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건강보험정책변화와 민영실손의료보험

Ⅲ장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정책의 변화에 

따른 민영보험산업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건강보험운영과 직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의료보건정책의 변화에 따른 민영보험산업의 영향을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장에서 의료보건정책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에 한정하고 있음

을 주지하기 바란다. 

1. 정책변화의 파급체계

<그림 Ⅳ-1>은 건강보험운영과 관련된 의료보건정책의 변화가 민영실손의료

보험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 의료행위의 범위, 급여부분의 의료비 관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비급여부문에서의 의료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이로 인하여 비급여부문

의 의료비와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구조로 되어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는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와 급여부문의 의료비 

관리에 관련된 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범위 변화와 의료행위

에 대한 범위 변화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담보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

에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급여부문의 의료비관리 정책은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동기의 변화에 의해 비급여

부문의 가격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의료비 관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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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급여부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하고 의료공급자에 의해 가격

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림 Ⅳ-1> 건강보험정책변화의 파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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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성 변화의 영향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변화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담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우리나라의 의료비 부담체계에서 살펴보았다. 민영실손의료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

보험의 비급여 범위 결정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관련된 정책변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민영실손

의료보험의 담보변화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최근의 간병

서비스에 대한 비급여화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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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실손의료보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비급여화 추진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적절한 

보험료의 인상 없이 비급여 범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는데 이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 결정에 의해 직접적

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영한계의 대표적 예이다. 또 다른 예로는 민영

실손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보상하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보상금은 

면책으로 하고 있으나 이의 제도 변경으로 인한 보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 간병서비스의 급여화

1)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이미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를 추진하였으나 향후 예상되는 재정악화를 우려하여 간병

서비스를 비급여부문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간병인의 새로운 고용창출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운영을 201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병원을 선정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캐치프레

이즈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게는 간병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간병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장기간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

에 건강보험의 급여부문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간병보험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을 요하는 경우는 장기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의 분산

이 어려워 의료보험과 달리 간병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일종의 간병보험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만 일반적

인 간병보험과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하는 건강보험의 급여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간병은 예외건강보험(AWBZ)에서 따로 취급하고 있다. 즉,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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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분리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간병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민영

실손의료보험이 주축인 미국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간병에 대한 급여는 포함

되어 있지 않다. 

2) 보험회사 영향

간병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혹은 비급여에 포함되는 경우 급격한 의료비 증가

가 예상된다. 간병서비스는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비용 질병’이라고 불리

고 있으며 낮은 노동생산성과는 반대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

가격의 증가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와 같은 특성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는 특성이 결합하여 GDP 대비 지출이 시간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16)

연도 합계 병원
간호주거케어

시설
재가보건의료

제공자로서의 가계
재가보건의료

제공자

1999 29,549 6,239 22,496 818 -

2000 40,826 14,612 25,218 912 83

2001 54,189 23,279 28,693 1,024 1,193

2002 74,763 37,240 33,189 1,156 3,213

2003 115,561 69,430 39,089 1,316 5,735

2004 173,110 115,282 46,887 1,508 9,433

2005 314,492 237,010 60,567 3,078 13,837

2006 584,269 478,823 79,770 5,436 20,240

2007 1,024,549 891,658 98,305 7,752 26,534

2008 1,916,922 1,325,059 403,476 154,615 33,772

<표 Ⅳ-1> 장기요양보건지출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2010), ｢2008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최근의 장기요양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간병서비스의 급여화 혹은 비급여화 

추진이 가지고 올 의료비의 증가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표 Ⅳ-1>는 

16) Martins & Maisonneuve(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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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장기요양보건지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 그 지출 정도가 전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간병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간호/주거케어시설과 

재가보건의료제공자를 통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증가한 장기요양보건지출을 공공부문에서 재원

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가계부담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요양보건지출 중 간호/주거케어시설 이용자의 재원추이를 살펴보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 가계 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는 기존 이용하던 간병서비스보다 가격을 낮추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 추진되고 있으나 

가격하락으로 인한 간병에 대한 가계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가격효과로 인한 수요증가는 결국 가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가계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구분 합계 가계부담 비급여본인부담 법정본인부담

1999 22,492 16,946 - -

2000 25,218 17,741 - -

2001 28,693 18,577 - -

2002 33,189 19,457 - -

2003 39,081 20,383 - -

2004 46,887 21,358 - -

2005 60,567 21,423 - -

2006 79,770 27,860 - -

2007 98,305 33,976 - -

2008 403,476 65,376 27,126 38,250

<표 Ⅳ-2> 간호/주거 케어시설 이용자의 재원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2010), ｢2008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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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의 비급여화로 인해 민영실손의료보험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급보험금의 증가이다. 민영실손의료보험이 담보로 하는 비급여부분에 간병

서비스가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포함될 경우 기존 가입자들은 제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간병서비스를 더욱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 여기

에 도덕적 해이의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특별한 보험료의 추가인상 없이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급여범위가 늘어나는 구조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종합하면, 현재와 같이 민영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문을 

담보로 운영될 경우 비급여부분에 대한 결정이 정책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법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할 것이며 향후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경영 불안전성이 확대

될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 

3) 보험회사 대응

현재의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급여 선정방식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전체를 

담보로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실행되고 있다. 

즉, 민영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급여 대상

이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비급여범위 결정

은 곧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이 결정한다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즉, 민영실손의료보험은 자신의 급여부문에 대한 범위결정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민영실손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에 어떠한 계약도 

불가능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받

은 의료서비스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급여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항상 존재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와 민영실손의료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

고 있다.

특히 신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임의비급여부문의 확대로 인하여 임의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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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을 보장해 주고 있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은 정책적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다. 

따라서 앞장에서 설명한 신성장 동력화에 대한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과 유사

한 방식으로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급여 선정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비급여정책 결정에 민영보험회사도 포함하여 

급증하는 의료비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공·사협력의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한도를 조정할 경우 보험료에 선반영을 하는 

절차를 응용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정책 변화 시 사전에 민영실손의료보험

이 변화한 비급여부문의 범위를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금제도의 관계

1) 주요내용

2004년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에 대하여 상한제와 보상제를 두어 희귀질환 환자나 중증환자의 의료비를 부담

해주고자 하는 정책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상하고 있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이 상한제와 보상제의 혜택

을 받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방식대로 보상을 한다면 피보험자는 이중보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보상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면책사항

(exclus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상한제17)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6개월 동안 본인

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한약제는 제외함)에 대
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제24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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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상한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보상하여 오다가 2007년 7월 1일부터는 

6개월 동안 부담액을 200만 원으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2009년부터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차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6개월에서 1년

으로 확대하고, 부담금상한금액을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하위 50% 계층에는 

200만 원, 중위 30% 계층에는 300만 원, 상위 20% 계층에는 400만 원으로 변경

하였다. 

본인부담금보상제는 2004년 5월 28일에 시행된 것으로 건강보험 수급권자의 

매 30일 동안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병

행하여 실시하여 오다가 암, 만성신부전, 백혈병 등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상한제가 2009년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2007년 6월 30일 진료분

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보상금을 지급한 통계자료에 의

하면 최근에 올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도 말 현재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지출한 의료비에서 73만 건, 2,705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본인부담금상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함)이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
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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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단지출① 85,052 214,392 97,790 245,755 112,855 263,798 121,174 299,697 

본
인
부
담

상한제 12.8 583 17.8 945 70.5 2,691 73.2 2,699 

보상금 12.2 199 12.8 204 1.8 28 0.5 6 

계② 25.0 782.4 30.6 1,148.5 72.2 2,719.0 73.6 2,705.1 

비중(②/①)  0.03  0.36  0.03  0.47  0.06  1.03  0.06  0.90 

<표 Ⅳ-3> 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보상금의 지급 추이
(단위: 만 건, 억 원,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200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pp.52-54.를 인용하여 작성함.

2) 보험회사 영향

민영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담보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과 의료급여법상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금)”

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금을 면책처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았는지의 여부의 확인이 필수적인 요소

이다.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보상받은 형식이 사전제 즉, 한 의료기관

에 장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받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의료기관에서 사전적

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본인부담금만 보험회사

에 청구하기 때문에 문제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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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해/질병 입원 상해/질병 통원

담보 비용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과 비급
여의 90%(200만 원 초과 시 보상)
를 5,000만 원 한도로 보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액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회당 30만 원,  
보험금액한도 내 보상)

⦁공제금액 (외래: 보건소 1만 원,  
병원 등 1.5만 원, 상급병원 2만 원,  
처방: 0.8만 원)

상급병실료: 차액의 50%,
                  1일 10만 원

건강보험
비적용 시

실제부담금액의 40% 공제금액 차감 금액의 40%

보상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연간 180일 한도

재입원 
대기조항

90일 -

확장담보
기간(ERP)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 한도
(외래 90회, 처방 90건)

부담보 사항
고의사고 등 절대적 사유, 직무직업상 상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보상금 등, 기타 담보별 특수사항

<표 Ⅳ-4>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면책사항 

그러나 사후적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적용 받는 경우가 사실 확인이 곤란

한 경우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보상제가 1년 동안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건 단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한 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피

보험자가 고지를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따라 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건수 중 73만 건(2,700억 원)

이 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보상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실손의료

보험계약을 가입한 계약자의 상당 부분의 건은 면책으로 처리하기가 사실상 곤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은 날로 증가할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차후에 구상절차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상한금액

과 보상금을 회수하는 과정상에서 보험회사의 불신이 증가하고 보험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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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는 비단 민영보험회사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 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보상제를 악용한 의료이용이 많아지는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재정도 악화될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3) 보험회사 대응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으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금액에 대해 사전

적인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문제가 적으나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면책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인구고령화

나 정부의 보장성 확대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보험이 상호 긴밀

한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민영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인 기능을 충분히 다하고 있

으나,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보상금과 같은 제도를 이용한 사보험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바로 잡아 의료비 재원의 실질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기적으로 추출되는 DB를 보험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상한제 특약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동 특약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구축된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DB와 실손보험지급보험금 DB를 연결하여 1년 

동안 상환제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산하거나 차기 

보험료 납부 시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자칫 

보험계약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정산하는 체제로 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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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본인부담금상한제 공사 협력체계도(예시)

⑦ 1년 후
   본인부담액
   상한금 초과액 지급

⑥ 상한제 적용
   여부조회

⑤ 보험금청구

④ 진료비 지급

③ 진료비 청구

①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기관 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실손보험전산망

실손보험계약자

② 본인
    부담금

  지급

⑧ 3일 내 지급
(본인부담상한금 차감)

상한제 적용
대상자 제공

3. 의료비관리정책의 영향

가. 총액예산제의 도입 추진

1) 주요 내용

총액예산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와 이에 따른 건강

보험의 재정악화 때문에 거론되고 있다. 의사나 약사에게 지불할 보험료 총액

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의료비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한한 사회자원

을 사용하는데 있어 비효율적이거나 과다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보건의료부분

에 투여할 사회적 자원의 양을 조정하여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

고자 하는 목적은 명목상의 목적일 뿐 예산통제를 통해 의료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 의료비의 효율적 배분은 정확한 의료비 예측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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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의 원래 의미는 의료부분에 지출될 수 있는 총예산을 결정하는 것

으로 예산상한(Expenditure Cap)과 예산목표(Expenditure Target)로 나눌 수 있다

(권순만 1999를 재인용함).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혹은 질병금고 등 국가에서 운

영하는 공적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서

비스 공급자에게 지불할 보험료 총액을 매년 미리 정해 놓음으로서 총액예산제를 

사용하고 있다. 즉, 총액예산제를 의료부분 예산 총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

니라 공적건강보험의 보험료 총액을 미리 결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의료공

급자에 대한 지불보상체계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총액예산제는 의료비관리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의 질을 보장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산으로 정해진 총액 때문에 비용 절감의 압박

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

는 환자를 선택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동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2) 보험회사 영향

가) 의료서비스 공급자, 수요자, 국민건강보험의 인센티브 변화

<표 Ⅳ-5>, <표 Ⅳ-6>, <표 Ⅳ-7>는 총액예산제 도입 시 의료공급자와 의료

소비자,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의 인센티브 구조를 정리한 표이다. 의료공급자

의 경우는 주어지는 예산 총액에 맞춰야할 유인이 커지므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

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지만 예산제 비적용 부문으로 비용전가

(Cost Sharing)를 할 유인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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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예상 파급효과

자원배분 
효율성

행위수가제 하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진료원가를 절약하고, 공급자 
간 환자유치를 위한 과잉경쟁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줄임

예산제 적용 진료부문에서 비적용 진료부문으로 비용전가의 가능성
(특히 비보험진료부문으로 비용전가)

공급자 
이윤

행위수가에 비해 예산제 하에서 원가절감의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불필요한 진료(투입) 감소

예산제약으로 인한 이윤감소의 불안감 대두, 특히 환자 수가 많은 진료과
목이나 의료기관의 경우 행위수가제하에서와 비교하여 이윤이 감소될 가
능성이 있음

내부갈등
과 

규제문제

예산배분이 공급자단체 자율에 맡겨질 때에 단체 간 갈등 혹은 의료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대두

예산제 하에서 공급규제의 가능성 대두, 즉 총예산의 제약 하에서 의료계
의 적절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설립, 의사 수, 병상 수, 장
비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표 Ⅳ-5> 총액예산제 인센티브 구조: 의료공급자

자료: 최병호·신윤정(2008)의 <표 6>에서 발췌함.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경우는 의료공급자의 비용절감 노력으로 적정량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의료서비스 질 측면과 의료서비스의 접근

성에서 수요자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완적인 대책으로 공보험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허용하거나 민영실손의료보험이 일정한 역할

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최병호·신윤정 2008).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전체 총액을 미리 정한다는 의미에서 의료비를 관리

하는데 이점이 있지만 총액 예산을 정하는 기준과 의료비를 예측하는 모형이 중요

한 만큼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의료비 총액 기준뿐만 아니라 예산의 배분에 개입하게 된다면 배분기준마련을 

위해서 의료공급자와 협상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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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예상파급 효과

의료의 질

행위수가제 하에서의 불필요한 과잉진료의 부작용이 감소되나, 공급자
의 과소진료로 질 저하의 가능성 대두

입원환장의 대기(waiting)가 길어져 수술(처치)의 적절한 시기를 놓칠 
가능성 대두

의료
접근성

행위수가제 하에서의 진료비통제기전은 본인부담제에 주로 의존하나 
예산제 하에서는 본인부담에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음

행위수가제 하에서는 이윤동기에 의하여 많은 환자(대신 짧은 진료시간)
를 진료하게 되나, 예산제 하에서는 이러한 유인이 약화되어 환자의 대기
가 길어져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 대두

규제
문제

현재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이용이 허용되나, 예산제 하에서는 진료의뢰절
차를 준수하거나 수술여부 검토 등 의료이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음

<표 Ⅳ-6> 총액예산제 인센티브 구조: 의료소비자

  자료: 최병호·신윤정(2008)의 <표 7>에서 발췌함.

부문 예상파급 효과

의료의 질

보험진료비의 통제가능성 증대로 거시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 즉 
전체 자원 중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적정수준의 배분

보험진료비의 예측가능성 확보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의료
접근성

행위수가제 하에서 복잡한 청구·심사 등 관리비용이 예산제 하에서는 
절감 가능

예산규모의 합의 도출과정에서 공급자, 소비자, 정부(보험자) 간 갈등이 
발생

규제
문제

예산배분이 의료단체에 맡겨지지 않고, 정부(보험자)가 배분과정에 개입
하게 될 때 정부(보험자)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부담이 증가

<표 Ⅳ-7> 총액예산제 인센티브 구조: 보험자(국민건강보험)

자료: 최병호·신윤정(2008)의 <표 8>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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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영실손의료보험 영향

총액예산제의 도입 또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민영실손의료보험

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총액예산제가 도입된다는 의미는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보상방법을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의료공급자와 법적으로 계약을 맺는 구조에서 의료

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의 방법을 바꾸는 일종의 지불형태의 전환이다. 

따라서 민영실손의료보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총액예산제로 전환할 경우 의료공급자의 행위 변화, 특히 비급여부분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급의 행위변화가 민영실손의료보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급여부문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에서 질과 양의 저하를 가져올 유인 크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질 수 있다. 미흡한 의료

서비스 수준은 더 높은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수요로 이어줄 것이며 소비자가 

원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총액예산제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이 현재보다 떨어진다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공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비급여부문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비슷한 형태로 민영실손의료보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총액예산제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분에만 적용

되는 만큼 총액예산제가 의료공급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의료공급자는 비급여부분에서 이익을 추구할 동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비급여부문의 가격 상승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민영실손

의료보험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논의되고 있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안)이 법으로 정해진다면 총액예산제의 도입은 비급여부분에 대한 의료가격의 

적정성 심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동 법안은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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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영실손의료보험이 의료의 적정

성을 심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한다면 총액예산제

에 산출하는 적정의료비에 대한 예측치가 비급여부분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보험회사 대응

총액예산제의 도입 시 예상되는 비급여부문에 대한 영향이 비용전가일 가능성

이 높으므로 결국은 비급여부문에 대한 가격통제 기능과 급여부문에 대한 선택

권 등으로 대응방향이 정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신성장 동력화에 

대응과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대응 등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논의되고 있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에 관한 법률｣(안)이 법으로 정해진다면 총액예산제의 도입은 비급여부분에 대한 

의료가격의 적정성 심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동 법안은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영실손의료보험이 

의료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한다면 

총액예산제에 산출하는 적정의료비에 대한 예측치가 비급여부분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 법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데이터

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의료법｣ 제45조와 비급여가격고지제도 시행18) 

1) 주요 내용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는 환자의 알권리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추진되었으

며 실질적으로 민영실손의료보험과 관련 없이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개정된 

18) 주요 내용과 현황은 건강세상네트워크(2004)에서 인용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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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

용(비급여 진료비용)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

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의료법｣ 

제45조).19)

또한 비급여 진료비를 안내하는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 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접수 창구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재인용함).20)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와 동법 시행규칙 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

지, 게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등을 제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

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

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첫째, 단일가격으로 고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위의 난이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할 수 있다. 둘째,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하여 가격범위의 폭을 줄

19)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함)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20) ｢의료법｣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 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등록 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재발행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각 중앙회장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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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셋째,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에 표기해야 한다. 또한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항목을 분류하여 표기해야 

하며, 가능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포괄수가 형태의 표기를 해야 한다.

고지방법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것이다. 비급여 항목의 

표시방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료행위(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및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방하나, 가능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포괄수가 형태

의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항목 분류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도록 하고 

있으며 각 행위, 약제, 재료에 해당하는 단위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비급여 가격의 표시 방법은 포괄수가 형태로 가격을 표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표기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포함된 가격

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

야 하나 치료재료, 약제 행위를 묶어서 고지할 때는 치료재료 및 약제의 종류, 

환자 상태에 따른 행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해야 한다.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 시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하여 가격

범위의 폭을 줄여야 하며,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은 고지된 가격 이하로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는 못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다(｢의료법｣ 제45조제3항 및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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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기본항목
세부
항목

단위 가격 비고

수술 
및 

처치

라식

- 1회 ○○○~○○○원

치료재료 등에 따라 달라지
므로, 구체적 비용은 담당
의사와 상의 필요

- 1회 ○○○~○○○원

- 1회 ○○○~○○○원

- 1회 ○○○~○○○원

라섹
(LASEK) 

- 1회 ○○○~○○○원

치료재료 등에 따라 달라지
므로, 구체적 비용은 담당
의사와 상의 필요

- 1회 ○○○~○○○원

- 1회 ○○○~○○○원

- 1회 ○○○~○○○원

<표 Ⅳ-8> 비급여 가격범위 설정 예시

자료: 보건복지부(2010),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p. 4.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서 비급여 가격 고지 매체 및 방법에 대하

여 언급하고 있는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책자 등’이라 함은 비급여 진료비용이 모두 

기재되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구내에 비치된 매체를 통틀

어 일컫는 것으로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이 포함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제3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 

급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

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2) 비급여가격고지 현황

2010년 5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었다. 

공개된 진료비에 대하여 건강세상네트워크가 5월 중순부터 전국의 44개 상급종합

병원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공개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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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구분 초음파 MRI PET

서울대병원  17 12 10

연세대세브란스병원 169 176 18

서울삼성병원 72 18 7

서울아산병원 61 47 2

카톨릭서울성모병원 218 33 8

<표 Ⅳ-9> 초음파, MRI, PET 비급여 세분류 항목의 개수
(단위: 개)

자료: 건강세상네트워크(2010),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p. 7.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내용에 대한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보공개 형태 또한 병원마다 다소 차이

가 있어 쉽게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안내하고 있는 병원은 불과 44개 중 6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공개 형태 

또한 병원마다 달라서 비교가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세 분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 의료지식이 없이는 동일 진료에 대한 가격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표 Ⅳ-9>에서 보듯이 초음파, MRI, PET의 세 분류 개수를 보더라도 각 병원

마다 달라서 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교기준이 불명확하여 정확

한 가격비교가 어렵다.

비교 가능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가격차이가 병원

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실 병실료의 경우 최고 

497,000원에서 최저 55,000원으로 최고 9배 차이가 나고 있으며 복부초음파의 

경우 269,000원에서 35,000원까지 분포하며 최고 7.7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또

한 전신PET의 경우 1,560,000원에서 700,000원으로 2.2배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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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복부초음파 전신 PET 1인실 병실료

병원명 가격 병원명 가격 병원명 가격

최상위
7개 
병원

서울대병원 269,000 충남대병원 1,560,000 이대목동병원 497,000

순천향병원 250,000 서울성모병원 1,510,000 서울삼성병원 475,000

서울성모병원 218,000 가천길병원 1,500,000 여의도성모병원 367,000

고대안암병원 215,000 여의도성모병원 1,430,000 연세대세브란스 360,000

고대구로병원 210,000 강북삼성병원 1,400,000 서울성모병원 350,000

삼성서울병원 210,000 영남대병원 1,391,650 서울아산병원 340,000

강남세브란스 188,000 동산병원 1,350,000 서울대병원 330,000

상위 7개 평균 237,143 상위 7개 평균 1,448,807 상위 7개 평균 388,429

최하위
7개 
병원

고신대병원 35,000 전북대병원 700,000 조선대병원 55,000

상계백병원 50,000 인하대병원 726,000 원광대병원 90,000

일산백병원 50,000 고대구로병원 955,000 대구카톨릭 90,000

가천길병원 63,000 고대안암병원 965,000 영남대병원 90,000

충남대병원
대전을지병원
대구카톨릭

80,000

한양대병원 969,110 부산백병원 105,000

서울백병원
대구카톨릭
경상대학교

1,000,000

전북대병원 110,000

단국대병원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120,000

하위 7개 평균 62,571 하위 7개 평균 902,159 하위 7개 평균 94,286

비검색
병원

여의도성모, 이대목동, 
인하대병원, 평촌성심, 

충북대, 부산대

경희대병원, 순천향병원, 
서울백병원, 평촌성심, 
충북대, 대전을지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서울백병원,
평촌성심, 충북대

<표 Ⅳ-10>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비급여 검사 및 병실료 가격 비교
(단위: 원)

주: 모든 병원에 대하여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함. ‘1인실’은 ‘특실’을 제외함.
자료: 건강세상네트워크(2010),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p. 8.

3) 보험회사 영향

비급여 가격고지제도는 소비자권리 제고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비급여 부문을 담보로 하고 있는 민영실손의료

보험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영실손의료보험에 긍정적으로 영향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비급여가격은 고지제도 이전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거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 공유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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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의료비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소비자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병원급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적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고지의무가 없는 의원급 

병원은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급여가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집적되어 활용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비급여가격의 관리 

측면에서 보험회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비급여 가격고지제도가 만약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바꾼다면 

비급여부문의 의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가격정보의 제공으로 

합리적 소비자라면 가격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결과21)에 비추

어 볼 때 비급여부분에 대한 의료비 감소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 가지 우려되는 사실은 기존 보험가입자의 행태변화로 인해 오히려 손해율

이 증가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미 민영실손의료보험에 가입

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비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가격 비교 시 오히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가입한 민영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입장에서는 비

급여가격의 차이가 의료소비자에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만약 기존 가입

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의료의 질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21) Ringel 외(2002), “The Elasticity of Demand for Health Car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R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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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회사 대응

비급여부문에 대한 가격 정보를 축적하여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가 고시하고 있는 비급여부문에 대한 가격데이타를 집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정보수집을 위한 비용

이 상당이 클 수 있으므로 현재 구축 중인 ‘한국의료패널’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면 상병별로 비급여부문에 대한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의료패널은 각 개인의 질병정보와 의료이용, 민영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급여부문에 대한 가격을 상병별, 연령별, 보험가입 종류별, 

의료기관 이용별 등으로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의료패널에서 추정한 비급여부문의 가격추계와 의료공급자가 고시하고 

있는 비급여부분의 가격을 상병별, 연령별 등으로 분류하여 비교한다면 의료

공급자의 비급여가격 설정 등에 대한 행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실제

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료 책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민영실손의료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보험금의 

증가에 대한 대책은 결국 민영실손의료보험회사가 의료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

에게 각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교육시켜 높은 가격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방안이 거의 유일하다.

다.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

1) 주요 내용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민영실손의료

보험의 보험금지불방식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현재 민영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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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소액으로 빈번히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포기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불편

한 점이 많다. 

<그림 Ⅳ-3> 제3자청구제에 의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위탁의 경우)

    자료: 조용운·김경환(2010),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내용 및 주요 쟁점｣, KiRi Weekly , 제 101호,  p. 7.

이러한 소비자의 불편함을 타개하기 위하여 동 법률안은 <그림 Ⅳ-3>에서와 

같은 보험금 지불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소비자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진료비를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보험금의 청구를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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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 영향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은 소비자의 편익

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비급여부문에 대한 의료비가 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법률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심사기능은 비급여부문의 진료비 가격 자료

를 축적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비급여부문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실손의료보험이 가지

고 있지 못했던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국가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의료비관리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급여부문에 대한 가격정보의 축적과 의료비관리 기능을 국가기관

이 대행한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비급여부문 시장을 축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비급여

부문에 대한 가격정보를 완전히 장악할 경우 관리가 용이한 부문부터 급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민영실손의료보험

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3) 보험회사 대응

민영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부문에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

가 생기는 만큼 동 법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회사

가 실질적으로 비급여부문에 대한 가격정보 이용과 의료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

이 조성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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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영실손의료보험 역할 분담 논의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역할 분담 논의는 의료산업화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Ⅱ장의 의료산업화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의료산업화

로 인한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의료산업

화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역할확대부문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다. 

하지만 의료산업화의 방안으로 제시되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역할확대와는 

별도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진보성향의 진영에서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2010년 7월에 발족한 

｢건강보험 하나로｣시민협의회가 있으며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위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인 ｢보충적 민영의료법｣(안)이 있다. 본 절에서는 ｢보충적 민영의료법｣
(안)을 중심으로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축소 논의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가. 주요내용 

｢보충적 민영의료법｣(안)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팽창을 막고 국민건강보험

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민영실손의료보험업을 규정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22)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관리·감독을 보건

복지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며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관리기구와 감독위원회

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역할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하자는 내용이다.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상품 측면에서는 상품을 표준화하고 급여를 정액화하는 

22) 민주노동당 법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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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소비자가 알기 쉽게 민영실손의료보험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보험회사 영향

｢보충적 민영실손의료보험법｣(안)의 시행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관리를 국가

가 하는 일종의 민영사회보험형태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의 비급여부문에 대하여도 민영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여 마치 급여부분의 국민

건강보험의 운영처럼 관리와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민영실손의료보험에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모든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보상정도, 개인

의 비급여부문 의료진료 실적 등이 모두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가 될 것

으로 예상되며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상품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이다. 

시장을 기반으로 한 민영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보충적 민영실손의료보험법｣(안)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품이 모든 국민의 

보장성을 중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국민건강보험처럼 보장성

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또 다른 형태의 

보충적 민영실손의료보험을 보충하는 민영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개발될 가능성

이 많다. 즉, 보충적 민영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만족하지 않는 고소득층이나 

건강군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보충적 민

영실손의료보험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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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회사 대응

｢보충적 민영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민영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불신과 민영실손

의료보험이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영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

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본 장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인수 상품의 개발이다. 

이는 인수거절 등으로 민영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없애고 급증

하는 국민의료비를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이 협력을 통한 부담을 함으로써 국민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가용성문제(availability problem)와 

가입하는 경우 너무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affordability problem)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교환소(health insurance exchange)가 제안

되어 현재 매사추세츠주, 유타주, 뉴욕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환소에서는 개인

과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주정부의 보조를 받아 표준화된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23)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경제주체에게 노출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고위험자

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인수거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불량

물건 공동인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자동차책임보험을 제외한 임의

보험에 대해 사업용 및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를 인수해야 

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 자동차보험영업인가를 받은 회사이며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도 자동차보험과 달리 보장기간을 80세 또는 100세

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더욱 고위험자의 보험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23) http://en.wikipedia.org/wiki/Health_insurance_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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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다. 이것이 보험회사의 신뢰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불량물건 공동인수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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