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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건강보험 재정효율화와 련된 이슈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지속 으

로 제시되는 주제임에 틀림없다. 과거 건강보험 재정의 흐름은 일정기간 단

기흑자 등이 지속되면 보장성 강화에 한 욕구가 커지고 보장성 강화 후에

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순환의 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1996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단기 자가 되었고 이에 한 재정효율화 논의 등이 시작되

었다. 2000년 7월 건강보험의 리운 체계 통합과 의약분업제도의 도입 

등으로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해 정부의 긴 한 국고지원, 보험료 인상 그리고 재정지출 통제정책 등 

여러 가지 재정안정화 방안이 시행되었다.

재정안정화 방안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2003년 단기흑자로 돌아서고 

2004년에는 흑자로 안정을 찾았으나, 2006년과 2007년 다시 단기 자

를 기록했다. 2008년 단기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속 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

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잠재 인 재정

기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효율화를 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특히 장기 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해서는 안정 인 재정운 이 필수 일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과거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한 선행연구 들을 정

리해 보고,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 본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황과 재정 망 그리고 재정증가 원인을 분석을 

통해 책 마련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그리고 재정효율화 방안  소비자 측면의 본인부담 조정을 통한 효율화 

방안에 해서는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추계 등을 실시하 다. 제

한된 자료로 인하여 정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구체 이고 실제

인 자료를 가지고 근하려고 노력하 다. 안의 마련에 있어서는 단기

안과 장기 안을 구분하여 제시하 으며, 향후 장기 제도개선을 한 

논의의 기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 다.

본 연구는 신 웅 부연구 원의 책임하에, 신 석 연구 원, 윤필경 연구

원, 배지  빙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연구의 진행과

정에서 고려 학교의 윤석  교수, 건국 학교 이건세 교수, 심사평가원에 

이충섭 단장 등 학계의 문가들의 의견에 감사한다. 본고를 세심히 읽고 

완성하는 데에 귀 한 조언을 해  본원의 원종욱 연구 원과 홍석표 연

구 원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보고서의 내용은 자들의 의견이며 내용상의 하자 역시 

자들의 책임이며, 토론에 참여한 문가들이나 본원의 공식 인 견

해는 아님을 밝 둔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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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nancial crisi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aused by the 

separation of prescription and dispensing of drugs had been overcome 

due to the government’s urgent financial countermeasures, increase of 

contribution rate, and expenditure-control policies. However, the 

balance has became in  deficit  again for the years 2006 and 2007. 

Although the balance has turned into a surplus in 2008, it is 

expected that an increase in the contribution rate of 12~13% is likely 

with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ncreases in chronic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and diabetes, a rise in national income, and 

development of new medical technologies.

Moreover, as Korea’s total health expenditure (THE) remains at a 

very low level compared to many other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the insurance expenditure as well as THE will further increase. Due 

to the current economic recession, possible financial risk factors 

including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faulters should be 

considered, too.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measures for financial 

stability and to present the amendment of contribution rate of the 

insured as one of the measures for financial efficiency from the 

consumer side, in order to ensure efficient use of health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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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dment of contribution rate of the insured (short-term)

∙Hospital level medical care institutes : contribution rate of 

the insured = 40% of total treatment amount + (total 

treatment amount-doctor’s fee)*40

∙General hospital level medical care institutes: contribution 

rate of the insured = 50% of total treatment amount + 

(total treatment amount-doctor’s fee)*50

In case of short-term amendment of contribution rate of the 

insured, it is estimated that the benefit expenditure to be annually 

decreased by 306,300,000 thousand won (Hospital level medical care 

institutes) and 288,000,000 thousand won (General hospital level 

medical care institutes).

⧠ Amendment of contribution rate of the insured (medium- and 

long-term)

∙ See short-term amendment

∙Also, applying deductible at the level of doctor’s fee in 

case of treatment at clinic level medical care institutes

According to the long-term amendment, if the cases of treatment at 

clinic level medical care institutes are made deductible, the benefit 

expenditure is estimated to be decreased by 3,181,800,000 thousand 

won every year. For these cases, individual medical account (5,000 

won/month) should be provided as individuals might be restricted 

from the use of medical care services because of financial burden. In 

addition to the individual medical accoun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dditional measures for low-income individuals to alleviat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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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burden. For example, 20% of reduced amount of money 

could be saved up for medical safety net fund in order to ensure 

their health care service use. In the long run, the individual medical 

account could be expected to be a preliminary scheme for Korean 

MSA (Medical Saving Account) through real-time qualification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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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의약분업으로 래된 재정 기는 정부의 긴 한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 재정지출 통제정책 등으로 2003년에 기에서 벗어났으나, 

2006년과 2007에 단기 자로 돌아섰음.

－ 2008년에 단기흑자가 발생하 으나, 본격 인 고령사회 진입, 고

압,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의 발 , 소득증가 등으

로 12～13% 정도의 여비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망

－더욱이 우리나라의 체 국민의료비는 외국과 비교할 때 제일 낮

은 수 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망되므로 이에 따라 건

강보험 지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 최근 경제 기 상황에 따라 체납자 증가 등 건강보험 재정에 

험요소 들이 내제되어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재정안정 책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재

정안정화 방안이 요청됨. 

－근래에 건강보장제도의 장기 인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연구들

이 산출됨에 따라 근원 으로 패러다임을 환하는 재정 책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기존 국내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에 해 검토해 보

고 보건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소비자측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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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 방안인 본인일부부담 조정 방안에 해 제시하고자 함.

Ⅱ. 건강보험재정 현황 

○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고자는 방안 마련은 결국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한 필수조건으로써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임.

－따라서 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한 재정추이와 

향후 재정 망 등을 살펴 으로써 의료비 지출의 억제 필요성 등

을 살펴보고자 함.

○ 건강보험제도는 단기보험 성격상 매년 여비 등 지출 규모를 측

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  등 수입 

확보를 통해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외부  충격 등에 따른 상황 처를 해 일정액의 립 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의 건강보험 재정추이를 살펴보면, 체 재정 규모가 

5～6년을 주기로 두 배씩 커지고 있는 상황임.

－총수입의 경우는 98년도 7.9조에서 2003년에 16.8조, 2009년에

는 31.2조 있었으며, 총 지출의 경우는 98년도 8.7조에서 2003

년에 15.7조, 2009년에는 31.2조이었음.

○ 건강보험 재정은 1997년 건강보험을 통합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계속 자가 발생하 으며, 2000년 7월 건

보통합,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2001년 재정 탄이 있어 립

까지 완 히 자로 돌아섰음.

○ 2001년 재정 탄 이후 다양한 재정안정 책 시행하 으며 이로 인

해 2004년 수지 흑자를 회복하 으나, 2006년과 2007년에 다시 

당기 자가 발생하여 립 이 감소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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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건강보험 재정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

입

계 89,934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보험료 등 74,407 90,173 108,764 133,993 150,892 166,377 185,514 215,979 248,300 263,717

국고지원금 15,527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담배부담금 -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지

출

계 100,024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보험급여비 90,321 132,447 138,993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관리운영비 등 9,703 8,064 7,517 7,915 8,732 8,915 9,730 9,930 10,464 10388

당 기 수 지 △10,090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누 적 수 지 5,979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주: 현금흐름 수지에 의한 재정임.

〔그림 1〕건강보험 연도별 재정수지 추이

○ 최근 2008년도에 단기흑자를 기록했고 2009년 말은 -32억원으로 거

의 수지균형을 맞추어 2009년말 기  약 2조 2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당기흑자는 2008년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이용자제

나 일시 인 기후의 향으로 보여짐.

○ 보험 여비의 증가추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4.24% 늘어났음. 이

는 2001년 재정안정화 책 시행(’02～’04), 보장성 강화 시행(’0

5～’07) 등의 외부효과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12～13% 정도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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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임. 그리고 최근 5년간 평균도 13.19%로 지속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2〉건강보험 급여비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년평균 5년평균

급여비 90,418 131,654 136,696 150,278 164,293 183,659 214,392 245,614 264,948 301,461 

증가율 14.70% 45.60% 3.80% 9.90% 9.30% 11.80% 16.70% 14.60% 7.87% 13.78% 14.32% 13.19%

○ 보험료수입 증가도 지속 인 지출 증가세를 감당하기 해 지난 10년

간 연평균 15.54% 증가하 으며,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한 순수 보험료율 인상률도 매년 6～8% 수 을 유지하고 있음.

－ 로벌 경제 기 등으로 2009년에서는 건강보험 제도도입이후 처

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동결하여 보험료 수입 증가에 한계를 들

어냈음.

－최근 5년간은 과거보다 낮은 12.63% 평균증가율로 증가율이 둔

화되고 있음.

〈표 3〉건강보험 보험료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년평균 5년평균

보험료수입 71,846 88,516 106,466 131,807 148,745 163,864 182,569 212,530 248,300 263,717

증가율 17.70% 23.20% 20.30% 23.80% 12.90% 10.20% 11.40% 16.40% 16.83% 6.21% 15.54% 12.63%

보험료율

인상률
20% 6.70% 8.50% 6.75% 2.38% 3.90% 6.47% 6.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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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연도별 보험료 수입 및 보험급여비 증가추이

○ 건강보험 수입  정부지원 인 국고와 건강증진기 은 2001년 재

정 기 때 격히 증가하 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지난 10년간 국고지원  인상율은 10.40%이지만 최근 5년간 평

균은 6.37%로 보험 여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담배부담 은 10년평균 12.89%, 5년평균 10.38% 증가하여 국고

증가율보다 증가율은 높았으나, 2011년까지 한시 지원하는 것으

로 되어 있어 안마련이 필요함.

〈표 4〉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년

평균

5년

평균

국고지

원금
15,527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증가율 69.06% -1.92% 7.94% 2.79% -3.05% 3.62% -5.77% 12.94% 23.90% 10.40% 6.37%
담배부

담금
-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증가율 46.77% -2.84% 47.74% 4.44% 0.12% 5.82% 0.22% 12.89% 10.38%

  1. 중장기적 재정전망

○ 본격  고령사회 진입, 고 압,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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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도의 여비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망됨.

－더욱이 우리나라의 체 국민의료비는 외국과 비교할 때 제일 낮

은 수 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망되므로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2009년 약 31조원인 보험 여비는 별도의 보장성 확  없이도 5년 

뒤인 2012년에는 최소 53% 늘어난 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상(미

래 략 원회 추정)하고 있음.

○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해서는 보험료율도 매년 평균 5% 이상 인상

되고 보험료수입도 평균 12-14%가 유지 되어야 함.

○ 국고(일반회계)  건강증진기  수입도 매년 12～13%씩 증액되어 재

정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국고가 증액되지 않으면 그 차

액만큼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이 있음. 특히 재 정부가 자재정을 

운 하는 실에서 정부지원을 획기 으로 인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건강증진기 은 특별법으로 2011년까지 한시 으로 건강보험에 지원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한 안 마련이 필요한 시 임.

○ 이론 으로는 여비 증가율을 6～7% 로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보험료율의 인상 없이도 재정 건 성 유지 가능한데, 6～7%

상승은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상승 등 부과요소 상승으로 자연

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는 인상률임.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건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재의 12～

13% 수 인 여비 증가율을 어떤 방법으로 낮게 유지할 것이냐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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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존 선행연구 결과

  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안정화 방안1)

가. 단기 제도 개선방안: 2001년

⧠재원 확충 방안

○ 국고지원을 지역보험 총 지출의 50%까지 확

○ 직장의 피부양자로 자 소득이 있는 자에게 보험료 부과

⧠지출억제 방안 

○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 환자수에 비례한 진찰료과 조제료의 체감

○ 주사제에 한 처방  조제료의 폐지

○ 수진자 조회의 효과  시행

○ 진료비 지확인심사  실사의 지속  실시 

○ 청구 행 실태 악  부조리 근  

○ 환자의 본인부담을 정수 ( : 의원  외래 30%)으로 상향조정

⧠ 리운 의 효율화 

○ 공단과 심평원간 진료비 정보의 실시간 공유

○ 수진자 조회와 실사를 효과 으로 연계

나. 중기 제도개선 방안: 2002～2003년 

⧠진료비총액 상한 설정에 의한 재정 리: Top-Down식 리 

○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진료비총액의 상한을 설정하고, 보험

여(본인부담) 혹은 수가기 을 조정함으로써 보험재정을 리

1) 최병호의『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기 평가와 재정안정화 방안』2001. 연구결과를 재정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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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총액 목표를 각 부문별-세부항목별로 배분하는 Top-Down 방

식으로 진료비를 리 

○ 를 들어, 직장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을 4%로 정하고, 4%의 보험료

수입에 상응하는 보험 여비가 발생하도록 여범 , 본인부담  수

가기 을 조정

⧠ ‘진료비 목표제’를 통한 보험재정의 자동안정시스템 구축 

○ 첫째, 총진료비 목표 설정 

○ 둘째, 총진료비목표와 실제 발생진료비간의 차이에 따라 수가수

(‘환산지수’) 조정 

○ 셋째, 총진료비 수 에 따라 재정수지균형을 맞추기 하여 “수가 -

보험 여-보험료-국고부담 ”을 동시에 결정하는 원회 가동 

⧠건강보험 요양기  계약제 도입 

○ 행 요양기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환 

○ 정부(보험자) 입장에서 국민(가입자)에게 정 수 의 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 수 을 정하고, 그 범  내에서 요양기 단 별로 의료의 

공 방법과 보상수 에 하여 계약 

⧠재원조달체계의 개편 

○ 의료이용실 에 따른 보험료 체감‧체증제 도입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회  형평과 가계단 의 

의료이용실 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개인  형평을 조화시키고, 

소득층에게는 가계의 부담능력에 따라 국고지원 을 차등보조

○ 건강부담  제도 도입 

－건강 해 물질의 소비가 장기 으로 의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의 원인제공자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흡연 

 음주와 같은 건강 해 행 를 유발하는 담배와 주류에 하

여 부담  부과

⧠건강보험재정건 화법안 제정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한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련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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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하거나 여러 법률과 규정에 분산되어 있어, 필요한 조항을 신

설․정비하여 정책집행에 효율성을 기함.

○ 건강보험 유지‧운 에 필요한 국고지원, 보험료와 기타재원 등 수입

구조에 한 구체 인 조항과 측 가능한 수 에서 지출규모 명문화

다. 장기 제도개선 방안: 2004～2010년 

⧠진료비 총액계약제 단계  시행 

○ 실제 의료비가 산액을 과할 때 과분은 의료공 자가 책임지는 

“ 산상한제” 혹은 과분을 다음기의 수가 혹은 산 일부를 삭감

하여 보험자와 공 자가 분담하는 “ 산목표제” 검토

○ 산제도하에서 비용 감의 압박이 무 클 때에는 의료공 자의 행

태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의 질 리 병행 

○ 재원조달은 조세방식, 진료비심사는 의료계에서, 진료 정성 평가는 

보험자가 수행 

⧠노인의료비 책: 노인요양보험제 도입 

○ 성병상에 입원해 있는 만성질환 노인을 요양병상으로 환하고, 가

정내에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증노인에 해 요양보호를 제공 → 

증장기요양 노인의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  운

○ 정부 산으로 증요양노인을 우선 보호하고, 상자와 요양 여의 

내용을 단계 으로 확충하면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 재원조달은 기에 국고지원,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시 보험료와 국

고지원, 의료 축방식을 병행 

⧠의료보장 3층 시스템 구축 

○ 기본원칙

－의료보장에 있어서 사회  책임과 개인  책임의 균형 확보

－규제와 시장원리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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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시스템을 다층화하고 재원을 다원화 

○ 의료보장의 목  달성 

－의료 험의 보장성 강화  재정안정 확보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

－의료 근과 부담의 형평성 제고

○ 개편의 틀 

－ 1층보장: 가벼운 경질환에 따른 소액진료비를 가족단 의 의료

축계정으로 보장

－ 2층보장: 간단한 입원  고액 외래를 하여 보험료로 조달하는 

사회보험제도 유지 

－ 3층보장: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증질환에 해서 조세를 통하

여 재원 충당

○ 기 효과 

－ 증질환으로 인한 고비용 진료를 보장하게 됨에 따라 가계의 재

정 탄을 방지함으로서 보장성 강화 

－소액질환에 한 의료 축제도의 도입으로 의료이용자들의 비용의

식 제고로 의료남용 방지 

〈표 5〉3층 보장체계의 제도구성안

급여대상 법정본인부담 재원조달방식

3층
중증질환 

- 입원진료 100만원 이상

- 외래진료 10만원 이상  

10% 조세

2층
중증 질환

- 입원진료 100만원 이하 

- 외래 소액진료비 초과분 (단, 10만원이하)
30% 보험료

1층

소액진료비 (외래 내원일당) 
- 의원    1만원까지 

- 병원    2만원까지

- 3차병원 3만원까지 

가족저축계정 

초과분
의료저축

예방 및 

건강증진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예방접종, 건강검진, 건강상담, 건강교육 등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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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재정안정체계를 구축하기 한 건강보험제도의 개편과 더불

어 보건의료공   리체계의 틀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음. 

〔그림 3〕건강보험 재정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틀 개편방안

건강보험제도의 틀

공보험 사보험

 급성

 질환

 1층 (소액진료비)
의료저축계정 의료저축계정

(* 선택 허용하되, 강제가입)
 2층 (중간진료비) 보험료  비급여 보충보험

 (전통적 보험, MSA, 
HMO 방식 등)

 3층 (고액진료비, 

예방)
조세

 노인요양 조세 + 보험료 + 의료저축  상 동

 진료비지불방식
 행위별수가(진료비목표제)→ 포

괄수가제, 일당제

 → 총액계약제 전환

지불방식의 자유계약 

⇕

의료공급 및 관리 시스템의 틀 

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력규모의 적정 공급

․전공별 의료인력 분포의 적정화 

의료시설
․보건소 등 공공의료시설의 확충

․급성병상과 요양병상의 균형 공급

․요양시설과 재택서비스 시설의 확충 

의료공급 

시스템

․의원과 병원의 기능분화(경쟁을 통한 유인)
․개방병원제 활성화

․관리의료(managed care)의 적극 추진 

→ 일차의료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 강화 

의료공급 

규제와 

자율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병상계약제․보험의사계약제

․비계약 의료공급의 자율화 

관리 

시스템

․보험자-공급자간 정보전산망 구축 

․건강보장(건강보험, 의료보호) 전자카드화 

․건강보험의 정부 관리(‘건강보장청’ 설립), 국세청의 재원조달

․진료적정성 평가 및 의료의 질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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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2)

가. 건강보험급여의 구조조정 방안 

  1) 건강보험급여의 구조조정 목적

⧠고 험을 보장하는 보험원칙에 충실(‘back to the principle')하고, 질병

으로 인해 가계 탄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연  공고화하며, 도덕  해이

를 최소화하고 비용효과성을 제고하여 형평과 효율을 이루는 것임. 

  2) 실태

⧠ 증고액질환 심으로 보험 여가 확 되고 있으나, 여 히 미흡하여 

아직 환자 부담이 과도함. 

○ 암 환자의 여율이 2004년 50%에서 2006년 71%로 강화되었고, 

고액질환도 획기 으로 강화되었으나, 아직까지 환자 부담은 여 히 

과다하다는 인식이 팽배 

〈표 6〉국민건강보험 급여 보장률

구 분 2004 2005 2006

 중질환 보장

암환자 49.6% 66.1% 71%

뇌혈관수술환자 50.7% 60.8% - 

심장질환수술환자 52.7% 66.9% - 

 고액진료비 보장
500만원 이상 49.0% 59.6% 64.7%

2000만원 이상 46.8% 66.0% 69.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이상  외『보건의료선진화를 한 제도개선 방안』. 2008년 연구결과  여의 구조조

정방안 부문을 재정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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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질환 역에서 비보험 혹은 임의비 여 형태로 신기술(시술, 검사, 

약, 재료 등)을 계속 도입하고 있고, 상 병실료와 선택진료료 등으로 

환자부담이 기 어려운 구조임. 

○ 보험이든 비보험이든 환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의 크기는 의사가 결정함에 따라 본인부담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소액경질환 역은 상 으로 보장성이 잘 확보되나 문턱이 낮아지니 

과도한 외래 방문, 의료쇼핑이 문제가 됨. 

○ 동네의원은 진찰과 처방 심의 진료를 함으로써 주어진 시간 내에 

가  많은 환자를 진료하려 하지만 주사와 검사 등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비용투자 비 수익이 낮은 것이 실임. 

○ 병원 외래의 경우, 환자들이 동네의원에 비해 질 인 우 에 있고 

각종 검사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곳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병원 

외래는 진료시간은 짧게, 각종 검사는 가능한 많이 함으로써 낭비를 

래 

⧠ 2005년 기  소액경증질환의 도덕  해이를 나타내는 사례

○ 감기환자 진료비가 1조2천억원인 반면에 암 환자 진료비가 1조3천

억원

○ 연간 70일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55만 명, 외래로 10개 이

상의 서로 다른 의료기 을 이용한 환자는 176만 명, 연간 500일 

이상 투약 받은 환자 126만 명

⧠약제비 과다 한 문제가 됨. 의사는 약제비 감의 유인이 없어 고가․

장기 처방으로 약제비 낭비를 하게 되고 환자는 의료쇼핑으로 반복 처

방을 받게 됨. 그러나 동일 질환에 동일 처방의 반복을 확인하고 통제하

는 장치가 없어 낭비가 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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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조조정의 방향 

⧠기본 으로 가격탄력성에 비례하여 본인부담을 조정함. 가격비탄력 인 

증질환은 본인부담을 폭 인하하고,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액경증질환

은 본인부담을 인상

⧠ 한 비용효과성 높은 방  혹은 투자  서비스는 본인부담을 낮게 조

정하고, 환자의 건강 리 책임을 요하는 진료는 본인부담을 높게 조정함. 

⧠목표 집단의 특성( 소득층, 빈곤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본인부담을 조

정하고, 의학  필수진료는 본인부담 낮게, 비의료 ․사치성․편의성 

진료는 본인부담 높게 조정하며, 공공의료기 의 본인부담은 낮게 조정 

  4) 구조조정방안의 설계 

가) 중증고액질환의 본인부담의 인하 

⧠ 표  증질환의 진료에 소요되는 비 여 항목을 정리하여 부분을 

여화하고, 비보험 항목은 외 으로 인정하는 ‘negative system'을 

철 히 운 하여 증고액질환의 본인부담의 인하를 기본  바탕으로 

설계

⧠본인부담은 정률제(20%, 암질환 등 10%)에서 질환 심(episode based)

의 정액제 환을 검토하고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 함. 즉 가격 비

탄력 인 치명  질환 일수록 진료비 비 본인부담 비율을 낮게 하고, 비

교  상가능한 질환은 진료비 비 본인부담 비율을 높게 하는 것임. 

나) 동네의원 외래의 본인부담 인상

⧠동네의원 외래 방문시 30% 정률제에 부분 으로 ‘deductible'을 도입하

여 본인부담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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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안: 방문당 5천원 까지 액부담(deductible)하고 5천원 과시 

30% 내게 하는 방법 

○ 2안: 방문당 1만5천원 까지 5천원 정액부담하고 과시 1/3 부담 시

키는 방법 

다) 단순 입원진료의 본인부담 상향 조정

⧠비교  단순한 시술을 요하는 단순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을 20～

30%로 상향하여 조정하거나 질환 심(episode based)의 정액제로 

환을 검토해야 함.

라) 병원 외래의 본인부담 상향조정

⧠병원 외래의 경우 동네의원의 본인부담 상향조정에 따라 병원 외래 본

인부담도 상향 조정 하는데 동네의원의 본인부담의 규칙과 유사한 

‘deductible' 방식을 용 

Ⅳ. 외국의 의료비 지출 효율화 사례

  1. 진료비 억제대책

⧠의료공 자 통제: 의료행 (서비스) 비용 감

○ 미국의 Medicare 진료비목표제 :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률

(SGR)

○ 요양기  계약제 도입

○ 정년제 도입

○ 개원 규제

○ 의료지표제: 병상  고액의료기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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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행 여 목록 재산정

○ 보험료수입 증가에 비례한 진료비 증가

○ 1日 진찰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제

○ 의료기록(‘건강수첩’)제도

○ 개방병원제를 통한 의료자원의 효률  활용

○ 부당진료비 청구 억제를 한 조사 강화

⧠의료공 자 통제: 진료비지불제도 개선

○ 병원 일당지불제와 건당지불제 도입

○ 개원의 총액계약제

○ 병원 총액 산제

○ 수가제의 도입

○ 특수병원에 한 정비용기 (Reasonable Costs Basis) 지불방식

(미국) 

⧠의료공 자 통제: 약제비 감

○ 약국 개설의 규제 

○ 약제비 총액 산제

○ 의약품에 한 규제 

⧠환자 본인부담제 

○ 의료 이용시 일부 본인부담제 

○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체증제

○ 서비스 제외(delisting of services)

○ MSA(의료 축제도) 도입

⧠ 방 투자를 통한 비용 감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공보험 비용 감 

  2. 의료시스템 개편을 통한 비용 절감

⧠ IC 카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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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유일반의(GP Fund Holder)와 일차진료그룹(PCG)

⧠의료 리 행 서비스(PPM)와 조제약 리 서비스(PBM) 시스템

⧠보험료 징수비용 감 

⧠진료비 심사‧지불업무의 외부 탁(Outsourcing)

⧠동료심사 원회(PRO)

  3. 의료의 질 관리를 통한 진료비 절감 

⧠의료평가인증기구(ANAES, 1996) 설치

⧠의료지침(RMO: “medical references”)을 통한 정 진료

⧠환자의 권리 보장을 통한 의료의 질 확보 

Ⅴ. 재정효율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건강보험 내실화를 한 재정효율화 방안은 국내 선행연구나 외국의 개

동향 등을 살펴볼 때 크게 공 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경제학  논문 등이나 여러 가지 근거 등에서 공 자 측면의 통제가 

가장 효율 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지불제도 개편, 인센티  구조개

선, 동료심사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반면 소비자 측면의 효율화방안은 일정수 의 본인부담을 통해 정

이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Dranove, 2000).

⧠본 연구의 정책 안은 소비자측면의 효율화 방안에 을 두어 안을 

제시하고자 함. 

⧠따라서 소비자 측면의 효율화 방안으로 본인부담제도의 개선을 제시하

고 이에 한 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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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기본 구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조정

∙ 의료비 험분산의 강화 

∙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화 

∙ 의료 달체계 확립 

증질환 본인부담 

완화
경질환 본인부담 강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 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부담 완화 

․ 진료비 부담이 크

고 상자가 많은 

비 여 항목의 여

환 

․외래이용시 경증(소액) 
질환의 본인부담 강화 

․종합병원  이상 

외래이용시 본인부담 

정화 

  (deductible 도입 등) 

․ 유아 등 

취약계층에 

한 본인부담 

경감 

․ 소득층의 

본인부담 경감 

⧠진료비 본인부담의 구조조정의 세 가지 정책방향 

○ 첫째, 증질환에 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에 해서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강화 

－질병발생에 한 고 험(major risk)에 해서는 보험자가 험을 

떠안고, 낮은 험(minor risk)에 해서는 가입자가 험을 떠안

는 방향으로 의료비부담의 배분을 조정 

－즉, 소액진료부문에서 정액부담 수 을 좀 더 인상하고(혹은 정률 

인상), 비교  소액진료에 한 본인부담을 좀 더 강화하면서 고

액진료로 갈수록(즉, 증도가 심해질수록) 본인부담을 여나감. 

○ 둘째, 의료 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비의 본인부담 정도를 

조정 

－가벼운 외래질환에 해서는 병원  이상 이용시 환자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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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외래진료는 1차 의

료기 을 이용하도록 유도 

－특히 최근 병원, 종합병원 의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이에 

한 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임.

○ 셋째, 상기 두 가지 원칙을 용할 때에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은 의료 근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들 계층의 의료

근성을 보장하기 한 형평성 차원의 보완 책이 필요 

－ 유아 계층이나 소득층, 장애인 등에 해 본인부담을 낮추어 

으로써 의료 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함. 

  2. 본인부담 단기 조정방안

⧠방안 마련에 있어 의료 달체계 확립과 련하여 요양기  종별로 본인부

담방안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요양기  종별로 본인부담 조정을 해 종별 입내원일수와 진료비 증가율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7〉요양기관 종별 입내원일수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종합전문병원

소계 31,881 31,359 31,702 33,518 35,390 36,606 2.80%
입원 11,825 11,499 11,247 11,669 12,260 12,518 1.14%
외래 20,056 19,860 20,455 21,849 23,130 24,088 3.73%

종합병원

소계 51,697 51,969 53,812 56,928 60,768 64,737 4.60%
입원 17,128 17,335 17,657 19,000 20,633 21,346 4.50%
외래 34,569 34,634 36,155 37,928 40,135 43,391 4.65%

병원

소계 39,634 43,882 48,234 54,752 66,362 77,622 14.39%
입원 13,856 15,580 18,000 22,124 29,861 37,370 21.95%
외래 25,778 28,301 30,233 32,628 36,501 40,252 9.32%

의원

소계 436,234 435,767 448,569 467,689 473,752 476,260 1.77%
입원 7,360 7,508 8,009 9,522 10,731 11,183 8.73%
외래 428,874 428,259 440,560 458,166 463,021 465,077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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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5년간 입내원일수 평균증가율이 종합 문병원은 3.73%, 종합병원

은 4.65%, 병원은 9.32% 그리고 의원 1.63%이었음.

〈표 8〉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변화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증가율

종합전문병원

소계 3,033,236 3,216,253 3,512,589 4,194,126 4,855,099 5,267,487 11.67%

입원 2,039,616 2,149,805 2,309,668 2,745,888 3,182,306 3,419,003 10.88%

외래 993,621 1,066,448 1,202,921 1,448,238 1,672,793 1,848,484 13.22%

종합병원

소계 2,907,303 3,140,983 3,487,909 4,116,763 4,844,470 5,270,960 12.64%

입원 1,879,870 2,030,226 2,211,296 2,636,129 3,178,561 3,392,924 12.54%

외래 1,027,432 1,110,758 1,276,613 1,480,634 1,665,909 1,878,037 12.82%

병원

소계 1,407,615 1,620,502 1,881,706 2,391,180 3,202,717 3,889,091 22.54%

입원 899,918 1,043,155 1,234,289 1,647,246 2,328,946 2,906,980 26.43%

외래 507,697 577,347 647,418 743,934 873,771 982,111 14.11%

의원

소계 5,959,819 6,110,975 6,633,162 7,387,768 7,908,181 8,225,773 6.66%

입원 622,035 665,573 731,431 890,384 1,041,239 1,096,068 12.00%

외래 5,337,784 5,445,402 5,901,730 6,497,384 6,866,941 7,129,705 5.96%

⧠외래 5년간 진료비 평균증가율이 종합 문병원은 13.22%, 종합병원은 

12.82%, 병원은 14.11% 그리고 의원 5.96%이었음.

⧠의원 의 외래 내원일수 증가나 진료비 증가는 안정 으로 단되어 단

기 으로 본인부담 조정의 필요성이 은 것으로 단됨.

○ 특히, 의료 달체계 상 가벼운 질환은 병원  이상보다 의원 으로 유

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 의 본인부담 인상은 부정 으로 단됨.

⧠종합 문병원의 경우는 내원일수 증가율이나 진료비 증가율은 높게 나

타났지만 이미 2009년에 본인부담률을 진찰료 + 60%로 인상하 기 때

문에 단기 으로 추가 인 조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단됨.

⧠결론 으로 외래 본인부담 조정은 외래 내원일수 증가나 진료비 증가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병원 와 종합병원 을 상으로 필요할 것

으로 단됨.

○ 과거 선행연구들에서는 병원 와 종합병원 에 Deductible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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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종합병원 3만원 제시되거나 병원  1만원 종합병원 15000원

으로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 등이 있었음.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내원일당 진료비 분포, 종합 문병원의 본인

부담 구조, 그리고 리의 효율  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 볼 때 

Deductible의 규모를 진찰료 수 으로 하는 것이 당할 것으로 단됨.

○ 따라서 행 병원 의 경우 본인부담이 총진료비의 40%를 진찰료 

+(총진료비-진찰료)*40로 변경

○ 종합병원  본인부담은 총진료비의 50%를 진찰료 +(총진료비-진찰

료)*50로 변경 

〈표 9〉병원, 종합병원의 본인부담 단기 구조조정방안

현행 변경

병원 총진료비 40% 진찰료 +(총진료비-진찰료)*40
종합병원 총진료비 50% 진찰료 +(총진료비-진찰료)*50

⧠이에 한 본인부담 감규모를 살펴보면 병원 의 경우 연간 약 3063

억원이 감되고, 종합병원 연간 약 2880억원이 감되어 체 약 5943

억원이 감될 것으로 추정됨

○ 감규모가 올해 신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소요될 정인 약 6500

억원 수 임.

〈표 10〉본인부담 조정에 의한 재정절감규모 추정(2010년 기준)

진찰료 내원일당 절감액 내원일수 총 절감액(억원)

병원

초진 13,450원 8,070원 10,175,249   821
재진 9,730원 5,838원 38,406,624 2,214
합계 3,063

종합병원

초진 14,940원 7,470원 10,138,183   757
재진 11,240원 5,640원 37,780,673 2,123
합계 2,880

주: 1) 2010년 내원일수는 2008년까지 5개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2) 본인부담증가에 따른 내원일수 감소분도 추계에 포함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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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인부담 조정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제언

⧠ 장기 으로 진료비 본인부담의 구조조정은 증질환에 한 의료보장

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에 해서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강화하는 방

향을 가야할 것임.

⧠따라서 의원 의 경우도 장기 으로 진찰료 수 으로 Deductible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됨.

⧠하지만 의원 의 경우 진찰료 수 으로 Deductible를 부과할 경우 의료

근성이나 국민 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단되어 그 부분에 

해 미리 보상해주는 방안 마련 필요

○ 의료 여의 건강생활유지비처럼 외래 의원 을 이용할 경우를 비

에 의원 에서 감된 재정을 개인당 월 일정액을 가상계좌에 지

하도록 함.

○ 지 한 액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해로 이월하거나 연말

에 직  찾아 쓸 수 있도록 함.

－이는 네덜란드에서 시행했던 것과 같이 의료이용을 게하는 사

람들에게 인센티 로 작용할 수 있음.

○ 갑작스런 본인부담 상승으로 의원  외래 이용에 제약을 받는 계층

에 해서는 외래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여 실시함.

〈표 11〉의원급 본인부담 조정 시 재정절감규모 추정(2010년 기준)

진찰료 내원일당 절감액 내원일수 총 절감액(억원)

의원

초진 12,280원 8,596원 98,695,419 8,763
재진 8,670원 6,069원 367,795,610 23,055
합계 31,818

⧠의원  Deductible 도입시 약 3조 1818억원 정도 감되는 것으로 추

정됨.

○ 따라서 개인당 월 5,000원 정도 지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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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월정 액은 어린이, 노인, 만성질환 등 재 의료이용 정도를 반

하여 각 계층별로 월정액을 달리 운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의원  증가가 소득층에 더 무리가 갈 것으로 단되어 별도

의 본인부담 경감방안 마련

○ 를 들어 감된 액의 20%(약 6000억원)를 소득층 의료이용지

원을 한 의료안 망기 으로 립하여 사용하는 방안 등

⧠이를 해 건강보험에서도 실시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리시스

템 도입하여 가상계좌를 통해 본인부담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함.

○ 자격 리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실시간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도 등 

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장기 으로는 실시간 자격 리시스템을 통한 가상계좌는 한국형 

MSA(Medical Saving Account) 설계에 기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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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건강보험 재정효율화와 련된 이슈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지속 으

로 제시되는 주제임에 틀림없다.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은 그 성격상 매년 

여비 등 지출 규모를 측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  국

고 지원  등 수입 확보를 통해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단, 외부  충격 등에 따른 상황 처를 해 일정액의 립 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건강보험 재정의 흐름은 일정기간 단기흑

자 등이 지속되면 보장성 강화에 한 욕구가 커지고 보장성 강화 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순환의 계를 가지고 있다.

재정안정화와 련한 이슈는 1996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단기 자가 되었고 이에 한 재정효율화 논의 

등이 시작되었다. 결국 2000년 7월 건강보험의 리운 체계 통합과 의약

분업제도의 도입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해 정부의 긴 한 국고지원, 보험료 인상 그리고 재정지출 통제

정책 등 여러 가지 재정안정화 방안이 시행되었다.

의약분업으로 래된 재정 기는 정부의 긴 한 국고지원과 보험료인상, 

재정지출 통제정책 등으로 2003년에 기에서 벗어났으나, 2006년과 2007

에 보장성 강화방안 등으로 단기 자로 돌아섰으며 새로운 재정효율화 방

안에 한 안마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체 재정 규모는 5～6년을 주기로 두 

배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이 98년도 7.9조에서 2003년에 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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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31.2조 이었으며, 총지출의 경우 98년도 8.7조에서 2003년에 

15.7조, 2009년에는 31.2조가 상된다. 1996년부터 보장성 강화방안이 시

행되고, 1997년 건보재정 통합 발표 이후 계속 자가 발생하 고 2000년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격히 악화

되어 2001년에는 립 까지 자로 돌아섰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기에 따라 보험료인상, 국고지원 확 , 특히 건

강증진기 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여 2003년부터 당기흑자로 돌아섰고 

2004년에 다시 흑자로 환되었다. 2004년 이후 보장성 확  등의 조

치로 인해 여비가 증하여 2006년, 2007년에 단기 자가 다시 발생하

으나, 2008년에 경제 기와 기후 등의 원인으로 단기 인 흑자를 기록하

다(2008년말 기 -2조 2,618억원).

하지만 단기 으로 2009년부터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하향 조정, 희

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률 10%로 하향 조정, 소득수 별 본인부담 상한제 

조정 등 보장성 강화조치로 재정지출이 늘어났고, 2013년까지 지속 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으로 재정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더욱이 우

리나라의 체 국민의료비는 외국과 비교할 때 제일 낮은 수 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망되므로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도 계속 늘어날 수 밖

에 없는 상황이다. 장기 으로도 본격  고령사회 진입, 고 압,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12～13% 정도의 여비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망된다. 

보험료 수입측면에서는 2009년 보험료율 인상을 동결함으로써 보험료 

증가에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감

소나 보험료 체납 등을 재정수입구조가 어려워질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험요소 들이 내제되어 있으며 새로운 재

정안정화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건강보험 내실화를 한 재정효율화 방안은 국내 선행연구나 외국의 개

동향 등을 살펴볼 때 크게 공 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경제학  논문 등이나 여러 가지 근거 등에서 공 자 측면의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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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율 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지불제도 개편, 인센티  구조개선, 동료

심사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 측면의 효율화방안은 일정수

의 본인부담을 통해 정이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Dranove, 

2000).

본 연구의 정책 안은 소비자측면의 효율화 방안에 을 두어 안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 소비자 측면의 효율화 방안인 본인부담제도의 구조조

정을 심으로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체 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련된 부분에 

해서 종합 으로 검토해 보기 해 Ⅱ장에서 건강보험 재정 황과 망,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등을 제시하 고 Ⅲ장에서는 과거 재정안정화 방안

에 한 국내 선행연구를 정리하 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통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는 Ⅴ장에서 여러가지 효율화방안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을 집 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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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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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료비 지출구조 분석

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되고 다음해인 1990년도 건강보험진료비가 2조 

9419억원이었는데 5년후인 1995년에 6조144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

고, 이후 5년후인 2000년에는 12조 9122억원으로 다시 2배이상 증가하

다. 그리고 다시 5년후인 2005년에는 24조 8615억원으로 거의 2배가 되어 

매 5-6년을 주기로 진료비가 두배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2008년에는 34

조 8,45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동안 진료비는 연평균 14.72%의 증

가율을 보 다.

이처럼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증

하는 상은 장기  추세로 악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증가율이, 

얼마만큼의 비 이 바람직한가에 한 객 이고 인 근거나 의견의 

일치를 기 하기는 어렵다. 자원배분의 우선순 에 한 의사결정은 시  

여건의 산물인 경우가 부분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1998년 외환 기로 국민경제가 탄지경에 이

르고, 경제성장률이 마이 스를 기록하는 동안에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

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지난해 로벌 경제 기를 맞아 마이 스 성장을 기

록했지만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비 2009년에 11.19%가 증가하

다. 

이처럼 소득수 이 떨어져 부담능력은 어들어도 진료비는 지 않는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건강보험 진료비 리가 난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와 에서 진료비는 억제되어야 할 무엇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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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보 이 되지 않는 진료비 지출증가는 당 성 여부를 떠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경제  원인에서 출발하지만, 내면에는 다양한 형태와 다방면

에 걸친 문제의식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다 크고, 보다 고 스러운 의료기 으로 몰려드는 상에 한 우려와 

부정  인식, 불필요한 수진, 무지나 행 인 의약품의 오남용, 공 자에 

의해 유도된 의료수요(supplier-induced-demand) 문제, 불합리한 수가체계

로 인한 행  진료 행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건강의 불안, 병의원의 경

여건 악화에 한 제도  보상요구, 법정 혹은 임의 비 여로 인해 건강

보험의 실질  보상미흡에 한 국민의 불만 등 제반 문제들이 진료비 증

가억제라는 과제와 연계되어 제기되고, 그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에서는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로  하나로 진료비 증가

추이, 건강보험 재정추이  망 그리고 진료비 지출의 결정요인은 무엇인

지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진료비 증가추이

  가. 진료비 증가추이 및 분석

진료비 증가에 한 심이 증가하는 것은 1998년 외환 기로 경제상황

이 정 에 달했던 1998년도에도 증가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2000년 의약분

업 등으로 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을 래했다. 이후 2001

년 재정안정 책 후에도 2008년까지 연평균 10.03% 진료비가 증가한 반

면 국내총생산(GDP)은 동기간 연평균 6.67% 증가하 다(表 Ⅱ-1 참조). 

지난해 경제의 악화로 건강보험 역사이래 처음으로 보험료율을 동결하여 

보험료의 인상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는 곧바로 보험재정의 불안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큰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 증가에 한 분석과 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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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가 2001년에 17조 8,433억원으로 GDP에서 2.74% 차지하던 것

이 2008년에는 34조 8,457억원으로 GDP에서 3.40%를 자치하고 있다. 이

는 평균증가율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진료비 증가속도가 GDP의 증가속도

보다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연도별 진료비와 GDP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GDP(a) 6,514,153 7,205,390 7,671,137 8,268,927 8,652,409 9,087,438 9,750,130 10,239,377 

증가율 10.61% 6.46% 7.79% 4.64% 5.03% 7.29% 5.02% 6.67%
진료비

(b)
178,433 188,317 207,420 225,060 248,615 284,103 323,892 348,457 

증가율 5.54% 10.14% 8.50% 10.47% 14.27% 14.01% 7.58% 10.03%

b/a 2.74% 2.61% 2.70% 2.72% 2.87% 3.13% 3.32% 3.40%

경상 국내총생산의 크기가 물가수 에 향을 받듯이 진료비의 크기도 

가격수 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 2.96%를 제하면 실질 성장률은 3.72%로 간주될 수 있다.3) 마찬가

지로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에서 수가수  증가율을 제하면 실질 진료비

의 증가율은 8.11%로 간주될 수 있다.4) ‘기여율’ 개념으로 물가상승은 

GDP상승의 44.30%를 기여한 반면, 수가상승은 진료비 상승의 19.15%만 

기여하고 있다.

3)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가 용된 결과이다. 
   E = PQ에서

   ⇒ E+ΔE = (P+ΔP)(Q+ΔQ) = PQ+QΔP+QΔP+ΔPΔQ
   ⇒ ΔE/E = ΔP/P+ΔQ/Q+ΔPΔQ/E
   여기에서 ΔPΔQ ≒ 0 이라고 가정하면

   ⇒ ΔE/E ≒ ΔP/P+ΔQ/Q
   즉, 경상가격값(E)의 변화율은 가격변수(P)의 변화율과 실질변수(Q)변화율의 합으로 간주

할 수 있다.
4) 정확한 의미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진료비에서의 가격수 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 진료비를 구성하는 4  요소인 기본진료료, 진료행 료, 약제비, 재료  기본진료료

와 진료행 료만이 수가의 향을 받고, 약 40%를 상회하는 나머지 두 항목은 고시가와 

약가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상의 제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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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진료비와 GDP 및 가격관련 변수들의 증가률

연도 GDP 물가수준 진료비 수가수준 입내원일수 진료일수

2002 10.61% -0.33% 5.54% -2.90% 3.58% 8.88%
2003 6.46% 2.21% 10.14% 2.97% 3.34% 8.62%
2004 7.79% 6.07% 8.50% 2.65% 2.19% 8.84%
2005 4.64% 2.15% 10.47% 2.99% 2.99% 8.74%
2006 5.03% 0.90% 14.27% 3.50% 4.40% 9.48%
2007 7.29% 1.39% 14.01% 2.30% 3.06% 7.81%
2008 5.02% 8.60% 7.58% 1.94% 1.64% 6.67%

연평균증가율 6.67% 2.96% 10.03% 1.92% 3.02% 8.43%

이는 가격 증가보다 진료량의 증가가 진료비 증가에 더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 규모의 증가를 앞지르고 있음을 말해주

며, 결국 명목가치와 실질가치 모두에서 진료비의 증가율은 GDP 성장률을 

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진료량의 증가를 근성의 증가와 진료강도의 증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근성의 척도인 입내원일수의 증가율이 3.02%로 연평균 증가율 

10.03%의 30%수 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진료비의 증가가 근성 보다

는 진료의 강도(진료내용) 즉 입내원일당 진료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었

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방문일수에 투약일수를 포함한 진료일수의 

증가가 평균 8.43%로 상당부분 약제비와 련된 투약일수의 증가에 기인

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2. 건강보험 재정추이 및 전망

  가. 건강보험 재정추이

건강보험 재정효율화를 해서는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한 필수조건으로써 기여하

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한 

재정추이와 향후 재정 망 등을 살펴 으로써 의료비 지출의 억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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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단기보험 성격상 매년 여비 등 지출 규모를 측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  등 수입 확보를 통해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  충격 등에 

따른 상황 처를 해 일정액의 립 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건강보험 재정추이를 살펴보면, 진료비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체 재정 규모도 5～6년을 주기로 두 배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총수입의 경우는 98년도 7.9조에서 2003년에 16.8조, 2009년에는 31.2조

이었으며, 총 지출의 경우는 98년도 8.7조에서 2003년에 15.7조, 2009년

에는 31.2조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1997년 건강보험을 통합하겠다는 방침이 발표 이후 여

러 가지 원인으로 계속 자가 발생하 으며, 2000년 7월 건보통합, 의약

분업 실시 등으로 2001년 재정 탄이 있어 립 까지 완 히 자로 

돌아섰다.

2001년 재정 탄 이후 다양한 재정안정 책 시행하 으며 이로 인해 

2004년 수지 흑자를 회복하 으나, 2006년과 2007년에 다시 당기 자

가 발생하여 립 이 감소하 다.

〈표 2-3〉건강보험 재정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

입

계 89,934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보험료 등 74,407 90,173 108,764 133,993 150,892 166,377 185,514 215,979 248,300 263,717

국고지원금 15,527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담배부담금 -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지

출

계 100,024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보험급여비 90,321 132,447 138,993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관리운영비 등 9,703 8,064 7,517 7,915 8,732 8,915 9,730 9,930 10,464 10388

당 기 수 지 △10,090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누 적 수 지 5,979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주: 현금흐름 수지에 의한 재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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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건강보험 연도별 재정수지 추이

최근 2008년도에 단기흑자를 기록했고 2009년 말은 -32억원으로 거의 

수지균형을 맞추어 2009년 말 기  약 2조 2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기흑자는 2008년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

이용자제나 일시 인 기후의 향으로 보여진다

보험 여비의 증가추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4.32% 늘어났다. 이는 

2001년 재정안정화 책 시행(’02～’04), 보장성 강화 시행(’05～’07) 등의 

외부효과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12～13% 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평균도 13.19%로 지속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4〉건강보험 급여비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년평균 5년평균

급여비 90,418 131,654 136,696 150,278 164,29
3 183,659 214,392 245,614 264,948 301,461 

증가율 14.70 45.60 3.80 9.90 9.30 11.80 16.70 14.60 7.87 13.78 14.32 13.19

보험료수입 증가도 지속 인 지출 증가세를 감당하기 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15.54% 증가하 으며,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한 순

수 보험료율 인상률도 매년 6～8% 수 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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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 등으로 2009년에서는 건강보험 제도도입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동결하여 보험료 수입 증가에 한계를 들어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은 과거보다 낮은 12.63% 평균증가율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표 2-5〉건강보험 보험료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년

평균

5년평

균

보험료수입 71,846 88,516 106,466 131,807 148,745 163,864 182,569 212,530 248,300 263,717

증가율 17.70 23.20 20.30 23.80 12.90 10.20 11.40 16.40 16.83 6.21 15.54 12.63

보험료율

인상률
20 6.70 8.50 6.75 2.38 3.90 6.47 6.50 0.00

〔그림 2-2〕연도별 보험료 수입 및 보험급여비 증가추이

건강보험 수입  정부지원 인 국고와 건강증진기 은 2001년 재정

기 때 격히 증가하 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

고지원  인상율은 10.40%이지만 최근 5년간 평균은 6.37%로 보험 여지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담배부담 은 10년평균 12.89%, 5

년평균 10.38% 증가하여 국고증가율보다 증가율은 높았으나, 2011년까지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안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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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년

평균

5년

평균

국고지원금 15,527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증가율 69.06 -1.92 7.94 2.79 -3.05 3.62 -5.77 12.94 23.90 10.40 6.37

담배부담금 -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증가율 46.77 -2.84 47.74 4.44 0.12 5.82 0.22 12.89 10.38

  나. 중장기적 재정전망

본격  고령사회 진입, 고 압,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12～13% 

정도의 여비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망이다. 더욱이 우리나

라의 체 국민의료비는 외국과 비교할 때 제일 낮은 수 으로 앞으로 계

속 늘어날 것으로 망되므로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약 31.2조원인 보험 여비는 별도의 보장성 확  없

이도 5년 뒤인 2012년에는 최소 53% 늘어난 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상

(미래 략 원회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도 매년 평균 5% 이상 인상되고 보험료수입도 평균 

12-14%가 유지 되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

국고(일반회계)  건강증진기  수입도 매년 12～13%씩 증액되어 재정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국고가 증액되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이 있다. 특히 재 정부가 자재정을 운 하는 

실에서 정부지원을 획기 으로 인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건강증진기

은 특별법으로 2011년까지 한시 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한 안 마련이 필요한 시 이다.

이론 으로는 여비 증가율을 6～7% 로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다

면 보험료율의 인상 없이도 재정 건 성 유지 가능한데, 6～7%상승은 보

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상승 등 부과요소 상승으로 자연 으로 보험료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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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할 수 있는 인상률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건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재의 12～

13% 수 인 여비 증가율을 어떤 방법으로 낮게 유지할 것이냐 건이다.

3.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일반 으로 제시되는 사항들은 수진율의 증가, 소

득수 , 노령화, 인구수 증가, 보험수가, 보험 여 확 , 신의료기술의 발달, 

질병의 만성병화 등이 일반 으로 제시되는 원인들이다.

이와 련하여 미국 medicare에서 수가계약을 한 근거자료로 다음 해

의 목표진료비를 선정하기 해 사용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은 다음 해에 자연 으로 진료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반 하

여 진료비를 책정하는 것이다. SGR은 용어  의미로 지속가능한 성장률이

란 뜻으로 건강보험이 지속 으로 유지되려면 진료비 증가 수 이 되는 척

도가 되는 지표이다. 이러한 SGR요소로는 그해 증가한 의료수가 증가율, 

건강보험 상자수 증가, 노령화 정도를 반 한 인구구조 변화율 그리고 진

료비 증가에 향을 미치는 소득수 의 증가, 마지막으로 법이나 제도가 변

해서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구하

기 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SGR = 의사수가인상 증가율× 상자수 증가율×인구구조 변화율(고령

화)× 1인당 실질 GDP 증가율×법과제도에 의한 변화율(보험

여 확 )

○ 의사수가 증가율 

－의사수가변화율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SGR 산출에 용

할 지수값이 달라짐. 

－미국의 SGR 모형에서 포함되는 의사수가인상률은 목표에 포함된 

”Medicare Service" 제공과 련된 비용의 증가율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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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단순히 의사행 수가에 한 인상률만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악되며, 이러한 까닭에 MEI뿐만 아니라 진단검사비용

의 증가율(DLT), 의약품가격 변화율(DRUG)을 모두 감안하여 

일정 가 치를 용하여 모형에 포함시키고 있음. 

○ 상자수 변화율 

－ 상자수 변화율 = 건강보험 용 상자 변화율

○ 인구구조 변화율

－인구구조 변화율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진료강도 변화율을 반 하

는 것인데 5세 구간 연령별 1인당 진료비 변화에 의해 산출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진료비 변화

= 
∑
i
적용인구수

i,t×1인당진료비 i,t-1

∑
i
적용인구수

i, t-1×1인당진료비 i, t-1
×
인구수

t-1인구수
t

(i= 5세 단 로 나  연령구간, t=연도)

○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 = 여 확 에 따른 진료비 증가율

〈표 2-7〉SGR에 포함되는 요소들의 변화율

연구자 수가 증가율 대상자수 증가율 인구구조변화율 GDP

2001 1.0708 1.0087 1.0203 1.0339
2002 0.9710 1.0041 1.0161 1.0691
2003 1.0297 1.0099 1.0196 1.0232
2004 1.0265 1.0071 1.0123 1.0436 
2005 1.0299 1.0052 1.0124 1.0343 
2006 1.0350 1.0017 1.0107 1.0500 
2007 1.0230 1.0088 1.0200 1.0491 
2008  1.0194 1.0066 1.0179 1.0235 
2009  1.0222 1.0023 1.0103 1.0408

건강보험 수가 증가율은 실제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공 자가 계약한 실

질 수가 인상율로 2001년은 의약분업 등에 한 보상으로 7.08%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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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하 으나, 2001년 재정 기로 인해 공 자도 고통분담차원에서 

2002년에 -2.9% 인하는 것으로 하 다. 2003년 이후에는 거의 2% 의 

수가 인상율을 보여 주고 있으며, 2006년의 3.5%인상은 환산지수 계약을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을 개별 으로 유형별로 계약할 것을 제로 

가입자쪽에서 높게 인상한 것으로 외 인 경우이었다.

그런데 수가인상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이 되고 있어 공 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 수가 계약방식 등에 한 재개정 논의가 있

다. 하지만 진료비는 가격의 증가와 공 량의 증가로 인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 증가율을 지속 으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 량에 한 

통제가 없이 가격만을 통제하는 것으로는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 한계

가 있다.

건강보험 상자수 증가는 매년 평균 으로 0.6%정도씩이 꾸 히 증가

하고 있으나, 증가율이 1%도 넘지 않아 진료비 증가에 큰 향은 없는 것

으로 보여진다.

반면 건강보험 상자수 증가보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

화가 더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율은 1-2%수 으로 증가하

고 있는데 향후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할수록 더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노령일수록 수진량이 으로 많으면서 증가율

도 높다는데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평균 수진율이 23.17

인데 반해 70-74세는 56.70으로 2.44배가 높다. 그리고 체 5년 평균 증

가율이 11.54%인 반면 75세 이상은 16.58%로 높게 나타나 규모 뿐

만 아니라 증가율도 높아 지속 으로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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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연령별 수진율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증가율

계 13.42 16.89 16.88 17.76 20.26 23.17 11.54%
 0세 27.17 34.66 37.99 37.95 39.09 51.52 13.65%

 1 ~ 4세 26.64 34.71 38.22 39.44 44.55 51.92 14.28%
 5 ~ 9세 15.28 18.82 19.53 21.09 22.90 25.64 10.91%
 10~14세 8.51 10.16 10.03 11.28 11.93 12.96 8.77%
15~19세 6.93 8.01 8.06 8.66 9.36 10.13 7.87%
20~24세 6.34 7.71 8.08 8.66 9.56 10.20 9.99%
25~29세 8.69 9.84 9.73 10.06 11.28 12.26 7.11%
30~34세 9.57 11.06 11.40 11.78 13.10 14.56 8.76%
35~39세 9.80 11.95 11.80 12.01 13.55 15.07 9.00%
40~44세 11.25 13.22 13.53 13.87 15.41 16.58 8.07%
45~49세 12.87 16.47 15.76 16.35 18.67 21.35 10.66%
50~54세 16.79 21.55 19.73 20.41 23.35 25.92 9.07%
55~59세 19.45 24.99 23.80 25.53 28.65 32.52 10.82%
60~64세 23.34 29.18 29.56 30.50 34.82 37.76 10.10%
65~69세 26.75 35.78 35.07 36.60 42.45 51.76 14.11%
70~74세 28.28 39.40 36.51 39.39 47.79 56.70 14.93%

 75세 이상 23.11 33.27 31.66 34.27 41.49 49.77 16.58%

인구의 고령화는 진료량 이외에 용인구당 진료비의  규모나 증가

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용인구당 진료비가 연평균 723,545원인 반면 

75세이상은 2,530,507원으로 3.50배로 수진율 2.44배보다 높다. 용인구

당 진료비는 진료량의 증가 2.44배와 진료단가의 증가율을 반 하는 것이

다. 진료비 증가율도 평균이 10.44%인 반면 75세 이상은 16.32%로 높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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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연령별 적용인구당 진료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증가율

계 440,356 475,092 524,593 599,251 677,319 723,545 10.44%
 0세 791,320 822,780 866,358 958,183 939,539 1,162,979 8.01%

 1 ~ 4세 535,684 558,641 603,537 660,361 706,596 742,289 6.74%
 5 ~ 9세 295,028 303,887 324,786 368,380 386,684 401,733 6.37%
 10~14세 172,529 175,954 187,750 218,201 230,495 237,228 6.58%
15~19세 171,187 178,581 188,675 211,432 229,364 236,980 6.72%
20~24세 176,336 196,481 213,561 242,310 266,674 271,353 9.00%
25~29세 262,296 264,892 279,885 305,198 338,993 348,472 5.85%
30~34세 282,658 296,004 321,448 356,316 394,037 415,628 8.02%
35~39세 294,544 312,275 333,730 363,300 400,374 419,165 7.31%
40~44세 367,704 385,083 415,408 457,829 494,330 493,637 6.07%
45~49세 456,025 484,900 525,610 588,507 648,535 684,060 8.45%
50~54세 636,126 663,154 703,900 788,929 873,932 893,677 7.04%
55~59세 791,701 849,755 923,049 1,071,968 1,162,213 1,215,808 8.96%
60~64세 1,008,450 1,101,777 1,221,520 1,368,137 1,522,578 1,517,424 8.52%
65~69세 1,212,019 1,320,447 1,485,699 1,674,636 1,840,196 2,008,156 10.63%
70~74세 1,355,255 1,474,007 1,630,034 1,896,702 2,200,921 2,329,482 11.44%
 75세 

이상
1,188,272 1,347,928 1,560,558 1,887,566 2,276,295 2,530,507 16.32%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은 건강보험에서 보장성 확  등으로 여의 범

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분을 보정해 주는 것이다. 

를 들어 건강보험 내 여가 아닌 비 여 항목이 여로 환되면 공 자 

측면에서는 진료행 에 한 수입은 변화가 없지만 건강보험권안으로 들어

옴으로써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하여 수가에 향을  수 있어 이 부분

을 보정하는 값이다.

이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은 여확 는 병원 의 여행  증가인지? 

의원  여행 인지? 치과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요양기  종별

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보험 여 확 는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  계획에 따라 2006년과 

2007년에 여범 를 확 해서 2006년과 2007년이 변화율이 높고 나머지 

연도는 크게 증가한 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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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종합전문 1.0033 1.0272 1.0900 1.0360 1.0017 1.0051 

종합병원 1.0033 1.0093 1.0427 1.0295 1.0011 1.0033 

병원 1.0033 1.0152 1.0598 1.0690 1.0009 1.0027 

의원 1.0033 1.0000 1.0076 1.0085 1.0007 1.0021 

치과 1.0033 1.0000 1.0000 1.0001 1.0000 1.0000 

한방 1.0033 1.0000 1.0044 1.0057 1.0000 1.0133 

약국 1.003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최종 으로 SGR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를 해석해 보면 2009년

의 경우는 진료비가 7.73%-9.16%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증

가율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진료비 증가율을 SGR 수 으로 통제하는 것

이 정하며 이보다 더 증가할 경우 다른 요인들로 인한 증가로 보여지는 

것이다.

〈표 2-11〉연도별  SGR

종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종합전문 1.0942 1.1082 1.1977 1.1441 1.0709 1.0828 
종합병원 1.0942 1.0889 1.1457 1.1369 1.0702 1.0808 

병원 1.0942 1.0953 1.1645 1.1805 1.0700 1.0803 
의원 1.0942 1.0789 1.1071 1.1137 1.0698 1.0795 
치과 1.0942 1.0789 1.0988 1.1045 1.0691 1.0773 
한방 1.0942 1.0789 1.1036 1.1106 1.0691 1.0916 
약국 1.0942 1.0789 1.0988 1.1043 1.0691 1.0773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미국의 SGR 이외에 우리나라의 의료사항에서 특

별한 부분은 의료이용량이 형의료기 으로 집 상이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요양기  종별로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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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요양기관 종별 입내원일수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증가율

종합전문병원

소계 31,881 31,359 31,702 33,518 35,390 36,606 2.80%
입원 11,825 11,499 11,247 11,669 12,260 12,518 1.14%
외래 20,056 19,860 20,455 21,849 23,130 24,088 3.73%

종합병원

소계 51,697 51,969 53,812 56,928 60,768 64,737 4.60%
입원 17,128 17,335 17,657 19,000 20,633 21,346 4.50%
외래 34,569 34,634 36,155 37,928 40,135 43,391 4.65%

병원

소계 39,634 43,882 48,234 54,752 66,362 77,622 14.39%
입원 13,856 15,580 18,000 22,124 29,861 37,370 21.95%
외래 25,778 28,301 30,233 32,628 36,501 40,252 9.32%

의원

소계 436,234 435,767 448,569 467,689 473,752 476,260 1.77%
입원 7,360 7,508 8,009 9,522 10,731 11,183 8.73%
외래 428,874 428,259 440,560 458,166 463,021 465,077 1.63%

〈표 2-13〉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변화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증가율

종합전문병원

소계 3,033,236 3,216,253 3,512,589 4,194,126 4,855,099 5,267,487 11.67%

입원 2,039,616 2,149,805 2,309,668 2,745,888 3,182,306 3,419,003 10.88%

외래 993,621 1,066,448 1,202,921 1,448,238 1,672,793 1,848,484 13.22%

종합병원

소계 2,907,303 3,140,983 3,487,909 4,116,763 4,844,470 5,270,960 12.64%

입원 1,879,870 2,030,226 2,211,296 2,636,129 3,178,561 3,392,924 12.54%

외래 1,027,432 1,110,758 1,276,613 1,480,634 1,665,909 1,878,037 12.82%

병원

소계 1,407,615 1,620,502 1,881,706 2,391,180 3,202,717 3,889,091 22.54%

입원 899,918 1,043,155 1,234,289 1,647,246 2,328,946 2,906,980 26.43%

외래 507,697 577,347 647,418 743,934 873,771 982,111 14.11%

의원

소계 5,959,819 6,110,975 6,633,162 7,387,768 7,908,181 8,225,773 6.66%

입원 622,035 665,573 731,431 890,384 1,041,239 1,096,068 12.00%

외래 5,337,784 5,445,402 5,901,730 6,497,384 6,866,941 7,129,705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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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재정효율화 방안 

선행연구

1989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계속된 화

두 다. 특히 1995년 이후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이 격

히 증가하고, 2000년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결국 재정이 

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그 심각성은 더 높아져 갔다. 이에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한 방안에 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 재정 기

에 따라 제시된 재정안정화방안 연구가 표 인 연구이다. 그리고 최근 연

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향후 재정안정을 한 방향에 해 제시된 

연구 등이 있다. 

본 장은 건강보험 재원효율화를 해 과거 국내 연구들이 제시한 방안들

을 살펴 으로서 향후 안마련에 시사 을 도출하고, 본 연구에서 집

으로 다룰 주제 선정에 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안정화 방안5)

  가. 단기 제도 개선방안(2001년)

단기방안으로 2001년도에 당장 해야할 방안들로 크게 재원확충, 지출억

제, 리운  효율화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으며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5) 최병호의『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기 평가와 재정안정화 방안』2001. 연구결과를 재정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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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원 확충 방안

－국고지원을 지역보험 총 지출의 50%까지 확

－직장의 피부양자로 자 소득이 있는 자에게 보험료 부과 

둘째, 지출억제 방안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환자수에 비례한 진찰료과 조제료의 체감

－주사제에 한 처방  조제료의 폐지

－수진자 조회의 효과  시행

－진료비 지확인심사  실사의 지속  실시 

－청구 행 실태 악  부조리 근  

－환자의 본인부담을 정수 ( : 의원  외래 30%)으로 상향조정

셋째, 리운 의 효율화 

－공단과 심평원간 진료비 정보의 실시간 공유

－수진자 조회와 실사를 효과 으로 연계 

  나. 중기 제도개선 방안: 2002～2003년 

기 제도 개선방안은 2002년과 2003년에 개선할 사항으로 진료비총액 

상한 설정에 의한 재정 리(Top-Down식 리), ‘진료비 목표제’를 통한 

보험재정의 자동안정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요양기  계약제 도입, 재원조

달체계의 개편, 건강보험재정건 화법안 제정 등을 제시하 고 구체 인 사

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비총액 상한 설정에 의한 재정 리: Top-Down식 리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진료비총액의 상한을 설정하고, 보

험 여(본인부담) 혹은 수가기 을 조정함으로써 보험재정을 리

－진료비총액 목표를 각 부문별-세부항목별로 배분하는 Top-Down 

방식으로 진료비를 리 

－ 를 들어, 직장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을 4%로 정하고, 4%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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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수입에 상응하는 보험 여비가 발생하도록 여범 , 본인부

담  수가기 을 조정

둘째, ‘진료비 목표제’를 통한 보험재정의 자동안정시스템 구축 

－첫째, 총진료비 목표 설정 

－둘째, 총진료비목표와 실제 발생진료비간의 차이에 따라 수가수

(‘환산지수’) 조정 

－셋째, 총진료비 수 에 따라 재정수지균형을 맞추기 하여 “수가 

-보험 여-보험료-국고부담 ”을 동시에 결정하는 원회 가동 

셋째, 건강보험 요양기  계약제 도입 

－ 행 요양기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환 

－정부(보험자) 입장에서 국민(가입자)에게 정 수 의 의료 제공

에 필요한 공 수 을 정하고, 그 범  내에서 요양기 단 별로 

의료의 공 방법과 보상수 에 하여 계약 

넷째, 재원조달체계의 개편 

－의료이용실 에 따른 보험료 체감‧체증제 도입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회  형평과 가계단

의 의료이용실 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개인  형평을 

조화시키고, 소득층에게는 가계의 부담능력에 따라 국고지원

을 차등보조

－건강부담  제도 도입 

∙건강 해 물질의 소비가 장기 으로 의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

에 의료비 증가의 원인제공자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흡연  음주와 같은 건강 해 행 를 유발하는 담배와 주류

에 하여 부담  부과 

다섯째, 건강보험재정건 화법안 제정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한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련 조항

이 미비하거나 여러 법률과 규정에 분산되어 있어, 필요한 조항을 

신설․정비하여 정책집행에 효율성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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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유지‧운 에 필요한 국고지원, 보험료와 기타재원 등 수

입구조에 한 구체 인 조항과 측 가능한 수 에서 지출규모 

명문화 

  다. 장기 제도개선 방안: 2004～2010년 

장기제도 개선방안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과제로 진료비총

액계약제 단계  시행, 노인의료비 책: 노인요양보험제 도입, 공보험의 보

장성 강화와 민간보험 활성화, 공공의료자원 확충, 의료보장 3층 시스템 구

축, 리운  시스템 개편 등을 제시하 고 구체 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비총액계약제 단계  시행 

－실제 의료비가 산액을 과할 때 과분은 의료공 자가 책임

지는 “ 산상한제” 혹은 과분을 다음기의 수가 혹은 산 일부

를 삭감하여 보험자와 공 자가 분담하는 “ 산목표제” 검토

－ 산제도하에서 비용 감의 압박이 무 클 때에는 의료공 자의 

행태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의 질 리 병행 

－재원조달은 조세방식, 진료비심사는 의료계에서, 진료 정성 평가

는 보험자가 수행 

둘째, 노인의료비 책: 노인요양보험제 도입 

－ 성병상에 입원해 있는 만성질환 노인을 요양병상으로 환하고, 

가정내에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증노인에 해 요양보호를 제

공 → 증장기요양 노인의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  운

－정부 산으로 증요양노인을 우선 보호하고, 상자와 요양 여

의 내용을 단계 으로 확충하면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재원조달은 기에 국고지원,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시 보험료와 

국고지원, 의료 축방식을 병행 

셋째,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간보험 활성화 

－모형 1: 공‧사보험간 분립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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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별도로 발 하되, 민간보험이 보충  역할

∙건강보험이 공보험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민간보험은 비 여 

진료정보를 제공 

∙민간보험사 공동의 심사기구 설립: 공‧사보험간 심사정보 교류 

∙민간보험사와 요양기 간 계약은 원칙 으로 자율에 맡김. 

－모형 2: 공‧사보험간 업

∙건강보험이 공보험 여 제공, 비 여는 보충  형태로 민간보

험참여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공동으로 비 여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이 민간보험 진료에 한 심사 

∙진료정보  심사정보의 공‧사보험간 공유 

∙공‧사보험자-소비자-의료기 간 계약 

－모형 3: 공‧사보험간 부분  경쟁 

∙공보험의 역할 재편: 증질환(Major Risk) 심의 보장 

∙경 증질환(Minor Risk)에 해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보충보

험 형태로 경쟁: 의료 축계정(MSA)의 도입검토 

∙Minor Risk 보장을 한 공‧사보험자는 소비자가 선택 

∙진료정보와 심사정보의 공개 

－모형 4: 공‧사보험간 완 경쟁 

∙모든 진료부분에 해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경쟁 허용 

∙필수기본진료에 해서는 공보험이나 민간보험에 의무  가입

하되, 소비자가 선택 

∙부가진료에 해서 임의가입하되, 공보험이나 사보험에 선택  

가입 

∙공 자는 공보험 혹은 민간보험과 자율  계약 

∙진료정보 공개로 정보비 칭으로 인한 시장실패 교정

∙소비자 보호를 한 공‧사보험에 한 공정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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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의료자원 확충 

－기존 공공의료기 에 한 기능  역할을 평가하여 미흡한 지역 

 분야에 해서는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해당 업무를 민간의료

기 에 탁하고 그에 상응하는 산 등을 지원

－이를 하여 “공공보건의료에 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거 마련

－소액질환에 해 보건소가 렴한 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공공의료기 과 일반의원의 경쟁 체계가 형성되어 효율성 

제고 

다섯째, 의료보장 3층 시스템 구축 

－기본원칙

∙의료보장에 있어서 사회  책임과 개인  책임의 균형 확보

∙규제와 시장원리를 조화 

∙의료보장 시스템을 다층화하고 재원을 다원화 

－의료보장의 목  달성 

∙의료 험의 보장성 강화  재정안정 확보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

∙의료 근과 부담의 형평성 제고

－개편의 틀 

∙ 1층보장: 가벼운 경질환에 따른 소액진료비를 가족단 의 의료

축계정으로 보장

∙ 2층보장: 간단한 입원  고액 외래를 하여 보험료로 조달하

는 사회보험제도 유지 

∙ 3층보장: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증질환에 해서 조세를 통

하여 재원 충당

－기 효과 

∙ 증질환으로 인한 고비용 진료를 보장하게 됨에 따라 가계의 

재정 탄을 방지함으로서 보장성 강화 

∙소액질환에 한 의료 축제도의 도입으로 의료이용자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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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식 제고로 의료남용 방지 

－ 3층체계 보완을 한 제도설계  고려사항 

∙ 소득층과 노인  유아 보유 가계 등의 의료보장을 하여 

의료 축 립액  일부를 공동기 으로 활용하거나 사회보험

료 는 조세재원에서 일부를 공동기 으로 조성 

∙비용지불방식을 진료비 총액목표제로 환하여 공 자측의 비

용상승 가능성을 억제 

∙ 소득층이 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시설을 폭 

확충하여 이들의 의료수요를 수용

〈표 3-1〉3층 보장체계의 제도구성안

급여대상 법정본인부담 재원조달방식

3층
중증질환 

- 입원진료 100만원 이상

- 외래진료 10만원 이상  

10% 조세

2층
중증 질환

- 입원진료 100만원 이하 

- 외래 소액진료비 초과분 (단, 10만원이하)
30% 보험료

1층

소액진료비 (외래 내원일당) 
- 의원    1만원까지 

- 병원    2만원까지

- 3차병원 3만원까지 

가족저축계정 

초과분
의료저축

예방 및 

건강증진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예방접종, 건강검진, 건강상담, 건강교육 등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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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의료보장 3층체계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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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리운  시스템 개편 

－ 자 건강보험: 보험자와 의료공 자간 산망을 구축하여 자격

리, 진료비 청구  심사, 지불 등이 산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구축 → 건강보험증의 자카드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정부조직으로써 ‘건강보장청’으로 

개편 

－보험료 징수는 국세청에 탁하여, 보험자의 기능을 징수기능 

심에서 여, 심사  의료의 질 등 서비스기능으로 환 

－총액계약제로 이행할 경우 진료비 심사기능은 의료계 산하로 편

입, 보험자는 여  심사기 , 질 평가기능 담당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체계를 구축하기 한 건강보험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보건의료공   리체계의 틀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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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건강보험 재정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틀 개편방안

건강보험제도의 틀

공보험 사보험

 급성

 질환

 1층(소액진료비)
의료저축계정 의료저축계정

(* 선택 허용하되, 강제가입)

 2층(중간진료비) 보험료
 비급여 보충보험

 (전통적보험, MSA, 
HMO 방식 등) 3층(고액진료비, 

예방)
조세

 노인요양 조세 + 보험료 + 의료저축  상 동

 진료비지불방식
 행위별수가(진료비목표제)→ 포

괄수가제, 일당제

 → 총액계약제 전환

지불방식의 자유계약 

⇕
의료공급 및 관리 시스템의 틀 

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력규모의 적정 공급

․전공별 의료인력 분포의 적정화 

의료시설
․보건소 등 공공의료시설의 확충

․급성병상과 요양병상의 균형 공급

․요양시설과 재택서비스 시설의 확충 

의료공급

시스템

․의원과 병원의 기능분화(경쟁을 통한 유인)
․개방병원제 활성화

․관리의료(managed care)의 적극 추진 → 일차의료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 강화 

의료공급

규제와 

자율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병상계약제․보험의사계약제

․비계약 의료공급의 자율화 

관리

시스템

․보험자-공급자간 정보전산망 구축 

․건강보장(건강보험, 의료보호) 전자카드화 

․건강보험의 정부 관리(‘건강보장청’ 설립), 국세청의 재원조달

․진료적정성 평가 및 의료의 질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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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방향6)

경북 학교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건강보험 리체계 개

선방향 연구는 건강보험 발 과정, 재정 황, 재정안정화 방안, 재원조달 시

스템의 개편, 그리고 건강보험 리운 체계 개편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부분  건강보험 재정건실화를 한 제도

개선의 틀에 해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재정건실화는 기본 으로 규제와 경쟁(유인)을 히 조화시킴

으로써 이루어내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규제와 자율의 한계를 어디에 두

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견들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필요한 규제는 국민들

이 질병이라는 공동의 사회  험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건

강을 하는 모든 험들을 모두 다 보장할 수 없다면 험의 우선순

를 정하여야 한다. 증질환에 한 입원진료나 만성 고액외래질환에 한 

보장성을 우선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여범 를 확 할 수도 

있지만 재원부담의 한계를 생각하면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검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선순 가 떨어지는 경증질환에 의한 소액진료비

에 한 본인부담을 강화하거나 민간건강보험의 보충 인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도 극 고려하여야 한다.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이나 비 여에 한 본

인부담에 해서는 평소 축으로 립해나가는 ‘의료 축계정’의 도입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 축 립 은 입원 본인부담, 노후의 요양

비용 비 비용이나 비 여 본인부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의 특성상 공 자와 소비자 모두 도덕  해이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이때에 공 자에 한 규제가 소비자에 한 

규제 보다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다. 공 자에 한 규제는 통상 

진료비총액에 한 규제의 형태가 가장 포 이다. 그외 의료기 의 개설

이나 의사 학 정원이나 의사면허의 제한 등이 있다. 수요자에 한 규제로

6) 박재용 외, 『건강보험 리체계 개선방향』, 2004 연구결과를 재정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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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료이용을 제한하기 하여 진료의뢰 차를 지키도록 하거나 입원 

에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거나, 환자의 본인부담을 통하여 이

용을 억제하고 있다. 공 자에 한 규제와 병행하여 공 자의 소득의 정

한 수 을 보장하여야 의료의 질 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공 시장에서 민간에 의한 공 과 공공에 의한 공 이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한 성시설과 요양시설간의 균형도 필요하다. 요양환자가 

성시설에서 장기입원하는 것은 비효율 일 것이다.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요

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의료자원이 부분 민간자본인 우리 의료시장의 실을 감안할 때

에 모든 요양기 을 강제 으로 건강보험요양기 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인구 도가 높은 우리 실로 볼 때에 요양기 의 근성 

확보에 충분할 정도의 요양기 만 건강보험 취 기 으로 지정하여도 될 

것이다. 부분의 외국에서 하듯이 요양기 계약제나 병상계약제, 혹은 보

험의사계약제와 같은 방식을 도입할 것을 이제는 극 검토하여야 한다. 최

근 헌법재 소에서 강제지정이 합헌이라는 결이 내래졌지만 헌법상의 합

헌 여부를 떠나 실리 으로 근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제도 가운데에 의약분업제도가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는데, 

향후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진료비의 감을 

해서는 상품명 처방보다는 성분명을 처방하고 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재 생동성시험을 거친 경우에 체조제가 가능하

지만, 생동성시험을 거치기 불가능하거나 생동성시험의 의미가 별로 없는 

문의약품에 해서 체조제의 범 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품명 처방을 원칙 으로 고수할 경우에는 성분명을 병기하여 제한된 

범 내의 상품명 에서 조제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환자에게 약 선

택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에 사 에 처방약 리스트가 지역

별로 배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문 약국 보다 동네약국의 조제가 

활성화되고 의료기 과 약국간 담합이 완화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OTC 의약품의 슈퍼 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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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의료비를 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체조제나 완

화된 형태의 상품명처방을 요구하는 한편 의약분업의 상이 되는 환자나 

의약품의 범 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

의 외환자를 재의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에서 70세 이상 노인이나 

유아 등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국과 떨어진 

형병원에서 환자 불편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약분업 외 처

방약의 범 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문약이 의약분업의 

상으로 되어 있으나 오남용이나 약화사고의 우려가 크지 않은 의약품에 

해서는 외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과 더불어 의약품에 한 지불보상방식으로써 재 실거래가제

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 으로는 과거의 약가고시제도와 크게 다

르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건은 얼마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

가를 잘 악하여 약가를 고시하느냐에 있다. 약가마진 신에 조제료를 지

불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악은 매우 요하다. 이와 더불어 약가재

평가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켜야 한다. 비용효과성이나 정가격을 산

정하는 상설 조직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참

조할 필요가 있다. 

의료 달체계에 해서는 재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2차 

진료는 문종합병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진료의뢰 차에 있어서 진

료과목에 상당한 외를 허용하고 있고, 실질 으로 국이 하나의 진료권

으로써 진료의뢰시스템이 거의 없는 의료이용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 이

를 일차 으로 시도단  역권으로 진료권을 제한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시도단 내에서 우선 의뢰체계를 만들고 시도단  경계를 넘어선 의뢰로 

구분하여 의뢰 차를 지키는 환자는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비의뢰환자는 본

인부담을 과 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방, 건강증진, 건강 리에 한 공공투자를 확 하는 것이 성질환 의

료비를 장기 으로 감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리운  시스템은 발 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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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질환 리를 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야 한

다. 이와 함께 가입자 개인별, 가족단 별 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인과 가족의 보험료부담과 질환  보험 여를 연결한 정보 리가 요

하다. 이때에 여러 요양기 을 이용하는 환자의 개인별 처방약과 조제를 집

리함으로써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하고 과잉 처방을 하는 

의사에 해 통제하고 과잉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를 통제하여 의약품오남

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통합조직에 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조직의 

기능조정이 검토하자. 가입자 리  재정 리와 심사기능을 통합하여 건강

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평가기능은 독립하여 미국의 CMS 와 같은 조직으

로 발 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평가기능은 ‘의료평가원’(가칭) 조직에서 

담당하되 재의 심사평가원  평가기능을 국립보건원과 같은 연구 심의 

정부조직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하자. 여기에서 건강보험 진료의 정성 

평가뿐 아니라 여심사기  개발, 요양기  서비스의 평가, 장비  치료

재료와 약가의 재평가 등 보건복지부 조직과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

무들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리는 국 인 통합재정의 틀을 지켜나가되, 시도단

로 재정회계와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의 통합 리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국 으로 발생한 진료비총액

을 국 으로 보험료를 거두어 해결하려는 행 시스템은 미시 인 부문

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수와 도덕  해이의 취약 을 안고 있을 것이다. 

시도 단 로 지역별 보건의료 인 라나 공공보건조직과 연계하여 보험료 

징수와 국고지원을 합리 으로 조정하고,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을 할 수 있

다. 시도단 로 보험 여의 사후 리 기능을 부여하고, 향후에 지역별 총액

계약제와 같은 지불보상방식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진료비심사도 시도단

로 하되 문종합병원은 앙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

만, 진료비지불기 의 리는 시도단 의 보험 리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도단  보험 리자는 시도 역단체내에 시군구별 보험재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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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성과 규제, 재정조정 메커니즘을 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7)

본 보고서는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고 건강보장  보건의료제도 

개편, 공공보건의료의 효율화, 보건의료산업의 발  등 보건의료의 선진화

를 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보고서이다. 이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련하여 재정안정화 방안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건강보험급여의 구조조정 방안 

1) 건강보험급여의 구조조정 목적

고 험을 보장하는 보험원칙에 충실(‘back to the principle')하고, 질병

으로 인해 가계 탄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연  공고화하며, 도덕  해이를 

최소화하고 비용효과성을 제고하여 형평과 효율을 이루는 것이다. 

2) 실태

증고액질환 심으로 보험 여가 확 되고 있으나, 여 히 미흡하여 

아직 환자 부담이 과도하다. 그리고 암 환자의 여율이 2004년 50%에서 

2006년 71%로 강화되었고, 고액질환도 획기 으로 강화되었으나, 아직까

지 환자 부담은 여 히 과다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7) 이상  외『보건의료선진화를 한 제도개선 방안』. 2008년 연구결과  여의 구조조

정방안 부문을 재정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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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국민건강보험 급여 보장률

구 분 2004 2005 2006

 중질환 보장

암환자 49.6% 66.1% 71%

뇌혈관수술환자 50.7% 60.8% - 

심장질환수술환자 52.7% 66.9% - 

 고액진료비 보장
500만원 이상 49.0% 59.6% 64.7%

2000만원 이상 46.8% 66.0% 69.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증질환 역에서 비보험 혹은 임의비 여 형태로 신기술(시술, 검사, 

약, 재료 등)을 계속 도입하고 있고, 상 병실료와 선택진료료 등으로 환자

부담이 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험이든 비보험이든 환자가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의 크기는 의사가 결정함에 따라 본인부담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소액경질환 역은 상 으로 보장성이 잘 확보되나 문턱이 낮아지니 

과도한 외래 방문, 의료쇼핑이 문제가 되었다. 동네의원은 진찰과 처방 

심의 진료를 함으로써 주어진 시간 내에 가  많은 환자를 진료하려 하

지만 주사와 검사 등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비용투자 비 수익

이 낮은 것이 실이다. 병원 외래의 경우, 환자들이 동네의원에 비해 질

인 우 에 있고 각종 검사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곳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

며, 병원 외래는 진료시간은 짧게, 각종 검사는 가능한 많이 함으로써 낭비

를 래되었다.

2005년 기  소액경증질환의 도덕  해이를 나타내는 사례를 살펴보면 

감기환자 진료비가 1조2천억원인 반면에 암 환자 진료비가 1조3천억원이었

고, 연간 70일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55만 명, 외래로 10개 이상

의 서로 다른 의료기 을 이용한 환자는 176만 명, 연간 500일 이상 투약 

받은 환자 126만 명이었다.

약제비 과다 한 문제가 되었다. 의사는 약제비 감의 유인이 없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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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기 처방으로 약제비 낭비를 하게 되고 환자는 의료쇼핑으로 반복 처

방을 받게되었다. 그러나 동일 질환에 동일 처방의 반복을 확인하고 통제하

는 장치가 없어 낭비가 래되었다.

3) 구조조정의 방향 

기본 으로 가격탄력성에 비례하여 본인부담을 조정함. 가격비탄력 인 

증질환은 본인부담을 폭 인하하고,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액경증질환은 

본인부담을 인상해야 한다.

한 비용효과성 높은 방  혹은 투자  서비스는 본인부담을 낮게 조

정하고, 환자의 건강 리 책임을 요하는 진료는 본인부담을 높게 조정해야 

한다. 

목표 집단의 특성( 소득층, 빈곤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본인부담을 조

정하고, 의학  필수진료는 본인부담 낮게, 비의료 ․사치성․편의성 진료

는 본인부담 높게 조정하며, 공공의료기 의 본인부담은 낮게 조정하도록 

한다.

4) 구조조정방안의 설계 

  가) 중증고액질환의 본인부담의 인하 

⧠ 표  증질환의 진료에 소요되는 비 여 항목을 정리하여 부분을 

여화하고, 비보험 항목은 외 으로 인정하는 ‘negative system'을 철

히 운 하여 증고액질환의 본인부담의 인하를 기본  바탕으로 설계

⧠본인부담은 정률제(20%, 암질환 등 10%)에서 질환 심(episode based)

의 정액제 환을 검토하고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 함. 즉 가격 비

탄력 인 치명  질환 일수록 진료비 비 본인부담 비율을 낮게 하고, 비

교  상가능한 질환은 진료비 비 본인부담 비율을 높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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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네의원 외래의 본인부담 인상

⧠동네의원 외래 방문시 30% 정률제에 부분 으로 ‘deductible'을 도입하

여 본인부담을 인상

○ ) 1안: 방문당 5천원 까지 액부담(deductible)하고 5천원 과시 

30% 내게 하는 방법 

○ 2안: 방문당 1만5천원 까지 5천원 정액부담하고 과시 1/3 부담 시

키는 방법

  다) 단순 입원진료의 본인부담 상향 조정

⧠비교  단순한 시술을 요하는 단순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을 20～

30%로 상향하여 조정하거나 질환 심(episode based)의 정액제로 

환을 검토해야 함.

  라) 병원 외래의 본인부담 상향조정

⧠병원 외래의 경우 동네의원의 본인부담 상향조정에 따라 병원 외래 본

인부담도 상향 조정 하는데 동네의원의 본인부담의 규칙과 유사한 

‘deductible' 방식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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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의 의료비 지출 효율화 

사례

건강보험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 외국의 경우 역시 재정안정을 한 책

을 마련하는 데에 부단한 노력을 하 다. 주로 진료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에 을 두었으며, 최근 증거에 근거한(evidence-based) 의료의 질 평

가쪽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최근 주요국가의 

의료보험 련 개  동향을 소개하고 구체 으로 진료비 억제 책, 의료시

스템 개편을 통한 비용 감, 의료의 질 리를 통한 진료비 감 방안을 정

리하 다. 

1. 재정 관련 외국의 최근 개혁 동향

  가. 미국

1) 배경

미국은 최근 의료개 문제로 온 나라가 어지럽다. 민간보험 심의 자유

시장주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의료 사각지  문제가 여 히 

과제로 남아있으면서 진료비는 폭등하는 반면 의료의 질은 OECD 국가  

하 에 치하고 있는 등 의료 련 총체  기의식으로 2008년 통령 선

거에서부터 주요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 이후 오바마 통령은 의료개

을 제 1의 국가 과제로 선정하여 개  실 을 한 다각 인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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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의료개 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의료사각지 의 증 문제이다. 2006년 기   인구(약 3억 명)의 약 

15.6%에 해당하는 약 4,700만 명이 무보험 상태에 놓여있다. 1990년에는 

약 3천 1백만 명이 무보험 상태 으나 2000년에 약 4천만 명으로 증가하

고, 2006년 재 약 4,700만 명으로 년 평균 무보험자가 100만 명 이상

씩 증가하고 있다. 

둘째, 의료의 효율성 하 문제이다. 국민의료비가 GDP의 15.3%(2006

년)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6,714$(2006년 기

)로 OECD 국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7,170억$($717 

Billion)이던 의료비 지출액이 2004년에는 약 2.5배 증가하여 약 1.9조

$($1.9 Trillion)에 도달하고 있다. 한 의료비 부담으로 개인  기업 

산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의료비 부담으로 매년 2백만 명이 산

하며, 이는 미국 체 개인 산자의 50%에 해당한다. 세 사업장은 의료

보험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의료비에 따른 산 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

다. 그 외 리비용의 상승  수 비용의 증도 주요 과제로 부각하

고 있다. 리비가 의료비의 약 25%에 이르는 등 제도의 비효율이 존재하

고 있다. 비효율 으로 수 되는 의료비용이 연간 500억에서 1천억 달러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4-1〉 미국의 연도별 의료비 규모와 GDP 대비 비중

(단위: 10억 $,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의료비 785 853 917 966 1,020 1,073 1,130 1,196 1,270 1,359 1,474 1,608 1,741 1,878

GDP 대비 

비중
13.1 13.5 13.8 13.7 13.8 13.7 13.6 13.7 13.7 13.8 14.6 15.4 15.9 16.0

자료 : The Kaiser Family Foundation and HRET (2008). Employer Health Benefits 2008 Annu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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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미국의 연도별 의료비 규모와 GDP 대비 비중

미국의 연도별 의료비 규모와 GDP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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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료의 질 하 문제이다. 막 한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 지표는 낮다. 평균 수명은 OECD 국가  24 , 1천 명당 아사망

률은 6.9명으로 28 에 머무르고 있다. (OECD Health Data, 2008) 한 

체 의료비용의 75% 이상이 고 압, 당뇨, 심장병 등 만성질환에 사용되

고 있으나 사  방  공공보건을 한 의료비용은 체의 약 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Obama 의료 개혁(안)의 내용

의료개 의 방향은 의료지출의 효율성 제고, 의료의 근성 향상, 방의

학  공공보건 강화에 이 맞추어져 있다. 개 의 원칙으로는 의료비 

상승의 억제, 건강보험과 진료 의사에 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 모든 국

민에게 양질의 정한 의료보장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를 해 첫째, 경쟁 활성화를 통해 제약사  보험

사의 과도한 이익을 억제하고자 한다. 의료시스템 개 의 가장 큰 장애물로 

제약사  보험사를 지목하고 오바마 통령은 지난 10년간 개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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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달러를 사용했던 거  제약사  보험사의 개 항을 끝내겠다고 언

한 바 있다.(<www.barackobama.com>) 2000~2005년  총 보험료는 

8% 상승한 반면, 리비  보험사 이윤을 포함한 간 비는 연평균 

12.0%, 처방약제비는 10.7%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제약사와 가

격 상하는 것을 지했던 「2003 Medicare Modernization Act(MM

A)」도 폐기할 것을 공언했다. 가격 상을 통해 300억 달러의 비용 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의 약값은 캐나다, 국, 랑스 비 

약 50% 더 비싸며, 이를 통해 제약사가 과도한 과이윤을 리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제약회사를 상 로 가격을 상하는 제

도를 도입하여 제약회사의 고가 마 의 근원을 해소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해 복제약에 한 메디 어, 메디 이드, 

연방공무원보험 등의 지원을 확 하고,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형 제약사의 행 를 단속하며 미국내에서 매되고 있는 동일한 의약품의 

해외 수입도 허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허가된 의약품 특허권을 가진 제

조자 외의 제 3자가 제 3국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병행수입제도 : 

Reimportation, Parallel import)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보험거래소(NHI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8)를 설립

하여 보험사 간 경쟁을 진하고자 한다.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보험료 인상

과 독  지 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4백 개 이상의 보

험사 간 M&A를 통해 소수 형회사 심의 시장구조 고착되면서 보험시

장이 독과 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NHIE에서는 다수의 민간보험 상품  

새롭게 마련할 공  보험상품 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한 모든 보험회사는 최소한의 보장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건강상태

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법이 비되고 있다. 

IT 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용 감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8) 의료보험 거래소(NHI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 기업  개인 단  건

강보험, Medicare, Medicaid, S-CHIP 등 건강보장 로그램 용을 받지 않는 개인 

는 세 자 업자 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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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향후 5년간 Electronic Health IT System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의료정보체계 표 화 등 최첨단 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모든 

병․의원이 자의료기록을 도입할 경우 입원일수 감소, 복․불필요 검사 

감소, 약품사용 최 화 등으로 비용 감을 상할 수 있다. Medicare에 참

여하고 있는 의사가 자기록시스템을 도입하면 환 을 늘려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기술, 의료서비스 등의 비용․품질 비교연구  평가결과

를 제공하기 해 독립된 연구소 설립하고 의료보험(Health Plan)사에는 

보험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비용과 리비 비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

구할 정이며 IT 시스템을 활용해 비도시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에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헬스 사업도 확 하고자 한다. 

둘째 오바마 의료개 은 국민 상 의료의 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

안 을 두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보험을 확 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공공보험과 민간보

험 간 경쟁을 유도하여 보험료를 인하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의료 근성

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NHIE를 통해 개인이 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NHIE에 가입하는 보험은 연방

공무원보험에 하는 보장내역을 제공 하며,  질병유무를 들어 보험가입

을 거부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 보험자는 평균 이상의 보험료 인상 

시 비용인상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하고  NHIE는 각 보험사별 비용, 비용 

사용 투명성 등의 차이를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旣 가입한 보험

에 변동 없이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며, 보험자의 등록 차, 의료서비스 제공

자의 서류업무 부담 등도 최소화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도의 공공보험 랜을 만들어 원하는 시민이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종

업원에 해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임 지출의 일정비

율만큼 신설 공공보험에 기 납부를 의무화하되 소기업은 기  납부 상에

서 제외한다. 신설 공공보험에 가입하는 병원  서비스 사업자는 의료서비

스의 질, 의료정보 시스템  리비용 등이 기 에 맞는지를 NHIE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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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야 한다. 한 세제혜택  보조 을 통해 소득자, 개인  소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개인 보험 가입자에게 세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Small Business Health Tax Credit'을 신설하여 소기업의 의료비 지출이 

일정 액을 과 시,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의 50%까지 환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종 사회안 망 기 의 역량을 확 하여 의료서비스 사각

지 를 해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부모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25세까지 연장할려 한다. 2007

년 10월 SCHIP의 보장 상을 4백만 명 추가하기 해 350억 달러의 

산을 배정하는 법률안이 부시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었으나  번 

개 안에서는 메디 이드  SCHIP(어린이 상 의료보장)의 보장 상을 

폭 확 하고자 한다.  

셋째, 방의학  공공보건을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NHIE를 통해 

모든 필수 인 임상 방서비스를 보험화하고자 한다. 장암 검사는 모든 

보험에서 의무화하고 Medicaid는 장암  유방암 사  검사 시 본인부

담 을 폐지하고 기타 보험도 본인부담  수 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립 유방암  자궁암 조기진단 로그램과 같은 소득층 상 암 

검사 로그램을 지속 확 하며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방․퇴치 로그램도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 내 에이즈 퇴치를 

한 종합 략을 수립하고 소득층  HIV(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에 

한 보험 용 확 도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 세계 인 감염성질환 퇴치활동

에서 주도  역할을 담당하고 건강증진 로그램  사 방활동을 강화

하려 한다. 이를 해 연, 학교․직장에서의 건강증진 로그램 등 건강

증진활동에 한 보조 , 융자 는 세 환  등 다양한 증진책을 비 

에 있다.

3) 의료개혁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 방안

향후 10년간 약 1조9)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 재원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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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기 해 부유층 추가 과제, 비기 (Reserve Fund) 창설, 그리고 

Medicare  Medicaid의 효율화 도모가 추진되고 있다. 

의료비용의 구체 인 감을 해 진료기록의 산화로 반복치료나 의료

사고 축소 그리고 의료비 과다청구를 방지하고자 한다. Generic 의약품 사

용을 확 하고  병력이 있는 사람의 가입을 막는 민간 보험회사들의 횡포

를 불법화하고, Medicare  Medicaid의 부당 청구 근 책을 모색하고 있

다.  가격 비 효과가 높지 않은 서비스는 여 범 에서 제외시킬 것을 

모색하고 있다. 

메디 어와 메디 이드의 낭비와 비효율을 감하여 이 랜에 소요되는 

부분의 재원을 마련하되 나머지 재원은 수천만 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

게 될 보험사와 제약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에서 충당할려 하고 있다. 

그 외 의료보험 개 을 통해 고가의 의료보험을 매하는 보험사에 수수료 

부과하고,  방어 인 진료 형태가 의료비 증가에 일조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 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의사가 진료에 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

여 의료비를 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나. 네델란드

1) 의료보장 체계

네덜란드 건강보험 체계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제1 역은 장기요양, 

고액 증질환 등에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해 국민이 의무 으로 가

입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이다. 재원은 보험료, 정부의 보조   본인부담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 역은 성질환  일반  질병치료를 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해 국민이 강제가입로 가입하도록 한 보험이다. 제 2 역 보험은 2006

년 이 에는 소득수 과 직종에 따라 공 보험(일정소득 이하), 공무원보험 

9) 로그램 내용에 따라 약 6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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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간보험(일정소득 과)으로 구분되어 가입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6년 개 방안에 따라 리를 모두 민간보험이 하도록 하 다. 그리고 

정부는 소득․취약계층에 한 보건의료수당 제공을 통한 의료보험 가입 

지원  본인부담  지원하도록 하 다.

제3 역은 보충형 민간보험으로 제1,2 역에서 여하지 않는 치과, 고

의료, 성형 등을 한 보험으로 가입은 자율 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하

지만  국민의 90% 이상 가입하고 있다.

2) 네덜란드 건강보험 개혁방향

개  네델란드 건강보험은 소득, 건강, 연령, 고용상태에 따라 다층 구

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소득, 건강상태, 고용주의 지원 등에 따라 

보험료도 차등 부과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거시 인 에서 비용 억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

으나, 기시간이 길고, 공 자들의 효율성 하되었다. 가입자들의 비용의

식이 부족했으며, 가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인센티 가 미

약하 다. 그리고 투명성이 부족하여 질 리가 미흡했으며, 보험자에 한 

통제가 미약하여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해 네덜란드에서는 종  공 인 체계 내에 있던 통

인 보험을 사 인 조직인 민간보험에서 “경쟁”을 통해 리하도록 함으로

써 가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하도록 제도를 개 하 다. 이런 개 을 통해 

앙정부가 제공을 주도하는 시스템보다 민간보험이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

가, 의료기술 발달 등 미래환경에 효과 으로 응할 것으로 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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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제2영역)의 개혁내용

2006년 개   가장 핵심은 제2 역의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에 리를 

탁하는 것이다. 국민을 민간보험에 의무 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정부는 

표 여의 범 , 의료서비스의 질 등 민간보험을 통제 리하는 시스템으

로 변경 것이다. 따라서 민간보험사들은 여, 서비스의 질(質), 보험료 등

을 정부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보험상품을 매하고 있다. 민간보험

사는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없

도록 하 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험사에 재원을 배분할 때 정률보험료로 조

성된 험균등화 기 에서 가입자의 험도(성, 연령, 질환여부 등)를 고려

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표 4-2〉재원 배분시 개인의 위험도 보정 예시 

(단위: €/연)

구 분

  40세 여성(A)

  장애급여 수혜자

  사회경제적수준 낮음    

도시 지역 거주

  PCG-당뇨-1 

  DCG-none

  38세 남성(B)

  정상 직업

  사회경제적수준 높음

  쾌적한 거주지

  PCG-none

  DCG-none

성별/연령 1,182 946

수입원 965 - 63

사회경제적상태 51 - 67

지역 60 - 98

Pharma Cost Group(PCG) 3,117 - 213

Diagnosis Cost Group(DCG) - 98 - 98

총 비용 5,277 407

기본 보험료 - 970 - 970

위험보정 후 지불액 4,307  - 563

※ 위험균등화기금에서 (A)가 속한 민영보험사에게 4,307€를 추가 지급하고, (B)가 속한 민영보험사에게는 563€를 

삭감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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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제2 역 건강보험의 재원은 정액보험료(기본보험료), 정률보험

료  정부국고 부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액보험료는 가입자가 매월 민간

보험사에 직  납부하는 기본보험료로 체 재원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정률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고용주와 가입자가 

일정 비율 국가가 운 하는 험균등화기 에 납부하고 있으며, 체 재원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국고부담은 18세 미만 아동의 정액보험

료를 국가가 신 부담하는 것으로 험균등화기  조성에 사용하고 있고 

체 재원  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2〕네덜란드 건강보험의 재원부담 구조(2008년)

(단위 : 억€)

진료 공 은 기본 으로 보험사와 의료공 자간 계약을 통해 결정되며, 

보험자나 공 자 모두 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불제도는 병

원․치과는 네덜란드형 수가제인 DTC에 의해 결정되고 가정의는 인두제를 

용하고 있다.

보험사와 공 자는 DTC 수가의 20% 범  내에서 가격 상이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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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 고 향후 70%까지 확  용할 정이다.

1차의료는 가족의(일반의)가 gatekeeper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2차의료

(병원)은 가족의가 의뢰하는 경우만 병원진료가 가능하다.

보험자

병원

전문과목

병원
DTC DTC DTC

전문과목전문과목

X X
X

보험자

병원

전문과목

병원
DTC DTC DTC

전문과목전문과목

X X
X

< 선택  계약 >

의료이용시 본인부담은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deductible을 설정하

고 있으며 본인부담(deductible) 상한은 연간 €150이다.

의료비 지출에 있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시키기 해 1년간 의료이

용이 없는 경우(진료비 미청구) 일정 액을 환 하는 제도를 운 하 으나 

만성질환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  등에 따라 2008년에 폐지하 다.

그리고 민간보험사들은 가입자의 건강 리  험도가 높은 환자의 

방을 통한 비용 감을 유도하고 있다.

  다. 독일의 의료보험 개혁

독일의 경우 2003년과 2007년 두 번에 걸쳐 의료보험재정과 련된 요

한 개 을 단행하 다. 지 까지의 개 들에서는 의료수요 억제를 한 책

이 심이었지만, 최근 두 번에 걸친 의료보험개 은 비용억제 책 외에도 

새로운 재정방식을 도입하여 재정안정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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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 독일 의료보험개혁

독일에서는 2003년 사민당(SPD)이 기민당(CDU)  기사당(CSU)과 연

합하여 다섯 번째 의료보험개 을 단행하 다. 이 개 은 보험료상승으로 

인한 인건비부담이 국가경쟁력과 고용에 미치는 향을 이기 한 것이

었다. 그래서 환자들의 본인부담 증가와 의료공 자들에 한 책을 통해 

의료비의 감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료를 심으로 하는 통  재원조달

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근로자와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하 다. 

  가) 2003년 개혁의 배경

최근 독일은 반  사회개 로그램인 Agenda 2010의 주요한 분야로 

제시된 의료보험의 개 을 해 이른바 의료보험 화법(GKVM)을 마련

하 다. 이러한 독일 의료보험개 들의 배후에는 이른바 의료비의 폭발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 다. 독일의 의료비 상승 역시 다른 나라들

과 마찬가지로 주로 의료기술의 진보와 인구노령화로 인해 래되었다. 의

료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보험료율도 지속 으로 상승하여 1975년에 

10.5%, 1995년에 13.5% 그리고 2002년에는 14%에 이르 다. 이와 같은 

상승 추세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 보험료율이 2040년에는 20%에 

달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30%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이다.

보험료율 인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첫째, 보험료부과 소득의 감소, 

둘째,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납부 근로자수의 감소, 셋째, 실업수당 

수 자에 한 연방정부의 보험료지원 삭감 등이다.

실 으로는 큰 폭의 재정 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무한정으로 인상

할 수도 없었다. 독일의 의료비지출은 GDP의 10.8%로 국(6.7%), 오스

트리아(8.2%) 그리고 네덜란드(8.6%) 등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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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보험료의 인상은 인건비를 상승시켜 실업의 증가를 래한다

는 견해가 있는데, 독일 정부는 사회 보험료율을 1% 인상하게 되면 첫 해

에 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년 후에는 1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없

어지는 것으로 추산하 다. 

그런데 보험료 인상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서 의료보험의 여를 축소하

여 환자들에게만 부담을 가시킬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는 독일 의료보

험에서 가장 요한 원칙  하나로 지켜져 온 사회연 (Solidarity)의 원

칙에 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보험의 재정을 근로자와 사용자만 부담하는 보험료

를 주로 하는 방식이 한 것인가 하는 근본 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사용자의 보험료는 일정액으로 제한하고 근로자의 보험료만 소득에 

비례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보험료를 가입자당 일정액으로 하자는 등의 다

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나) 2003 의료보험 재정 개혁의 주요 내용 

연방보건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반 하여 2단계로 구성된 의료보험 개

안(2003)을 마련하 다. 개 안의 제1단계에서는 라우터바흐교수의 의견이 

주로 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병수당을 가입자 단독부담으로 환하고, 

경제 반에 걸쳐 혜택이 돌아가는 여는 조세로 부담하며, 본인부담  개

원의 수수료를 높이고 그리고 연 에 한 보험료부과 등 단기  감조치

들이 포함되었고, 제2단계는 장기 인 책인데 뤼럽교수의 제안을 반 하

여 보험료의 재원 자체를 변경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① ‘보험외 급여’에 대한 국고 보조

독일 의료보험의 경우 이른바 '보험외 여'라고 하여 산모수당, 아동의 

질병 시 상병수당의 지  등을 제공하 다. 지 까지는 이러한 여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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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회 연 (solidarity)의 비용을 의료보험제도에 의해서만 부담해왔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여들의 정 인 외부효과, 즉, 수혜자들에게 직

인 편익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고 생산인구의 수를 증가시

켜 국민경제 반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등이 일반 으로 인식되었다. 따

라서 2003년 의료보험 화법에 따른 개 에서는 이러한 여가 국가경제 

반에 정  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

도록 변경되었다. 연방정부가 ‘보험외 여’로 인한 비용을 분담하기 해 

매년 두 번씩 의료보험에 보조 을 지원하도록 되었다. 2004년에는 10억유

로(약 1조 2천억원), 2005년에는 25억유로(약 3조원) 그리고 2006년에는 

42억유로(약 5조원)를 지원하 다.10)

‘보험외 여’의 비용을 국고보조로 환함으로써 45억유로가 감될 것

이며, 그 결과 보험료율이 0.4%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해 담배세를 2004년 1월에 1갑 당 40센트, 2004년 

10월에 30센트, 그리고 9개월에 30센트를 인상하기로 계획하 다. 담배세

는 보험재정의 확충이라는 효과 외에도 건강 증진효과가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는 담배세로 원하는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 가격경쟁에서 유리해 진 외국산 담배의 

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다.

② 연금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

독일은 1960년 에 연 수 자 진료비의 90% 이상을 연 수 자 의료

보험의 보험료수입으로 충당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40%에도 못 미치

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 자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연 수

자가 연 이외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것에 해서도 보험료를 납부

하도록 하 다. 보험료는 보험료산정 상한선까지의 소득에 해서만 납부할 

10) 이 . 2005b. “의료보험 재정에서의 국가 책임”,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제4호. p. 
328.



89

제
4
장
 외
국
의
 의
료
비
 지
출
 효
율
화
 사
례

의무가 있는데, 2003년에는 월 소득 3,450유로가 상한선이었다. 이를 통해 

18억유로의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③ 상병수당의 재원변경

독일에서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못하게 되면 6주까지는 사용자가 

임 을 계속 지불하지만, 그 이후에는 의료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불하여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결손을 보상하게 된다. 상병수당제도를 법정 여에서 

제외하고 민간보험으로 환하자는 의견은 질병 고들의 반 로 채택되지 

않았다. 최근의 개 에서는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사 에 가입자가 0.5%의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 다. 이로써 그 동안 노․사가 공동으로 납

부했던 일반보험료에서 상병수당의 비용을 부담했던 것이, 향후에는 가입자

가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상병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가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

용자는 71억유로를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그러나 이는 근로

자와 사용자간의 부담의 재분배일 뿐이며 의료보험의 실제 인 감효과는 

기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2) 2007 독일 의료보험 재정의 개혁

  가) 개요

최근 독일 연방의회에서 이른바 ⌜의료보험 경쟁강화법(2007.2)⌟이 통

과되었고, 연방참의원에서 이것이 추인되었다. 이 개 의 핵심  내용은

1)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의무 시행 

2) 의료서비스의 개선

3) 공공  민간 의료보험 리기구의 화

4) 건강기 의 도입을 심으로 하는 의료보험 재정방식의 변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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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든 독일 국민은 2007년 4월 1일부터 의료보험에 의무 으로 가

입해야한다. 2007년 재 약 20만 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

들은 부분 고소득자로서 가입의무가 없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한번 공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공  의료보험에 복귀해야 하고, 민간 보험에 가

입하 던 사람의 경우는 민간보험에 가입해야한다(그러나 이들도 2009년부

터는 공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 자신의 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기본보험율(Standardtarif)에 따라 납입하면 된다. 

둘째, 공공  민간 의료보험 리기구의 화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보험료율제를 가입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함으로

써 질병 고간의 경쟁을 강화시키려는 시도인데, 를 들어, 이른바 ‘가정

의보험요율제’는 가입자가 가정의의 진료를 정기 으로 활용하는 경우 낮은 

보험료율을 용하는 것이다. 는 ‘본인부담보험요율제’는 환자가 진료비

의 일정 부분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 낮은 보험료율을 

용하는 것 등이다.

셋째, 건강기 에 한 것인데, 2009년부터 모든 의료보험 가입자는 동

일한 보험료율로 부담한다. 이미 장기요양보험, 연 보험 그리고 실업보험 

등에서는 단일한 보험요율이 용되고 있다. 모든 질병 고는 근로자와 사

용자의 보험료를 납입되는 당일에 건강기 으로 이체해야 한다. 2011년부

터 사용자는 자신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 한 사회보험료들을 합산

하여 하나의 질병 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질병 고가 재정 으로 건 하지 못한 경우 소속된 가입자들에게 최  

1%까지의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그 질병 고를 

떠나 다른 곳으로 소속을 변경 할 수 있다. 사회부조 수 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로서 부분 으로 생계비를 받는 사람 그리고 낮은 연 으로 인해 국

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 한 추가보험료는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 기

보장을 담당하는 기  는 사회보장청(Sozialamt) 등이 부담한다. 장기실

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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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07년 재정 개혁의 주요 내용

재정과 련된 주요 개  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보험료율을 2007년 1월1일부터 0.5%인상

－아동에 한 보험료는 조세수입에 의한 국고지원으로 충당

－건강기 의 도입

우선, 2009년부터 독일 의료보험재정을 이른바 '건강기

(Gesundheitsfonds)'을 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건강기 은 사민당

(SPD)과 기민당․기사당(CSU)의 연정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 다. 보험

료와 조세수입은 건강기 에 모아진 뒤 다시 개별 질병 고들에게 배정된

다. 따라서 각 질병 고들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일단 사회보험

청에 이체한다.

그리고 아동 의료보험료의 납의 와 같이 국가경제 으로 요한 사

업을 해 조세수입으로 2008년에 15억유로(약 1조9천억 원) 그리고 2009

년에 30억유로(약 3조 7천억원)를 지원하도록 하 다. 한 임신  출산

에 련된 여는 장기 으로 국민경제 체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질병 고만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하지 않다고 단하여, 질병

고가 그러한 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분담한다는 의미

에서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11) 

질병 고들에 한 건강기 의 배분에서는 각 질병 고 가입자들의 질병

율이 반 된다. 질병 고들은 가입자 1인당 기본지원 과 연령  험(건

강상태)에 따른 조정지원 을 받는다. 이로써 각 질병 고들은 그들의 가입

자들에게 진료를 보장하기 해 필요로 하는 재원의 95%정도를 확보하게 

된다.

11) 이러한 비용의 부담을 해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9%로 인상했고 그것이 의

약품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다시 질병 고의 약제비 지출증가를 래하는 문제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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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 보험료는 건강기 에서 배정받은 재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질병 고에서 그들의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 추가  보험

료는 가입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질병 고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

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가입자들의 소득에 

계없이 최  월 8유로까지 정액으로 부과하거나 는 정액을 부과하는 경

우는 소득의 1%까지 부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소득이 

월 800유로 이하이면 추가보험료율이 1%를 넘게 된다. 

그러나 추가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는 반 로, 만약 건강기 에서 받

은 재원이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환 한다.

가장 큰 변화  하나는 보험료부과 방식인데, 지 까지 가입자는 자신

이 속한 조합별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한 가지의 보험료만을 납부하 는데 

앞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첫째는 이른바 ‘일

반보험료’인데 이는 모든 조합에 단일한 요율로 용되는 보험료이다. 둘째

는 이른바 ‘추가  보험료’인데 각 조합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료를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은 사용자의 노동비용을 억제하

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일한 일반보험료는 고정된 요

율로 하고 그 이외에 과되는 비용은 추가  보험료의 형태로 가입자들에

게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다.

한편, 추가보험료 부과 방식을 정액방식과 정율방식 에서 선택 가능하

도록 한 것은 실제로 보험료를 단일하게 묶으려는 시도에 효과 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즉, 질병 고들은 정액보다는 정율방식을 선호하여 

고소득자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고소

득자들은 다른 질병 고로 소속을 변경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 까지 질병 고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책정되던 보험료율은 모든 질

병 고들에게 동일하게 용되는 단일한 보험요율로 바 게 되는데, 단일 

보험료율은 연방보건부가 결정한다. 최 로 2009년 1월1일부터 용되는 

단일 보험료율은 2008년 11월 1일에 책정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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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가 될 것으로 상된다. 

한편 많은 문가들은 2009년에 의료보험의 지출을 고려해 볼 때 보험

료율이 어도 15% 더 심하게는 15.5% 정도까지 인상될 것이라 측하고 

있다. 향후 보험료요율의 변화에 한 이와 같은 부정  측은 의료보험과 

련된 여러 문가 원회들의 일치된 견해에 근거한다.12) 즉, 차 근로소

득은 국민소득에서 은 부분을 차지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로소

득의 증가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 경제활동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소득계층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인데 고소득자로서 의료보험 가입의

무가 면제되거나 소득층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등이 그 다

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 사회에서도 차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

며, 근로소득보다는 임 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기타 소득들의 비 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7년의 의료보험 개 에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들에 처가 미

흡하기 때문에 향후에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요

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이번 2007년

의 의료보험개 에서도 의료보험재정 압박의 근본 인 요인들이 제거되지

는 못했다는 비 이 있다.

2. 진료비 억제대책

  가. 의료공급자 통제: 의료행위(서비스) 비용 절감

1) 미국의 Medicare 진료비목표제 :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률

(SGR)

미국은 상 가치체계가 기본 으로 행 별수가제에 기 하고 있으므로 

12)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Entwicklung im Gesundheitswesen, 
Rürup-Kommission, Herzog-K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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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수가제의 비용 상승경향을 통제하기 하여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

가율(SGR: Sustainable Growth Rate)을 추계하고, 이에 따라 환산지수

(conversion factor)를 개정하여 메디 어(Medicare) 산을 일정한도 내에

서 조정하고 있다. 당  의료비상승을 억제하기 하여 미국 정부는 의료량 

통제기 (VPS: Volume Performance Standard)을 도입하 으나, 1997년 

8월 법 개정(Balanced Budget Act of 1997)으로 VPS를 SGR로 체하

다. 그리고 1999년에 개정된 법안(Balanced Budget Refinement Act of 

1999)으로 재의 SGR개념이 수립되었다. SGR 목표진료비제도는 일년 

단 로 진료비 목표를 정하는 VPS와는 달리 기 년도(1996년)부터 당해년

도까지의 모든 연도의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각각 합산하여 비교를 

통해 진료비 목표를 수립하는 (cumulative)개념이다. 

진료비의 목표치를 정하고, 실제 발생한 진료비를 목표치에 근시키기 

하여 상 가치 수의 환산지수(conversion factor)를 조정하는 것이 SGR 

개념에 의한 수가통제 방식이다. 기 목표진료비는 해당 연도의 실제 발생

한 진료비로 산정하기로 법률로 정해져 있고, 기 목표진료비가 수립된 다

음 연도부터의 목표진료비는 년도 목표진료비에 SGR의 증감률을 반 한

다. SGR은 가 평균 의료비용 인상률, 용 상자 증가율, 1인당 실질

GDP 상승률, 법(제도)변화에 따른 지출증가율( : 여확 ) 등의 4가지 

요인을 합산하여 추정한다. 가 평균 의료비용 인상률은 의사가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요인들의 평균 인 가격변화를 측정한 메디 어 경제지수

(MEI: Medicare Economic Index)와 진찰에 필요한 실험실 검사(DLT: 

Diagnostic laboratory test) 비용변화의 추정치를 합한다.

  SGR을 토 로 환산지수를 추정하는 것은 메디 어 산을 일정한도 

내에서 증감하기 한 것이다. SGR에 의한 목표진료비가 실제 진료비를 

과한다고 해서 진료비 여를 보류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목표진료비

와 실제 진료비의 비교를 반 하기 해 환산지수의 변경을 나타내는 진료

수가 산정기 율(fee schedule update)을 조정한다. 만약 실제 진료비가 목

표진료비를 과하면 진료수가 산정기 율을 낮추고, 이와 반 로 실제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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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목표진료비보다 으면 진료수가 산정기 율을 높이게 된다. 특정년도

의 진료수가 산정기 율을 정할 때 기 연도(1996년)부터 특정연도의  

연도까지 된 목표진료비  실제진료비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2)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요양기  계약제는 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되는 제도로서 의료서비스 

제공자(요양기 이나 공 자)들에게 사회보험으로써의 건강보험을 강제화하

지 않고, 보험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과잉‧부당청구를 하거나 서비스 질이 낮은 기 (병의원, 약국)을 보험자가 

건강보험 지정기 에서 해지할 수 있고, 요양기 도 강제 으로 건강보험을 

취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부분의 선진국에서 공공의

료기 은 공 의료보험을 취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  의료기 들은 정부

나 보험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진료하고 있다. 민간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의

료기 에 해 국가가 사회보험에 의한 가격통제를 강제화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다. 보험자와 요양기 간의 방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요양기 은 계약에서 해지되지 않도록 진료비용의 청구나 서비스의 질의 

향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보험자는 효율 으로 의료공 자들을 리할 

수 있게된다.

독일의 경우 1997년에 의사수는 282,737명이었으나 보험의 수13)는 

114,955명(1996년 기 )이었다. 일본은 보험 의료기   약국, 보험 의사 

 약사를 지정함에 있어 개인지정방식과 기 지정방식을 병용하고 있다. 

보험의료기 과 보험약국의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다.

3) 정년제 도입

독일은 증가하는 의사수에 처하여 1999년에 보험의 정년제를 도입하

13) 保險醫란 보험자와 의사간에 공보험에 의한 환자진료를 한 계약을 맺은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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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은 일반의 정년을 70세로 제한하 다.

4) 개원 규제

국은 일반의(GP) 개원의 편재를 막기 하여 ‘개원규제 원회’에서 조

정 (개원장려지역과 개원규제지역으로 구분)하 다. 주민의 GP 등록이 

제조건이며 일반의 평균 등록환자수는 1998년 1,866명이었다. 이러한 등록

환자수의 제한과 일정 지역내에 과도한 일반의 개업을 규제함으로써 의료

비의 상승을 억제하고자 하 다. 

5) 의료지표제: 병상 및 고액의료기기 규제

랑스는 의료지표제도를 통하여 의료공 의 확 를 규제함으로써 의료

비를 억제하고 있다. 1970년부터 병원개 법을 제정하여 고가장비의 설치

허가제를 도입하 다. 내과계  외과계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2으

로, 산과계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0.2～0.5로 제한하 고, CT는 인구 

11만당 1 , MRI 는 인구 50만명당 1 로 제한하 다. 

6) 보험행위급여 목록 재산정

독일은 치료수단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비경제 인 치료행 는 보험 여

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진료비의 낭비를 억제하고 서비스행 들의 비

용효과성을 제고하려 하 다. 

7) 보험료수입 증가에 비례한 진료비 증가

독일은 진료비 억제를 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보험료수입 

증가율에 따라 입원, 외래, 약제 등 각 분야의 비용증가의 상한을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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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도입하기도 하 다. 즉, 부담능력의 여력내에서 지출을 제한하려는 

“量入制出”의 원칙에 입각한다. 이는 재 보험재정이 여의치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 보험료와 국고의 부담여력내에서 진료비용의 규모를 통제하는 것

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8) 1日 진찰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제

만의 경우 1일 진료환자수의 규모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 용하고 있다. 

의약분업에 따라 조제하지 않는 의사와 직  조제하는 의사를 구분하여 체감

의 기 을 달리 용하고 있다. 이는 환자수가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

할 것이라는 규모의 경제원칙을 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진찰

환자수 규모에 따라 의사들의 수입격차가 커질 것이므로 의사들간 수입격차

를 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과도하게 많은 환자들을 진료함으로써 진

료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제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반 로 1일 진료환

자수가 작은 기 에 해서는 일부 체증제를 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의사의 능력에 따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시장기능을 가격으로 규제하

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 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과 재진 구분없이 하나의 진찰료로 구성되어 있는 만은 개원의는 

외래환자수에 따라 병원 은 공식에 따라 진찰료 수가를 결정한다. 외래의 

경우 1일 외래 환자 51명에서 70명을 기 으로 71명 이상의 구간에는 체

감제(71명-150명, 150명 이상으로 구분)를, 50명 이하의 구간(30명 이하, 

31명-50명 으로 구분)과 산간벽지에는 체증제를 용하고 있다. 외래 환자 

51명에서 70명을 기 (100)으로 할 때, 30명 이하 기 에는 약 24.4%, 31

명부터 50명 이하의 기 에는 약19.5%를 체증하고, 71명 이상 150명 이

하의 기 에는 약 29.3%를, 151명 이상의 기 에는 약 39.1%를 체감하여 

용하고 있다. 병원 의 경우 년도의 외래 환자수, 병상수, 주치의 수에 

따라 기 량을 정하고 과 정도에 따라 차등수가를 용한다. 구체 인 산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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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학센터

[( 년도 외래건수×0.85÷270)×2/3 + (응 ◦만성질환 병상수×3.55)×1/6 

+ ( 임의사 수×10.71)×1/6] ×0.9

  나) 구역 병원

[( 년도 외래건수×0.85÷270)×2/3 + (응 ◦만성질환 병상수 × 

2.60)×1/6 + ( 임의사수×15.24)×1/6] ×0.9

  다) 지역구 의과대학 부속병원 

( 년도 외래건수×0.85÷270) × 1/3 + (응 ◦만성질환 병상수 × 3.6) 

× 1/3 + ( 임 주치 의사수×40) × 1/3

  라) 지역구 병원

(응  병상수×4.0) × 1/3 + ( 임 의사수×45)×2/3

주) 1. 전년도 외래건수는 전전년도 7월~전년도 6월의 외래 건수에서 응급진료, 신장투석, 만성질환 원외처방

전, 재가치료, 정신질환 사회재활, 보건예방, 호스피스 재가보호, 외래 DRG, 산재질환, 65세 이상 독감

감기 예방 접종 등 의료 건수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2. 응급◦만성병상은 전민건강보험 의료 서비스 기구(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특약과 관리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아울러 신장투석과 응급 진료 임시 병상은 제외한다, ; 전임 의사는 의사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아울러 치과의사와 중의사는 제외한다.
    3. 응급병상수와 전임 의사는 중앙건강보험국(간략, 건보국)의 특약 의료기구 관리 서브 시스템(MA파일), 

특약 의료 인원 관리 서브시스템(MB파일)에서 매월 1일에 등록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와 같은 만의 차등수가제는 다음과 같은 에서 우리나라 차등수가

제와 차이가 있다. 첫째, 체감제와 체증제가 동시에 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 둘째 약구에는 용되지 않는 반면 병원  이상에 용되고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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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 벽지의 기 에 별도의 보상체계가 용되고 있다. 

〈표 4-3〉대만의 전민 건강보험 의료비용 지급표준 점수(2007년 7월 기준)

외래 진찰 종류 지급 점수 기준1) 대비 비율

30명 이하

처방 교부 특허약국 조제시 255 124.39 
만성질환 처방교부 특허약국 조제시 285 139.02 
처방 없이 본원 조제 230 112.20 
만성질환 처방 없이 본원 조제 260 126.83 

31명 이상 50명 이하

처방 교부 특허약국 조제시 245 119.51 
만성질환 처방교부 특허약국 조제시 275 134.15 
처방 없이 본원 조제 220 107.32 
만성질환 처방 없이 본원 조제 250 121.95 

51명 이상 70명 이하

처방 교부 특허약국 조제시 205 100.00 
만성질환 처방교부 특허약국 조제시 235 114.63 
처방 없이 본원 조제 180 87.80 
만성질환 처방 없이 본원 조제 210 102.44 

71명 이상 150명 이하

처방 교부 특허약국 조제시 145 70.73 
만성질환 처방교부 특허약국 조제시 175 85.37 
처방 없이 본원 조제 120 58.54 
만성질환 처방 없이 본원 조제 150 73.17 

151명 이상

처방 교부 특허약국 조제시 125 60.98 
만성질환 처방교부 특허약국 조제시 155 75.61 
처방 없이 본원 조제 100 48.78 
만성질환 처방 없이 본원 조제 130 63.41 

산간 벽지

처방 교부 특허약국 조제시 275 134.15 
만성질환 처방교부 특허약국 조제시 305 148.78 
처방 없이 본원 조제 250 121.95 
만성질환 처방 없이 본원 조제 280 136.59 

1)1)1) 기  :51명 이상 70명 이하  처방교부 특허약국 조제

9) 의료기록(‘건강수첩’)제도

랑스는 병력, 방 종기록, 환자 리정보(진단, 검사, 투약 등)를 의원

과 병원, 주치의 등이 환자의 건강수첩에 기록함으로써 불필요한 복 진료

를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 차는 의원  병원에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주치의에게 송부하고, 

주치의가 의료기록을 보험자에게 신고하고, 보험자가 의료기록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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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치의가 불필요한 의료이용(특히 복수진, 부 한 입원)을 억제

함과 동시에 긴 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랑스 

고유의 개인주의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여론의 압력에 려 이 제도는 실

패로 끝났다. 

10) 개방병원제를 통한 의료자원의 효률적 활용

미국은 병원으로부터 독립된 개업 문의가 병원과 계약을 맺어 의료기

기와 병상을 사용해 수술(치료)을 하고 입원 , 퇴원후에 환자의 통원 치료

를 돕는다. 따라서 개업의가 별도로 의료장비에 한 막 한 투자비용을 아

낄 수 있고, 고가장비에 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한 과잉 진료를 제어

할 수 있다. 개방병원제는 문의 심의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에 극 도

입을 검토할만 하다. 

11) 부당진료비 청구 억제를 위한 조사 강화

미국은 메디 어 부정청구에 항하기 한 기 (HCFAC: Health Care 

Fraud and Abuse Control Account)을 마련하 고, 동 기 은 보건복지부

(DHHS)와 법무부(DOJ, FBI 포함)에 나 어져 있으며, FBI와 법무부가 

건강보험 부정에 한 조사를 실시한다.

첫째, 방(prevention) 기능이다.

a) 의료공 자의 주소를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새로 개업한 의료

공 자의 청구패턴을 일정기간동안 감시한다. 

b) 의료소비자에 한 교육 강화: 의료공 자의 부당청구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당청구에 취약한 계층(빈곤층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소비자에게 여내역서를 신속하게 

보내고 신 한 검토를 장려한다. 그리고 부당청구 발이 의

료 근도를 낮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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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렴치한 의료공 자에게 고발  처벌에 한 공포감을 조성한다. 

d) 의료기 을 무작 로 직  방문하여 조사함으로써 부당청구 

발에 한 공포감을 조성한다. 

e) 기습 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f) 의료공 자 단체에 의한 자체 인 부당청구 발을 장려한다. 

둘째, 발(detection) 기능이다. 

a) 소비자 역할 강조: 여내역을 자세하게 기억하도록 장려한다.

b) 다 청구를 막기 해 의료공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과한다. 

c) 의료보험자(민간  공공)간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셋째, 처벌(enforcement) 기능이다. 

a) 부당청구에 한 처벌을 강화한다. 

b) 부당청구를 범죄와 동일시하여 조사한다. 

  나. 의료공급자 통제: 진료비지불제도 개선

1) 병원 일당지불제와 건당지불제 도입

통상 병원 입원환자에 해 1인당 1일 평균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독일과 랑스가 사용하 다. 이는 의료비의 측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수

에 비례한 산제약에 의하여 비용을 하게 통제하려는 메커니즘에 입

각하고 있다. 다만, 수술 등 의사와 직  련비용은 서비스 가를 지불하

도록 하 다. 독일은 1996년에 1일당 정액과 1건당 포 지불제의 혼합방식

으로 환하 다. 일당지불제나 건당지불제 모두 산상 제약과 투입비용을 

감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는 지불방식이다. 일당지불제가 보다 단순하고 

산제약을 강화하는 반면에 의료공 자가 질병종류별로 자율 인 진료를 하

는 데에는 제약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병원의 특성이나 입원환자들의 질병

양상에 다른 다양성을 포 하기 해서 건당지불제를 병용하는 것이 합당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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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국의 요양기  이용에 제한이 없고, 지

역별, 요양기 종별로 입원환자의 특성에 차이가 많아 일당지불방식을 탄력

성있게 차등 용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2) 개원의 총액계약제

랑스의 경우 개원의에 한 총액계약제는 1994년 국 약으로 진료

비총액 증가율의 목표를 설정하 고, 이어 1996년에는 총액증가율을 물가

상승률 범 내로 결정하 다. 그리고 1997년에는 총액증가율이 목표치를 

과할 경우 의사가 의료비 반환을 하도록 규제하 으나, 개인별 의료비 

과분에 해 체가 연 책임을 지는 것은 헌으로 결되어 반환이 일어

나지 않고 있다.14) 

독일은 각 질병 고가 州보험의 회와 총액 계약하고, 보험의 회가 각 

개원의에게 의료행 량(행 별수가제에 기 )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총액의 

인상률은 기본임 의 상승률 범 내에서 억제하고, 행  1 당 단가는 총액

진료비를 총청구 수로 나 어 산출하여 정산한다. 

개원의에 한 총액계약제를 우리나라에 용할 때에 우선 소병원과 

확연히 구분되는 개원의를 정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병원의 경 이 어

려워져 한계선상에 있는 소규모 병원은 병상을 임으로써 의원으로 환

이 가능하므로 소병원과 개원의원(혹은 집단개원의원)간의 기능분화가 쉽

지 않다. 개원의들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선진국 의료체계와는 달리 부

분 문의들이기 때문에 개원의 회가 발족하더라도 문과목별 개원의에 

한 총액진료 산의 배분이 매우 복잡해질 것이고 문과목별로 배분문제

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될 것이다. 

14) 랑스는 국가 으로 의료보험 체지출의 목표를 설정하고, 총액을 입원, 외래, 약
제 등 부문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배분한다. 이에 따라 보험수가와 보험료, 
공공병원 산, 약가, 약사수와 의과 학생수 등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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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총액예산제

랑스는 먼  공공병원에 하여 국 22개 지방병원청(ARH)이 지역

내 병원별로 산을 배분한다. 공공병원은 년도 실 을 근거로 시설투자

계획과 산, 질병군별진료비자료(GHM; 랑스식 DRG)를 ARH에 제출

하고, ARH에서 타당성을 심사하며, GHM에 근거한 리회계기법을 사용

하여 차년도 산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 한다.

다음으로 민간 리  비 리 병원에 하여 의사진료비는 개원의 약

요 에 하여 지불하고, 병원진료비는 ARH와 병원과의 개별계약에 의해 

1일당 정액과 1일(회)당 포 지불제를 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 병원에 하여 산제를 우선 도입할 것을 검토

할 수 있으나, 국립 학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은 민간병원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특성에도 차이가 있어 산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공공병원 선택이 지역으로 제한이 

되지 않고 국 으로 이용에 제한이 없는 상황하에서 차년도 산을 계획

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그다지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4) 포괄수가제의 도입

미국은 메디 어 입원환자에 하여 진단명에 근거한 포 수가제(DRG)

를 도입하고 있고 외래에 하여도 포 수가제(APG) 도입을 서두르고 있

다. 독일은 외과  치료 패턴에 따른 통상 진료비에 근거(94종, 1998년)에 

포 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랑스는 질병군별진료비자료(GHM; 랑스

식 DRG)를 총액 산의 산정에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의료비 통제의 방안으로서 병원에 해서는 DRG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DRG에 의한 지불시스템이 행 별수가제에 비해 보

험자  개별 병원간에 경쟁 인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더욱 용이한 시스

템이 되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와 이태리는 일당정액지불제에서 DRG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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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으로 환하 다. 오스트리아는 병원 외래에 해서도 DRG를 용하

고 있다. 덴마크 역시  DRG 용을 더욱 확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총액

산제로 병원을 운 하고 있는데 1997년 7월부터 건당지불방식(activity- 

based)을 추가하 다(최병호, 2000).

5) 특수병원에 대한 적정비용기준(Reasonable Costs Basis) 지
불방식(미국) 

미국의 메디 어 입원의 경우 DRG 에 근거한 선지불제도는 성병원의 

입원서비스에 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병원  서비스에 용되지는 않

았다. 정신병원, 재활병원, 정신  재활병동, 알코올‧마약병동, 소아병동, 

장기요양병원 등 특수병원에 해서는 TEFRA(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1982)에 의한 지불방식의 용을 받았다. 즉, 산제

약으로 인하여 기  특성별로 실제 허용가능한 비용을 산정하여 지불보상

에 일정한 상한을 두는 방식을 취하 다(최병호, 1999).

  다. 의료공급자 통제: 약제비 절감

1) 약국 개설의 규제 

독일 약국법은 약국을 개설하기 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약사의 

경력을 요구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약국을 개업하기 에 약사 면허를 취득

한 후에 개원약국에서의 일정한 연수기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분업이 시행된 만큼 약사 면허 취득후에 의사의 처

방 에 따라 환자들에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상당

한 변화가 발생하 고, 이에 상응하는 기술료를 보상하므로 개업하기 에 

일정한 연수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 개업약사들에 한 의무 인 연수와 자

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을 취 할 수 있는 보험약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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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약사만이 의약분업에 

의한 문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약제비 총액예산제

독일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비가 산총액을 과할 경우, 일정 과액까

지는 보험의가 부담하고, 그 이상 과분은 제약회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입원시 약제비는 입원비에 포함한다. 

3) 의약품에 대한 규제 

첫째, 의약품 기 가격제(reference pricing) 도입이다. 기 가격제란 각 

약품별로 기 가격(reference price; 즉, 최고상한수  maximum 

reimbursement level)을 정하여, 소매가와 기 가격간의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독일(1989), 네덜란드(1991), 스웨덴(1992), 덴마크

(1993), 이태리(1996), 노르웨이에서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1998년 체 

보험약제의 약 60%에 해 용하고, 그 외 약제는 목록(list)상 가격 기

으로 자유로운 매가격을 용한다(Mossialos, 1999).15) 

둘째, 성분명(generic) 의약품의 체조제 권장  가격경쟁(독일, 네덜란

드, 국)을 조장한다. 

셋째, 약가의 규제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생산 원가에 근거하여 통제

하는 국가(오스트리아, 스페인), 자유가격과 기 가격(reference price)을 혼

15) 참조가격제의 기 효과는 보험약가의 인하로 재정이 감되는 반면 소비자 본인부

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약제비 체지출을 이는 효과는 단기

인 데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다. 제약업소들이 참조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약에 한 

시장 유율을 높이고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참조가격으로부터의 손실을 보충하려 

행동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1991～92년간에 참조가격은 1.5% 하락하 으나, 
참조가격 비 용 약가는 4.1% 인상되었다. 그리고 참조가격은 상품명 약가보다 평

균 으로 30% 이하로 낮게 책정됨으로써, 성분약(generics) 시장의 신장이 기 되

었으나 상 로 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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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국가(덴마크, 독일), 약효에 근거하여 제약회사와의 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국가( 랑스), 상가격과 기 가격을 혼용하는 국가(스웨덴)가 있

고, 심지어는 약가 이윤을 통제하는 국가( 국)도 있다. 

넷째, 보험약품 목록제를 시행한다. 약효가 확실치 않은 약품에 해서는 

상환 상에서 제외한다( 랑스, 1990). 다음으로 약품의 Positive List 제도

를 도입하여 약효가 의심스러운 비경제 인 의약품은 여목록에서 제외한

다.(독일) 네덜란드는 의약품 여목록을 가격과 함께 고시하고, 비 여 목

록도 함께 제시하여 가격경쟁을 시키고, 의약품의 보험 여 범주 제한으로 

의약품 지출을 억제하 다. 그러나 처방당 의약품의 종류가 늘어나 이 제도

를 철회하 다. 

  라. 환자 본인부담제 

1) OECD 국가의 본인부담제 

OECD 국가들의 경우 본인부담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각

국의 질병 험을 보장하는 방식에 한 사회정책 이념과 의료시장 발 의 

역사에 따라 다양하게 개되어 온 결과일 것이다. 

체로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거나 정액부담 등 본인부담을 낮게 책

정하고 있다. 외래의 경우에는 상 으로 본인이 일정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외래의 경우 일반의와 문의로 구분하여 본인부담을 달리 용

하고 있으며 문의의 외래진료에 해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성향이 있다. 

부분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약제비에 한 본인부담의 형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다. 약제비에 한 본인부담은 약의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우리와 유사한 의료보험 형태를 가진 일본의 경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고, 약제에 해 외래내복약과 외

용약에 따라 본인부담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그 외 사회보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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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의한 제도를 운 하는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은 외래 본인부

담이 없으나 약제에 해 정액부담을 시행하고 있고, 입원에 해 입원기간

에 따른 정액을 부담시키고 있어 본인부담을 가  게 하고 있다. 반면

에 랑스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률을 25%로 상당히 높게 책정하고 있고, 

약제에 해서는 본인부담을 없애는 방식을 취하되 필수의약품이 아닌 약

제에 해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고 있다. 한 입원에 해서도 정액에다

가 정률 20%를 혼합한 본인부담 형태를 갖고 있어 본인부담을 강화한 

이 독일과는 비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공보험이 국민의 70% 정도를 

용하는 상당히 제한 인 형태를 갖고 있는데, 공보험 가입자의 외래에 

해 본인부담이 없고 약제에 해 정액부담을 하되 연간 부담의 상한액을 

두고 있다. 입원에 해서는 정액을 부담시키고 있다. 네덜란드는 공보험과 

사보험을 공존시키면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 해서는 사보험에 의한 

자기책임을 강조하고, 부담능력이 낮은 상당수의 계층에 해서는 공보험 

가입으로 본인부담을 낮게 가져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가 의료서비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자. 국의 경우 

외래와 입원의 본인부담이 없고, 약제에 해서만 처방당 4～5불을 부담시

키고 있다. 그런데 호주는 국보다는 본인부담을 강화하 다.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으나 외래에 해 일정한 진료비까지는 정액을 부담시키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입원에 해 본인부담이 없으나 외래와 약제에 해 

본인부담을 지우고 있다. 

2)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체증제

만은 외래 환자수 규모에 비례한 진찰료 체감제와 더불어 입원 환자에 

해 입원일수의 장기화에 따른 본인부담을 체증함으로써 장기입원을 억제

하고 입원비용을 감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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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대만의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체증제

급성병실 만성병실

재원일수 본인부담률 재원일수 본인부담률

30일 이내 10% 30일 이내 5%
31～60일 20% 31～90일 10%
61일 이상 30% 91～180일 20%

181일 이상 30%
  주: 급성병실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대비 약 5.9%임.
자료: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의료보험제도의 통합방안, 1998. 12.

3) 서비스 제외(delisting of services)

네덜란드는 1990년  반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몇 가지 서비

스를 제외하 다. 17세 이상 성인의 치과서비스, 물리치료, 생체공학요법, 

몇 가지 내과  치료 등이다. 구체 으로 암의 범 한 수술, 하지 액

순환 정지를 한 기자극, 동맥차단을 한 엑시머 이 , 성구 결

핍증  발열 환자에서의 호르몬 성장치료, 자살시도 환자 등은 보험 용에

서 제외하 다.

  마. 가입자(환자)의 비용의식 제고

1) MSA(의료저축제도) 도입

의료 축제도는 의료보험료를 가족이나 본인 명의의 의료 축계좌에 

립하고, 축계좌의 립 에서 의료비를 충당하는 제도이다. 장래에 발생

할지도 모르는 의료비에 비하여 미리 축하여 노후의 의료비 발생에 

비하는 측면이 강하다. 재의 의료보험제도는 자신이 내는 보험료와 자신

이 쓰는 의료비와는  무 하다. 따라서 자신이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병의원을 이용하는 군가를 해서 보험료를 계속 내어야 한다. 

반면 의료 축제도에서는 자신이 쓰는 의료비와 내는 보험료가 그 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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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다.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아 립되는 액은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

하다. 

싱가폴의 의료 축제도는 Medisave, Medishield, Medifund로 세부문으

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 Medisave는 통상 인 입원  외래진료비용의 조달을 한 목

에서 도입되었다. 보험료 불입액에 해 세 이 면제되고, 립 에 해 

시 은행 이자를 보장한다. 55세에 달하면 최소한의 립 을 제외하고 인

출하여 주택구입이나 학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는 Medishield와 Medishield Plus(Plan A, Plan B)(1990)제도로써 

장기 입원을 요하는 증질환에 비한 사회보험방식이다. Deductible과 

Co-insurance (20%)를 혼용한 본인부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70세 이

에 가입하여 75세까지 여가 보장되며, 본인이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으로 가입(Medisave 가입자의 78%가 가입)된다. 

보험료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많아지지만(75세까지 보험료 불입), 소득수

에 무 한 정액으로써 Medisave에서 자동 인출된다. 

셋째, Medifund(1993)는 가난한 계층에 한 진료비 보조를 하여 도

입되었다. Medisave, Medishield, 정부 보조  등으로도 의료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 지원된다. 다만, 수혜자가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고, 병원내

의 의료복지요원들이 보조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병원 Medifund 원회’에 

상정하여 원회 결정에 따라 보조  정도를 결정(신청자의 99%가 혜택)

한다. 다만, 국공립 의료기 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싱가폴식 의료 축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의료환경에 있어

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우선 공공의료기반이 확충(병원  이상 

 80%가 공공부문)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공공의료기 에 한 정부보조

로 의료이용료가 렴하다. 공공병원의 C class는 80% 보조, B2 class(6

병상)는 65% 보조, B1 class(3～4인 병상)는 20% 보조, A class 0% 보

조를 받는다. 외래진료는 성인 50% 보조, 어린이/노인 75% 보조를 받는

다. 비 리 복지기 (지역사회, 재택의료, 재택간호)에 운 비의 5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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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용의 90%를 지원함으로써 값싸게 이용하고 있다. 한 높은 정규직 

고용상태와 낮은 자 자 비율(8%)이 제도의 성공  요인임을 간과할 수 없

다. 특히 축계좌와 의료기 간 산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신속한 처리

(Medisave는 3일내, Medishield 는 7일내 지 )를 할 수 있는 인 라가 

바탕이 되고 있다. 

2) 진료비 후불상환제

랑스는 의료기 이나 약국에 先지불(수표16)나 카드)후, 보험자로부터 

後상환하는 시스템이다. 단, 입원진료는 물 여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

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좌에서 직  진료비가 빠져나가기 때

문에 의료이용을 비교  자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진료비  상당부분은 다

시 보험자로부터 상환받겠지만 본인부담을 제외한 부분만 상환받기 때문에 

비용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 의 입장에서는 환자로부터 직  

지불을 받기 때문에 자 운용 측면에서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지불능력을 어느 정도 감안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를 용하기 해서는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직  많은 을 비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특히 소득층의 경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의료기

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이나, 환자로부

터 직  진료비를 지 받는 편의성과 경제성 때문에 수수료문제를 제기하

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의료기 의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장 이 있는 동시에 제도 도입을 꺼려하는 움직

임이 있을 것이다. 특히 여와 비 여 진료비를 분리하여 결제하기가 어려

울 것이므로 비 여 진료비를 악할 수 있을 것이다. 

16)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는 과 다름없는 수표가 아닌 개인신용을 담보로 한 

일종의 개인어음(personal check)의 형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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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방 투자를 통한 비용절감

독일은 방서비스를 확 함으로써 장기 으로 비용을 감하려 하 다. 

연령별로 볼 때에 첫째, 6세까지는 선천성심장질환, 감각기 장애, 신경장

애 등 조기발견을 해 총 9번 검진을 하도록 한다. 둘째, 12세 미만 유아, 

아동에 해 치과 검진(유치원과 학교)을 한다. 셋째, 6세 이상 20세 미만

에 해 6개월에 1회씩 개별 인 치과진료를 제공한다. 넷째, 20세 이상 

여성에 해 자궁암 검진을 한다. 다섯째, 35세 이상 성인에 해 2년마다 

정기검진을 한다. 여섯째, 40세 이상 남성에 해 립선암을 검진한다. 

  사.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공보험 비용 절감 

선진국(독일, 랑스, 네덜란드 등)은 1980년  이후 의료비의 속한 

증가와 이에 따른 공보험 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써, 

민간의료보험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부개입을 축소하 다. 

1) 프랑스의 민간보험제도 확충

인구의 80% 이상이 본인부담분에 한 민간 보충보험에 가입(가계의 

35%는 개인가입, 49%는 고용주를 통한 단체가입)하고 있다. 질병‧장애에 

따른 소득상실에 해 사무직근로자는 보충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통상 소

득의 80%를 보장한다. 민간보험료에 해서 과세상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

어지며, 1992년 기 으로 민간보험이 총의료비 지출의 11%를 차지하 다.

2) 이태리의 민간의료보험 참여 현황

국가의료서비스(NHS)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공사 양부문이 거의 반반

씩 제공되며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의 계약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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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들은 부가 인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시장의 발 정

도는 낮은 편이다. 재 의료보험시장의 이윤은 높지 않은 데 과도한 가격

경쟁이 주요인이다. 

3) 스페인: 국가의료서비스와 HMO식 민간보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의무 인(compulsory) 의료보장하에 있으며, 민간

부문은 공공시스템을 보완하는 보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보험의 재

원조달은 사회보장 갹출로부터 일반조세 형태로 환하 는데 그 이유는 

부유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부담시키려는 것이다. 민간의 단체보험 상품

은 공보험에 한 안으로서 거  보험회사를 통해 제공한다. 공공부문 피

용자들은 공‧사보험  선택이 허용되며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며, 

그들의 85%는 민간보험을 선택한다. 부분의 보험자는 의사들이 소유하

는 군소 지방회사들이며, 미국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izations)

와 유사하다. 

4) 일본

공보험에 정책  우선순 를 두어 사보험의 역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

여 소극 이다. 민간보험의 역할은 공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 여 부문의 

비용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장 상은 차액병실료, 담간호

료 등 입원 련비용과 본인부담분 검사비, 치료  수술비, 약제비 등이다. 

1990년 기  체의료비(20.6조엔)  환자본인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이었고, 본인부담분의 18%를 민간보험에서 지 하 다. 비록 부수

이기는 하지만 민간보험의 역할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보험하에서 차 늘

어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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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국가의료서비스와 민간보험

국에서 매되고 있는 건강 련 민간보험은 Private Medical 

Insurance (PMI), Permanent Health Insurance(PHI), Critical Illness 

Insurance(CII), Long Term Care Insurance(LTCI) 등의 4종류이다. 

PMI는 순수한 민간의료비용보험으로써 성질환으로 단기간 사립병원이나 

공공병원의 특실에 입원한 경우 병실료  의료비를 보상(약 650만명 용)한

다. PHI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재해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상한다. CII는 암, 

심장마비 등 치명  질환에 걸린 경우 고액의 보험 을 일시불로 지 한다. 

LTCI는 자신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게 된 경우의 장기치료에 한 지불이다. 

보험가입자의 연령, 성,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민간보

험회사는 NHS 의료서비스의 보충  역할을 한다. PMI를 구매하는 요한 

이유는 NHS 의료의 질 하, 입원시 장기간 기시간 등에 있다. 

3. 의료시스템 개편을 통한 비용 절감

  가. IC 카드 도입

랑스는 의사의 IC 카드와 환자의 IC 카드를 의료기 에서 동시에 읽

어 보험진료비청구의 자화, 의료제공자간 정보공유, 정보의 투명성을 제

고하고자 하 다. 이를 실 하기 한 제조건은 보험자와 의료기 , 약국

간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나. 기금보유일반의(GP Fund Holder)와 일차진료그룹(PCG)

국은 1989년 NHS 개 으로 일반의(GP)가 일정 산(fund)을 가지고, 

등록환자를 리하여 병원과 계약을 맺고 환자에게 병원진료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 다. 실제 지출이 산을 과하면 자격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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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벌칙(penalty)이 주어지므로 효율 인 병원과 계약하는 인센티 를 부여

한다. 일반의(GP)의 85%가 GP fund holder(1998년) 이었다. 그러나 블

어 정권하에서 1999. 4월부터 GP funder holer 는 폐지되고, 일차진료그

룹(Primary Care Group: PCG) 제도로 이행하 다.

일차진료그룹(PCG)이란 1997. 12월 노동당 블 어 정권의 ‘The New 

NHS' 이념에 기 하여, 지역에 GP funder holder가 없다면 의료서비스에 

불평등이 생긴다는 염려로 탄생하 다. 인구 10만명 정도의 지역을 단 로 

그 지역의 임상  재정책임을 담당하는 조직(PCG)을 구축(481개)하여 지

역내 GP 약 50명과 보건부가 참여하여 조직한다. 

  다. 의료관리대행 서비스(PPM)와 조제약관리 서비스(PBM) 시스템

미국은 의료 리 행서비스(Physician Practice Management)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업의를 상으로 진료행 외의 모든 간 업무를 행함으로써 

의사가 진료에만 념하도록 하 다. 간 업무란 진료비청구, 보험자

(Managed care)와의 계약, 의료기기  재료의 구입 등 의원의 리를 

행하는 것이다. 

조제약 리 서비스(Pharmacy Benefit Management)는 PBM과 보험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가입자에 한 조제약 비용의 리업무를 행

하고, 보험자, 약국, 의사, 제약회사 사이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상업무의 를 들면, 

a) 약국에 해서는 약제비 행청구 

b) 보험자를 해서는 약국에 해 약가 할인 요구

c) 보험자를 해 의사 처방에 한 평가, 감시, 부작용 방지를 

목 으로 한 Disease Management 로그램 작성, 증상별 최

조제부 작성, 동일 약효 의약품의 상호비교 

d) 제약회사를 해 된 조제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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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험료 징수비용 절감 

미국과 스웨덴은 국세청을 통하여 사회보험료를 일  징수함으로써 리

비용을 감하고 있다. 독일은 일선 의료보험조합이 사회보험료를 일  징

수함으로써 사회보험 체 인 리비용을 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

역보험의 경우 자치행정기 (시정 )이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독립된 지역

조합에서 징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약된다고 본다. 

  마. 진료비 심사‧지불업무의 외부위탁(Outsourcing)

미국은 의료보험의 집행기 으로 의료재정청(HCFA)을 설립하고, 진료비

심사  지불업무는 외부기 에 탁(HCFA 와 계약 계)하 다. 탁기

으로써 메디 어 입원은 “Intermediary"(44개), 외래는 ”Carrier"(28개)를 

두고, 메디 어 진료비의 청구서 수, 심사, 지불사무를 행한다. 1차 심

사는 컴퓨터로 수행하고 2차 심사는 수작업으로 한다. HCFA와의 계약은 

입찰방식이고, 각 기 은 산처리시스템의 개량, 지불기간 단축, 처리능력 

향상, 수 자에 한 정보제공  상담 등 서비스 개선을 해 경쟁한다. 

  바. 동료심사위원회(PRO)

미국은 HCFA와의 계약으로 의료서비스 성, 의학  타당성, 이용시

설의 타당성,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심사한다. 심사기 (‘Intermediary'와 

’Carrier')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석하여 보고한다. 그 외, 의료이용감사

(Utilization Review), Critical Pathway 등 로그램 개발이나 방의학 

캠페인도 담당한다( 국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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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의 질 관리를 통한 진료비 절감 

  가. 의료평가인증기구(ANAES, 1996) 설치

랑스는 의료평가인증기구를 설치하여 의료의 질 리와 더불어 의료비

의 경제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첫째, 의료기  평가로써 병원의 질 리

와 경쟁을 진한다. 둘째, 기술평가(신기술 보험 용시 기술평가)로써 진료

행 목록을 작성하고 정한 진료행  수가안을 작성한다. 의료기기에 한 

평가를 통하여 정가격을 산정한다. 셋째, 검진 등 공공보건에 한 경제

성을 평가한다. 넷째, 의료계획으로써 MRI 배치, 뇌수술 병원 선정, 고액

의료에 한 계획을 작성한다. 

  나. 의료지침(RMO: “medical references”)을 통한 적정 진료

랑스는 의학  견지에서 한 진료를 장려하기 하여 의료직종별로 

진료행 와 약제에 한 의료지침을 작성한다. 의료지침에서 일탈한 진료행

를 한 의사에게 수가 삭감하거나 보험진료기 의 지정을 해지한다.

  다. 환자의 권리 보장을 통한 의료의 질 확보 

폴란드는 1991년에  의료기술이 허락하는 한도에서의 모든 의료서비

스를 받을 권리,  건강상태를 알 권리, 사생활과 존엄성의 권리, 죽음의 

존엄성에 한 권리 등을 부여하 다. 국은 1992년 “환자의 헌

장”(Patients' Charter) 제정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 , 지

역 인 기 을 마련하 다. 핀란드는 1993년에 환자 권리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자 민원 조사 (ombudsman)의 설립으로 환자 권리에 한 집

행사항들을 조언하고 불만사항의 보고, 보상  신청 등을 도와주고 있다. 

이태리는 “환자권리를 한 법정”(Tribunal for Patients' Rights)을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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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원한 평범한 시민으로 구성되어 의료서비스의 질 모니터링, 보건행정

에 있어서 보다 인간 인 방법을 한 탄원, 환자의 불만사항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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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





121

제
5
장
 건
강
보
험
 재
정
효
율
화
 방
안

제5장 재정효율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건강보험 내실화를 한 재정효율화 방안은 국내 선행연구나 외국의 개

동향 등을 살펴볼 때 크게 공 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경제학  논문 등이나 여러 가지 근거 등에서 공 자 측면의 통제가 가

장 효율 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지불제도 개편, 인센티  구조개선, 동료심

사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 측면의 효율화방안은 일정수 의 

본인부담을 통해 정이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Dranove, 2000)

본 연구의 정책 안은 소비자측면의 효율화 방안에 을 두어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소비자 측면의 효율화 방안으로 본인부담제도의 개선을 제시하고 

이에 한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본인부담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의료비 지출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의료비 지

출을 억제하기 한 의료개 을 시도하고 있다(Docteur, E. and Oxley, 

H., 2004).

의료비 지출 효율화는 공 자의 지출에 한 리와 수요자의 지출에 

한 리로 구분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의료이용의 수요자 측면에서의 의료

비 리는 주로 의료이용에 한 본인부담 조정으로 통해 필요한 의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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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근을 해하지 않는 범 에서, 낭비 인 의료이용의 요소를 규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보험 심인 미국의 경우 지속 인 의료비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효율화 방안들을 제시해오고 있어 미국의 최근 동향을 사례로 들고

자 한다.

1970년 리의료(Managed Care)로의 환을 시행한 이후에도 지속 으

로 의료비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기존 고용주 지원 민간의료

보험에서 증가하는 의료보험 비용에 한 고용주의 부담과 의료서비스 질

에 한 비 에 한 응으로써,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선택과 책임의 

주도권을 소비자에게 가하는 이른바 소비자 주도 건강보험(Consumer- 

Driven Health Plan)이 새로운 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선택과 책임이 강조되는 보험 여 설계는 높은 본인부담

이 존재하는 의료보험 가입자(High-Deductible Health Plan: HDHP)의 

25% 이상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상되는 의료 축계좌(Medical 

Saving Accounts: MSA)의 확 와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

상품에 의하면 환자들은 그들의 의료비용의 상당한 부분(개인 당 1년에 

1,000달러 이상)을 직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상품을 옹호하는 사람

들은 의료비용 증가의 일부를 환자에게 가할 수 있다는 과 한 재정

 인센티 를 통해 환자들을 ‘능동  소비자(activated consumers)'로 

환시켜 공 자로 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압력을 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Lee, T.H. and Zapert, K., 2005). 아래에서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의료보험 개 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러한 보험 

상품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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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비자 주도 건강보험(Consumer-Directed Health Plans) 

1) 개요

소비자 주도(Consumer Driven) 혹은 소비자 심(Consumer-Directed) 

건강보험(Health Plan 혹은 Health Care)으로 지칭되고 있는 새로운 건강

보험 상품은 2003년 통과된 MMA 법안(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의 일부로 제시된 의료 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s)인 비과세(tax-free) 의료 축계좌와 공제액인 높

은 보험(High-Deductible Health Plan)과 병행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2006년 이루어진 한 조사 결과 CDHP의 가입자수는 2005년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했고, 거의 320만명에 이르고 있다. 가입자의  수치는 상

으로는 여 히 작은 것이지만, 가입자수가 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에 주목할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향후 10년 내 가입자수가 3,000만명

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Beeuwkes Buntin, M. et al., 2004). 

CDHP의 등장은 고용주의 의료보험 부담비용을 이고, 소비자에게 주도

권을 주는 략으로 해석된다. 한 기존의 HMO나 PPO에서 발생하는 낭비

인 의료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있다. CDHD는 보통 2007년 기

으로 개인당 1,100달러 이상의 본인부담이 존재하는 보험상품과 세 혜택이 

주어지는 축계정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된다. 통 인 고용주 지원 의료보

험과 비교하면, 소비자 심 보험은 일상 인 의료이용에 한 비용은 소비

자, 즉 연간 1,100달러 정도를 개인이 혹은 세 우  계좌에서 지불하는 소

비자에게 환시키게 된다. 이러한 보험 설계는 의료서비스를 해 자신의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는 보다 신 하게 의료를 소비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

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한 의료서비스 공 자는 더 나은, 그리고 더 효율

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에 반응할 것이라고 가정한

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원리의 강화는 반 인 비용증가를 완화시키고 서비

스의 질을 증진시킬 것으로 상한다(Beeuwkes Buntin, M.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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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근거

이러한 소비자 부담의 증 가 의료이용을 효율화하고 비용지출을 억제할 

것이라는 논리는 기본 으로 본인부담과 의료이용의 역 계에 한 경제학 

이론에 근거한다. 환자가 직 인 본인부담으로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불하

게 된다면, 서비스 소비를 일 것이라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다. 

한편 의료서비스의 성격이나 가격탄력성에 따라 의료이용과의 계를 설

명하기도 하는데, 상 으로 ‘가격 탄력 인’ 서비스의 양은 가격에 따라 

상당히 변하겠지만, 상 으로 탄력 인 서비스의 양은 가격에 따라 거의 

변동이 없다. 우선 보험은 소비자에 의해 지불되는 ‘총가격’을 이는 효과

를 갖고, 보험이 없을 때에 비해 이용을 늘리게 된다. 보험 여를 통한 이

용의 증 는 가격 탄력 인 서비스에서 더 크다. 혹은 반 로, 환자의 본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총가격’을 증가시키게 되어 특히 재량  서비스에 

한 이용을 이고 보험 비용뿐만 아니라 체 의료비 지출을 이게 된다

(Davis, K., 2004).

RAND 의료보험 실험에 의한 비용부담의 효과에 한 실증연구는 이러

한 경제학 이론을 확증했는데, 즉 소비자가 더 높은 비용부담에 직면할수

록, 그들의 서비스 이용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 연구는 외래

진료 이용이 입원진료 이용에 비해 비용에 보다 민감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보험 여의 축소나 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가 의료이용이나 가격,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향은 제한 일 수 있다. 보통 많은 재정지출이나 

의료  처치는 본인부담 상한을 넘어서는 재난 이거나 만성 인 상태에 

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의 여 재설계에 한 실험의 한 측

면은 일상 인 비용의 서비스에 한 직 인 재정  유인을 비용-의식

인 선택과 재난 이고 만성 인 서비스에 한 효율 인 달로 환하

려는 시도인 것이다(Robinson, J.C., 2002). 

소비자 심 건강보험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RAND실험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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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환자의 비용부담이 서비스 이용을 낮춤으로써 비용을 감소시키지만, 이

것은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갖는다고 한다. 비용이 액 무료인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본인부담의 존재는 ‘응 한 상황에서 고도로 

효과 인 치료’를 찾게 되는 소득층의 비 을 감소시킨다. 한 이것은 

압 리를 악화시키고, 암 검진과 같은 방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설명은 소비자인 환자가 불필요한 서비스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구분해낼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Davis, K., 2004). 

CDHP의 증가는 의료서비스 정책에서 증가하는 소비자 비용부담의 효과

에 한 논쟁을 발시킨다. 본인부담이 의료이용  비용에 미치는 향 

이외에도 논쟁의 주요한 쟁 은 서비스의 질에 한 논의이다. 개별 소비자

에게 비용효과 인 의료이용에 한 더 많은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고 더 질 높은 제공자를 찾게 하

며 이것은 서비스 질의 증진을 가져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 론자들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가하는 것은 필요한 서비스에 

한 이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이들은 소비자들은 서비스의 

가격이나 질에 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에 근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높은 본인부담은 더 건강하고 부유한 가구에게만 매력

인 제도가 될 것이며, 이러한 가구가 기존의 보험에서 빠져나갈 경우 덜 

건강한 개인들로 구성된 기존 보험의 비용은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

게 된다.

3) 평가의 주요내용 및 경험적 근거

아래에서는 의 이론  근거와 논쟁에 해, CDHP 시행 이후 의료비 

지출, 의료이용, 소비자 만족 등에 주요 실증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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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료비 지출에 대한 효과

Parente, S. T.(2004)는 소비자 주도의 건강보험과 다른 건강보험과의 

의료이용  비용을 비교하기 해 기존의 HMO와 PPO 가입자 에서 

CDHP로 환 가입한 집단을 ‘실험집단’으로 설명하고, 동일하게 HMO와 

PPO에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통제집단’과의 이 차이 회귀분석을 시행

한다. 연구결과, CDHP 코호트의 경우, PPO 코호트에 비해 총 의료지출이 

낮았으나, HMO 코호트에 비하면 더 높은 지출을 보인다. 외래이용  약

제 이용과 그 비용에 있어서는 CDHP 코호트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낮은 

결과를 보인다. CDHP 가입자의 입원이용이나 비용에서는 HMO와 PPO 

가입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 결론 으로, CDHP 가입자는 총지출 면에

서 PPO 가입자에 비해 비용지출이 낮았고, 반면 자원집약 인 입원진료에 

해 높은 이용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CDHP로의 환이 의료이용에 미친 향에 한 기의 연구결과에서는 

일차진료, 응 실 이용, 입원일수, 외래이용 등의 부분의 역에서 의료이

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euwkes Buntin, M. et al, 2004). 

이에 해 Wharam, JK. et al.(2007)은 HDHP(High-Deductible Health 

Plan) 가입자의 응 의료이용과 입원이용에 해, Wharam, JK. et 

al.(2008) HDHP로의 가입 환 후의 암 검진서비스 이용에 해 

HDHP로의 환이 이러한 의료이용에 갖는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응 의료이용에 해서는, 기존 보험 가입자  HDHP 여

로 환한 사람들의 경우, 통제집단에 비해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분류

되었던 상태에 해 반복 으로 응 실을 이용하는 빈도가 낮았고, 한 응

실 이용 이후 입원율도 감소하 다(Wharam, JK. et al., 2007).  

암 검진과 같은 방의료이용에 해서는, 유방암, 자궁암, 직장암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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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암 검사가 완 히 여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의료이용에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HDHP 가입자들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검사를 검사비용이 완 히 보장되는 검사로 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haram, JK. et al., 2008).  

  다) 소비자 선택-의료서비스 질에 미친 영향

CDHC는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더 큰 재정  책임을 부

과함으로써 그들이 서비스 비용과 질에 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게 한다

고 가정한다. 이러한 보험에서 특정 의료  처치나 처방약의 가격 등에 

해 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가입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 가입자들은 공 자에게 비용에 해 더 많이 물어보고 

방서비스에 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 

가입자들은 일반 으로 비용이나 공 자의 처치에 한 그들의 결정을 지

원할 만한 충분한 정보는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비스의 질에 한 효과에서는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몇몇 연구

들은 이 보험이 방진료이용을 늘리고, 이용자가 진단과 처방을 고수하는 

정도를 늘린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CDHP 가입자들은 비

용을 이기 해 필요한 사후 검사를 받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장기 으로 그들의 건강에 역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한 환자 만족도에서도 CDHC 가입자들이 그들의 보험 여에 해 다른 

종류의 가입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기존 보험에서 이 

보험으로 옮긴 경우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euwkes Buntin, 

M., 2004).

  라) 건강수준에 미친 영향 

RAND 실험의 결과, 만성질환이 있거나 소득층인 경우 의료서비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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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 본인부담이 높은 것은 필요한 이용을 억제하여 리가 필요한 건강

수 에 향을  수 있다. 결국 비용부담이 건강수 에 미치는 효과와 임

상 으로 한 혹은 부 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에 한 논의에

서, 상 로 ‘재량 ’이거나 혹은 ‘불필요한’ 의료이용만이 비용부담에 

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개는 RAND 실험이 건강수 에 

역효과가 없다는 발견으로 인용되지만, 그 결과를 자세히 읽어보면, 소득

층이나 건강 험이 높은 개인의 건강에는 역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고 압이 있는 소득층은 무료이용자의 경우 압 리 

수 이 더 나아졌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료진료는 고 험군에

서 사망 험을 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높은 본인부담과 의료 축계좌의 결합이 결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억제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나 장기 인 추 을 

통한 실증 연구 결과는 부족하다.

2. 재정효율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경향은 외래의 비 이 고는 있으나 계속 높은 

상황이며 외래진료의 본인부담 수 이 낮아 외래방문일수가 아직도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지출의 효율  운 을 해서는 외래진료에 한 본인부

담을 높이고, 증질환이나 입원진료에 한 보장성은 강화하는 정책 방향

이 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인부담 조정을 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구조조정의 기본구상이나 재정

효율화를 한 본인부담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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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기본 구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조정

∙ 의료비 험분산의 강화 

∙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화 

∙ 의료 달체계 확립 

증질환 본인부담 

완화
경질환 본인부담 강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 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부담 완화 

․ 진료비 부담이 크

고 상자가 많은 

비 여 항목의 여

환 

․외래이용시 경증(소액) 
질환의 본인부담 강화 

․종합병원  이상 

외래이용시 본인부담 

정화 

  (deductible 도입 등) 

․ 유아 등 

취약계층에 

한 본인부담 

경감 

․ 소득층의 

본인부담 경감 

진료비 본인부담의 구조조정의 세 가지 정책방향를 살펴보면, 첫째, 증

질환에 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에 해서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질병발생에 한 고 험(major risk)에 

해서는 보험자가 험을 떠안고, 낮은 험(minor risk)에 해서는 가입자

가 험을 떠안는 방향으로 의료비부담의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소

액진료부문에서 정액부담 수 을 좀 더 인상하고(혹은 정률 인상), 비교  

소액진료에 한 본인부담을 좀더 강화하면서 고액진료로 갈수록(즉, 증

도가 심해질수록) 본인부담을 여나가는 것이다. 

둘째는 의료 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비의 본인부담 정도를 조

정하는 것이다. 가벼운 외래질환에 해서는 병원  이상 이용시 환자 본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외래진료는 1차 의료기

을 이용하도록 인센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최근 병원,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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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이에 한 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

셋째, 상기 두 가지 원칙을 용할 때에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은 의료 근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들 계층의 의료 근성을 보

장하기 한 형평성 차원의 보완 책이 필요하다. 특히 유아 계층이나 

소득층, 장애인 등에 해 본인부담을 낮추어 으로써 의료 근성이 떨어

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 본인부담 단기 조정방안

본인부담 조정방안으로 에서 살펴본 미국의 와 같이 소비자 주도

(Consumer Driven) 건강보험(Health Plan 혹은 Health Care) 일부로 제

시된 공제액인 높은 보험(High-Deductible Health Plan)을 용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자 한다.

방안 마련에 있어 의료 달체계 확립과 련하여 요양기  종별로 본인

부담 방안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요양기  종별로 본인부담 조정을 해 

종별 입내원일수와 진료비 증가율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 로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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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요양기관 종별 입내원일수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증가율

종합전문병원

소계 31,881 31,359 31,702 33,518 35,390 36,606 2.80%
입원 11,825 11,499 11,247 11,669 12,260 12,518 1.14%
외래 20,056 19,860 20,455 21,849 23,130 24,088 3.73%

종합병원

소계 51,697 51,969 53,812 56,928 60,768 64,737 4.60%
입원 17,128 17,335 17,657 19,000 20,633 21,346 4.50%
외래 34,569 34,634 36,155 37,928 40,135 43,391 4.65%

병원

소계 39,634 43,882 48,234 54,752 66,362 77,622 14.39%
입원 13,856 15,580 18,000 22,124 29,861 37,370 21.95%
외래 25,778 28,301 30,233 32,628 36,501 40,252 9.32%

의원

소계 436,234 435,767 448,569 467,689 473,752 476,260 1.77%
입원 7,360 7,508 8,009 9,522 10,731 11,183 8.73%
외래 428,874 428,259 440,560 458,166 463,021 465,077 1.63%

먼  외래 5년간 입내원일수 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종합 문병원은 

3.73%, 종합병원은 4.65%, 병원은 9.32% 그리고 의원 1.63%이었다.

〈표 5-2〉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증가율

종합전문

병원

소계 3,033,236 3,216,253 3,512,589 4,194,126 4,855,099 5,267,487 11.67%

입원 2,039,616 2,149,805 2,309,668 2,745,888 3,182,306 3,419,003 10.88%

외래 993,621 1,066,448 1,202,921 1,448,238 1,672,793 1,848,484 13.22%

종합병원

소계 2,907,303 3,140,983 3,487,909 4,116,763 4,844,470 5,270,960 12.64%

입원 1,879,870 2,030,226 2,211,296 2,636,129 3,178,561 3,392,924 12.54%

외래 1,027,432 1,110,758 1,276,613 1,480,634 1,665,909 1,878,037 12.82%

병원

소계 1,407,615 1,620,502 1,881,706 2,391,180 3,202,717 3,889,091 22.54%

입원 899,918 1,043,155 1,234,289 1,647,246 2,328,946 2,906,980 26.43%

외래 507,697 577,347 647,418 743,934 873,771 982,111 14.11%

의원

소계 5,959,819 6,110,975 6,633,162 7,387,768 7,908,181 8,225,773 6.66%

입원 622,035 665,573 731,431 890,384 1,041,239 1,096,068 12.00%

외래 5,337,784 5,445,402 5,901,730 6,497,384 6,866,941 7,129,705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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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5년간 진료비 평균증가율은 종합 문병원은 13.22%, 종합병원은 

12.82%, 병원은 14.11% 그리고 의원 5.96%이었다.

이처럼 종합 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증가율이 13-14%로 높게 증가

하고 이는 반면 의원 은 5% 로 안정 인 것을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의원 의 외래 내원일수 증가나 진료비 증가는 안정 으로 

단되어 단기 으로 본인부담 조정의 필요성이 은 것으로 단된다. 특

히, 의료 달체계 상 가벼운 질환은 병원  이상보다 의원 으로 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 의 본인부담 인상은 부정 으로 단된다.

종합 문병원의 경우도 내원일수 증가율이나 진료비 증가율은 높게 나타

나 외래 본인부담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나, 이미 2009년에 본인부담률을 

진찰료 + 60%로 인상하 기 때문에 단기 으로 추가 인 조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결론 으로 외래 본인부담 조정은 외래 내원일수 증가나 진료비 증가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병원 과 종합병원 을 상으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과거 선행연구들에서는 병원 와 종합병원 에 Deductible로 병원  2만

원, 종합병원 3만원 제시되거나 병원  1만원 종합병원 15000원으로 제시

하는 등 다양한 의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내원일당 진료비 분포, 종합 문병원의 본인

부담 구조, 그리고 리의 효율  운  등 여러 가지를 종합 으로 고려해 

볼 때 Deductible의 규모를 진찰료 수 으로 하는 것이 당할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행 병원 의 경우 본인부담이 총진료비의 40%를 진찰료 +(총

진료비-진찰료)*40로 변경하고, 종합병원  본인부담은 총진료비의 50%를 

진찰료 +(총진료비-진찰료)*50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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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병원, 종합병원의 본인부담 단기 구조조정방안

현행 변경

병원 총진료비 40% 진찰료 +(총진료비-진찰료)*40
종합병원 총진료비 50% 진찰료 +(총진료비-진찰료)*50

이 게 본인부담 구조를 변경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되는 규모

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병원 의 경우는 재 진 진찰료 

13,450원과 재진 진찰료 9,730원  40%만 본인부담하고 있지만 본인부

담변경되면 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럴 경우 내원일당 진의 경우 8,070

원 재진의 경우 5,838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를 2010년 내원일수를 곱

하면 연간 감 규모가 계산된다. 2010년 내원일수 추정은 2008년까지 5

개년 평균증가율을 가지고 추정하 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추계방식은 이와 

동일하며 개별수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5-4〉본인부담 조정에 의한 재정절감규모 추정(2010년 기준)

진찰료 내원일당 절감액 내원일수 총 절감액(억원)

병원

초진 13,450원 8,070원 10,175,249 821
재진 9,730원 5,838원 38,406,624 2,214
합계 3,063

종합병원

초진 14,940원 7,470원 10,138,183 757
재진 11,240원 5,640원 37,780,673 2,123
합계 2,880

주: 1) 2010년 내원일수는 2008년까지 5개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2) 본인부담증가에 따른 내원일수 감소분도 추계에 포함하지 않았음.

본인부담 감규모는 병원 의 경우 연간 약 3,063억원이 감되고, 종

합병원 연간 약 2,880억원이 감되어 체 약 5,943억원이 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감규모가 올해 신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소요될 정인 약 

6,500억원 수 이다.



134

건
강
보
험
 내
실
화
를
 위
한
 재
정
효
율
화
 방
안

  나. 본인부담 조정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제언

장기 으로 진료비 본인부담의 구조조정은 증질환에 한 의료보장

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에 해서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

을 가야할 것이다. 따라서 의원 의 경우도 장기 으로 진찰료 수 으로 

Deductible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의원 의 경우 진찰료 수 으로 Deductible를 부과할 경우 의료

근성이나 국민 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단되어 그 부분에 

해 미리 보상해주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의료 여의 건강생활유지비

처럼 외래 의원 을 이용할 경우를 비에 의원  감된 재정을 개인당 

월 일정액을 가상계좌에 지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 한 액을 다 사용

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해로 이월하거나 연말에 직  찾아 쓸 수 있도록 하

여 네덜란드에서 시행했던 것과 같이 의료이용을 게 하는 사람들에게 인

센티 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때 갑작스런 본인부담 상승으로 의원  외래 이용에 제약을 받는 계층

에 해서는 외래 본인부담 상한제를 별도로 도입하여 부담이 격히 증가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표 5-5〉의원급 본인부담 조정 시 재정절감규모 추정(2010년 기준)

진찰료 내원일당 절감액 내원일수 총 절감액(억원)

의원

초진 12,280원 8,596원 98,695,419 8,763
재진 8,670원 6,069원 367,795,610 23,055
합계 31,818

의원  Deductible 도입시 건강보험의 재정 감 규모는 병원  재정추계

방식과 동일하며 감규모는 약 3조 1,818억원 정도 감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따라서 미리 선지 할 액은 개인당 월 5,000원 정도 지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체 평균이 아닌 어린이, 노인, 만성

질환 등 의료이용이 많은 계층은 재 의료이용 정도를 반 하여 각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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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월정액을 달리 운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원  증가가 소득층에 더 무리가 갈 것으로 단되어 별도의 

본인부담 경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를 들어 감된 액의 20%(약 

6,000억원)를 소득층 의료이용지원을 한 의료안 망기 으로 립하여 

사용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이 제도 도입을 해서는 건강보험에서도 의료 여와 마찬가지로 실

시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리시스템 도입하여 가상계좌를 통해 본

인부담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격 리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실시간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도 등 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장기 으로는 실시간 자격 리시스템을 통한 가상계좌는 한국형 

MSA(Medical Saving Account) 설계에 기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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