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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험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

기 위해 가구 특성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의 추이와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취약한 가구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던 중증질환자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소폭 감

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높고 증가해 온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질환 중심보다는 환자의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

장성 강화가 필요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향후 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기반한 정

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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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

여 범위로 인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지속

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환자 본인부담이 

큼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

용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제적 위험을 겪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부터 정부는 건강보

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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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2000년 일정 수준을 넘는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도의 도입을 비롯

하여 2005년에는 암 등의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10%로 인하되었다. 2007년에는 본인

부담 보상금제도가 상한제로 바뀌었으며, 2009

년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소득(보험료) 수준별

로 차등화되고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5%로 인하되었다. 최근에는 상한액을 소득 수준

에 따라 7구간으로 더 세분화하여 중하위 소득층

의 상한액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

료비로 인한 가구의 부담이 낮아졌는지는 불확

실하다. 의료비용에 대한 보장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7

년 그 비율이 58.2%로 경제력이 비슷한 다른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3.5%

보다 낮은 편이다(OECD, 2018). 또한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재

난적 의료비 지표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 World 

Bank, 2017, pp. 24-25). 같은 규모의 의료비

라도 가구의 경제적 지불 능력에 따라 가구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지불 능력 대비 일

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재난적 의

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정의한다. 재난적 의료비

의 발생 추이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재

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한국에서 소폭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의료패널 자료에

그림 1. 연도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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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서남규, 문성웅, 강태욱, 오하린, 허순임, 김동수,...오영호. (2017). 2017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 - 보건의료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보건제

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6.

2) 최동우, 김우림, 박은철. (2018). 2016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과 추이. 보건행정학회지, 28(1), p. 96.

3) 우경숙, 신영전. (2015).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과 빈곤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3),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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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총소비 대비 의료비 지출

이 40%를 넘는 가구 비율은 2010년에 3.68%였

으나, 2015년에는 4.38%로 나타났다(서남규 외, 

2017, p. 86). 가계동향조사, 한국복지패널을 이

용한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발견되는

데, 이들 연구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 

비율은 정체 상태이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난다(우경숙, 신영전, 2015; 최동우, 김우림, 

박은철, 2018).1) 

건강보장제도는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

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험이 감소하지 않는 이

유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

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가구 특성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와 재난적 의료비 발

생에 취약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까지의 건강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이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다는 점에서 가구가 경험한 건강 문제의 특

성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를 분석하

였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제도나 차상위 본인부

담 경감 사업,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가구의 지불 능력이 낮은 경우 재난적 의

료비 발생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

구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

이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가계의 빈곤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건강 문제의 특성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

생 추이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집, 관리하는 ‘한국의

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

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자료는 보

건의료 이용 실태와 의료비 지출 수준, 건강 수

준 등에 관한 패널 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2008년 1차 연도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

년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를 산출

하는 데 필요한 가구의 생활비는 2010년부터 이

용 가능하므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

1) <표> 각 연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정의 방식

저자(연도) 서남규 외(2017) 최동우, 김우림, 박은철(2018) 우경숙, 신영전(2015)

분석 자료 한국의료패널 가계동향조사 한국복지패널

지불 능력(분모) 정의
가구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제외
가구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제외 가처분소득에서 식료품비 제외

의료비(분자) 정의

응급, 입원, 외래서비

스 비용 및 처방약 비

용 합계

의약품(영양보조제 제외), 보건의

료용품　기구, 외래, 치과, 기타 의

료서비스, 입원서비스 비용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

술비,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

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

비(안경 등), 보장구

재난적 의료비 발생 기준선 40%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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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료패널에서 가구의 생활비는 2011년 자료에서부터 조사되었는데, 조사 시점 1년 전 생활비를 설문하기 때문에 2010년 의료

비에 대해서는 2011년의 생활비를 이용하였고, 2015년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조사된 생활비 변수를 활용하였다. 

3) 재난적 의료비 산출 시 외식비를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의료패널에서 식료품비 지출은 외식비를 포함해 조사되고 있다. 서

남규, 안수지, 강태욱, 황연희(2015, p. 87)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료패널의 외식비를 제외한 식료품비 지출 추정

치를 구하였는데, 이 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한 식료품비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의료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2) 재난적 의

료비 발생은 관련 연구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이

용되는 Xu 외(2003)의 개념에 기반하여 정의하

였다. 가구 총지출에서 생계에 필수적이라고 판

단되는 식료품비를 제외한 값으로 지불 능력을 

정의하였고,3) 의료비는 입원, 외래, 응급의료비

와 처방약비용으로 정의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기준선으로는 20%와 40%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와 동일

하게 재난적 의료비는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불 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 수

준이 20% 이상인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

로 정의한 경우, 40% 기준선을 이용했을 때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가 경향은 좀 더 

뚜렷했다.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건강 문제의 특

성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는 다를 수 있

다. 따라서 가구가 겪는 건강 문제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를 살펴보았

다. 가구 구성원이 중증질환(암, 심뇌혈관계 질

환)을 경험한 가구, 중증질환은 아니지만 입원을 

그림 2.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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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의료패널자료,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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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가구, 앞서 두 가지 모두와 관련되지 않고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로 나누어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를 비교하였다. 

[그림 3]에 보이는 것처럼 재난적 의료비 발생

률은 중증질환을 경험한 가구에서 높은 편이었

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볼 경우 건강 문제의 특성

에 따라 추이는 다르게 나타난다. 기준선 40%를 

이용할 경우 중증질환을 경험한 가구의 2010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10.2%였고 그 값은 전

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5년

그림 3. 건강상의 문제 특성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추이

주: (상) 재난적 의료비 발생 기준선 20%, (하) 기준선 40%, 가중치 적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의료패널자료, 원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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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9.7%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이

유로 입원을 경험한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률은 2010년 6.4%였는데 2015년에는 9.4%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증가 경향은 만성질환을 경

험한 가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2010년 0.9%에서 2015년에는 

1.5%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현

재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한 대상이었던 

중증질환의 경우 근소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

생률이 감소한 반면 그렇지 않은 건강상의 문제

를 경험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특히 입원을 경험한 가구는 2015

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정도가 중증질환을 경험

한 가구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비 증가

와 함께 생산성 손실이 초래되고, 이는 가계의 지

불 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가구가 

겪게 되는 경제적 위험은 가구 구성원 중 누가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가구주가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경

우 경제적 위험은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가구주

가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

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와 [그림 3]을 비

교할 때, 가구주가 건강 문제를 경험한 경우에 재

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중증질환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정도는 2010년과 2015년이 크게 다르지 않거나 

2015년에 소폭 감소한 반면, 가구주가 입원을 

경험한 경우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2015년

에 증가하였다.

그림 4. 가구주가 경험한 건강상의 문제 특성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변화

주: (좌) 재난적 의료비 발생 기준선 20%, (우) 기준선 40%, 가중치 적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의료패널자료,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중증질환 경험 가구

2010 2015

입원 경험 가구 만성질환 가구
0

5

10

15

20

25

30

35
(%)

중증질환 경험 가구

2010 2015

입원 경험 가구 만성질환 가구
0

5

10

15

20

25

30

35
(%)



80  |  정책분석

보건복지포럼 (2019. 2.)

3.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

지불 능력이 낮은 경우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

하더라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은 높을 수 있

고, 이에 따라 의료급여제도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등

이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도 불

구하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소득 수준이 낮

그림 5.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

주: (상) 재난적 의료비 발생 기준선 20%, (하) 기준선 40%, 가중치 적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의료패널자료,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150% 이상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년)

50~100%중위소득 50% 이하 100~150%

0.0

30.0
(%)

20.0

25.0

5.0

10.0

15.0

150% 이상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년)

50~100%중위소득 50% 이하 100~150%

0.0

16.0
(%)

12.0

14.0

4.0

2.0

6.0

8.0

10.0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와 함의   |  81

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서남규 외, 2017, p. 

87). 이 장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적 의

료비 발생률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에

서 연도별 가구원 수 균등화 소득의 중위값을 중

위소득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50% 이하, 

50~100%, 100~150%, 150% 이상의 네 그룹으

로 구분하여 소득 수준을 정의하였다. 

[그림 5]에서 보듯,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소

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 더 높고 최근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선을 40%

로 정의하였을 때 2010년과 2015년 사이의 재

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

구에서는 0.9%에서 0.5%로 감소하였지만 중위

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는 10.0%에서 12.8%

로 증가하였다. 

소득 수준 간 불평등을 측정하는 요약 지표

인 집중지수(CI: Concentration index)를 통

해서도 불평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4) 집중지

수는 -1~+1의 값을 갖는데 음(양)의 부호를 갖

는 경우 종속변수가 저소득층(고소득층)에 집중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앞서 소득 수준 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정도에서

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집중지수값은 2010년에 

-0.61이었고 2013년에 소폭 증가하였지만 다시 

감소하여 2015년에는 -0.63으로 나타났다. 즉, 

재난적 의료비 발생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

되어 있고 최근에도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불평

등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

과 2015년에 대해 요인 분해(Decomposition)

를 실시하였다.5) <표 2>에서 보듯 2010년과 

4) 집중지수는 Kakwani와 Wagstaff에 의해서 제안되었는데(Kakwani, 1977; Kakwani et al., 1997; Wagstaff et al., 1989) 보건의

료 연구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집중지수는 종속변수(재난적 의료비 발생 여부)를 y축으로 

하고 소득 순위에 따라 개개인을 x축으로 배열하여 생성된 집중곡선(Concentration curve)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집중곡선은 형평

선이라고 불리는 45도 직선의 상위 또는 하위에 위치할 수 있으며 집중지수는 집중곡선과 형평선에 의해 도출된 면적을 이용하여 계

산된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집중곡선이 형평선과 일치하게 되어 집중지수는 0이 된다. 

5) 집중지수에 대한 요인 분해는 Wagstaff, Van Doorslaer, Watanabe(2003)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각 요인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각 요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집중지수(CI)와 탄력도(elasticity)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요인들의 

집중지수는 각 요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분포이며(소득 수준에 따라 균일하게 분포하는 경우 0의 값을 가짐), 탄력도는 단위 요인의 

증가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를 의미한다. 

표 1.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 집중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의료비 지출/생활비 20 -0.55 -0.58 -0.54 -0.55 -0.54 -0.56

의료비 지출/생활비 40 -0.61 -0.66 -0.62 -0.60 -0.66 -0.63

주: 가중치 적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의료패널자료,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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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각 요인의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

화를 의미하는) 탄력도(elasticity)와 (소득 수준

에 따른 분포를 의미하는) 집중지수(CI)값은 변

수별로 거의 유사하였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

에 대한 집중지수는 -1.19와 -0.91로 2010년

과 2015년 모두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가구주

가 만성질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탄력도는 

각각 0.18, 0.22로 가구주가 만성질환이 있는 경

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도와 집중지수로 산출된 만성질환의 (재난

적 의료비 발생의 소득 수준 간 격차에 대한) 기

여도는 2010년과 2015년에 -0.22와 -0.20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가구주가 의료급여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 (2015년

의) 집중지수는 -6.15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

중되어 있다. 반면 탄력도는 (-)값을 갖는데, 이

는 의료급여 혹은 차상위 경감 대상자인 경우 재

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낮음을 의미한다. 결과적

으로 두 값으로 산출되는 기여도는 0.15로 의료

급여 등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소득 수준 간 불

표 2.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료비 지출/생활비 20) 집중지수 요인 분해

2010년 2015년

탄력도 집중지수 기여도 탄력도 집중지수 기여도

남성

여성 -0.04 -4.76 0.19 -0.07 -4.47 0.29 

연령 1.03 -0.66 -0.68 0.98 -0.62 -0.61 

만성질환 없음

만성질환 있음 0.18 -1.19 -0.22 0.22 -0.91 -0.20 

건강보험

의료급여, 차상위 -0.04 -5.93 0.26 -0.02 -6.15 0.15

고졸 미만 0.07 -3.47 -0.25 0.10 -3.76 -0.37 

고졸 이상 0.02 1.01 0.02 0.02 0.85 0.01 

대학 이상

정규직, 상용직

자영업자·고용주 -0.03 0.80 -0.02 -0.02 0.97 -0.02

임시직·일용직 -0.03 -0.46 0.02 -0.03 -0.40 0.01 

경제활동 안 함 0.09 -3.92 -0.35 0.01 -3.69 -0.02 

가구소득<중위소득 50% 0.36 -6.70 -2.44 0.34 -6.83 -2.29 

가구소득<중위소득 100% 0.21 -1.98 -0.42 0.28 -2.17 -0.60 

가구소득<중위소득 150% 0.07 2.47 0.17 0.11 1.50 0.17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주: 가중치 적용, 가구소득을 제외한 변수들은 가구주의 특성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의료패널자료,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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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 

연령, 질환 상태, 경제활동 상태 등을 보정하더

라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

생의 기여도가 2010년과 2015년 각각 -2.44와 

-2.29로, 낮은 지불 능력이 그 자체로 재난적 의

료비 발생의 소득 수준 간 격차의 중요한 요인으

로 나타났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감소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구가 경험한 건강 문제

의 특성, 가계의 지불 능력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하는 경

향을 보였는데 가구가 경험하는 건강상의 문제

를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중증질환을 경험한 가

구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거의 변화가 없거

나 소폭 감소한 반면, 입원을 경험하거나 만성질

환을 경험한 가구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재

난적 의료비 발생률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은 것

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예상된

다. 즉,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비급여로 제공되

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중증질환을 

가진 가구가 경험하는 의료비 부담 감소 정도는 

작을 수 있다. 한편,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이유

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의료비로 인

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입원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재난적 의

료비 발생 정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

근에는 중증질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난적 의

료비 발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

정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질환 간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구주가 중증질환을 경험

하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가구의 재난적 의

료비 발생률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가구주

가 입원과 같은 사건을 경험한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의 문제 발생 시 가구주가 일을 하지 

못하면서 가계의 경제 능력이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는데, 중증질환을 경험한 경우 본인부담 감

면 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입원을 경험한 경우 그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다.

다음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추

이를 살펴본 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은 낮은 소

득계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소득 

수준에 집중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 요인 분해를 실시한 결과, 의료급여

제도(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위험이 집

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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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으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보다

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입원을 경험한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하였다는 점과 관

련된다. 그간 선택진료비와 병실 차액, 검사료 등

으로 인한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이 큰 것으로 보

고되었는데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에 따라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고 상급병실 중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불 능력이 낮은 계층의 의료비 부

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소득 수준 간 격차가 증

가하였다는 점과 관련된다. 현재 소득 수준이 낮

은 계층을 위해 의료급여제도와 차상위 본인부

담 경감제도가 존재한다. 분석 결과, 이와 같은 

제도들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소득 수준 간 격

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

급여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약 3%에 불과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18세 미만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즉,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자격을 얻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높

은 의료비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질병을 경험하는 가구의 소득 상실

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재난적 의료

비 발생률이 높았고 가구주가 입원을 경험한 경

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저임금의 위험과 함께 실

직과 소득 상실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장제도를 강화해 가는 데 

있어 향후 정책 및 제도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이

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 

상태 및 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의 건

강보장제도가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

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위험을 줄이는 데 기

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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