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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계 개선 방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은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보장률

이 60%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는데,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또한 비급여 의료비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실손의료

보험의 손해율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

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

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주목적으로 도입되었

지만, 이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도덕적 해이와 비급여 의료 및 과잉진료를 부

추기는 등 국민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

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모두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전문가 심층면접 및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이용하여 비급여 

의료비 증가 원인과 관리 체계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

계 개선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비급여 의료비 증가에는 의료기관과 실손의료보험이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 및 행위별수

가제 체계 하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비급여 의료를 과잉 생산·공급하고 

있었고, 실손의료보험은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고가의 비급여 의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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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용의식을 무력화시켜 비급여 의료의 공급량과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있었

다. 이러한 비급여 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모두에게 중요한 문

제이지만 두 보험 모두 효과적인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

았다.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계의 문제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응하여 발생하

는 신규 비급여 의료에 대한 통제 기전 부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정보 교환 부족으로 인한 상호 영향 파악 미흡,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 관

점 관리 부족, 비급여 의료 진료량 및 가격 기준 부재, 비급여 의료 코드 및 

명칭 표준화 미흡 등이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미비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두 보험의 정보 교환 부족과 비급여 의료의 관리 미흡이

었으며, 특히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

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통하여 현재 비급여 의

료비 관리 체계 문제점 중 신규 비급여 의료의 통제 기전 부재, 국민건강보험

과 실손의료보험의 상호 영향 파악 미흡,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 관점 관리 

부족과 관련 된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

료보험의 연계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계의 문제점 상당 부분이 개선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비급여 의료 코드 및 명칭 표준화 미흡, 

진료량 및 가격 기준 부재 문제는 비급여 의료의 급여화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8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 된 이후, 강력한 보장

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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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를 중심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통한 비급여 의료

비의 효과적인 관리 체계가 하루 빨리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 심층면접, 

         텍스트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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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실손의료보험은 임의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충·보완하기 위해 도입 된 

민영의료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질병 혹은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

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

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급여본인부담금과 비급

여1)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2)을 공제한 금액을 보장한다. 2003

년 제 3보험3) 형태로 판매가 시작된 이후 2018년 6월말 상반기 기준 개인 실

손의료보험의 보유계약은 3,396만 건, 위험보험료는 약 3.5조원4) 규모로 성

장했다. 또한 오승연(2015)에 따르면 전 국민의 66% 이상이 가입한, 단일 보

험으로는 가입자 수가 최대인 보험 상품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

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이 지출해야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신현웅 등, 2015).

1) ‘비보험 급여’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이미 학계 및 사회, 법률 등에서 ‘비급

여’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하 ‘비급여’라는 용어를 사용.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

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 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임의비급여항목은 제외.

2) 보장대상 의료비 중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하는 금액으로 입원의료비는 정률 방식, 통원의료

비는 정액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3) 보험의 목적이 사람이고, 보험사고가 신체와 관련 있어 인보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보

상하는 방식이 정액 방식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 된 비용을 보상하는 손해보상 방식이 있어 

손해보험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 3보험은 보험업법에서 생명보험 및 손해보

험과 구분 되는 독립 된 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10.5.), 2018년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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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충·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문

제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실

손의료보험이 도덕적 해이 및 의학적 필요 이상의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국민

건강보험 및 국민의료비 관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신기철, 권혁성, 

2014; 신기철, 2015; 신현웅 등, 2015; 이현복 등, 2017; 정형준, 2019), 국

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가 실손의료보험의 지

급 보험금 감소로 이어져 보험회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2014

년 김용익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신현웅 등, 2015; 김상우, 2017; 한국개

발연구원 KDI, 2018), 인수 심사 절차를 통해 유병력자, 노년층 및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 계층을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주장(이현복 등. 

2017)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그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60%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는데5) 비급여 의료비의 비중이 높아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OECD 평균 대비 1.9배가 높다6). 이러한 보장률 정체

의 주요 원인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한 비급여 의료의 급여화 속도보다 이에 

대응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의 풍선효과로 인한 비급여 의료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윤 등, 2018). 문제는 실손의료

보험이 이러한 비급여 의료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2013

년~2015년 장기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보험개

발원(2016)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 부담률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배 이상 높아, 실제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의료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8.9.)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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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비급여 의료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조재린, 정성희, 2018). 이와 같은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의 증가는 불필요한 급여 의료를 동반하여 

과다 입원 등을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최기춘, 이현복. 2017).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정체 및 국민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보

장하고 있는데,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7)이 100%를 

초과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합산 위험손해율은 2016년 상반기 

136.5%, 2017년 상반기 124.6%, 2018년 상반기 122.9% 수준이다8). 따라서 비

급여 의료비 관리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비급여 의료비 관리와 관련된 연구로는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유형과 관리 방안(손동국 등, 2012), 국민건강보험 급여구조와 

비급여 관리(지영건, 윤석준, 서인석, 2017), 건강보험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박세민, 2018) 등이 있다. 이 연

구들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의 문제점과 관리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방안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측면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

료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에 대

한 내용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관계 및 합리적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간 역할 재정립 

7) 위험손해율 = 발생손해액 / 위험보험료. 
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10.4.) 2018년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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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오영수, 2006),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 방안(신현

웅 등, 20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관리 방

안(김대환, 오영수, 2016),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개선에 대한 연구(이현복 등, 2017),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정성희, 이태열, 김유미, 2018)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을 통해 공·사보험의 

균형적인 발전의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성희, 

이태열, 김유미(2018)의 연구를 제외하면 비급여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의 국

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

지 않았다.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2017년 8월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의학적 비급여의 완전 해소’를 통해 비급

여 의료 해소 및 새로운 비급여 의료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후 2017.9.29.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발족되었고, 2019년 4월 기준 총  4건

의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관련 법안이 소관 위원회의 심사 단계

에 있다. 비급여 의료비의 효과적 관리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실

손의료보험의 연계를 통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및 전문가 심층면접과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이용하여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 원인과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계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

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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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 원인과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통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비급여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 및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계의 문제

        점을 파악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미비로 인한 문제점과 연계 필 

        요성을 확인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통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방안

        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가. 연구 설계

  먼저 심층면접 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6년 ~ 2019년 동안 연구 주제와 

관련 된 학회지 등에 발표 된 논문, 국가 및 국가 관련 기관, 보험 연구 기관 

등의 연구 결과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공·사 보험의 역할 정립 및 연계 

등에 대한 문헌과 선행 연구 등을 고찰하였다. 이후 심층면접 질문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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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어떤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미비로 인한 문제점은 무

엇인지,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대면 심층면접을 시행하

였다. 이후 심층면접 내용을 파이썬(Python)9)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Text mining Analysis)을 통해 주요 핵심어 선별 및 단어 사이의 연관성 등

을 확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심층면접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 후 결론을 도출

하였다.

나.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각종 학회지 등에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

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등과 관련 된 내용으로 논문을 발표하거나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한 자,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된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관련 업

무를 담당했던 자, 보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자, 관련 전공 교수 중 연구 목

적에 부합하는 총 6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1) 연구 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9) 오픈소스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에는 
Python, R, SAS Test Miner, JAVA 등이 있다.



- 7 -

번 호 전 문 가 특 성

1 A 보험 관련 기관 연구자

2 B 보험학 관련 전공 교수

3 C 전 건강보험 관련 기관 연구자

4 D 보건학 관련 전공 교수

5 E 전 건강보험 관련 기관 근무자

6 F 보험 관련 기관 연구자

<표 1> 연구 대상자 특성

2)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워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았다10). 공개 된 E-mail을 통해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

적 및 방법 등에 대해 발송하여 연구 참여를 제안했고, 이에 수락한 대상자에

게 심층 면접 주제를 사전 안내하였다. 이후 심층 면접 진행 장소에서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내용, 수집 된 개인 정보와 자료의 철저한 보호, 인터뷰 내용 녹취 등에 대해 

10) 과제승인번호 Y-20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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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대상자의 성명은 기호화하였고 개인정

보 노출 우려가 있는 내용은 연구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총 6단계를 거쳐 시행되었

다. 첫째,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심층면접 질문 내용을 

개발하였다. 둘째,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자격을 취득하

였다. 셋째, 심층 면접 대상 전문가를 섭외하여 연구 참여 및 절차에 대한 설

명을 시행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넷째, 2019년 3월 19일 ~ 2019년 4월 2일 동

안 총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심층면접의 

내용을 파이썬(Python)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키워드 선별 및 

단어 간 연관성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여섯째, 종합적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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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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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내용

1
비급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2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시스템 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2017년~2018년 동안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와 관련 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2019년 3월 기준 모두 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 있습

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입법 목적, 위원회의 소속 및 심의 내용, 실태조

사, 의견제시 및 권고, 자료의 제출, 연계자료의 활용 등의 내용이 있습

니다. 이 중 위원회의 소속 및 권한을 어떻게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질문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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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료 분석

 1) 1차 분석 : Python을 이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Text Mining  

                Analysis)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는 연구자가 텍스트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자세히 읽고 이해한 후 연구자의 시

각에서 정리 및 분석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이다(백영민, 2017). 첫 번째 방법의 

경우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지만, 연구자의 주관적 관

점에 따라 취사 선택과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백영민, 

2017). 따라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심층면접의 내용을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차적으로 심층 면접을 통

해 수집 된 자료를 파이썬(Python)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키워

드 선별 및 단어 간 연관성 등을 확인하였다. 

  가) 분석 절차  

  텍스트 마이닝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을 시행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 된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데이터를 데이터 분류 및 전처리(Data Classification and Preprocessing)과 

형태소 분석(Morphological Analysis) 및 불용어 처리(Stopword Removal) 등

의 작업을 통해 정형화시켰다. 이후 정형화 된 데이터를 분석(Data Analysis)

하여 그 결과를 각종 그래프 및 워드클라우드 등으로 시각화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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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나) 분석 방법

 (1) Term Frequency 

  단어 빈도(Term Frequency) 분석은 텍스트 데이터 분석의 기본적인 분석방

법으로, 단어 빈도를 통해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를 알 수 있다.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핵심단어 추출을 위해 명사인 단어

만 추출하고, 추출 된 단어의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2)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Term Frequency는 대표성이 없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경우, 빈도수

가 높게 계산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TF-IDF는 단어의 빈도수와 희

소성을 모두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문서 내에서 해당 단어가 얼마나 중

요한지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다. 단순히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출현했는

지 그 빈도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출현하는 

문서의 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단어일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특정 단어가 포

함 된 문서의 수가 적을수록 특정 단어는 문서에서 중요한 단어일 가능성이 

크다는 개념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F(단어 빈도)는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고, IDF(역문서 빈도)는 특정 단어가 다른 문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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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값을 나타내는 DF(문서 빈도)의 역수를 취한 값이다. 최종적으로 

TF-IDF는 TF값과 IDF값을 곱한 값으로 나타낸다.

     × 

(3) 동시출연빈도(Co-Occurrence) 

  동시출연빈도 계산은 단어 쌍이 여러 번 나올수록 두 단어가 서로 연관도가 

높기 때문에 단어 사이의 연관성 분석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문장 내에

서 동시에 출연하는 2개의 단어 쌍의 빈도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단어1, 

단어2)처럼 2개의 단어가 함께 문장에 나오는 경우에만 계산에 이용하였다. 

이때 (단어1, 단어2)와 (단어2, 단어1)은 동일한 단어 쌍으로 판단하여 계산

하였다. 

(4) 불용어 제거(Stopword Removal)

  불용어(stopowrd)는 텍스트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의미가 없는 단어를 말한

다. 조사 및 특수문자 외에도 너무 많이 출현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떨어

트리는 빈출어(common-word)는 텍스트 전처리 과정에서 불용어로 적용하였다. 

불용어로 적용한 빈출어는 답변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심층면접 질문

의 핵심 단어들로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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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 비급여

• 질문 2, 3 :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연계, 시스템

• 질문 4 : 위원회, 소속, 권한

다) 시각화(Visualization)

  분석 결과를 워드클라우드 및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TF-IDF 

분석값 즉 주요 핵심어의 출현 빈도는 막대그래프 및 워드클라우드를 사용하

여 표현하였다. 워드클라우드 내의 단어 색상은 랜덤으로 부여하였고, TF-IDF 

분석값에 따라 단어의 크기가 변화한다. TF-IDF 값이 클수록 단어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심층면접 답변 중에서 중요하게 언급 된 단어를 한 눈

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 핵심어의 출현 빈도를 막대그래프로 

표현하여 출현 빈도 파악 및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동시출현빈도는 동시출현 매트릭스(Co-occurrence matrix)와 네트워크 형식

의 그래프 통해 시각화 하였다. 동시출현 매트릭스 형식은 각 단어들을 행과 

열에 배치하고 빈도수가 높을수록 더 진한 색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네트워크 

형식은 동시출현 빈도수가 높은 단어와 그 연관성을 표시한 것으로, 빈도수가 

높을수록 원의 크기가 크고 연관성이 높을수록 단어 사이의 간격이 좁게 나타

난다.

라) 동의어 처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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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르게 표현한 단어들이 있었다. 따라서 명확한 분석을 위해 동일한 의

미이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 된 단어들은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동의어로 처리

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 민영보험, 민간보험, 사보험, 실손보험, 실손

• 비급여 : 비급여 의료, 비급여 진료

• 공보험 : 건강보험, 건보, 공적보험

• 의료기관 : 의사들, 의사, 요양기관, 공급자, 병원

• 보건복지부 : 보복부, 보건부, 국가, 정부

2) 2차 분석 : 핵심단어 및 단어 간 연관성 중심으로 면접내용 분석

  객관적인 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1차 분석에 의해 

선별 된 주요 핵심어 및 단어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2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핵심어와 동시출연빈도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심층면접 내용을 개념화

하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의견을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문헌고찰 내용과 

심층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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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현황 

1. 비급여 의료 유형 및 현황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서는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 41조를 구성하는 각 항들을 살펴보면, 제 1항은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

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요

양급여 대상)를 정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제 1항 각 호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약제를 제외하고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정하고 있고

(negative list), 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

한 것(positive list)으로 정하고 있다. 제 3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

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며, 제 4항에서는 제 

2항에서 언급 된 비급여 대상을‘보건복지부장관은 제 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정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질병 

및 상해의 치료 시 발생한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2018

년 2월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비급여의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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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윤 등, 2018).

가. 유형

 1) 의학적 비급여

  보험의 원리에는 부합하지만 비용 효과성이 부족하거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

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등재 비급여와 기준 비급여로 나

뉜다. 등재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로 정하여 고

시한 항목이며, 유효성과 안정성은 입증되었으나 비용 효과성이 부족한 비급

여로 다빈치로봇수술, 체외충격파치료,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이 있다. 기준 비

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 인정기준 즉 적응증, 횟수, 개수 

등이 이용 및 적용의 제한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급여로 초음파, MRI 검사 

등이 있다. 

 2) 선택적 비급여

  보험 원리 상 급여 적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로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적 개선 목적이 아니거나 질병 치료와 무관한 경우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 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에서 ①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신체의 필수 기능개

선 목직이 아닌 경우, ③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④보험급여시책 상 요양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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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라식·라섹 

수술, 골드 크라운 치료 등) 등을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3) 3대 비급여

  3대 비급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를 말하며, 중증질환자

가 부담하는 의료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손영래, 2018). 이중 선택진

료비는 선택진료제11)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를 받을 때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해진 

진료수가 이외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추가 발생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

이다. 1963년 특진제12)로 시작하여 1991년 지정진료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0년 선택진료제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의원급을 제외한 전체 병원으로 

확대(김주경, 2011) 후 지속되어 오다가 2018년 1월 폐지13) 되었다. 

  상급병실료는 환자가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 외

에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입원실 이용비용이며, 2017년 8월 발표 된 보장성 강

화대책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간

병비용은 대부분 입원환자의 간병이 환자의 가족이나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

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진료비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간호·간

병 통합서비스를 통해 보호자 및 간병인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병비

11) 환자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 중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원하는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으나, 선택진료비가 중
증질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12) 김주경(2011) 2면에 따르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립대학 의과대학 교수들보다 낮
은 급여를 받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13)  손영래(2018) 14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전면 급여화되었고 의
료계에 고도의료행위,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 수가인상을 통해 보상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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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대도시 및 대형병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 현황

  2017년 기준으로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상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분

석한 비급여 의료의 규모는 12.2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치과, 한방, 의약품(약

국)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가 7.3조원이며, 이 중 단순기능 개선 및 피로

회복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급여화가 필요한 비급여의 규모는 약 5.7조원(의

학적 비급여 2.6조원, MRI 및 초음파검사 2.2조원,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0.9

조원), 급여화 이후에도 계속하여 비급여로 남게 될 규모가 1.6조원이라고 한

다(손영래, 2018). 한편 2017년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보장률은 62.7%, 법정

본인부담률은 20.2%,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1%이며, 2007년 건강보험보장률

은 65%, 법정 본인부담률은 21.3%,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3.7%이다. 10년 동

안 법정 본인부담률이 1.1% 감소했으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3.4% 증가하였

다. 즉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

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장률은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고 비급여 의료에 대

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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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급여 의료의 증가 원인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TF-IDF값은 의료기관 > 실손의료보험 > 의약분업 

> 진료 > 수가 > 권유 > 국민건강보험 등의 순으로 나타나, 비급여 의료 증가 

원인의 주요 키워드는 ‘의료기관’과 ‘실손의료보험’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 그림3 참고). 동시출현빈도 분석값은 (비급여, 의료기관) > (비급여, 실손

의료보험), (수가, 의료기관) > (비급여, 수가) >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의료기관, 진료)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 (상

급종합, 의료기관) > (권유, 실손의료보험) > (권유, 비급여) 등의 순이었다.

이중‘비급여’,‘의료기관’,‘실손의료보험’, ‘수가’간의 상호 연관성의 

정도가 높았다(그림 4, 그림 5 참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비급여 의료의 증가원인을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전문가 B, 

E, F)와 의료기관의 수익창출 목적에 의한 과잉공급(전문가 A, C, D)으로 지

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은 

수익 보전을 위한 수단이 필요하고,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기관은 자유롭

게 비급여 의료의 제공량을 늘리거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

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

약분업 이후 약제비로 인한 수익이 없어지면서 비급여 의료가 많이 증가했다

고 봅니다. 비급여 의료로 인한 수익 추구는 중소형 병원뿐만 아니라, 대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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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국·공립 대학병원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의 경우, 대부분 국·공립 병원 위주로 운영하면서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

를 적용하고 있어 수익창출을 위한 비급여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

다.”(전문가 B). 

  다음으로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 되면서 고가의 비급여 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어져 비급여 의료를 과잉 소비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전문가 A, B, 

C, D, F).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함으로써 비용 의식이 낮아져 비급여 의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고, 이는 

이익 창출을 위해 비급여 의료의 공급을 늘리려는 의료기관의 이해관계와 맞

아 떨어지면서 비급여 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공급자 요인과 수요자 요인이 있는데, 의료기관이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의료보험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면 

의료인도 고가의 비급여 의료를 권유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실손의료보험으

로 인해 최선의 진료를 권하는 의료인과 최선의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환자

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 D).

  그 외 진료표준의 부재 및 의사의 직업윤리 취약,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진료를 제약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 B). 한

편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환자는 고가의 비급여 의료가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의사는 우월

한 지식 및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의료를 권유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전문가 D). 또한 비급여 의료를 고급의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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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비급여 의료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전문

가 B)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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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핵심어 발생빈도 막대그래프(비급여 의료비 증가원인).

<그림 3> 핵심어 발생빈도 워드클라우드(비급여 의료비 증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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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단어 간 연관성 정도 매트릭스 그래프(비급여 의료비 증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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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어 간 연관성 정도 네트워크 그래프(비급여 의료비 증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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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급자 측면 : 의료기관의 수익 창출을 위한 과잉 공급

 1)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1977년 의료보험 의무가입 도입 시 의료수가는 당시 관행수가의 55% 수준에

서 출발하였다(신언항, 2007)14). 의료보험 재정 건전성 향상과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보험료로 폭 넓은 보장이 필요했

는데, 이를 위해서 의료수가를 낮게 책정했던 것이다(정성희, 이태열, 김유

미. 2018). 이후 정부는 의료수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

료수가의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수가 개선에 대한 문

제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건강보험 지불제도15)는 행위별수가제이다16). 행위별

수가제는 각각의 의료서비스의 단위 당 가격에 의료서비스의 총량을 곱한 금

액을 보상하는 방법이다17). 이러한 행위별수가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의사

가 자율적으로 행위량을 증가시켜 수익을 보전하려고 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

는 것이다(최병호, 2007).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양이 증가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각종 비급여 의료를 새로 만들어내고 기

본적 행위의 양을 증가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김세중, 박진모. 2016).

14) 신언항(2007) 24면에서 양명생(1993) 재인용.

15) 의료공급자 즉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의료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

16)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 외에 7개 상병(백내장, 편도염, 충수염, 탈장, 
항문질환, 자궁질환, 제왕절개)의 수술에 적용되는 DRG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공
공의료기관에서 시범 시행 중인 신DRG 방식이 있음.

17) 행위 당 상대가치점수 * 유형별 단가 = 수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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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저수가 정책이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유인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신기철, 2010). 다시 말해 의료

기관은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처방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처방이나 고가의 처방을 늘려, 필수 진료행위가 아닌 과잉진료 및 비급여 진

료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김세중, 박진모. 2016). 

2) 비급여 의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완전한 자율권 부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보험 도입 시 단기간에 전 국민에게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수가를 낮게 책정하였는데, 이를 의료계가 수용하도록 하는 과정

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통해 수익 감소분을 보존하도록 하였다(정성희, 이태

열, 김유미. 2018). 문제는 이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나 진료량, 가격 등의 통제 및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의

학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즉 필수 의료에 해당하나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대상

이 아닌 비급여 의료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김대환, 오영수. 

2016). 하지만 비급여 의료를 온전히 의료기관의 자율적 권한에 맡긴 결과, 

동일한 비급여 의료 항목에 대해서도 의료기관마다 가격에 큰 차이를 보이

고18) 진료량 및 진료의 질 또한 아무런 규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의 의료비로 인한 수입을 산출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김대

환. 2017).

18) 보험개발원(2016) 「실손 비급여의료비 표준화 방안」 20면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실손의료
보험에 청구 된 비급여 항목 중에서 요추 MRI의 경우 최소 금액 15만원, 최대 금액 135만원, 
복부 초음파 영상의 경우 최소 금액 1만원, 최대 금액 1,084,000원,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의 경우 최소금액 1만원, 최대금액 600만원으로 의료기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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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수입 = (급여 의료의 양 × 급여 의료의 가격) 

                           + (급여 의료의 양 × 비급여 의료의 가격)

  위 산출 식에서 급여 의료 영역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가격과 

진료량, 진료의 질 등에 대한 심사와 조사 및 평가를 통한 엄격한 관리가 이

루어지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제 및 관리가 없는, 즉 요양기관 

자율 영역인 비급여 의료의 양을 늘리고 가격을 높게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수요자 측면 : 실손의료보험 가입 후 비용의식 저하로 인한 

                 과잉소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한 상품의 보장 내용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금의 0~20%와 비급여 부담금의 0~30%19)만 부담하면 되므로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낮아진다. 대부분의 비급여 의료는 고가이므로, 환

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비급여 의료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

으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 비급여 의료에 대한 경제적 억제력이 사라지

게 된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필수의료를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효용이 있지만, 반면 비용의식의 부재로 비필수적인 고가의 

비급여 의료를 이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

생하고 있는 것이다(박성민, 2018).

19) 상품 표준화 이전에는 보장 범위 및 보장 수준에 대한 규제가 없어 보험사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상품 표준화 이후에는 표준 약관이 개정
되면서 급여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담금에 대한 공제금액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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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급여 의료 관련 쟁점

 가. 국민건강보험 

  1) 보장률 정체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러한 보장정 정체의 주요 원인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비급여 의료의 급

여화 속도보다 이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의 풍선효과로 인해 증가

하는 비급여 의료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김윤 등. 2018). 

  즉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 항목을 급여화하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던 비급여 의료 항목의 가격과 제공량 등이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 결과 의료기관은 비급여 의료로 인한 이익이 감

소하게 되고, 이익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 의료를 만들어 내

거나 기존 비급여 의료를 양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

로 비급여 의료를 급여화 시킴으로써 감소 된 의료비보다 새로 도입한 비급여 

의료 및 기존 비급여 의료의 제공량 증가로 인해 증가한 의료비가 더 크므로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7년 8월 발표 된 보

장성 강화 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적 비급여 의료의 전

면 급여화를 통해 비급여 의료의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보장률 향상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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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의료비 증가

  김수진(2018)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20)

의 발생률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를 비급여 의료비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실손의료보험이 고가의 비급여 의료에 대한 가격 억제력을 

상실시키면서 의료기관과 환자 양측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송우, 김동훈(2012)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하는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여 의료 이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

료비가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보험업계는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증가에 대응

하여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2015년 기준 

120% 이상이며, 지급 보험금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

어 손해율 상승을 악화시키고 있다(이태열, 정성희. 2015). 손해율 악화는 보

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정성희

(2016)는 2016년 기준으로 10년 이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증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비필수적인 비급여 및 과잉 진료는 급여 진료를 

동반하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을 악화시켜 보험료가 상승되며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20) 서남규 등(2015)에 따르면, WHO에서 제시한 정의 상 가구의 지불능력(생계에 필수적인 지출
을 제외하고 가계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 중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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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손의료보험

 1) 도덕적 해이 유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고가의 의료비를 병원에 지불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박세민, 2018). 

실손의료보험은 본인이 속한 위험 집단 내에서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가입자의 개별 위험특성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위험요율

을 적용한다. 따라서 손해율이 상승하여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가 인상되면 보

험금을 많이 수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차등 없이 동일하게 인상 

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

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비급여 의료를 더 많이 소비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편 의료기관은 급여 의료와 달리 국가의 통제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비급여 의료를 선호한다. 실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하고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의료기관이 상당수 있고, 주치료 질환과 

무관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21). 이와 같이 실손의료보험

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 도

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은 국민의료비 증

가 및 공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22). 신기철(2014)의 연구에 따르

2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12.20.)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2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12.20.)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사례 a. 25세 여대생

이 허리통증으로 총 30일간 입원하고 입원기간 동안 총 69회의 도수치료 시행(일요일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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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의료기관이 과잉의료를 유도하여 입원기간을 늘리고 있는데, 의학적 필요 

이상의 입원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상

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쳐, 그 피해는 선량한 가입자와 국민

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2)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반사이익 발생

  국민건강보험은 그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펄

치면서 비급여 의료를 급여화하였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본

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

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의료가 급여화 되면, 실손의료보험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을 강

화하면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이 감소하므로, 

실손의료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의 규모가 감소하여 이른바 보험회사의 반사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

기하였다. 이에 보험회사의 반사이익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몇몇의 연구가 진

행되었으나, 실제 실손의료보험 청구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연

구 결과마다 반사이익의 규모가 상이하여 정확한 규모의 파악이 어려웠다.

하고 매일 2회 이상) 후 보험금 청구. b.대상포진 후 신경통, 두통 등으로 병원에 48일과 33일 
2차례 입원하여 비타민C제재, 화학치료로 인한 신경성질환 예방 및 미백주사 등 비급여 주사
제를 투여받고 비급여 주사제 비용 627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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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관리체계 

 가. 국민건강보험

  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2010.1.29.부터 의료법 제 45조23)와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24)의 규정

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비급여 의료 항목과 그 가격을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

지 게시 혹은 책자 등을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는 제도이다(감사원. 

2015).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인 비급여 의료 비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와 의료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총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원하나, 비급여 의

료 관련 비용만을 고지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는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25). 또한 비급여 의료 항목의 가격과 제공량을 각 병원 별로 

23)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제
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진료비용’이라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2011.12.31., 2016.3.22.> 

24)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 45조 제 1항에 따라 의료
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
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
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6.10.6.> ②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
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
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신설 2015. 5. 29.>[본조신설 2010.1.29.]

25)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1.9.28.)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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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고 있어서 비교가 용이하지 않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괄로 수집·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지적되었다(감사원, 2015).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보건복지부주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2016.12.1.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전문병원, 

150병상 이상의 병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료, 다빈

치로봇수술료, 제증명수수료 등 52개 항목의 비급여 의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공개하는‘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작되었다(김형호. 2016). 2018년

에는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보완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건강정보’에 공개를 하는 제도이다. 의료법 제 45조의 226)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이 신설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비급여 의료

비용 공개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의

유명무실’. 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84.2%(421
명)가 제도의 시행을 알지 못했다. 알고 있더라도 실제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5.4%(27명)에 
불과했다. 또한 환자들이 진료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본인이 지불해야하
는 총 진료비용이었으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도는 홈페이지와 병원 내 게시물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의료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6)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
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의료기
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 12. 20.> ③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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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총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3) 진료비 확인 제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진료비 확인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27)에 따라 확인 요청자28)가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비

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결과, 의료기관의 부당한 징수 내용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환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처리절차는 ①진료비

확인요청(진료비영수증 첨부), ②해당 병·의원 자료요청(1차:10일, 2차:7일 

등), ③자료 분석 및 심사, ④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문·심의, ⑤확인 결과 

안내(확인 요청자, 병·의원), ⑥환불금 지급(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진료비 확인제도는 확인 요청자의 확인 요청이 있

어야하므로 대다수 미신청자의 권익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감사원, 2015). 또

한 비급여 의료 관련 용어가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지

불한 비급여 의료비용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에 적극

27)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
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
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
려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28) 진료를 받은 환자, 위임을 받은 제 3자, 진료 받은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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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않다(김윤 등. 2018). 특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진료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면 금전적 손실이 적기 때문에, 진료비 적정

성 확인의 필요성이 낮아지므로 진료비 확인제도 이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

다.

4) 진료비 실태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진료비 실태 조사는 2004년도‘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

년‘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 전체 즉, 급여 대상 진료비와 비급여 대상 

진료비를 모두 조사하여 건강보험 보장률과 본인부담률을 파악하는 통계 조사

이다(손동국 등. 2012). 조사 결과는 건강보험제도의 주된 지표로서 매년 보

장성 강화 정책의 평가 및 계획 수립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감사원. 

2015). 하지만 조사 대상이 1개월분의 진료량에 국한되어 계절적 요인 및 기

타 변수가 많고, 전체 의료기관이 아닌 참여를 원하는 일부 병원에 대한 표본 

조사이므로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박세민. 2018). 또한 수집하

는 정보가 비급여 진료 항목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격

과 제공량은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감사원. 2015).

나.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혹은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

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29) 부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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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30)을 공제 한 금액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이다. 치

료 시 발생한 의료비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시 

보장하기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과 달리, 가입 한도 내에서 실

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지급한다. 2003년 제 3보험 형태로 판매가 시작

된 이후 2018년 6월말 상반기 기준 개인실손의료보험의 보유계약은 3,396만건

으로 2017년 말 3,359만건보다 37만건 증가했고, 2018년 상반기 위험보험료는 

약 3.5조원이다31). 전 국민의 66% 이상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며 단일 

보험 상품으로 가입자 수가 최대인 보험 상품으로 급격한 성장을 해왔다(오승

연, 2015).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관리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비급여 의료 내

용 및 비용 등에 대한 적정성을 보험회사가 심사해야 한다(김대환, 오영수. 

2016). 하지만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없어, 실제적으로 비급여 의료를 심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게다가 진

료비 세부내역서 및 비급여 의료의 명칭 및 코드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 의료기관 별로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청구 된 비급여 의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 내용에 대해 확인 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위임을 받아 건강보험

29)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임의비급여항목은 제외.
30) 보장대상 의료비 중 본인이 적접 부담해야하는 금액으로 입원의 경우 입원의료비의 10%, 통

원의 경우 병원 규모별로 1만원, 1.5만원, 2만원, 약국처방조제비 8천원(2009.10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시행이후 선택형 실손의료보험 기준).

3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10.5.), ‘2018년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단체실
손보험(10,891건)은 개인실손 보유계약의 0.03%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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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요양기관에서 비

급여 의료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

는지 혹은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실손의료보험

은 비급여 의료의 가격 및 제공량, 의학적 필요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비급여 의료에 대한 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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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계의 문제점

1. 신규 비급여 의료 통제 기전 부재

  행위별수가제는 시장구조와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각 치료행위에 따라 그 

비용을 지불 받는다(Charles, Axel. 1994). 이는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행위

를 제공하고 신의료기술 개발 등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료 공급자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요창출 동기가 충분하기 때문

에 비급여 의료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행위별 

난이도에 따라 의료수가를 책정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주된 지불제도로 삼고, 

급여 의료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고가의 비급여 

의료에 치중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감사원, 2015). 즉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비급여 의료 생성하거나 가격과 제공량을 책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보장률은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비급여 의료의 풍선효과 때문이다(김윤 

등, 2018).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급여 의료를 급여화

하면 비급여 의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를 받게 되어, 비급여 의료로 

인한 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새로운 비급여를 생성하거나 기존 비급여의 제

공량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새로운 비급여 의료의 발생 및 확산을 모

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김윤 등, 

2018). 한편,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자유진료를 혼합하여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정성

희, 이태열, 김유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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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상호 정보교환 부족

 가. 국민건강보험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보험회사의 반사이익 규모 파악의 

        어려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반사이익이 발생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된 뒤 보험회사의 반사이익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몇몇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실제 실손의료보험 청구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연구 결과마다 반사이익의 규모가 상이하여 정확한 규모의 

파악이 어려웠다.  

  김용익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총 2조 5.379억원 규모이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연평균 최대 11.1%까지 인하해야 주장한 이후, 신현웅 등(2015)은 

반사이익의 규모를 총 1조 5,244억원으로 추정하였는데, 2013년~2017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투입 된 누적 소요액 11조 2,590억원

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였다. 김상우(2017)는 2017년~2022년 5년간 

발생 할 반사이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없다

는 가정 하에 추정한 반사이익은 총 3조 8,044억 원이라고 하였다. 한국개발

연구원 KDI(2018)는 보장성 강화 정책 누적 소요액 30조 6,164억원 중 실손의

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예비급여, 선택진료, 상급병실의 

누적 소요액 15조 5,497억원에 대한 실질적인 반사이익을 추정한 결과 2조 

5,068억원으로 16.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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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반사이익 규모를 파

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사이익 규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

하 정도가 결정되고, 인하 된 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 반사이익의 실제 규모보다 보험료를 적게 인하하면 보장성 강화

정책에 투입 된 재정 중 일부가 사회 환원이 아닌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돌아

가게 되고, 반사이익의 실제 규모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인상하면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증가할 것이다. 증가 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다시 보험료에 반

영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상승은 국민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나.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보장하므로 국민건

강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이용갑. 2009). 즉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

보험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실

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

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국민건강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되

고 있다.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이 도덕적 해이 및 과잉 진료를 부추겨 실손의

료보험의 손해율 증가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급여 진료가 동반하여 증가하므

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와 국민 의료비 변화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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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 항목 및 기존 비급여 의료의 제공량과 

가격의 변화, 실손의료보험의 지급 보험금 및 보험료 규모의 변화,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의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

은 사람으로 나누어 연령, 성별, 사회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의료이용 실태 

및 특성, 의료비 지출 현황, 보험료의 변화 등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필요

하다. 하지만 현재 두 보험간의 정보 교류 및 연계의 부재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상호 영향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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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관점 관리 부족

 가.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이며, 국민건강보험의 법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

조제1항과 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

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

법 제 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

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조에서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

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

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국민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사회보험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복지를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나.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 부처이며, 법적 근거는 상법,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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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다. 보험은 상법 제 46조 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며, 상법 제 4편 보험편이 적용된다. 상법 제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에서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

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

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 1조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

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

다. 동법 제 2조에서는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

계약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은 제외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계약’의 내용의 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데, 제 1조에서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

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실손의

료보험은 보건의료 관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운영하는 국민건강

보험과 달리, 사적인 계약 관계에 의한 금융상품으로 인식되어 사적인 상행위

의 당사자인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

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충·보완하기 위

하여 도입되었지만 보건의료 관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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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량 및 가격 기준 부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보험 도입 당시 의료수가를 낮게 책정하는 대

신, 의료계에 비급여 의료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한 이후 비급여 의료

의 진료량, 가격 등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

다. 반면 급여 의료의 경우 정부가 급여 및 비급여 진료 대상 결정 → 진료량 

및 가격에 대한 급여 인정기준 설정 → 진료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진료비 

심사, 조사, 평가 → 진료비 지급 혹은 삭감, 조정, 환수의 절차를 통해 체계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세민, 2018). 

  급여 의료와 달리 비급여 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제도권 밖에서 의료

기관의 자율적 권한에 의해 운영되면서, 동일한 비급여 의료 항목에 대해서 

의료기관별로 가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진료량 및 진료의 질 또한 아

무런 규제 없이 시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잉진료 및 고가의 비

급여 의료로 인한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김윤 등. 2018).

  국민건강보험은 급여 의료를 보장하면서 급여 의료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를 보장

하는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의 적정성을 심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006년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지적

하면서 ①국민건강보험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을 위해 법정 본인부담금과 

외래 진료에 대한 보장 제한 권고. ②민간보험사의 진료비 심사 권한의 한계 

지적. ③신의료기술과 고급의료, 부가 서비스 등을 보장함으로써 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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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고 산업창출효과 유도 권고. ④민간보험 상품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으

로 상품의 급여내용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고위험 집단의 가입 확대를 통한 

민간보험의 사회적 책임 권고. ⑤공공성 있는 통계 산출을 위해 공단 및 심평

원에 질병통계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 하였다32). 

  하지만 현재까지 보험회사의 진료비 심사 권한 관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비급여 의료의 제공량 및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의료를 보장하는 보험회사는 비급여 의료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급여 의료의 진

료량과 가격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책정하는 가격과 

제공량에 의해 결정되는 비급여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

사의 손해율은 증가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료비 증가 시키

는 원인이 되고 있다.

32) 의료산업선진화위워회 활동백서 435-8면. 위 5가지 권고 중 민간보험상품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상품의 급여내용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고위험 집단의 가입 확대 부분만 실제 시행 
되었다. 2009년 상품 표준화를 통해 보험회사별로 상이 하던 보장 범위와 내용 등을 일원화시
켰고, 가입 대상의 확대를 위해 유병자 실손의료보험과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개발되어 판매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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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드 및 명칭 표준화 미흡

  현재 급여 의료의 경우 코드 및 명칭, 급여 인정 기준, 수가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급여 의료의 대상이 표준화되어 있고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계 장

치를 갖추고 있는 반면, 비급여 의료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서로 다른 정의와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비급여 의료의 항목 표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원

가 계산 표준화 지침이 없다(박세민, 2018). 이로 인해서 비급여 의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그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기

관 별로 질병별 진료비용 및 가격 비교, 진료행위별 원가 보전율 등의 객관적

인 정보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여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감사원, 2015).

  비급여 관련 정보의 표준화 미비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

료를 받은 환자 중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회사에 진료비 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보다 실손의료보험에 더 많이 집적 될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의 명칭 및 코드, 정의, 진료비 세부내

역서 양식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급여 의료 관련 정보를 효

과적으로 집적 및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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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급여 의료 관리체계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미비로 인한 

문제점의 TF-IDF 값은 정보 > 의료기관 > 비급여 > 심평원 > 수가 > 보건복지

부 > 이용 등의 순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미비로 

인한 문제점의 주요 핵심어가 ‘정보’, ‘의료기관’, ‘비급여’임을 알 수 있

었다(그림6, 그림 7 참고). 동시출현빈도 값은 (실손의료보험, 연계) > (국민

건강보험, 연계) >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  (연계, 정보) > (연계, 

위원회), (연계, 재정) > (국민건강보험, 정보), (실손의료보험, 정보) > (비

급여, 심평원)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 내용을 동시출현 매트릭스 및 네

트워크 형식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보’, 국민건강보험’,‘연

계’,‘실손의료보험’간의 상호 연관성의 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그림 8, 

그림 9 참고).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TF-IDF 값은 비급여 > 

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 > 판매 > 정액형 > 표준화 > 손해율 등의 순으로 확

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필요성의 주요 핵심어는 ‘비급

여’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10, 그림 11 참고). 동시출현빈도 값은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 판매) >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 정액형) > (금융, 실손의료보험) > (보건복지부, 실손의료보

험) > (본인부담금, 실손의료보험) 등의 순이었다. 이 내용을 동시출현 매트

릭스 및 네트워크 형식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손의료보험’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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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판매’, ‘정액형’, ‘금

융’,‘비급여’등의 상호 연관성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의 상호 연관성의 정도가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2, 그림 

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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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핵심어 발생빈도 막대그래프(연계 미비로 인한 문제점).

<그림 7> 핵심어 발생빈도 워드클라우드(연계 미비로 인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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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단어 간 연관성 정도 매트릭스 그래프(연계 미비로 인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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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단어 간 연관성 정도 네트워크 그래프(연계 미비로 인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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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핵심어 발생빈도 막대그래프(연계 필요성).

<그림 11> 핵심어 발생빈도 워드클라우드(연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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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단어 간 연관성 정도 매트릭스 그래프(연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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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단어 간 연관성 정도 네트워크 그래프(연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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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

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미비로 인하여 비급여 의료비 관리가 제대로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은 점(전문가 A, B, D, F)과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은 점(전문가 D, E)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비급여 의료비의 효과적인 관

리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전문

가 B, F). 특히 전문가 F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모두 비급여 의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양측 모두 비급여 의료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비급여 의료비는 공·사 보험이 협력하여 공통적

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가. 신규 비급여 의료 통제기전 부재 개선

  김윤 등(2018)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신규 비급

여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 의료의 급여화, 국민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신규 비급여 의료 발생 차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

재 모든 의학적 비급여 의료의 급여화 작업은 보장성 강화 대책 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으나, 신규 비급여 의료에 대한 발생 차단은 현실적으로 그 이행

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규 비급여 의료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기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신규 비급여 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B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가 필요하며, 현재 보건의료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비급여 의료와 관련 

된 좋은 자료가 민영 보험회사에 집적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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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보험회사에 보

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연스럽게 비급여 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집적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

험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해지면, 기존의 비급여 의료에 대한 정

보는 물론 새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비급여 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파악이 용이해져 보장성 강

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상호 정보교환 부족 개선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미비로 인한 문제점으로 전문가 C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원 중 일부가 민영 보험회사의 보

험금 지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 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을 지적

하였다. 전문가 D와 E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한 상호 변화에 따른 영향 파악이 

어렵고, 의료기관의 이중수급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 D

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보 교

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비급여 의료 

소비를 증가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

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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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원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원의 일부가 민영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

습니다. 정보 교환이 어려워 반사이익의 존재 및 규모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논

란이 많았는데, 가장 최근에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 상 반사이익

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문가 C)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비급

여 의료비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료비 관리 측면과 공정한 사회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정보

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통제라기보다는 관리 기전이 필요

합니다. 정보 교환으로 인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만들고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전문가 E).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해지면 장

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반사이익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민건강보험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연령, 성별, 사회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의료이용 실

태 및 특성, 의료비 지출 현황, 보험료의 변화 등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가

능하게 되어,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비급여 의료 관련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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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 관점 이해 부족 개선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미비로 인한 문제점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건의료 관점에서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

적했다(전문가 A, C). 전문가 A는 실손의료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유가 

국민건강보험을 보충·보완하기 위해서였으므로 연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고 실손의료보험은 

시장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순수 시장 원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애매한 입장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문가 C는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민의 건

강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책 보험의 성격을 부가하여 공적인 보건의료관점에

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전문가 D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는 의료의 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지나치게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것과 국민의 건강 유지, 회복, 향상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

해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충·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시작이 공·사보험의 협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계의 정도의 문제이지 연계는 

필요합니다. 국가는 실손의료보험에게 복지 성격을 기대하며 시장을 통해 내

놓았지만 시장인 보험회사는 복지 측면에서는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원리이지만,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충·보

완하면서 수익도 창출해야 하는 애매한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

다.”(전문가 A)

  

  한편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통합적 관리·감독을 위한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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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전문가 D는 최근 법안이 발의 

된 배경이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건당국이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에 두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었다. 한편, 전문가 A, C, F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감독 권한을 금융 당국이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소속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제도의 안착 및 

유연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전문가 E는 중도적 입장을 취

했다.

  “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의 법안은 실손의료보험을 보건의료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김종석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이 민영의료

보험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관점의 관리 가능성을 일부 열어두겠다

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이 가지

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소속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현실적인 안으로 

보입니다.”(전문가 C)

 한편 전문가 B는 정액형 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시스템 상 국민건강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하였다. 

단 비급여 관리 측면에서는 연계가 필요하며, 사회보장 관점에서 봤을 때 보

건복지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제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근거 법령인 보험업법은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의 주

된 근거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은 기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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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 실손의료보험의 관리·운영·감독과는 거리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을 

보충·보완하는 역할로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하였으나, 두 보험을 건강보험제

도라는 틀 안에서 통합적인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

니,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의 사적인 계약에 의한 금융상품으

로 관리되어 보건의료 관점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의 보건의료정

책 및 국민의료비 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현복 등, 

201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

면 이와 같은 문제점 또한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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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학적 비급여 의료의 급여화

 가. 진료량 및 가격 기준 개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의학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즉 필수 의료에 해당하나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김대환, 오영수. 2016). 2017년 

8월 역대 가장 강력한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되었는데, 크게 비급여 의료의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긴급 위기상항 지원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비급여 의료의 해소 및 발생 차단이 의학적 비급

여 의료의 급여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의료는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그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던 비급여 의료

의 축소가 아닌 의학적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필수적 비급여 의료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

여33) 방식을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 

의료의 영역으로 남겨 놓는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다면, 그동안 통제 및 관리가 어려웠던 비급여 의료를 건강보험 제도 안에 편

입시켜 진료량 및 가격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3)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 효과성이 낮아 급여화하지 못했던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 본인부담률
을 차등 적용하여 건강보험 급여권 제도 안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급여제도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기능은 기존의 선별급여 제도와 동일하나, 차이점은 4대 중즐질환만으로 대상으로 급여
화를 시행하지 않고, 모든 질환에 대해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점이다. 3년~5년 후 평
가를 통해 급여향목으로 전환할지, 예비급여로 유지할지, 비급여로 남겨 놓을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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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드 및 명칭 표준화 미흡 개선

  

  현재 비급여 의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관리를 받고 있지 않은

데, 명칭 및 코드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 전문가 B는 비

급여 의료의 명칭 및 코드 등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정보 활용을 위한 

통계 작업 등이 어려우므로 정부 주도하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

였다. 전문가 F도 비급여 의료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 관련 데이터 구

축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동일한 비급여 의료이지만 의료기관별로 명칭 및 코드, 진료비세부내역서 

양식이 달라 비급여 의료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비급

여 의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의 명칭 

및 코드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데,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 모드 

관련 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의학적 비

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의 코드 및 명칭 등의 표준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비급여 의료의 정

보 표준화 문제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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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및 결론

1. 고찰

  본 연구는 비급여 의료의 증가원인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비급여 

의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

였다. 연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및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에 대한 전문가 6명이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비급여 의료의 증가 원인, 국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미비로 인한 문제점 및 연계 필요성, 국민건강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소속 등에 대한 의견을 

얻었다. 이후 심층 면접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1차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

을 적용하였다. TF-IDF값을 통해 유의미한 핵심어를 선별하였고, 동시출현빈

도 분석을 통해 단어 간 상호 연관성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심

층면접 내용을 2차 분석 후 비급여 의료 관리 체계 개선방안으로 국민건강보

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비급여 의료의 증가 원인

의 유의미한 키워드는‘의료기관’과 ‘실손의료보험’이었고, ‘비급여’,

‘실손의료보험’,‘의료기관’,‘수가’간의 상호 연관성의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과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의료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미

비로 인한 문제점의 유의미한 키워드는 ‘정보’,‘의료기관’,‘비급여’이

었고,‘정보’,‘국민건강보험’,‘연계’,‘실손의료보험’간의 상호 연관성

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미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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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문제점은 정보 및 비급여 의료와 관련 된 내용이 중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필요성의 유의미한 키워

드는 ‘비급여’이었고,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의 상호 연관성의 정

도가 높아,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필요성에 비급여와 관련 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소속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자택일적 성

격을 가지고 있어 텍스트마이닝 분석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부록 3-1 

및 3-2 참고).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대상 심층 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비급여 의료의 주요 증가 원인은 국민건강보험의 저수

가 정책과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기관이 수익창출 수단으로 비급여 의료를 

과잉공급하고 있었고, 실손의료보험 보편화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비

용의식이 저하되어 의료기관은 비급여 의료를 쉽게 권유하고 환자는 이를 과

잉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미비

로 인한 문제점은 비급여 의료 관리 미흡과 정보 교환 부족, 통합적 관리·감

독의 부재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

험 연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위한 연

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를 통해 보장

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신규 비급여 의료 통제 기전 부재 및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상호 영향 파악 부족,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관점 관리 부

족 등의 해결 가능하여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문제점 중 상당부분이 개선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외 진료량 및 가격에 대한 기준 부

재와 비급여 의료 코드 및 명칭 표준화 미흡은 의학적 비급여 의료의 급여화

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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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관리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있었지만, 비급여 의료비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의 연계를 통한 관리 방안

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에 실손의료

보험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필요성을 도출한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사료된다. 또한 심층면접을 시행 후 면접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를 정형화시켜 1차 분석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으

로 심층 면접 결과를 분석한 점은 기존의 연구 방법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심층면접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아 보다 다양한 의

견을 구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필요성은 

제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 등은 도출하지 못하였다. 추후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인 안착 및 비급여 의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

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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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전문가 심층면접,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이용하여 비급

여 의료비 증가 원인 및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계 문제점을 확인하고, 비급여 의

료비의 효과적 관리 체계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과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기관이 수익창출 수단으로 비급여 의료를 과잉공급하고 있었고, 실손의료

보험 보편화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비용의식이 저하되어 의료기관은 

비급여 의료를 쉽게 권유하고 환자는 이를 과잉소비하여 비급여 의료비가 증

가하고 있었다. 비급여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를 정체시키고, 실손의

료보험의 손해율을 증가시켜 보험회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보험료 인

상을 야기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향상시키고 국민 의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가 필수

적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양측 모두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위해 국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

료보험의 연계를 통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신규 비급여 의료 통제 기전 부

재 및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정보 교환 부족으로 인한 상호영향 파악 

미비,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관점 관리 부족 등이 해결되어 비급여 의료 관리 

체계 문제점 중 상당부분이 개선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진료량 

및 가격에 대한 기준 부재와 비급여 의료 코드 및 명칭 표준화 미흡은 의학적 

비급여 의료의 급여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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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 된 이후 비급여 의료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표준화 작업, 예비 급여화 제도를 통한 의학적 비급여 의료의 급여화 작업 등

이 진행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

야한다. 비급여 의료비의 효과적 관리가 이행되면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강

화 정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다. 결과

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향상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

어 국민 의료비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연구 결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

험의 연계를 통해 비급여 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

비를 중심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긴밀

한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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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통한 비급여 의료비의 

효과적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 전공 석사과정 5학기 

한다정입니다. 이 심층면접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통한  

비급여 의료비의 효과적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기획

되었습니다. 심층면접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심층면접 질문 내용

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층면접에 동의하시면 면접내용

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화내용은 녹취 될 예정입니다(녹취를 원치 않으실 

경우 필사로 대체합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이며, 수집된 모든 자

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

니다. 바쁘신 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2.18.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 승인(과제승인번호 Y-2018-0145)      

                                연락처 :  

주제 1. 비급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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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시스템 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제 3.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

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제 4. 현재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의 강력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적 발전 및 국민의료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주제 5. 2017년 ~ 20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와 관련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2019년 3월 기준 모두 소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

습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입법 목적, 위원회의 소속 및 심의내용, 실태 조사, 

의견제시 및 권고, 자료의 제출, 연계자료의 활용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위원회의 소속 및 권한을 어떻게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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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IRB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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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단어 간 연관성 정도 매트릭스 그래프(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

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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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단어 간 연관성 정도 네트워크 그래프(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

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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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3> 핵심어 발생빈도 막대그래프(실손의료보험 향후 역할)

불용어 처리 단어 :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역할

<부록 3-4> 핵심어 발생빈도 워드클라우드(실손의료보험 향후 역할)

불용어 처리 단어 :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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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5> 단어 간 연관성 정도 매트릭스 그래프(실손의료보험 향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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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6> 단어 간 연관성 정도 네트워크 그래프(실손의료보험 향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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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on-coverage health care cost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the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

 Dajeong Ha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The public health insurance has been implementing a policy to 

strengthen its continued coverage, but the coverage rate has been 

stagnant at the early 60 percent level, with an increase in 

non-coverage health care costs being cited as the main reason. In 

addition, non-coverage health care costs not only directly bear the 

expense burden, but also increase the loss rat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which in turn leads to higher insurance premiums, which 

continues to be a vicious cycle in which the damage goes to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while the private insurance has been introduced to 

ease the public's health care cost burden due to the low coverag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critics continue to point out that it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public health insurance, including moral 

hazard and encouraging non-coverage medical care and over-care. Thus, 

although both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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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 urgent management of non-coverage health care costs, systematic 

management is not properly carried out. This study identified causes of 

increase in non-coverage health care costs and management system 

problems using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expert in-depth 

interviews and text-mapping, and suggested the need to partnership 

public health insurance with private health insurance as a way to 

improve the non-coverage health care cost management system.

  The study found that the increase in non-coverage health care costs 

had an import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non-coverage health care 

expenses, in which the public health insurance's reservoirs were 

over-producing and supplying non-coverage health care for 

profit-generating purposes under the policy and action-by-action 

benefit system, and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neutralized the sense 

of expense for both health care institutions and patients, thereby 

increasing the supply and consumption of non-coverage health care. 

While these non-coverage health care is an important issue for both the 

public health insurance and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neither 

insurance had an effective non-coverage management system. 

  Problems with the non-coverage health care system include the lack of 

control mechanisms for new non-coverage health care that arise in 

response to the policy of enhancing coverage, the lack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lack of health care perspective management for lost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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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the lack of non-coverage medical care and pricing criteria, 

and the lack of the standardization of non-coverage health care codes 

and names.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 caused by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that the both insurance policies lacked information exchange and 

the management of non-coverage health care, and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were necessary to manage non-coverage health care costs. 

  Finally, the partnership between the public health insurance and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enabl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non-coverage medical car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lack of 

control mechanisms for new non-coverage health care, lack of 

understanding the mutual effects of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partnership between the public health 

insurance and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Other issues of 

insufficient standardization of non-coverage medical codes and names, 

and lack of medical volume and price criteria, were found to be 

addressed through the benefit of non-coverage health care.

  Since the public health insurance's measures to enhance its coverage 

were announced in August 2017, a strong coverage policy has been in 

place. The management of non-coverage health care costs is critical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ssurance-enhancing measur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a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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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verage health care costs will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through the partnership between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which are closely related around non-coverage health 

care costs.

 

Key words: public health insurance, private health insurance, 

           non-coverage health care cost, interviews with experts, 

           Text Mi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