진단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에 이런 흐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유

는 의료서비스의 공급범위가 예전의 치료중심 서비스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은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으로 분류되며 질환군은 의료기관의 건강

관리의뢰서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하며 건강주의군과 건강군은 자율적

9) 2010년 5월 17일자로 변웅전 외 11인이 제안한 법률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에 
상정되어 있다.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0),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움｣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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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은 동기부여상담, 전문적 지원, 모니터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기부여상담은 현재의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

하도록 지원하는 상담으로 구체적 개선목표 제시, 실천 프로그램, 일정표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둘째, 전문적 지원은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영양지도와 운동지도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셋째, 모니터링은 전화, 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한 실천 독려 및 U-Health 기구를 활용한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인력은 건강관리서비스 교육을 이수 받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운동 등 기타 전문 인력은 별도로 검토

하고 있다. 기타인력은 주로 U-Health와 관련된 시스템 점검 인력이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기관은 허가제에 의해 설립가능하며 그 대상은 의료

기관과 민간기관으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다. 하지만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 제9조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도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제공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

되어 있지 않다. 현재 논의 중인 대안으로는 현행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를 제공하는 대안, 의료기관 별도의 비영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안, 의료기관 

및 별도의 기관(영리, 비영리)에서 제공하는 대안으로 나눌 수 있다.

2) 보험회사 영향

가)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로 인한 영향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경제적 동기가 변하여 비급여 

부문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의료서비스 수요 측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민영실손

의료보험이 담보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에서 민영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수요와 손해율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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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새로운 수요는 건강관리서비스가 급여부문이나 비급여 부문에 포함되는 자체

만으로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문에 포함될 경우 국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과 상관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비급여 부문에 포함되더

라도 기존 민영실손의료보험가입자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 

없이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급여가 확대되는 경우임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이 있다.

손해율과 관련해서는 기존 민영실손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조정만 

정확히 반영된다면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는 후술하는 

사업영역의 확장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미국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비를 줄이

고 있다는 실증분석결과에 기인한다(<표 Ⅲ-3> 참조).

건강관리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에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상황

과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에 포함되어 운영되거나 새로운 재원마련을 통하여 

새로운 분야로 서비스가 공급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후술하는 새로운 사업영역

의 확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나)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장

건강관리서비스의 가격 관리체계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

는 경우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가격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

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배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표 Ⅲ-2>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가능한 가격관리체계를 요약한 

표이다. 표에서 보듯이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방향으로 갈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가격의 사전고지 의무화 및 가격비교 정보 제공과 가격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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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설명·동의 의무화 등 소비자 권한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도입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대안 건강보험 적용 배제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배제 &

상한선 설정

장점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시장 경쟁 여건 조성

건강관리서비스의 저변
확대 가능성

가격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제공 가능

단점 국민의 선택영역 축소 가능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건강관리서비스 제한

시장조성의 한계 가능

<표 Ⅲ-2> 건강관리서비스의 가격 관리체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0),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 p. 30.

만약 건강관리서비스가 국민건강보험에 전혀 적용받지 않는 새로운 영역으로 

출발을 한다면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에서 의료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인 Healthways사의 보고서(2010)에 의하면 미국의 메디케어 가입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결과 의학적인 건강상태의 증진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실시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표 Ⅲ-3>은 Healthways사의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로 미국의 메디

케어 가입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서부유럽의 65세 이상 만성질환군

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비용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의 효과에

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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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강관리프로그램 주요 결과

미국
65세 이상 
만성질환군

Healthways’ 
Medicare Health 

Support

∙ CMS Findings

  - 치료효과 증대

  - 총 비용 감소

  - 참가자 94%가 만족

∙ 기타 결과

  - 참가정도에 따라 연간 비용 감소

  - 전 기간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비용 감소

서부유럽
65세 이상
만성질환군

Healthways’
Chronic Care 

Management for 
German Health 

Insurer

  - 입원율이 6% 감소, 통제집단의 경우   

18% 증가

  - 전화 통화 수의 증가에 따라 진료군이 감소

미국 65세 이상
급성질환 제외군

Healthways 
SilverSneakers

Fitness Program

  - 당뇨환자의 경우 비용 감소

  - 입원율 29% 감소

미국 65세 이상 
사망근접군

Healthways’ End of 
Life Counseling

  - 평균 사망 6개월 비용이 $1,913 감소

<표 Ⅲ-3> 노인대상 건강관리프로그램의 효과

자료: Healthways(2010), “Better Care, Better Health and Lower Cost”를 재인용함.

이렇듯 의료비관리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의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민간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민영실손의료보험

회사의 새로운 사업영역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와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지만 운영을 민간부분이 할 수 있다는 점은 민영

실손의료보험회사가 보험상품과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이것은 마치 민영실손의료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통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형태와 유사하다.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비용 통제가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건강관리서비스 업체를 민영실손의료보험회사

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될 수 있는가이다. 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 외 

민간에게 건강관리서비스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64 조사보고서 2011-4

민영실손의료보험회사를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다.11) 

 

제공
주체

1안: 의료기관 제공
2안: 전문자격 비영리 

기관
3안: 비영리/영리기관 

개설 자유

예상
효과

⦁기존의료기관의 참여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및 서비스 제공 

활성화

⦁사전의뢰 및 사후의뢰 

용이

⦁소비자 정보 관리 용이

⦁건강서비스 적정 품질 

유지 용이

⦁의료서비스와 구분

⦁영양사, 간호사, 운동지도사 

 등이 별도개설로 고용 창 

 출 용이

⦁건강관리서비스 전문인력

 자율성 보장

⦁건강관리서비스 적정품질

 유지 용이

⦁다양한 공급자 참여

⦁초기투자 활성화

⦁시장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가능

예상
문제점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경계 불분명으로 공급자

의 비용청구 혼선 및 수

요자의 이용 혼선초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 인력들이 병원에 

고용되어 서비스를 제공

하므로 자율성 위축 우려

⦁낮은 신규 고용 창출 효과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근거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부작용 우려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형 

 병원 중심의 공급시장 조 

 성 우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동기 저해

⦁건강관리서비스 적정 품

질관리유지 문제 발생가능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관

련 전문 인력들이 회사

에 고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영리성 우려

기타

⦁｢의료법｣ 또는 관련법 내

에 시설, 인력, 장비기준 

지정 필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기준 지정 

검토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기준 지정 

검토

<표 Ⅲ-4>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의 범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0),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 p. 25.

<표 Ⅲ-4>는 현재 논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대안에서 고려

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될 때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정리한 표이다. 보험회사

의 입장에서는 3안의 방향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립될 때 시장진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안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될 경우 가장 

우려하는 문제점은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저하와 영리성이다. 하지만 시장을 

11)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알선, 유인 등을 민간업체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민영보험회사는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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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경쟁체계에서는 낮은 품질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은 도태되기 마련

이며 영리성 추구 자체가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악화시킬 유인은 존재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리성 추구로 인하여 이익이 되는 건강관리서비스만을 

제공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3) 보험회사 대응

의료서비스 시장과 관련된 시장적 변화와 정책적 변화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다. 외국인 환자유치업 허용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이 허용되어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더라도 중개를 통해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법안은 전통적인 치료개념의 의료서비스를 넘어 전자통신기기와 접목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의 시·공간적 제약을 없애고 있으며 운동프로그램, 식이요법 

관리 등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건강한 의료서비스 소비자까지 건강

관리를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개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의료서비스 공급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공급자 시장이 형성

되어 가고 있어 민간부문의 의료시장으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부문이 진입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 업체를 민영실손의료보험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의 ‘새로운 

사업영역확장부문’에서 충분히 언급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업

으로의 진입을 고려할 경우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표 Ⅲ-5>는 미국의 대표적인 건강관리서비스업체인 Healthways사의 고객과 

제공서비스를 제시한 것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비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군은 크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질병군과 상대적으로 건강

하면서 건강관리를 받고자하는 건강군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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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
(매출액)

⦁미 50개주 이상에서 영업, 독일과 브라질 진출(2008년)⦁Publicly trade: HWAY(NASDAQ)⦁FY2009 Revenue: US$717백만

주요고객
⦁약 80%의 U.S. health plans ⦁30개의 블루크로스앤블루실드 플랜⦁1,000명 이상의 고용주  ⦁정부(메디케이드 포함)⦁병원(hospitals)           ⦁pharmacy benefits managers

인력규모
⦁약 3,500명(상근자)
   - 보건학, 보건교육, 건강증진 전문가 -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 전문경영인, 일반 행정직원 등  - 의사

제공서비스

Care support: 건강관리 스펙트럼 전반을 지원
만성 질병자들에게 좀 더 생산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건강관리 조절방법을 
알려주고, 위험군 환자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며, 개인
별 지원을 통해 관리⦁Core conditions
   - 천식(asthma)                                      - 당뇨(Diabetes)
   - Comprehensive back pain                   - 심장질환(Health failure)
   -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 비만질환(Obesity)
   - 만성신장질환(CKD: Chronic kidney disease), 말기신질환(ESRD: End  
      stage Renal Disease)
   - 종양(Oncology)
   - 만성 폐쇄성 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우울증(Depression)⦁Impact conditions
   - Acid related stomach disorder       - Low back pain
   -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 골관절염(Osteoarthritis)
   - 욕창(Decubitus Ulcers)                 - 골다공증(Osteoporosis)
   - 섬유조직염(Fibromyalgia)             - 요실금(Urinary incontinence)
   - C형 감염(Hepatitis C)
   -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 과민성 장증후군(IBS: Irritable bowel syndrome)⦁High-risk Care Management
   - 입원을 해야 하는 고위험을 가진 사람을 위한 집중적인 일대일 지원⦁Medicare Advantage - Senior Management Program
   - Medicare Supplement Carriers와 Medicare FFS condition management  

programs
Health Support: 삶의 각 단계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고취하고자 하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SilverSneakers Fitness Program: 최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Forever Fit: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Prime: 65세 이하 어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WholeHealth: 선택적이고 보완적인 약물치료 프로그램⦁Healthy Alignment: 국가적으로 공인된 (척추)지압 프로그램(chiropractic  
   core conditioning program)⦁QuitNet: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온라인 금연지원 커뮤니티⦁myhealthIQ: 온라인 건강 위험 측정 테스트⦁Healthways Wellness Portal: 통합 예방 강연⦁Lifestyle Management: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평가, 개인적인 프로그램, 동기부여⦁Maternal Health: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해결책 제시⦁Medicare Advantage: 고령자 프로그램

<표 Ⅲ-5> 미국 healthways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자료: http://www.healthways.com; 윤희숙·고영선(2009)을 참고하여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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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에 대한 서비스는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의료서비스를 

받기까지의 행정절차와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의료서비스를 받고난 후의 건강

관리서비스, 가장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찾아 주는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비교적 건강한 수요자를 대상으로는 연령별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고취하는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수요적 측면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령인구에 대한 장기적 케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간병 혹은 간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건강관리서비스는 소비자의 수요욕구에 맞춰어

진 서비스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보험회사 진입금지와 건강관리서비스

업에 대한 기존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기득권 유지 등은 보험회사의 사업영역 

확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비급여부문에서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급여

부문에 대한 범위 결정 수단과 가격통제 수단이 없어 비급여부문 의료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보험회사가 새로운 형태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개인의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로의 진입은 기존 의료서비스와는 구분되는 영역에서 보험회사의 비용 

관리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관리

서비스업에서 보험회사를 배제시키는 것은 비용 관리 기능의 역할자를 시장에

서 배제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 의료기관 경영투명성·효율성을 위한 정책 등 기타

1)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주로 의료기관의 자본

조달과 자본사용의 투명성과 관련이 있다.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문제는 의료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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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행, 의료기관 인수·합병의 활성화, 의료기관의 부대·수익 사업의 확대 

등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본조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주체

에 대한 확대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도 관계가 깊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자본조달의 경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제시되고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이다. 특히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영리의료법인의 자본조달과 관련이 깊다.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을 위해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영리의료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자본조달을 전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원가절감형(경영지원형)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대행, 의료시설 등 자원공유, 인력관리, 마케팅, 법률·회계 등 경영

활동의 아웃소싱과 진료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병원들의 경쟁력을 추구하고 있

는 실정이다(이만우 2009).

<표 Ⅲ-6>은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다양한 모형들을 정리한 것이다. 병원경영

지원회사 활성화 초기 단계에는 원가절감형과 네트워크 추구형 회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등 의료산업화가 가속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자본조달형과 산업연계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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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절감형(경영지원형)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구매 대행, 의료시설 등 자원공유, 인력관리, 마케팅, 법률·  

회계 등 경영활동의 아웃소싱을 통한 경영효율화 추구를 통한 비용절감

⦁ 네트워크 추구형
   - 복수 의료기관의 지불출자를 통해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후 브랜드, 의료기술,  

진료연계 등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수평적 계열화를 통한 공동구매, 의료기기의 공동이용 등 규모의 경제 달성, 또  

는 수직적 계열화를 통한 환자의 편의 증진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 산업 연계형
   -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산업 및 관광·보험 등 여타 산업과 의료기관간 연계  

의 매개체로 활용
   -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해 제약, 의료기기,  

임상연구 기업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의료산업 내 계열화를 촉진
   - 비급여 중심 민영실손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가격 협상 및 진료비 청구 등  

MSO 필요성 증대
   - MSO를 통해 관광, 금융서비스 등과 연계상품 개발 및 연계서비스업 투자
   -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확대 시 MSO를 통한 사업다각화

⦁ 자본조달 지원형
   - MSO가 외부자본 유치 후 병원시설 임대, 리스, 경영위탁 등을 통해 외부 자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표 Ⅲ-6> 병원경영지원회사 예상 모델

자료: www.pharmxpert.net/web/board/b.../MSO(병원관리지원회사)현황.doc

2) 보험회사 영향

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경제적 동기 변화로 인한 영향

의료기관의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자본조달과 영리의료

법인의 도입과 깊은 관련이 있어 기본적으로 앞 절에서 설명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비급여의 구분과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가격에 대한 통제수단 부재 시 자본조달의 용이성은 비급여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욱 증가시킬 유인이 다분하다. 따라서 비급여부문에 대한 팽창이 민영

실손의료보험입장에서는 시장의 성장과 보험금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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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비급여부분에 대한 가격통제기능의 부재는 이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해주

고 있다.

만약 산업연계형 병원경영지원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의료산업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향후 민영실손의료보험과 가격협상 및 진료비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민영실손의료보험과 경영지원회사의 가격

협상 능력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기관을 대표

하여 가격협상을 하는 구도가 되므로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수가12)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장

만약 산업연계형 병원경영지원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의료산업이 변화하

고 보험회사의 진출도 허용되는 형태로 시장이 변한다면 병원경영지원회사로

의 사업영역 확장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병원경영

지원회사가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협상기구로 발전한다면 보험회사가 병원경영

지원회사와 통합되는 형태로 진출할 충분한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보험회사가 통합된 형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은 미국

에서는 관리형 의료조직13)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보험회사

간의 선택적 계약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서비스 조직으로 발전되

어 왔다. 

12) 현재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수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발전
방향이 의료기관과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계약이 존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 민영
실손의료보험의 수가에 대한 협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13) HMO, PPO의 형태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선택적 계약 혹은 통합된 형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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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회사 대응

관리형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민영실손의료보험이 의료공급자와 계약체결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는 의료공급자와 민영실손의료

보험이 통합을 하는 형태로 의료공급 측면의 의료비 관리에 효과가 있다. 공적

건강보험이 중심인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민영실손의

료보험의 계약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의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단일보험자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보험자와 

관계가 요양기관당연지정제로 형성되어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

건강보험과 법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공적건강보험자가 의료공급자에 대하여 수요독점을 

하고 있는 형태이며 경쟁으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그림 Ⅲ-3>은 보험자가 의료공급자에 대하여 수요독점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경우 공급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요

독점인 경우 서비스가격(PM)은 경쟁 시 균형가격(PC)보다 낮지만 서비스양

(QM)은 경쟁 시 균형 의료서비스양(QC)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14)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제는 낮은 가격으로 측정된 의료서비스 공급

가격으로 인해 의료공급자들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낮은 의료서비스

양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의료행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적정 의료서비스양까지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공급자가 소비자에게 가격

을 여러 번 부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의료비 지출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14) 최근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한 건강보험개혁은 수요독점의 측면에서 시장경쟁
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양이 줄어들거나 할당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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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의료서비스양

공급

수요

QM

M

C

QC

PM

PC

<그림 Ⅲ-3>  단일보험자체제로 인한 수요독점의 문제

공적건강보험이 다보험자체제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는 계속 상존

하게 된다. 따라서 비급여부문에서 의료공급자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선택적 

계약을 기반으로 한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다보험자 경쟁체제는 자원배분의 효율

과 의료비 관리 측면 양쪽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관리형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불가능하지만 산업연계형 병원

경영지원회사의 도입은 이러한 관리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산업연계형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보험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면 관리형 의료서비스로의 사업 확대는 민영실손의료보험

의 보험금관리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비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영실손의료보험이 산업연계형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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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시장 글로벌화의 영향

가. 주요 내용

WTO/DDA협상과 FTA협상 등으로 국가 간 의료서비스의 개방 폭이 더욱 확대

될 전망이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이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기관의 경쟁심화로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논의되었으며 해외환자진료를 통한 국부창출

을 목적으로 허용되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은 허용되었는데, 그동안 의료

법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외국인환자에게는 허용함

으로써 실질적으로 의료공급자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기존 의

료공급자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자본금 1억 원 이상만 보유하면 누구나 외

국인환자유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나. 보험회사 영향

1)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경제적 동기 변화로 인한 영향

외국인환자유치업의 허용은 국내 의료서비스 공급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인환자 중심으로 영업을 

할 유인이 존재하지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는 국내 환자는 외국인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이용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허용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경제적 

동기 변화로 인한 비급여부문의 가격 변화나 수요창출의 효과는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비급여부문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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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나 장치를 이용한 부문의 의료서비스 제공형태로 특화되어 발달된다면 국내

환자 진료 시 비급여부문에 대한 서비스를 유인함으로써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존재한다. 

2)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대

｢의료법｣의 개정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외국인환자유치업이 허용되었지만 민

영실손의료보험회사는 이 기회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의료법｣ 
제27조4항의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유치업 금지조항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의료공급자로의 편입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외국인 

자국 보험회사의 대행업무나 클레임서비스 등이 가능하지만 시장성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최근 외국 보험회사와 국내병원들이 진료비 직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시점

에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국내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 유치

를 위하여 보험상품과 결합한 유인·알선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외국 보험사 혹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회사의 본사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와 상품개발이 가능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환자유치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이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의료사고 배상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보험회사 대응

의료공급자가 해외환자유치를 위하여 신의료기기나 장치에 더욱 더 많이 투자

를 한다면 결국 국내환자에게도 신의료기술이나 장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서 지급보험금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신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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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문제로 귀착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4절의 신성장동력화의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참고하기 바라며 본 소절에서는 사업영역으로서의 확대방안을 검토

하고자 한다. 

해외환자 유치업은 보험회사가 진출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외국 현지 보험회사

와 국내병원 간의 계약체결을 통해 외국 현지인들이 국내병원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는 최근의 사례를 참고 한다면 외국 법인 설립을 통하여 상품개발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4> 외국인 환자유치 가능 시나리오

계약체결, 제3자 지불제 이용

의료보험상품판매로 

현지고객 유치

의료관광외국

현지

법인

설립

외국

현지

법인

과 

제휴

외국인

환자

국내

의료

공급자

<그림 Ⅲ-4>는 국내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간단히 

도식화한 것이다. 기본전략은 목표로 하는 외국인 환자의 자국에 진출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인하여 

국내에서 진료 받게 함으로써 해외환자 유치업에 직접 뛰어 드는 것이다. 또한 

현재 외국보험회사가 국내병원과 진료비 직접 지불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참고

로 할 때 해외진출 법인을 이용하여 국내병원과 진료비 직접 지불계약까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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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제3자 지불제도의 도입이

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한 해외진출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타산적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최근의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15) 해외사업의 한 종목으로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한 

상품을 개발이 해외사업 진출 혹은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가 현지에서 판매할 상품의 성격은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외노동자 고용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보험상품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 

고용주보장 건강보험은 해외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을 위한 건강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상은 해외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이며 이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미국을 제외한 자신의 국가 혹은 타국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5) 한국경제신문(2011. 1. 3), ｢대한생명, ‘스마트 영업’ 강화…中에 합작법인 설립｣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10220831); 
    머니투데이(2011. 1. 3), ｢구자준 회장 ‘만족 넘어 고객감동으로’- LIG손해보험, 해외

사업 기반 구축·확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123117404036791&outlink=1);   

연합뉴스(2011. 1. 3), ｢박근희 ‘삼성생명 해외진출 확대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849060)

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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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관광’ 진료비 지급 … 병원 5곳-국제보험사 오늘 계약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 5곳이 29일 국제 의료보험 회사인 MSH 차이나와 진료비 

지급 계약을 체결한다.

국제 보험회사와 국내 병원이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계약으로 해외 

의료관광 환자들이 국내 병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이번 계약에 참여한 병원은 세브란스·인하대병원·가천길병원·샘병원·서울성모병원 

등 5곳이다. MSH 차이나는 중국 상하이타이카이(上海泰凱)와 프랑스 모빌리티 생 오노레 

그룹이 설립한 합작회사다. 세계 194개국 2,300여 개 다국적기업 직원 20만 5,000명이 

가입해 있다. 한국에도 1,000명 정도의 고객이 있다. 상하이타이카이는 2001년 설립된 

중국 민영실손의료보험 1호 기업이다. 이 회사는 JCI인증(세계적인 의료기관 질 평가의 

일종)을 받은 국내 다른 병원들을 상대로 파트너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MSH 차이나 가입자들이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한국 병원에 비용을 낸 

뒤 MSH 차이나에서 돌려받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계약으로 병원이 진료비를 MSH 

차이나에 청구하고 환자는 진료비를 따로 내지 않게 됐다. 이 보험 가입자들은 의사 진료

행위료·입원료·처방약제비·치과진료비·분만비·중증질환치료 등 포괄적 의료

서비스 비용을 커버한다. 미용·성형·불임치료 비용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최근 러시아·몽골 등 다국적기업에 근무하는 

가입자들이 치료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고객의 한국의료 이용 편의를 위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표 Ⅲ-7> 해외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의 계약체결 예

자료: 신성식(2010. 11. 29), ｢외국인 ‘의료관광’ 진료비 지급 … 병원 5곳-국제보험사 오늘 계약｣,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720877&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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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담보 내용

급여 지역 전 세계

보험료 갱신 매년

인당 최대 전 생애 급여 최고 US$5,000,000

공제(deductible)
US$0-US$25,000
미국 내 독립 PPO 이용 시 공제액 50% 감소

정률 퍼센티지
⦁미국과 캐나다 외 발생 의료비
⦁미국 내 PPO 발생 의료비
⦁미국, 캐나다 내 PPO외 발생  
    의료비

- 공제액 차감 후 급여대상 전액 보장
- 공제액 차감 후 급여대상 전액 보장
- 공제액 차감 후 급여대상 US$5000까지 80% 보장:  
    그 이상은 전액 보장

PPO The First Health Network에서 제공

일반의 서비스
⦁ 성인 Wellness benefit
⦁ 소아 Wellness benefit
⦁ 질병 혹은 사고 급여

- 역년당 최고 US$250 보장
- 역년당 최고 US$150 보장
- 공제와 정률보장에 따름

병원서비스
⦁ 입원, 외래
⦁ 응급실
   - 상해
   - 질병

- 공제와 정률보장에 따름

- 공제와 정률보장에 따름
-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공제액이 US$250 추가

출산급여(10개월 전부터 보험가
입상태여야 함)
⦁ 출산 전-출산-출산 후 케어
⦁ 신생아 케어

- 공제와 정률보장에 따름
- 생후 31일 동안의 일반적 케어 

기타 서비스
⦁ 척추교정 ⦁ 영구적 의료장비 ⦁ 응급 의료후송 ⦁ 가정 방문 의료&부가 케어 시설 
⦁ 장기이식 ⦁ 지역앰뷸런스 ⦁ 물리요법 ⦁ 처방약 ⦁ 시체 송환 등

<표 Ⅲ-8> 미국 IMG사의 해외노동자 의료보험상품 급여

자료: International Medical Group(2010), GEO GROUP: The Global Employer's Option, p. 5. 발췌
하여 정리함.

<표 Ⅲ-8>은 미국의 IMG(International Medical Group)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상품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급여 

대상지역은 전 세계이며 인당 전 생애에 걸쳐 500만 달러(미화)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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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액자기부담은 일 년에 0~25,000달러(미화)이다. 보험회사는 

공제액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급여 대상 의료비에 대하여 100% 

부담한다. 

4. 의료시장 신성장 동력화의 영향

가. 주요 내용

의료기술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시장이 U-Health Care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다. U-Health Care란 정보통신기술은 의료산업에 접목하

여 '언제나, 어디서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 진료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을 유지·향상시키는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U-Health Care의 가장 큰 영향은 의료서비스가 시·공간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인뿐만 

아니라 건강관리회사, 유무선통신업체, 유헬스케어 기기 및 장비업체들이 참여

할 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의료비절감과 소비자의 높은 

의료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2007)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헬스케어 사업은 서비스의 성격과 

이용자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병원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

하기 위한 U-Hospital군은 의료기관 내의 무선화, 모바일화와 의료기관 간 네트

워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홈&모바일 헬스케어군은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웰니스군

는 질병의 치료보다는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는 앞 절

에서 설명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법안에서 질병의 정도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군을 분류하는 방식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건강군과 비건강군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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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서비스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U-Health Care는 응용환경에 따라 병원 헬스케어, 홈 헬스케어, 개인 핼스케어 

등으로 나뉜다. 병원 중심의 U-Health Care는 의료업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모바일 의료기기를 도입하여 진료서비스의 향상을 꾀하고 질병에 대한 예측 및 

진단시스템, 약물반응시스템 등 진료자의 업무를 대체할 만한 수준의 응용서비스

를 말한다. 홈-헬스케어 서비스는 가정에 설치한 다양한 유무선 의료센서 및 장비

를 이용해 수집된 생체 의료정보를 토대로 병원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실

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 헬스케어는 환자의 위치, 건강상태 등

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진료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비스이다(노미진 외 2010).

U-Health Care 외에 의료기술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의료

기술 개발·유도를 위한 의료수가 개선이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운영체계의 구조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정책으로 의료기술의 개발이 대

부분 건강보험의 비급여부문에서 크게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되고 있다. 즉, 현행 수가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적한 보상

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경제적 보상을 비급여부문

에서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문보다는 

비급여부문에 대한 기술개발과 의료혁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수가 개선의 또 다른 목적은 의료기술혁신으로 개발된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보험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로의 편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의료수가 개선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의료기술혁신을 유인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로 쉽게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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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회사 영향

1)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경제적 동기 변화로 인한 영향

신기술의 발달과 U-Health Care의 발달은 비급여부문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

의 경제적 동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급여구조

에서는 신기술의 발달이 비급여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비급여

부문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부문의 가격에서 보험

의 가격통제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신기술의 발전은 비급여부문의 의료비를 증가시

킬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존재한다. 

Ⅱ장의 의료비 추이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신의료기술의 개발 등 의료기술의 

변화는 의료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관이 있다. 과연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을 넓히면서 현재의 

높은 의료비증가율을 얼마나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의료시장의 신성장 동력화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초점

이 맞춰져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의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의 최대 걸림돌이다. 만약 이런 이유로 인하여 

비급여부문을 중심으로 한 민영실손의료보험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의료기술

의 발전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의 문제는 결국 민영실손의료보험에서 감당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술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의료기술의 발달

로 인한 새로운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의 임의비급여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임의비급여의 규모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비급여부문

을 담보로 하고 있는 민영실손의료보험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기술의 발전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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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으며 의료비를 통제할 적정한 수단이 없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입장

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신의료기술의 개발을 유인하기 위한 수가개선의 노력은 민영실손의료

보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리병원의 도입 영향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분에 대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산업 정책이 비급여부문을 

비대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여부분에 대한 의료수가개선은 의료공급자

의 비급여부문에만 집중되어 있는 의료기술 개발의 경제적 동기를 완화시켜 

비급여부문의 의료비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대

U-Health Care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은 의료서비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없애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

를 정의하는 범위에 따라 보험회사의 사업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의 의료서비스 공급의 정의 하에서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시장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다면 보험회사의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U-Health Care의 발전이 가져올 의료서비스 범위의 확장과 확장된 의료서비스

의 진입기준에 따라 보험회사의 사업영역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 

방향에 따라 보험회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보험회사 대응

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비급여부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은 비급여부문에서 

보험회사가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방법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통제기능 마련 

외에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급여선정 방식을 바꾸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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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민영실손의료보험이 임의비급여를 보장하고 있는 현 시점

에서 정부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담보범위가 

변화된다는 점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정책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의료신기술의 발달은 임의비급여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결국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급여를 보장하고 있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은 그 변화

를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다. 따라서 급여대상이 되는 항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 정책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U-Health Care기술의 발달과 관련되어 창출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으로의 진입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관련시장으로의 

진입허가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계속적인 정부설득과 국민설득이 이루어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진출 시 고려할 수 있는 사업모형은 앞 절의 건강관리서비스법

안과 관련하여 기술한 대응방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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