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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Ⅰ. 추진배경
○ 건강보험의 중장기 보장성 확대계획인 09~13 중기보장성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중장기 계획의 수립 필요성 대두
※ 건강보험의 중기보장성 계획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05년부터 단년도
계획 대신 4~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05~‘08년 계획을 최초 수립, 이후 거시 목표와 연도별 세부계획을
보다 체계화하여「09~13 중기보장성 계획(5개년)」수립·실행

○ ‘14년 상반기는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국정과제로
기확정된「4대 중증질환 보장」
,「3대 비급여 개선」
,「노인 임플란트
(틀니) 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등의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주력

- 국정과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
하고, 연도별 계획에 따라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 중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13.10) : ‘13~‘16년간 추진
    * 3대 비급여 개선계획 수립(‘14.3) : ‘14~‘17년간 추진
    *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14.8) : ‘14~‘16년간 단계적 확대

○ 주요 국정과제의 실행계획 및 재정소요가 확정된 ‘14년 하반기부터
건정심 소위원회를 중심으로「14~18 중기보장성 계획」수립에 착수
- 13차례의 건정심 소위 회의, 국민참여위원회 등 국민의견 청취, 학계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기보장성 계획 수립
    * 제23차 건정심 보고(‘13.12) :「‘14- ‘18 보장성 강화계획 마련 추진 현황 보고」
    * 제6차 건정심 보고(‘14.5)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건정심 소위 논의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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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간의 경과
€ 건강보험 확대 요구 조사 등 사전준비 (13~14년 상반기)
○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전문가, 국민 의견 수렴 (13.3~6월)
- 학회의견 수렴 및 전문가 회의(6회) (13.4~5월)
-「국민참여위원회」
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13.6월)
○ 언론, 국회 등 사회적으로 제기된 보장성 요구 수집 (14.상반기)
* 언론에서 제기된 보장성 문제, 국정감사 등 국회의 지적사항 등 종합 분석

® 건정심을 중심으로 중기보장성 계획 수립 (14년)
○ 중기보장성 계획 수립을 위한 건정심 소위 운영 (6월부터 총 13회)
< 건정심 소위의 계획 수립과정 >

➜ 09∼13 보장성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보장성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종합 검토

➜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결정기준 검토

➜ 보장성 강화의 목표 및 방향, 주요 영역과 핵심적인 세부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 재정 및 재원조달 계획 등 논의

○ 보장성 우선순위 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
- 전문가 패널(16명)을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 및 토론 (8.14~19)
*  정부·유관단체(4명), 학계(4명), 전문가(4명), 소비자(4명)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개최 (8.24)
-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종합하여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 (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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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09~13 중기보장성 계획의 성과 및 한계

Ⅲ. 09~13 중기보장성 계획의 성과 및 한계
1

계획의 개요 및 주요 실적

‘13년 보장률 80%를 목표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고액 비급여
의료 보장 확대, 취약계층 부담 완화 등 추진
< 09~13 중기보장성 계획의 주요 실적 >
① 암, 심장·뇌혈관질환의 본인부담 추가 경감 (10% → 5%)
- 이외 중증화상(본인부담 5%), 결핵(10%)을 산정특례 상병군으로 추가
② 사회적 요구가 높은 고가 서비스(MRI, 초음파) 보험 적용
*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부터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 확대
③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별 적용(200 → 200~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④ 임·출산진료비 지원 확대(20 → 50만원, 다태아 70만원), 소아선천성질환
급여확대 등 출산친화적 보장성 강화
⑤ 치과(치석제거, 노인틀니, 치아홈메우기 등), 한방분야(한방물리요법) 보험 확대
< ‘09 ~ ‘13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전략 >
2009

2010

2011

2012

2013

로드맵

6,100

6,510

3,580

5,060

9,740

연도별
계획수정

6,100

6,500

3,319

3,888

11,885

-

-

구분
재정투입
계획
(억 원)

목표 보장률

보장성
강화
내용

▶ (암) ‘07년 71.5% → ‘13년 80%
▶ (고액질환) ‘07년 67.6% → ‘13년 85%

본인부담 희귀난치질환(10%)
경감
암환자(5%)

심장·
뇌혈관(5%)
결핵(10%)
중증화상(5%)

-

급여확대 치아홈메우기,
MRI검사 , 세기변조방사선 노인틀니,
항목
한방물리요법 등 장애인보장구 등 치료,양성자치료등 임출산진료비지원

치석제거,
초음파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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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한계

(보장률)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10년 76.0% → ‘12년 77.8%로
개선되었으나, 전체 보장률은 ‘08년 62.6% → ’12년 62.5%로 정체
○ 보장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영역이 더 빠르게 확대되기 때문
* ‘06 ~‘10년간 법정본인부담 증가액은 1.4배인 반면 비급여본인부담 증가액은
         1.8배로, 비급여 부담 증가 정도가 1.3배 더 높음 (건보공단, 2012)

- ‘08~’12년간 법정본인부담률은 1.6%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 부담률이
1.7%p 증가하여 보장률 상승 효과를 상쇄
< 의료비 부담비율 변화(‘08~’12년) >
비급여본인부담률
(1.7 %p)

법정본인부담률
(-1.6%p)

(보장구조) 사후 치료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어 사전예방 노력 미흡,
말기의 비효율적 의료비 지출 등 고비용·저효율의 보장구조 우려
○ 진단·치료 부문에 재원을 집중하고, 예방 및 말기에는 투자 미흡
( 단위 : 억원 )

합계

1&2 차
예방

진단

치료

재활 ,
자가관리

임종

전체

임출산

54,055
(100)

2,057
(3.8)

2,193
(4.1)

34,477
(63.8)

46
(0.1)

-

10,624
(19.7)

4,658
(8.6)

주 ) 급여확대 항목을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로 상한제는 전체 , 암 등 본인부담경감은 치료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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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만성질환, 말기암환자 관리 미흡 등 문제 노정
▪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6개가 만성질환, 사망자의 55.9% 차지 (통계청, 2014)
   - ‘02~’11년 만성질환 진료 환자는 59.6%, 진료비는 233.6% 급증 (건보공단)
   -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중 고혈압·당뇨 환자를 가진 가구 비율은 32.2%로,
     여타 질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KDI, 2012)
▪ 암환자는 10년간 2배로 증가 중이며, ‘10년 사망 3개월 내 환자가 전체 암환자의
    건강보험 의료비 35,270억원 중 7,012억원(19.9%)을 사용 (복지부, 2013)
     * 암 발생자 : (’01)111,234명 ➔ (’05)146,504명 ➔ (’10)202,053명

(형평성)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였으나, 특정질환 또는 특정계층에 혜택이 집중되어
질환·계층간 형평성 저해와 상대적 박탈감 초래
○ 특히, 보장성 강화의 효과가 노년층에 집중되며, 청장년 계층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문제 초래
* ‘11~ ’13년간 보장성 금액 중 43.3%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

(계획 관리체계) 목표보장률(암환자, 고액질환자) 설정근거가 부족하며,
계획 실행과정에서의 체계적인 평가와 수정과정도 미흡
○ 보장률 지표는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통계수치가 아니며 산출방식에
따른 변화가 큰 한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계획의 총괄 목표로 제시
- 보장률 지표 측정방법도 세분화되지 않아 계층별, 질환별 보장률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분석에 애로
○ 집행과정에서 현실 변화에 따른 수정 및 성과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나치게 경직된 실행과 성과 측정의 어려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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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장성의 현황과 문제점
1

전반적인 보장성 수준

(보장 수준) OECD 비교시 전반적인 보장성 수준은 여전히 미흡
○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의료비의 비중은 ‘12년
54.5%로 OECD 평균 72.3%에 미흡하여 가계 부담이 큰 국가
-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은 35.9%(OECD 평균 19.0%)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

(OECD Health Data 2014)

<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 >
한국
OECD

2003
52.2
71.2

2004
52.6
70.8

2005
53.0
70.9

2006
54.7
71.3

2007
54.7
71.3

2008
54.5
72.1

2009
56.5
72.8

( 단위 : %)

2010
56.6
72.7

2011
55.5
72.7

2012
54.5
72.3

*「OECD Health Data 2014」에 수록된 통계로 ‘12년 기준임

○ ‘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최근 5년간 오차범위 내에서 정체
<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변동 현황 >
건강보험보장률

2

2008년
62.6

2009 년
65.0

2010 년
63.6

( 단위 : %)

2011년
63.0

2012년
62.5

세부 지표

(인구사회학적 특성) 고령층, 남성의 보장률이 더 높고, 청장년층 및
여성의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등 보장 수준의 격차 존재
○ (연령) 75세 이상의 보장률이 63.1~63.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19~44세의 보장률(48.2%)이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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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성의 보장률은 54.2%로 남성(5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여성의 외래진료에서 보장률(43.7%)이 낮음
< 성별, 연령별 건강보험 보장률(2012) >
남성
구분

전체

0-5 세
6-18 세
19-44 세
45-64 세
65-74 세
75-84 세
85 세 이상

61.2
51.3
48.2
56.6
62.5
63.1
63.8

(단위 : %)

여성

건강보험 법정본인 비급여본인 건강보험 법정본인 비급여본인
보장률
부담률
부담률
보장률
부담률
부담률
61.2
53.9
52.6
59.3
64.7
63.8
62.5

12.7
21.5
21.2
17.4
15.4
15.5
18.4

26.1
24.6
26.2
23.2
19.9
20.7
19.2

61.3
47.6
45.2
53.8
60.2
62.4
64.6

12.5
24.3
17.2
18.3
18.1
19.2
21.2

26.1
28.1
37.6
27.9
21.7
18.4
14.2

(소득계층간 특성)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보장 수준이 더
높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기능은 충실한 것으로 평가 가능
○ 소득이 낮은 1분위(지역)의 보장률이 68.2%로 가장 높고, 10분위의
보장률이 51.8(지역)~52.6%(직장)로 가장 낮게 나타남
(재난적 의료비)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액 의료비용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재난적 의료비(가처분소득의 40% 가정) 발생 가구는 ‘11년 4.26%로
73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10년 3.69%에 비해 증가함
- 저소득계층(58.7%)뿐만 아니라 중간계층(10.5%)에서도 상당수 발생
* 빈곤층 중 의료비로 인한 재산처분, 전세축소, 사채이용 등을 경험한 가구가
          54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분석 (‘11년 빈곤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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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장성 강화 방향 및 주요 추진전략
1

목표 및 기본방향

목표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

기본 방향
1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 강화

2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

3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보장성 강화 세부방안 도출을 위한 접근원칙
○ 의료비 부담 완화의 실질적 성과가 달성되도록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완결적인 해법 모색
○ 의료비 부담 뿐만 아니라, 필수적 치료가 제공되지 않아 의료
접근에 심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보장성 과제 함께 검토
○ 건강보험 이외 건강정책, 의료정책과 유기적 협력 과제 도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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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방안
(1)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 강화
1.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
1-1 의료비 부담이 없도록, 임신·출산 보험 적용 강화
1-2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특히 더 지원 강화
1-3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1-4 분만 취약지역의 의료공급기반 확충 및 의료비 지원
2.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2-1 선천성 기형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2-2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 완화
3.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청장년 핵심질병 조기 관리
3-1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 치료의 보장성 강화
3-2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강화
3-3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3-4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4.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련 의료의 보장 강화
4-1 중증외상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4-2 결핵 박멸을 위한 치료비 전액 건강보험 지원
4-3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재료의 의료보장 강화
5.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비 안심
5-1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 (국정과제)
5-2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5-3 장기이식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6. 건강한 노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 강화
6-1 65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보험 적용 (국정과제)
6-2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급여 확대
6-3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2) 고액 비급여의 적극 해소 및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
1. 중증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해소와 건강보험 적용 (국정과제)
2. 의료비 부담이 큰 고가검사의 보험적용 확대
3. 비급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공적 관리 기반 강화 (국정과제)
(3)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1.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을 내실있게 강화
2. 필수 재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3. 저소득층과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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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 영역별 주요 과제
(1)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
< 생애주기/질병단계별 핵심적인 건강문제 개요 >

유아·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 병적 고도비만

초기단계
(예방, 조기
관리 등)

·유병률 빠른 증가
·만성질환 유발·악화

○ 구강질환

·15~24세 의료비 1위(14.8%)
·구강질환 의료비의 51.6%가 환자부담(2~18세)
·12세 우식경험 영구치지수 1.8개(주요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선진국은 0.6~1.2개)로 예방치료 미흡
·사망원인 당뇨 5위, 고혈압성 질환 10위
·심뇌혈관질환 유발 등 기저질환

○ 임신·출산

○ 선천성질환

·환자부담이 57%로  
    비급여 의료비 과다

·선천성기형 1~9세
   사망원인 3위
·1인당 고액진료비
   뇌성마비 13위

치료단계
(중증질환)

·틀니, 임플란트 등
    치아복원비용 증가

○ 결핵
·발생률, 사망률
    OECD 1위

○ 신생아치료
·2013년 조산비율
   6.5%로 지속 증가
·신생아집중치료 및
   수술시설 부족

○ 구강질환

○ 자살 등 정신질환
· 10~39세 사망원인 1위가 자살
· 정신질환의 적극적 치료 기피

○ 사고 등 외상 및 화상
· 30세 이하 사망원인 2위가 운수사고
· 외상대응체계 미비로 적절 치료 미흡

○ 암, 심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
· 사망원인 1~3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 50개 고액진료비 질환 중 40개 질환 해당

○ 척추, 관절 등 근골격계질환
· 전체 질환군중 의료비 1위(13.3%)
· 고가 영상검사 등 비급여 부담 25.0%

○ 치매

후기 단계
(재활, 요양,
사망 등)

· 1인당 고액진료비
    30위

○ 말기환자의 의료비
· 말기암 사망 3개월내 환자 의료비가
    전체 환자 의료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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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

➊「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건보공단)
  <성별·연령별 건강보험 보장률>

●

문제 현황

7

●

70
65
6

60

①		 여성 청장년층의 보장률은 ‘12년 45.2%(전체 62.5%)로 성별,

55
남성

5070

4060

4
0-5세

55

19-44세 45-64세

6-18세

2009 년

➌「2013년 출생 통계」(통계청)
60%

40%
100%

1

40~44세

20%
80%
0%
03
60%’

조산아·저체중아 등 출산도 매년 증가 추세 (통계청, 2013)➌

35~39세
25~29세
20~24세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30~34세

40%

④		 난임이 보편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난임치료 기술력은 우수하나

20%

25~29세
20~24세

0%
’
03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➍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연도별 저체중아·조산아 수 비율>
7

- 난임진단자 약 3명 중 2명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중단,
70

6.5

6.3

65

6

치료포기 사유의 2순위(13.5%)가 경제적 부담
60

6.0

5.7

5.8

4.9

4.9

남성

5

* 체외수정 평균시술비 : 300~400만원, 환자 본인부담 120~220만원 발생

2009 년

2010년

5.5

5.3

5.2

55

여성

45

저체중아 (2.5kg미만)

40

조산아 (37 주미만)

4

⑤		 출산율 감소,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분만 산부인과는 ‘07년 1,027개
6-18세

19-44세 4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2011 년

2012년

2013년

➍「2012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 ‘12년 739개로 감소(288개)하는 등 분만취약지 증가 ➎

    복지실태조사」(보사연)

100%

40~44세

▶ 15~49 세의 유배우부인의
    난임진단경험률이 33.1% 로 결혼한
산부인과 없음
    부부 3쌍
중 1 쌍이 난임진단
경험
22
186

35~39세

80%
60%

30~34세

40%

산부인과 있으나

24

분만실
없음
                                                                                                          
▶ 난임 미치료 ( 치료중단 포함 ) 사유

20%

25~29세

                                                                          ( 단위 : %, 명 )

20~24세

0%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미치료 및 치료중단 이유

’
13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시간이 없어서

7
70

●

65

6

60

€ 의료비 부담이 없도록, 임신·출산 보험 적용 강화
50

5

여성

6-18세

19-44세 45-64세

2명

3명 이상

60.0

-

2.8

-

-

전체

-

-

-

-

1.9

47.2

73.1

20.0

100.0

59.6

한방 또는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5.6

3.8

-

영구불임판정을 받아서

11.1

3.8

20.0

11.5

-

-

-

-

5.8

5.7

6.0

8.3

기타

주 1)4.9난임진단을4.9받은

6.5 5.8

6.3

7.7

100.0(36)
5.2 100.0(26)

-

5.3
100.0(5)

2

1.9

2.8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입양을 해서

X

13.5

-

5.5 5.8
100.0(1)

100.0(68)

부인 중 난임치료를 받은 경험이 전혀         

저체중아경우가
(2.5kg미만)
조산아 (37
주미만)
   2)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20% 이상인
경우
X 2 값을

40

0-5세

1명
11.5

      없거나 중단했다고 응답한 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

45

®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특히 더 지원 강화

현존자녀수
0명
22.2

직장 때문에

계(수)

55

남성

4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분만 취약지역의 의료공급기반 확충 및 의료비 지원
100%

40~44세

* 2,700~3,600억 규모 보장성 확대, 정책수혜자 임산부 약 93만명(중복 포함)
35~39세

80%
60%

30~34세

40%
20%

      제시
하지않음
.
2009 년
2010년

2011 년

2012년

2013년

자료 : 본 조사결과

➎ 분만취약지역 문제점
▶ 전국 232 개 시군구 중 46 개 시·군이   
    분만취약지역‘13.
( 6월 기준 )
186

22
24

산부인과 없음
산부인과 있으나
분만실 없음

25~29세
20~24세

0%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4.9

4

30~34세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구성비>

③		 고령산모 증가로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며,

보장성 방향

5

35~39세

80%

* 비급여 항목별 비율 : 초음파 35.1%, 검사 21.7%, 병실차액 19.1%, 선택진료 2.4%

0-5세

5.7
2009 년

남성

50

(비급여 47.4%)*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 (‘12년 기준, 건보공단)➋

6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➋45「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여성
자료를 이용하여 임신·출산
실태조사」
40
관련
0-5세 질병코드
45-64세 65-74세추정
75-84세 85세 이상
6-18세 19-44세기준으로
100%
40~44세

②		 특히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 부담 진료비가 57.0%

50

4.9

여성

4565

연령별 보장률 비교시 가장 보장성이 낮게 나타나는 계층 ➊

●

5

5.7

7

▶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분만 인프라가 더욱
    부족 ( 강원도 11 곳 분만시설 없음 ) 하며 ,     
    이로인해 농어촌 산모의 합병증 발생률
    등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유산·자궁외 임신 및 기타 임신에 따른 합병증
   1.25 배 , 임신 중독증 1.15 배 ( 건양대 , 2010)
* 신생아 10 만명당 산모 사망이 전국 평균이
    14명이나 강원은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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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부담이 없도록, 임신·출산 보험 적용 강화 (16년)

➊ 분만시 입원진료비 현황
<분만 방법별 입원진료비 현황(종합병원 사례)>

현행 20%에서 자연분만과 유사한 수준(5~10%)으로 경감➊

200
180
160

57 만원

140

비급여

120
100

23만원

80

1.5만원

38만원

78.5만원

40

법정본인부담
급여비

60
86만원

0
자연분만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보험 확대) 출산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고액 의료비를

산모-태아 치료부

신생아 치료부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산모-태아 수술실

신생아 소생실

분만실

제왕절개

주) 제왕절개는 주로 선택진료, 상급병실, 무통 시술
      등으로 자연분만 보다 비급여 부담 증가

➋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일명‘고운맘 카드’
)
▶ ( 지원내용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 ( 금액 ) 총 50 만원 ( 다태아 70 만원 )
▶ ( 사용처 ) 지정 산부인과 의료기관 ,
    조산원 , 한방의료기관
▶ (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 일까지 사용

➌ 고위험임신의 정의 및 예시
▶ ( 정의 )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 보다
    사망 또는 질병에 이환될 확률이 높은 경우
    이거나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임신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고위험 산모 예시>
구분

내용

산과적
위험요소

용혈성 질환으로 인한
태아 수혈
NYHA class Ⅱ - Ⅳ
심부전 , 당뇨병 , 중등도 ·
중증 신질환 등
자궁경관 무력증 , 자궁
기형 등
조기분만진통 , 조기양막
파수 , 임신성 고혈압 ,
전치태반 자궁파열 등

내과적
위험요소
신체적
위험요소
현재의
임신 위험
요소

주 ) 2014 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안내 참조 ( 복지부 )

➍ 임신성 당뇨병

-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검사(비급여 비용의
		 35.1%)에 대해 기본 적용횟수를 정하고 건강보험 적용(약 47만명)
* 추가적으로 필요한 초음파는 고운맘카드(50만원)로 해결

- 제왕절개시 통증조절(통증자가조절법, PCA)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분만 전후 일정 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비급여 비용의 19.1%)
이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 지원
○ (고운맘카드) 사용 후 남는 잔액을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검사·진료
등에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전액 사용 자제➋
®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특히 더 지원 강화 (15년)
○ (본인부담 경감)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에 대해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20 → 10%)하는 등 의료비 부담 완화 ➌
    * 고위험 임산부 : 1인당 평균 21일 입원, 약 50만원의 본인부담 발생(‘13년)
○ (보험 확대) 고위험 임산부에 특히 부담이 큰 임신중 당뇨 관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 ➍
- 임신성 당뇨 검사를 모든 산모 대상으로 급여 확대
* 현재는 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만 인정

- 임신성 당뇨 자가관리를 위한 혈당검사지, 인슐린 주사용 재료 등

▶ 임신성 당뇨병 유병률은 증가 추세
    ( ’07) 4.1% → (’09) 7.1% → (’11) 10.5%
▶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성 고혈압,
    분만 시 손상, 출산후 당뇨병 등과
    관련이 있고, 거대아, 신생아
    저혈당 등 주산기 합병증 등 유발

➎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법정본인부담

    * 자연분만시에는 건강보험 입원비용의 본인부담 면제(식대는 50% 부담)
초래하는 초음파검사,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보험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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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 (본인부담 경감) 제왕절개 분만시(약 16만명)의 입원비 본인부담을

소모품(월 평균 7~8만원 소요)에 대해 보험 적용
○ (맞춤형 치료) 고위험산모에 특화된 의료체계를 도입하여,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과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
- 산부인과(분만) 및 신생아 치료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를 권역별로 설치·운영 ➎

급여비

산모-태아 치료부

신생아 치료부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산모-태아 수술실

신생아 소생실

분만실

➏ 청소년 한부모 초기위기임신 지원
▶(제공서비스) 초기청소년산모와
    산부인과를 연계 상호교류를 통해
    심리
·정서적지지, 진료·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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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 2017년까지 전국 광역권역별로 설치하여 총 17개소 운영 목표

-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초기위기임신 상담서비스를 도입하고,
비용부담 해소를 위한 의료비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 ➏
*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무리한 낙태 등 방지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17년)
○ (보험 적용) 현행 난임부부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 난임
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 부담 경감➊
-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➋
*  난임부부들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69.2%)을 최우선적으로 요구 ➌

○ (제도개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난임시술 표준의학적
가이드라인 제정·고시 등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질관리 강화
*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중

 분만 취약지역의 의료공급기반 확충 및 의료비 지원 (16년)
○ (산모 지원) 분만 취약지를 선정하고,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을 현행 50만원→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 지원 ➍
- 취약지 특성을 고려하여 고운맘카드를 병원 진료 이외에 응급
이송을 위해 민간구급차 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분만 인프라 확대)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분만수가, 야간분만 수가 등 관련 수가 개선
* 취약지 분만수가 가산 시범사업(‘13.3~‘14.2) ➎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협의체
등을 통해 수가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

➊ 난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사업 내용

▶ (지원대상)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지원금액 및 횟수)
- 인공수정 : 50만원/회, 3회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80만원/회(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3회(동결배아 미발생시 4회)
  ✐ 동결배아 : 60만원/회, 3회

➜ 지원사업 예산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총지원예산

553

655

647

2013
715

체외수정

331

433

452

559

인공수정

222

222

195

156

➜ 건강보험 적용시 기존예산 활용계획
▶ 난임치료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및 난임부부의 심리치료지원
▶ 지역별 난임치료 거점병원 육성 지원
▶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 확대 등
  ✐ 향후 세부추진계획 수립 예정

➋ 외국의 난임시술 지원 현황
국
가
프
랑
스

지원대상
여성 43세
이하

지원내용
●

인공수정 6회

●

체외수정 4회

지원
금액
100%
(건강 보험)

● 인공수정 :
  배란유도제
기혼여성
25~40세 이하   사용시 6회,
독
50%
남성 25~50세   미사용시 8회
일
(건강 보험)
로 불임 수술 ● 체외수정 3회
경험 없어야
* 냉동배아 이식
  지원 안됨
영
여성 39세
● 체외수정 3회
100% (NHS)
국
이하
● 체외수정
호
여성 39세
   시술 1회당
국고
주
이하
   일정액 보상
연 15만엔,
● 체외수정
5년간 지급
   지원
(국고)
일
여성 43세
* 인공수정에
본
이하
냉동배아  
  대한 지원은    *
  이식은
  없음
   7.5만엔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서울대, 2012)
2)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보사연, 2012)

➌「201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보사연, 2013)
➍ 분만 취약지의 경우 산전진찰시마다
원거리이동, 대도시 원정출산 등으로
시간적, 체력적, 경제적 부담 야기
➎ 취약지 분만수가 가산 시범사업
▶ (실시기간) 2013.3월~2014.2월
▶ (대상기관)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요양기관
▶ (가산금액) 자연분만건수에 대해             
    200%(50건이하), 100%(51~100건
    이하), 50%(101~200건 이하)
    수가인상분을 평가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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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2013년 사망원인통계(1~9세)」

2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통계청, 2014)
                                                       (단위: %, 인구 10만 명당)

구분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률

1위

악성신생물

17.0

2.4

2위

운수사고

14.8

2.1

3위

선천 기형

9.1

1.3

진료현황 (건보공단)
➋‘0세의 선천성 기형’
    <연도별 선천성 기형 환자수 및 진료비>
35,000

14,000

30,000

12,000

25,000

10,000

20,000

8,000

15,000

6,000

10,000

4,000

5,000

2,000

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진료비 (천원)

진료인원

주 )  ICD-10‘선천성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 기준

➌ 신생아 집중치료실 현황 (복지부)
주사료,
9.5%

구 분

선택진료비,

치료재료,

저체중15.0%
출생아수 (A) 29.2%
병상수 (B)

초음파검사,
20.6%

병상수 ( 개 )
25,870
1,614

저체중 출생아수 / 병상수 (A/B)

16.0

필요병상수 (C)*

2,035

부족병상수 (C-B)

421

●

문제 현황

●

①		 선천성 기형은 1~9세의 사망원인 3위로, 전체 영아사망의 19.5%차지➊
* 2013년 사망원인(1~9세) : 악성신생물(17.0%), 운수 사고(14.8%), 선천 기형(9.1%)

②		 산모 고령화 등에 따라 선천성 기형 환자수 및 진료비 증가 추세
- 7년간(‘05~‘11년) 0세의‘선천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연평균 15.4%, 1인당 입원 진료비는 7.2% 증가 ➋
-‘선천성기형’
질환군의 개인의료비는 ‘11년 기준 약 2,164억원이며,
전체 진료비 대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30.2%로 높은 수준		
(2011년 기준, 건보공단)
*「질병별 및 사회경제요인별 의료비 규모 추정 연구」

③ 미숙아 등 신생아 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시설은
부족➌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수준➍
* 미숙아 진료환자수는 최근 5년간 만명 증가(‘09년 16,223명→ ‘13년 26,408명)
하였으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수는 267개 증가, 의료기관수는 10개 감소

* (A)'12 년 저체중출생아수 ( 통계청 ), (B) 신생아중
  환자실 병상수 ('13.12 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및 ’
13 년도 사업기관 확충병상 , 어린이병원 확충
   병상 포함

➍ 신생아중환자실 이용 환자의 건강
보험 보장률 (2012년 기준)
보험자
부담률

법정
본인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81.1%

1.5%

17.4%

주 ) ‘12 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 건보공단 )

➎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①
②자동
③자동청성
구분 이음향방사 이음향
뇌간반응검사
검사
방사검사
급여
급여
비급여
비급여
여부
국가
10,000 원 27,000 원
지원
비급여
2~5 만원 3~8 만원
금액
주 ) 난청조기진단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지원금액 : ② 또는 ③번의 선별검사비와
      확진 급여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정의)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하여
    이 유전자가 합성하는 단백질에 이상이
    생겨 발병하는 질환으로 대사되지 못한
    중간 산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다양한
    기능장애 발생
▶ (지원사업) 전체 신생아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6종류의 선별검사비
     전액지원, 확진 급여검사비의 본인부담금
     5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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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방향

●

€ 선천성 기형(장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시설 확충
* 1,200~1,400억 규모 보장성 확대, 정책수혜자 영유아 약 89만명(중복 포함)

€ 선천성 기형(장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18년)
○ (조기발견)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확대(약 47만명)
-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인‘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및‘자동화청성
뇌간반응검사’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➎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국가예산사업 계속 추진
			 * 난청 선별검사의 비급여 관행수가 : 검사 종류에 따라 3~8만원
- 비급여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4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을
감별하는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➏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6종의 검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균 7~8
		 만원의 비급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음

○ (치료지원)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언어습득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➊
*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증후군, 구순구개열 등 1만5천명 추계

-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 기형(구순구개열, 일명‘언청이’
)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1만여명 추정)➋
®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 완화 (16년)
○ (보험 확대) 신생아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전면 조사하여 비급여가 없도록 건강보험 확대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은 경우 선택진료비 29.2%, 초음파검사 20.6%,
		 치료재료 15.0%, 주사료 9.5% 순으로 비급여 부담 발생(‘12년)➌

○ (전문시설 확충) 중환자실 등 신생아·영유아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수가 및 보험기준 체계를 보완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➍

➊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장애인의 재활훈련의 전문성을 국가가
    관리하고 장애인의 전문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에서 국가
    고시로 전환 (2012.8.5)
▶ 2015.8.5 부터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 가능

➋ 구순구개열 관련 급여확대 요구
우선순위
▶ 구순구개열환자 부모대상 조사결과
    ( 출처 : 소아선천성 안면기형 수술의
     건강보험급여 확대방안 , 심평원 , 2012)
순위

내용

1위

교정치료

2위

수술치료

3위

언어치료

4위

보장구

5위

동반질환치료

주) 수술치료 중 1위 치조골이식술 ( ‘08.2월
     급여적용), 2위 구순비교정술

➌ 신생아중환자실 이용환자의 비급여
발생 현황 (2012년 기준)

			 *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재원기간, 소모품 등 보험산정기준 개선, 소아 처치의
				 수가체계를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특성에 맞게 분화 등 추진

기타,
25.7%
주사료,
9.5%

선택진료비,
29.2%

치료재료,
15.0%

초음파검사,
20.6%

주) 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건보공단)

➍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계획 (복지부)
                                                              (

구분

단위 : 병상 )

2008
~ 2014 2015 2016 2017
2013

확충
병상수

230

50

40

50

50

운영비
지원
병상수

270

270

330

37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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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 영역별 주요 과제

➊「질병별 및 사회경제요인별 의료비 규모

3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청장년 핵심질병 조기 관리

추정 연구」(2011년 기준, 건보공단)
<GBD 대분류별 연령대별 개인의료비 순위>
구분
1위
2위
3위

15 세 미만
호흡기감염
호흡기계질병
구강질병

15~24 세
구강질병
근골격계질병
호흡기감염

주 ) GBD(Global Burden of Disease classification) :
     전세계질병부담 분류체계

만성질환 현황
➋50.0

10.0
0.0

‘05년‘07년‘08년‘09년‘10년 ‘11년 ‘12년
당뇨유병률
고혈압유병률
당뇨조절률
고혈압조절률
‘05년‘07년‘08년‘09년‘10년 ‘11년 ‘12년
당뇨유병률
당뇨조절률

고혈압유병률
고혈압조절률

233.6
만성질환
156.2

233.6

전체질환
만성질환

145.5

156.2
85.0

전체질환

32.0
52.6
2005년

●

①		「구강질환」
은 15~24세 의료비 1위, 15세 미만 3위➊의 청소년기 과부담
1998 치료는 아말감이 보험 적용되나 안전성 우려, 저수가 등으로
* 치아우식증(충치)
2001
2005
09~‘13), 대다수(82.2%)는 비급여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사용
		 연평균 9.8% 감소(‘
1998
2010
2001
2011
2005
2012
2010
2013
2011

②		 청장년층부터 노년층까지 고혈압, 당뇨 등「만성질환」
이 급격히 증가
2012 0.0%

145.5
2011년

2008년
85.0

「Health
:
Care Quality
➌ 출처
2005년
2008년
2011년
Review : Korea」(OECD, 2012)
32.0

➍ 정신질환 유병률 및 자살과의 관계
▶ 일년유병률 : 최근 1 년간 한번이상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1.0%

2.0%

3.0%

4.0%

5.0%

		중이나, 적절한 관리는 미흡하여 중증 합병증과 의료비 부담 야기➋
2013

0.0%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율(%)(‘02년 대비)>

52.6

문제 현황

		질환으로, 초기 치료 미흡시 발치, 보철로 이어져 고액의 치료비 유발

40.0<고혈압·당뇨 유병률 및 조절률(%)>
30.0
50.0
20.0
40.0
10.0
30.0
0.0
20.0

●

1.0%

2.0%

3.0%

4.0%

5.0%

- 10대 사망원인 중 6개가 만성질환이며, 진료비 증가율(‘02~‘11년)이
		 233.6%로 전체 진료비 증가율(145.5%)의 1.6배에 달함
* ‘10년 고혈압·당뇨병 환자 1천만명, ‘30년 2천만명(30세이상 인구의 절반) 예상

- 만성질환 조절 실패에 따른 중증입원 및 합병증 사례가 증가하여
			예방 가능한 입원건수가 OECD 평균의 약 2.5배에 달함➌
* ‘12년 고혈압 조절률은 42.5%, 당뇨병 조절률은 28.1%에 불과
* 미조절 당뇨병으로 입원한 건수(10만명당) : 한국 127.5건, OECD 평균 50.3건

  ✐ 불안장애 (6.8%), 기분장애 (3.6%),

③ 주요「정신질환」일년유병률은 18~64세 인구의 10.2%(알코올·니코틴

      정신병적장애 (0.4%)

▶「2013 년도 자살실태조사」( 복지부 )
    자살 시도의 주된 원인은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이 37.9% 로 정신질환과
    자살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 자살생각의 57.0%, 자살계획의 73.7%,
      자살시도의 75.3% 가 정신질환 경험

➎ 고도비만 유병률 현황

사용장애 제외)로 ‘06년(8.3%) 대비 22.9% 증가 (‘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➍
- 사회경제적 비용은 ‘10년 23조 5,298억원 추정 (SERI, 2012)
- 특히,‘12년 자살사망률은 10만명당 28.1명으로 OECD 1위이며,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39세 1위, 40~59세 2위로 사회적 문제

1998
2001

- 반면,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치료를 받은 비율은

2005
2010
2011

15.3%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2012
2013
0.0%

1.0%

2.0%

3.0%

4.0%

5.0%

* 미국(‘10) 39.2%, 뉴질랜드(‘06) 38.9%, 호주(‘09) 34.9%, 한국(‘11) 15.3%

주)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 BMI 30이상

➏ 출처 : Association between Class Ⅲ
obesity(BMI of 40~59kg/㎡) and
Mortality : A Pooled Analysis of 20
Prospective studies(PLOS Medicine,
2014)
➐ 소득수준별 비만 현황 (건보공단)

▶ 소득이 낮을수록 초고도비만 (BMI35 이상)
    비율이 높아지고 소득수준간 비만율의   
    격차 심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 비만율
      (1.23%) 이 건강보험료 최상위군의 0.35%
      보다 3.5 배 높음
  ✐ 건강보험료 최하위군과 최상위군간의
      초고도 비만율 격차는‘02 년 0.12% →
      
’13 년 0.40% 로 지속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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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9세 이상 성인 중「고도비만」
(BMI 30 이상) 인구는 ‘98년 		
		2.2%에서 ‘12년 4.8%로 약 2.2배 증가, 197만명 이상으로 추정➎
- 사회경제적 비용은 ‘01년 1조원에서 ‘05년 1조 8천억원으로 증가,
		 전체 의료비의 3.8%에 해당 (건보공단, 2008)
- 특히, 병적인 고도비만(BMI 40 이상)은 사망률(2.1배) 이외에 심장질환(3.3배),
		 당뇨(2.3배), 암(1.6배)➏ 등의 위험인자이며, 주로 저소득층에서 호발하는
		 등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문제➐가 되기에 의료비 부담 완화 필요

➊ 치아홈메우기 효과성 및 실시율
●

보장성 방향

●

€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 치료의 보장성 강화
®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강화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 3,600~3,900억 규모 보장성 확대, 정책수혜자 청소년·청장년 등 약 448만명(중복 포함)

€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 치료의 보장성 강화 (17~18년)
○ (기초예방)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➊ 18세 이하에 보험 적용 중인
			 치아 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 감면(30→10%) 또는 면제 (‘17년)
* ‘13년도 치아 홈메우기 실수진자 664,083명, 1인당 평균 진료비 89,890원

○ (충치치료) 비용효과성이 가장 뛰어난 아말감 충전술을 활성화하고,
			 12세 이하 소아에 대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을 보험 적용
- 국제수은협약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캡슐형 아말감의 수가를 현실화
하고, 아말감 치료 기피 문제를 정부-치과계 공동으로 해소노력 (‘15년)
「국제수은협약」
(13.10) : 치과용 아말감을 캡슐형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
치과용 아말감의 안전성에 대해 미국(FDA), 유럽연합 등은 치료과정에 있어
인체 위해성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으로 여전히 치과 치료재료로 사용 중➋
* 아말감 사용이 줄어드는 요인은 안전성 논란도 있으나, 낮은 수가 및 재료비
		 등으로 의료공급자들이 재료 공급과 치료를 기피하는 요인도 일정 존재

- 구강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큰 청소년 중 우선 12세 이하에 대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을 건강보험으로 적용 (‘18년)➌
* 보험 적용의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타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강화 (15년)
○ (자가관리) 당뇨병 자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 지원 강화➍➎
- 제1형 당뇨병(일명‘소아당뇨병’
) 대상으로 지원 중인 혈당검사지
이외 필수 소모품*에 대한 지원도 확대

▶ 09.12~10.12월 6~14세 충치환자 11      
    만명 중 치료치아대상(약 3만 5천명,
    34.1%) 감소
    → 약 19억 4천만원(58.6%)의 재정
       절감 (심평원, 2011)
▶ 치아홈메우기를 시술 받은 해당기간
    동안 각각 94.1%(1년), 94.2%(1년
    10개월), 93.7~96.1%(6개월)의 치아우
    식증 예방효과가 나타남 (심평원, 2014)
▶ 반면, 치아홈메우기 실시율은 ‘12년
    기준 9.6% 수준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➋ 아말감 안전성에 대한 각국 입장
구분

미국 FDA

주요 입장
극소수 환자에서 국부적인
과민반응 외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는
증거 없음

유럽연합 ,
뉴질랜드 , 미국 FDA 와 동일한 입장견지
캐나다
스웨덴 ,
덴마크 ,
독일

아말감 사용을 규제하는
이유는 인간과 환경의 수은
노출을 일반적으로 감소하기
위함이지 아말감을 통한 개
별적인 위험성 때문은 아님

➌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
아말감

심미성 충전재료

금주조

27.1%

82.2%

4.5%

주)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복지부)

➍ 당뇨병 종류
▶ 제 1 형 당뇨병
-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당뇨병
- 치료는 부족해진 인슐린을 몸속으로
    투여 , 소아에서 주로 발생
▶ 제 2 형 당뇨병
- 신체 세포들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져서 발생
- 운동 , 식이요법 , 기타 약물요법 등으로
    관리가 가능하나 ,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기능이 감소되면 결국 인슐린 주사
    요법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

➎ 당뇨관리 소모품 요양비 지원 현황
▶ 지원대상 : 제1형 당뇨병
▶ 지원품목 : 혈당검사지
▶ 지원범위 : 1일당 4개
▶ 지원금액 : 기준금액(개당 300원)의
                 90% 이내

* 예시 : (검사재료) 검사지, 채혈침, 알콜솜 / (인슐린투여재료) 주사기 또는 펜니들

-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약 9만8천명)에 대해서도
당뇨 관리에 필요한 필수 소모품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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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 영역별 주요 과제

➊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

○ (의약품 보험 확대) 만성질환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당뇨병, 만성 B형 간염 등의 의약품 보험기준 확대
- 인슐린 주사제와 경구제(먹는약)의 병용투여 기준 확대, 경구용

➔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기준 확대

1 차 의료기관
① 환자 등록 · 조사 : 대상자 선정 ,
    기초측정 , 동의서 작성
② 관리계획 제시
③ 질병 · 건강 교육 · 상담 : 총 4 회
  - 질병교육 : 의사
  - 건강교육 : 의사 또는 센터 의뢰
    * 영양 , 운동 , 음주 , 흡연
⑤ 관리결과 평가 및 관리 계획 수정

➔

➔

○ (새로운 의료모델) 동네의원을 통해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치료모형을 도입, 확대➊
- 의사와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상담과 건강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별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 5개 시군구 시범사업 지역에 대하여 ‘14.11월부터 시행하고, 그

1 차의료 지원센터
( 행정지원 )
등록자 관리 , 홍보자료 정리 등 행정지원

결과를 평가·개선하며 단계적으로 확대

( 지원 사업 )
③ -1 동네 의원의 환자 지속 관리 지원
( 고유 사업 )
③ -2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개인 관리
④ 지역 자원 연계 통한 효과 극대화

➋ 정신건강 제도개선 방향 (복지부)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17년)➋
○ (초기치료)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상담 중심의 심층치료를 활성화

▶ ( 배경 )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정신질환 보편화 추세로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발생
  - 입원·치료 위주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발견 중심으로 정책 방향
     변화 요구
▶ ( 주요 내용 )
  - 처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초기 집중 치료를
     통해 조기 퇴원할 수 있도록 진료행태
     변화 유도
  - 치료 효과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입원비 과다 지출
     억제
  - 자살 , 중독 , 재난 관련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
  -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 개선

▶ 정신요법료 진료비 규모 및 개인정신
    치료 진료비 구성비(2013년)

개인정신치료
2,622억원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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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정신과 외래이용의 비용장벽을 완화하고 초기 치료 유도
- 기본 상담료, 상담기법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른 심층심리요법 등
상담료를 현실화하여 상담 중심의 정신과 치료를 활성화 ➌
* 낮은 상담료는 상담보다 입원치료, 약물, 처치 중심의 정신과 치료를 유도

○ (비용부담)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비급여
정신요법, 의약품 등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행동치료, 인지치료 등)에 대한 보험 적용
* 정신질환 환자의 비급여 금액 순위(종합병원 사례) : 행동치료(1위), 인지치료(3위)

-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의 의약품 사용 기준 확대 등 충분한 보험

➌ 정신요법 현황

기타
542억원(17%)

-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

심층분석
요법
6%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신질환 치료약제의 보험 기준 확대
○ (위기대응) 자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에 대한 위기중재
및 집중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

집중요법
31%
지지요법
63%

2014 - 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 심층요법 등을 주 2회로 제한하는 등 보험기준이 지나치게 협소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18년)
○ (수술요법) 국외 보험사례, 표준진료지침 등을 고려하여,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의 급여 적응증을 정하여 건강보험 적용
-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 효과성 및 보험적용 필요성 등에 대해
간담회, 공청회 등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적용 추진 ➊
- 특히, 건강보험 적용으로 수술치료가 불필요하고 위험한 경도 비만의
수술이 효과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추진
		 * (국외 사례)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 국가에서 BMI 40 이상
			 또는 35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고 내과적·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
			 감소·동반질환 호전이 없는 경우 보험 적용 중➋
		 * (참고) BMI 40은 키 170㎝인 경우 체중 117kg

※ 고도비만에서의 수술요법의 효과성
- 병적 고도비만은 기존 치료법으로 한계가 있어 선진국에서도 수술요법이
체중감량뿐 아니라 재발을 막고 동반질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
치료법으로 인정하며 보험을 적용 중
-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국내 비만수술의 경제성 평가(2012)에서도

➊ 비만수술의 종류
구분

시술 방법

담췌즙이 흘러나오는
루와이 길과 음식이 내려오는
위우회술 길을 분리하여 원위부
에서 만나게 함

위밴드술

위식도 경계부에서 약
1~2cm 아래에 풍선
모양의 밴드를 위치시
켜 음식섭취량을 줄임

위의 소만부 , 분문 ,
위소매 유문을 그대로 보존하
절제술 면서 대만부만 절제하여
위의 크기를 줄여줌

➋ 비만 수술의 국외 급여현황
캐나다
▶ 최소 2 년이상 병적비만 (BMI 40 초과
    또는 35 이상이면서 관상동맥질환 ,
    당뇨병 , 임상적으로 유의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 의학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고혈압 )
▶ 18 세 이상이거나 뼈성장 종료확인
▶ 오랜 기간 체중감량 시도에도 실패시
미국 ( 메디케어 )
▶ BMI 35 이상이며 비만 합병증이 있고
    이전 비만치료 실패 경험시
호주
▶ BMI 40 이상 또는 35 이상이며 다른 주요
    질병 (당뇨, 심혈관질환, 암) 을 동반한 경우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➌

영국
▶ BMI 40 이상 또는 35 이상이며 제 2 형
    당뇨병 등 동반시

○ (사회적 기준) 의학적 적응증이 아니면서 살빼기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술을 받는 위험성에 대해서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캠페인 지속 전개
- 수술치료의 위험성과, 수술치료가 필요한 병적 고도비만의 기준을
정리하여 의료계 학술대회 개최, 언론 홍보 등 국민 캠페인 전개
* 건강보험 기준을 중심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학계에서 수립하고 정부-의료계 공동으로 홍보 노력

일본
▶ BMI40 이상 또는 BMI35 이상이며
    당뇨병 등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➌ 비만수술의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2)
▶ 비만수술의 효과성
구분

비수술군

수술군

6.7%

22.6%

체중감소율
초과체중감량률

20.6%

61.4%

초과체질량감량률

21.4%

70.8%

절대적 체중감소

6.4kg

25.3kg

당뇨의 관해

9.5%

57.1%

고혈압의 관해

19.8%

47.1%

이상지질혈증의 관해

23.6%

83.9%

▶ 비만수술의 비용효과성
비수술요법과 비교하여 수술요법에 대한
경제성분석 결과 비용이 1,521,601원
더 소요되지만 질보정생존년수(QALY)가
0.86 높아 점증적 비용효과비가
1,770,535원/QALY으로 비용효과적인
대안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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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련 의료의 보장 강화

●
➊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2012
<인구10만명당 결핵발생률/사망률(명)>
<발생률>
3.9

미국

독일
미국
호주
독일
영국
호주
일본
영국
한국
일본

4.5
3.9
6.0
4.5
6.014.0

독일
미국
호주
독일
영국
호주
일본
영국
한국
일본

20.0
14.0
20.0

한국

100.0

29
2971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10년 35.2%)

0.1

- 전담외상팀 상시 대기, 전용수술실 등을 확보한 전문 외상의료체계가

0.3
0.1
0.2
0.3
0.6
0.2
0.6

		 전국적으로 필요하나, 우리는 권역 외상센터를 이제 도입 시작한 시점

1.7
1.7

4.9

한국

4.9

<다제내성결핵 환자수(명)>
호주
영국

① 교통사고 사상자만 연간 30만명으로 0~44세 사망원인 1위가「외상」
이나,

<사망률>

100.0

호주

●

			* 중증 외상환자 연간 10만명 발생, 11,000명 사망, 이중 살릴 수 있는 환자가 3,500명

<사망률>

<발생률>

미국

문제 현황

		 * 선진국들은 1990년대에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여 예방가능한
외상환자 사망률을 평균 20% 이상 감소 (level 1 외상센터 현황 : 미국      
203개, 독일 90개)

영국
독일

71
100

독일
미국

100
110

미국
일본

110 280

일본
한국

280

한국

② 「응급의료」분야도 수익성 부족으로 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및
1,800
1,800

➋ 다제내성결핵(MDR-TB)
▶ 결핵 1차 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INH)와
    리팜핀(RIF)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것으로, 기본 18개월의 전문적 치료 필요
▶ 특히 다제내성결핵은 만성질환이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없으면 발생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유병 환자가
    생길 수 있음

➌ 외부 지적 사항
▶ 국회 : ’13 년 국정감사 ( 김희국의원실 ,     
    1 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 지적 )
▶ 관련학회 ( 소화기학회 , 대한견·주관절학회 )
    의견제출 : 1 회용 재료 별도 산정 건의
▶ 언론보도 : 1 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현황
    및 문제점 KBS 보도 (14.1.21/10.17)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

시설 투자가 부족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
- 연간 17만명(전체의 62%)의 중증응급환자가 인력, 시설 부족으로
		 첫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 매년 5천명은 3개
		 이상 병원 전원하며 수술시간 2.5시간 지연되고 사망률 4배 증가
* 심야에 환자는 급감하는 반면, 24시간 운영 비용은 많이 들어 원가보전율(71.7%)이
낮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응급의학전문의, 응급실 간호사, 중환자실 등에 투자 소홀

③		 후진국형 전염병인「결핵」
은 발생 및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
국내 법정감염병(75종) 중 발생/사망 1위로 심각한 상황➊
			 * 결핵발생률/사망률(10만명당) : (‘11) 한국 100/4.9, 일본 20/1.7, 미국 3.9/0.13
			 * ‘12년 국내 법정감염병 통계 : 결핵이 전체의 43% 차치

- 결핵은 2번의 치료기회가 유일한 기회이나, 치료중단(실패)시 주변의
		 2차 전파나 다제내성결핵 ➋으로 진행되어 국민 보건에 위협 초래
* 결핵환자 접촉자 중 30%는 결핵균 감염, 10~16%는 결핵 발병

④ 수술, 처치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중 1회용의 보험 보상이 없거나,
		 재사용 용품의 멸균·소독 보상체계가 없어 재료의 안전 확보 미흡➌
			 * (사례) 내시경 행위료(8,620원)는 1회용 포셉 재료(16천원∼50천원)를 별도로
보상하지 않아 1회용 포셉을 여러 환자의 위장에 반복 사용하게끔 유도

- 1회용의 재사용이나 , 재사용 재료의 멸균·소독 부실은 병원내 감염,
		 패혈증 등을 야기하며 환자의 안전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 가능

20

2014 - 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

보장성 방향

➊ 응급의료 개편 방안

●

€ 중증외상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 결핵 박멸을 위한 치료비 전액 건강보험 지원
* 1,000억 규모 보장성 확대, 정책수혜자 응급·결핵환자 등 약 17만명(중복 포함)

€ 중증외상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15년~)
<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외상 및 응급수가 개선방안 개요 >➊
응급실 단계
진찰

중증응급환자는 중환자실 수준의
전문의가 진료
간호서비스
( 정확한 진단, ( 환자모니터링,
신속한 의사결정 ) 안정된 진료환경 )

중증
응급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신설

취약지
환자

본인
부담

후속진료 단계
간호

응급실 중환자
구역 입원료 신설

수술·처치

중환자실

심야·휴일에도 응급환자를 위한
수술팀 가동
예비병상 확보
(골든타임내수술, ( 중증응급환자
적극적 수용 )
전원 최소화 )
응급환자
수술·시술 가산

① 종별 기능명확화
   - 진료 역량을 갖춘 대형병원 응급실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하여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재료의 의료보장 강화

외상
및
응급

▶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응급중환자실
입원료 가산

⑤ 취약지 환자 부담경감 및 안전한 이송
- 농어촌 취약지 비응급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급여화
- 취약지 응급환자의 이송처치료 급여화

   - 중소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 초기처치 및 신속한
      이송을 담당
< 현행 >

< 개선 >
권역
중증
센터
최종치료
(41)

권역
센터
(20)
지역
센터
(121)

명확한
기능구분
없음

➜

지역
기관
(279)

지역
센터
(100) 경증치료,
초기
지역 응급조치
기관
(279)

② 중증응급환자 접근성 개선
   - 전국 어디에서나 1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권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 (16개 시도 ➔ 29개 권역)
   -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 개소까지 확대하여 접근성과
      수용능력 개선
      (농어촌 권역에는 최소 1개소 확보 ,
      특광역시에는 인구비례 복수지정 )

⑥ 중증 외상 및 응급환자 본인부담 경감
-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본인부담률 완화 (20% → 5%)
- 비입원 중증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완화

○ (외상의료체계)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 등을 갖춘 권역외상
센터를 ‘17년까지 전국 17개소를 설치하여 중증외상체계 구축
- 전문의료진에 의한 긴급수술, 복합수술 등 외상센터 의료체계에
		 적합한 특수수가체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체계 내로 편입
		 * 수익성이 없고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특성을 감안하여 수술 및 중환자실
수가 가산, 동시수술/재료대의 인정범위 확대 등 전문화된 수가체계 개발

- 중증외상환자의 권역외상센터 진료시 다수의 복합수술, 중환자실

③ 중증응급환자 진료인프라 확충
   -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질높은 응급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 응급의학전문의와 전담 간호인력을
      보강하고 , 충분한 응급중환자실 ,
     야간·휴일 수술팀 확보 의무화
구분
응급전문의
간호인력

현행
2-4 인

5인 + α

15 인

25 인 + α

응급중환자실 20 병상
응급수술팀

개정

-

20 병상 + α
10 개과

이용 등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므로, 외상센터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암환자 수준으로 경감(20→5%)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
		 * 중증외상환자(ISS 9점 이상)의 평균진료비가 1,859만원으로(ISS 15점 이상인 경우 2,848만원),
중증도가 낮은 환자(570만원)에 비해 3.26배 높게 나타남(ISS 15점 이상인 경우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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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과
응급의료기금 역할분담

건
강
보
험

응
급
의
료
기
금

○ (응급의료) 권역응급의료센터(현재 20개소)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17년까지 41개소로 확충➊

○ 전체 의료서비스와 연계가 중요
    하고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영역을 담당
  - 의료전달체계의 일관성·효율성 고려

- 불시에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  응급환자에 직접적인 혜택이
    발생하는 질 높은 개별 의료
서비스에 보상

- 응급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고, 환자 모니터링 및 간호서비스 개선

○ 시장실패의 영역에서 필수 응급        
    의료 인프라 유지
- 인구밀도가 낮아 수요가 적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 중증외상 등 3 대 중증응급질환 * 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유지
* 골든타임이 짧아 선택이 극단적으로 제한

<응급의료기금 투입내역>
구분

예산(연간)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

317억원

취약지 지원

249억원

중증외상센터 구축·운영

366억원

심뇌혈관센터 구축·운영

126억원

합계

1,058억원

➋ 결핵 국고사업 예산 활용방안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11.4월~)
   - 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0%)의
      1/2를 국비로 지원
   ✐ 환자수 10만명, 연간 약 69억원
       지원(2014년)

▶ 결핵 예산 활용방안
  ①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진찰료, 도말
      검사, 배양검사, 방사선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15.1월 시행)
  ②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감염
      진단 및 치료사업 실시

중환자실 예비병상, 심야수술팀 가동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추가 투입된 응급자원 및 의료서비스를
응급수가*로 보상하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 수가차등화
* 응급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중환자구역 입원료, 응급수술 및 응급중환자실 가산 등

- 중증응급환자, 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본인부담 경감 또는 보험 확대(이송처치료, 응급관리료 등)도 추진
-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초기 2~3년 재정투자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
구분

‘15년 (20개소)

‘16년 (30개소)

‘17년 (41개소)

소요재정 (억원)

234

585

831

® 결핵 박멸을 위한 치료비 전액 건강보험 지원 (16년)
○ (비용 지원)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을 면제(10→0%)하여 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유도
* ‘13년 결핵환자의 1인당 법정 본인부담금 : 221,524원
* 미국, 캐나다, 대만 등 많은 국가에서 결핵진료비에 대해 100% 지원

- 결핵 치료를 저해할 수 있는 보험 기준, 심사·삭감 등을 최소화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선의 결핵치료에 전념하도록 심사환경 개선
* (사례) 난치 결핵환자의 장기입원 치료, 결핵약 장기복용 등의 보험기준이

➌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 (목적) 입원명령 기간 동안 환자 및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제15조 및 제15조의2,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
▶ (지원대상) 환자 가구의 소득이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
  *「긴급복지지원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그 외 다른 법률에서 지원   
     받는 경우 제외
▶ (지원기간) 입원 명령 실시로 입원한
    기간에 한함
▶ (지원금) ’14년도 현금급여기준 지원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기준)

22

2014 - 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좁아 진료비 심사·삭감 등이 이루어지고 치료과정이 위축되는 문제 보유

○ (정책 강화) 결핵 환자 치료비 일부(본인부담 5%)를 지원하던 국가
지원사업은 잠복결핵자 발굴과 저소득환자 생활지원으로 전환 ➋➌
- 질병정책과 건강보험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후진국형 전염병인 		
		 결핵 박멸을 위한 발굴-치료-사후관리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재료의 의료보장 강화 (16~17년)
○ (감염 예방)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재료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재사용 재료의 소독·멸균이 가능하도록 소독시설 활성화 유도
- 환자 안전에 효과가 좋은 1회용 재료는 별도 보상 추진
- 1회용보다 경제성이 좋은 재사용 재료가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소독료 등을 신설하고 보건소·병원 등 지역 소독시설 확충 유도
* 멸균 소독을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고가장비가 필요하나 동네의원에서는
		 비용부담과 수익성 미흡으로 소독시설 설치 곤란

○ (안전재료) 비유해성 재질, 부작용 감소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보상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한 치료재료 대신 값싼 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치료재료의 보험적용 원칙에 안전성 향상을 중점 고려
* 출혈량 감소, 수술시간 단축, 주변조직 손상 감소 등 기능의 수술재료나
유해한 가소제(PVC)를 사용하지 않는 PVC-free 소재 등의 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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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 영역별 주요 과제

➊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5.9%(OECD 평균 19%)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
(‘14년 OECD Health Data),  특히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4대 중증
질환자가 큰 부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현황>
▶ 의료비로 인한 재산처분 , 전세축소 , 사채이용
    등 54 만 가구가 경험
▶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가구는
    16.3%, 30% 이상은 4.0%
    ( 출처 : ’11 년 , 빈곤실태조사 )

➋「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근골격계 관련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산출
➌ 한방 이용 다빈도 질환
▶ 한방 다빈도 상위 10 대 질환 중 입원
    6 개 , 외래 8 개가 근골격계 질환
    ( 진료비통계지표 , 2013)
순위

입원

외래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비 안심
●

문제 현황

●

①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4대 중증질환」
(총 환자수 159만명)은
			여전히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고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➊
* 고액진료비(연간 500만원)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11년)

- 암·뇌혈관·심장질환은 사망원인의 절반을 차지(47.4%)하고, 고령화,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 증가 등으로 유병인구는 계속 증가
- 첨단장비, 최신 항암제 등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의료행위나 약제 등이 많아 환자의 비급여 부담 과중
* ’12년 총진료비 9.2조, 환자가 부담한 총 비용은 1.8조(19.7%)
    의학적 비급여 1.2조원(13%), 법정본인부담 6천 2백억원(6.7%) 발생

② 「근골격계 질환」
은 건강보험 의료비 중 가장 높은 비중(13.3%)을
		 보이는 다빈도 발생 질환군으로, 고령화로 질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1

등통증

등통증

2

무릎관절증

기타 연조직 장애

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 염좌 , 긴장

4

기타 추간판
장애

발목 및 발 관절
및 인대의  탈구 ,
염좌 및 긴장

5

기타 연조직
장애

어깨 병변

③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6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기타 근육 장애

		 특히「중증화상」
,「장기이식」등의 의료비 부담이 과다하게 발생

7

기타 관절장애

소화불량

8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9

어깨 병변

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편마비

손목 및 손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 염좌 , 긴장

10

➍ 장기수혜자가 부담하는 비용(복지부)
구분

항목
단일
장기

장기
수가

금액 (원)

신장 ,
  췌장 ,
심장

4,000,000

그 외 장기

3,800,000

다장기

5,000,000

이식병원으로의 이송

개별 적용 *

장기적출
수술료

관리병원 관리병원 100%**
이식병원 이식병원 100%**

장기
장기이식
이식
이식병원
수술료
수술료

**

*  이식병원으로의 이송비는 케이스별로 이송에 든
    실제비용을 의미
** 장기적출·이식 수술료는 이식병원이 공단에 급여
    청구하며, 부담은 이식 받은 수혜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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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의 22.3%가 비급여로, 이 중 MRI가 13.3%로 1위 (12년 기준, 건보공단)➋
- 특히 한방 의료서비스의 이용률과 요구도가 크나, 건강보험 급여

범위는 제한적이기에 지속적으로 보험 확대에 대한 요구 발생 중➌

- 장기·조혈모세포 이식시 간접비용(뇌사자관리비, 상담료 등)과 공여자
검사비 등을 모두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큰 의료비 부담 초래➍			
* 장기이식 시 간접비용(1인당) : 장기 종류별로 약 380~500만원

- 중증화상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주로 발생되며, 화상치료
및 재활치료 기간이 길고, 고액의 재료비 등으로 가계부담
*  화상환자 1인당 치료기간 8.3개월, 피부이식술 3.6회, 치료비 부담 1,488만원,
          가계 빚 1,123만원 발생(화상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2003)

●

보장성 방향

●

€ 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
®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장기이식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 2조 2,500억 규모 보장성 확대, 정책수혜자 중증환자 약 307만명(중복 포함)

€ 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 (13~16년)
○ (기본 원칙)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필요한 의료서비스(99.3%)를 건강보험으로 적용
① (필수급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급여화
② (선별급여)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➊ 선별급여

		 사회적 수요가 있는 의료는 단계적으로 급여화➊
* 본인부담 상향조정(예:50~80%)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

③ (비급여)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 존속

▶ ( 목적 ) 경제성이 불명확한 비급여 신의료
     기술과 환자부담이 높은 진단·검사법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급여 적용

비급여 10.2%
현
행

향
후

급여
89.8%

필수적 의료
5.9%

필수급여
95.7%
본인부담 5~1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3년주기 재조정

▶  「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재정‘13.12.)
(

비용효과 미흡
3.6%

미용·성형등
0.7%

선별급여
3.6%

비급여
0.7%

본인부담 상향조정
( 본인부담상한제미적용 )

신의료기술
진입

▶ ( 대상 ) 비용효과성이 불충분하고 대체      
     가능한 필수의료 항목이 있는 고비용 항목,
     사회적 수요 또는 의학적 요구는 있으나
     급여 적용에 필요한 정보 축척이 필요한      
     항목 등
▶ (급여 방식) 본인부담 차등화 ( 본인부담률
     80%, 50%) 및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 ( 주기적 조정) 3 년 이내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 수가 및 본인부담률 등 조정하여      
     급여 관리
▶ (신규 진입) 신의료기술 등 신규 진입 의료는
     합리적인 진입기준을 마련하여 급여화 관리

건강보험 관리(가격 설정 , 청구·심사 등)영역 99.3%

○ (약제비) 매월 수백만원의 투약비용이 소요되는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하여 보험 적용
* 보험 적용을 위하여 약가협상 강화, 위험분담제 적용 등 다양한 방법 활용➋

- 재정적 이유로 대상자, 사용량 등이 제한된 고가의 보험 약제의
급여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장
○ (수술) 단기간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수술 및 치료 부담 완화
- 세기변조방사선치료 등 암환자 방사선치료에 대하여 급여화하고,
		 고가의 수술재료, 지혈제 등에 대해서도 보험 범위 확대
* 자동봉합기 등 기준 확대, 유착방지용제, 혈전방지용 압박스타킹 등 급여전환
* 사용 용량, 적용 대상 등이 제한된 고가의 지혈제, 마취제 등의 급여 기준 확대

○ (고가검사) MRI, PET 등 고가 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➋ 위험분담제
▶ 신약의 효능 · 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 하는 제도
▶ ( 대상 )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 ( 위험분담 유형 )
① 조건부 지속 치료(Conditional Treatment  
     Continuation) + 환급 (Money Back Guarantee)
② 지출 총액 제한 (Expenditure Cap)
③ 리펀드 (Refund)
④ 환자 단위 사용량 제한 (Utilization Cap/
     Fixed Cost per Patient)
※기타 다른 유형의 분담안을 제약사가 제안
   할 수 있음

-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횟수 또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확대
* 초음파 영상검사 보험 적용(’13.10), F-18 뼈 PET 급여 전환(’14.8), F-18
   FP-CIT 뇌 PET 급여 전환(’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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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사례
      <주요 항목의 환자 부담 경감 내역>
급여 항목

환자 부담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대장암치료제
아바스틴
폐암치료제
지오트립정
심장질환 삼차원
부정맥치료술
폐암, 대장암 등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 검사 8종
후두암 인공성대
삽입술
소장질환자
캡슐내시경검사
백혈병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450만원 ➔
23만원(월)
258만원 ➔
12만원(월)
145만원 ➔
7만2천원(월)
249만원 ➔
8만6천원

14~34만원 ➔
0.2~0.8만원

94만원 ➔
3.3만원
130만원 ➔
10.7만원
1,500~3,000만원 ➔
750~1,500만원

    <환자별 실제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 (사례1) 심장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을
    진단받고 약물치료 받던 중 증상이 악화
    되어 부정맥 시술 권고받은 환자(남/41세) :
    삼차원 영상 고주파절제술 보험적용 및
    선택진료비 축소로 의료비 부담 836만원→
    248만원(70%감소)
▶ (사례2) 전이성 대장암 진단 후 항암제인
    아바스틴 투약받는 환자(남/55세) : 아바스틴
    이 대장암 치료에 대해 보험적용이 되면서
    월 258만원 → 12만원 부담으로 감소
    (95%감소)
▶ (사례3) 다발성골수종으로 레블리미드 투약
    받는 환자(남 / 75세) : 3달간 4차례의 투약에
    따라 2,040만원 부담해야했으나 급여화되어
    101만원만 부담(93%감소)

➋ 척추·관절질환의 M R 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2010년 급여확대)
▶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 척추질환(염증성 척추병증, 골절,
    강직성 척추염)
▶ 관절질환(외상성 급성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인대 손상)

➌ 한방 의료서비스 요구도

- 암·희귀난치질환 진단·치료 관련 유전자 검사 급여 전환

		

* 항암제 선택 관련 유전자 검사 8종 급여전환(’14.6), 암 진단·치료 유전자
         검사 급여전환(’15), 희귀난치질환 진단·치료 유전자 검사 급여전환(’ 15)

< 연도별 추진계획 >➊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항목 수
(628개)

25개
(4.0%)

주요 항목
(예시)

초음파
영상진단

고가약제
영상검사

신규 투입
재정

3,800억원

3,979억원

7,500억원

7,400억원

비급여
경감률(누적)(%)

21.5
(21.5)

21.4
(42.9)

41.9
(84.8)

15.2
(100.0)

100개(15.9%) 203개(32.3%) 300개(47.8%)
방사선 치료 검사(유전자 등)
수술행위
교육상담료

* ’13/’14년 실적 기준, ’15/’16년 계획 기준

®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18년)
○ (MRI 검사)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다빈도 질환으로 대상자가 많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 보험범위를 대폭 확대 (약 56만명)
- 특히, 보험 적용이 안되는 MRI 검사가 많은 퇴행성 척추질환(추간판
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 관절통증(어깨 회전근 파열 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➋
- 세부 대상질환 및 인정 횟수 등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추진
  
의 MRI 보험 적용은 제한적이기에, 근골격환자가 부담하는
*‘근골격계질환’
    비급여 MRI 검사비용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추정

○ (한방 물리요법)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질환의 한방 치료
분야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확대➌

▶  2013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보사연, 2013)
  ✐ 물리치료는 한방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 위

-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 물리요법 구성비

		 논의를 통하여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 범위를 결정
41.4%
40.0%

- 특히,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하여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37.6%
36.3%

‘08년

‘09년

‘10년

‘11년

▶ 한방 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복지부·보사연, 2011)
  ✐ 한방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물리
      치료 이용
  ✐ 시급한 급여확대 분야 2위(13.3%)가 물리
      치료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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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장기이식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16년/18년)
○ (장기이식)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이식을 위한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16년)

➊ 장기이식 진료비 현황(1인당)
                                                           

급여
총 진료비
공단부담 본인부담
101

- 뇌사자관리비, 구득과정의 상담·지원비용, 검사비용, 적출장기 이동
교통비용 등 간접비용(380~500만원)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➊
- 장기, 조혈모세포 등 기증자의 공여적합성 결과 이식이 불가한 경우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검사비용을 모두 건강보험에서 급여➋
○ (화상 치료) 중증환자에 필수적인 인공(생체)피부, 드레싱 재료 등
		 고가의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장하도록 보험 범위 확대( ‘18년)➌
- 급여기간, 급여개수, 적용 범위 등 제한이 많은 보험기준을 대폭 정비

67

11

(단위 : 백만원)

비급여
22

주) 13년도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자 47명의 진료비
     분석 결과(건보공단)

➋ 조혈모세포 및 장기이식 등 이식시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급여기준(현행)
▶ 장기 등 공여자의 공여적합성 확인 비용은
   실제 공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검사
   비용을 소급하여 1 회에 한하여 산정
▶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사비를 전액 본인부담

➌「화상장애인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욕구 조사」(2010)
▶ 급여확대 요구도 조사결과 수술 , 치료
    재료비의 급여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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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한 노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 강화
●

➊ 치매진료비 분석자료(심평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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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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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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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➋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4)
➌ 치매유병률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2020 2030
2050
11.9 2040
15.06
15.06
10.39
9.79
9.39
11.9
9.99
10.03
11.9
9.58
9.18
10.39
10.39
<월별9.79
총 의료비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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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2020 2030
10.032040 2050
9.39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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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9.99
10.03 3,642억원
9.18
9.58
3,500
9.18
주
)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연령
, 성별 , 교육 , 거주
3,0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20
2030 2040 2050
     지역
표준화
치매
유병률로
추산함
2,500
2012 2013년 2014
2015 2016 2020
2030
1,943억원
      (2012
치매유병률조사
, 복지부
)2040 2050

2,000
1,427억원
1,500 879억원 999억원 1,165억원
<월별 총 의료비 증가 추이>
1,000
억원
500
4,000
3,642억원
3,500 0

➍ 암 환자 의료비 증가 추이

문제 현황

●

① 노인이 20개이상 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6.6%에 불과하며, 		
23.3%는 의치가 필요한 상태 (‘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75세 이상 구강질환 의료비 중 53.5%를 본인이 부담(‘12년, 건보공단),
특히 틀니·임플란트 등 고가의 치아 복원 치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		
* 임플란트의 경우 비급여 관행가격은 139만원~180만원 정도로 조사

② 고령화로「치매」
가 크게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기발견과 초기치료를 통한 중증화 예방과 비용 절감 중요
- 치매로 인한 연간 총진료비가 ’13년 1조 3천억원➊에 달하며 1인당
310만원 가계 부담, 사회적 비용은 11.7조원(GDP의 약 1%)➋으로 추정
* 치매 환자수 : (‘12) 54만명 → (‘30) 127만명 → (’50) 271만명 ➌
* ‘08~‘12년 노인인구가 17.4% 증가하는 데 반해, 치매노인은 26.8%증가

- 조기 발견으로 발병을 2년 지연시 20년후 유병률을 80% 수준으로 		
		 감소, 조기검진과 초기치료시 연간 1.3~2.8조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➋가능

<월별 총 의료비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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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망 3개월 내 암환자는 의료비의 19.9%를 지출 중으로, 말기과정의
		 효과가 낮은 치료에 과도한 의료비를 사용하고 힘든 사망과정을 거침
* 암환자 진료비 3조 5,270억원 중 7,012억원(19.9%)을 최종 3개월에 사용(’10년)
(사망전 3개월차)1,427억원 → (2개월차)1,943억원 → (1개월차)3,642억원➍

70,000
65,000

명
지난
10년간 암 사망 추이
➎
80,000
60,000
55,000

75,000
50,000 명
년
80,000
70,000 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80,000
75,000
65,000
75,000
70,000
60,000
70,000
65,000
55,000
65,000
60,000
50,000
년
60,000
55,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55,000
50,000
년
50,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암은 질병사망 1위, 연간 7만명 이상 사망 중이며 향후 지속 증가 전망➎
    * 평균 수명(남 77, 여 84세)까지 생존시 남자 5명 중 2명, 여자 3명 중 1명 발생
- OECD 각국은「호스피스」
를 도입, 발전시키고 있으나, 한국은 초기단계로
‘11년부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으로 건강보험 미적용
    * 인구 100만명당 호스피스 병상수 : 한국 18개, 대만 30개, 영국 50개

●

보장성 방향

●

€ 65세 이상 노인 대상 틀니·임플란트 보험 적용
®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급여 확대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 5,200~6,000억 규모 보장성 확대, 정책수혜자 노인·말기암 등 약 235만명(중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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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 대상 틀니·임플란트 보험 적용 ( 14~16년)
○ (틀니) 75세이상 노인에게 완전·부분틀니 급여화 (‘12년~’13년)➊
* 완전무치악의 경우에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부분무치악의 경우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급여

○ (임플란트) 75세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급여화 (‘14년)
-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평생 2개까지 급여,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➊ 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수(명)
구분

2012년

2013 년

2014 년

완전틀니
(12.7 월 ~)

38,853

66,937

72,343

부분틀니
(13.7 월 ~)

-

63,252

109,505

임플란트
(14.7 월 ~)

-

-

34,605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  임플란트 1개 시술시 약 60만원 (본인부담50% 적용, ‘14년 의원급기준)

○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을 동시에 ‘15년부터 70세 이상,
’16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모든 노인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 (‘14년)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적용

- 임플란트 부가수술(골이식) 및 보철재료(지르코니아) 보험 확대,
		 금속상 틀니까지 보험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며 연령 확대 추진

®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급여 확대 (14년, 17년)
○ (조기검사) 선별검사에서 치매 고위험군(약 12만명)으로 판정된 경우
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치매검사에 대해 급여 전환 (17년)➋
○ (치료 확대) 치료를 위한 의약품 보험범위를 확대 (‘14.10 기시행)
- 중증치매(약 3만명)에서 치매약제 병용투여 시 1종만 보험 적용

➋ 치매검사 지원 현황 (복지부)
▶ 검사 단계 및 내용
단계

		 하던 보험 기준을 확대하여 모든 병용투여 의약품 보험 적용
-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은 현재 경증 치매 환자에게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나 모든 치매 환자로 확대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15년)
○ (보험 적용) 호스피스 특성이 반영된 수가 모델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호스피스 이용시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
- 암 제거 중심의 의료 행위·약제 보상 방식이 아니라 말기암환자의
		 통증 완화 및 존엄한 임종 제공에 맞는 별도 수가체계 신설

내용

보건소 MMSE-DS
선별검사
또는 국가건강검진
(1 단계 )
인지기능검사

급여여부
무료

치매척도검사 (CDR)
급여포함
우울척도검사 (GDS)
신경인지검사
진단검사
(2 단계 ) (CERAD-K,SNSB)

감별검사
(2 단계 )

일부
비급여

전문의진료

일반
진찰료
산정

혈액검사

급여포함

뇌영상촬영
(CT,MRI/MRA)

급여포함

▶ 국가지원 사업 내용
  - (지원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지원내용) 8만원(상급종합병원 11만원)이내
     본인부담금 지원
  ✐ 신경인지기능검사의 비급여 비용은 검사

     종류 및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편차
      (78천원~40만원)가 큼
     (국회예산정책처, 2014)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09.12~)이며, ’15년초 수가개발 완료 예정

-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등 주요 비급여 비용과 환자·가족
심리상담 등도 포괄하여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을 대폭 완화
*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폭 경감되는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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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방향                                                           
▶ 완화의료 병상 확대
  - 2020 년까지 1,400 여 병상으로 확대
   * 57 개기관 950 병상 (‘15.1 월 기준 )
▶ 완화의료 서비스제공체계를 전용 입원병상
    에서 환자중심으로 확대
  -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화 추진
▶ 적정 공급자원 확보
   - 암환자 분포 , 완화의료 전문인력 등을
      고려한 전국의 적정 병상규모 설정
    검토 등
▶ 완화의료 서비스 질 향상
  - 완화의료 전문기관 평가 제도 강화
   ( 항목별 결과 공개 , 기준 미충족시 지정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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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강화)「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13.10)」
에 따라 		
호스피스 기관 확충, 서비스 개발 및 질관리 강화 등 정책 노력도 강화 ➊
▪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완화의료팀제의 법제화 추진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강화 및 시설 기준 개선
▪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 및 의료진 교육·홍보 강화 등

(2) 고액 비급여 적극 해소 및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
1

중증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해소와 건강보험 적용

➊ 선택진료 운영 현황(2013.6월말)
▶ 선택진료 운영 기관 현황(요양기관종별)

●

문제 현황

●

①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가 가장 높은

구분

(단위 : 개소, %)

총 기관 운영기관

비율

전체

2,174

370

1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개선이 필수적

상급종합

43

43

100.0

종합병원

280

116

41.4

-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중증환자일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

병원

1,437

175

12.2

치과병원

207

24

11.6

한방병원

207

12

5.8

② 선택진료비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연간 1조4천억 규모(’13년),
진료비의 최대 100% 범위 내에서 부과하므로 환자의 부담수준이 높음
		 * (사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위암 환자의 경우, 총 본인부담 		
			 1,135만원 중 선택진료비가 421만원으로 37.1%에 달함

-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가 선택의사가 아닌 경우가 적어*
		

                                                       

▶ 선택의사 지정 현황
                                                          

(단위 : 명, %)

구분

선택진료 선택진료
가능의사 지정의사

비율

전체

13,403

73.7

9,878

상급종합

7,197

5,697

79.2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중증환자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이용

종합병원

4,891

3,388

69.3

병원

807

424

52.5

*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선택진료를 운영하며, 평균 79.2%가 선택의사로 지정➊

치과병원

377

274

72.7

한방병원

131

95

72.5

③ 1~5인실 이용시 기본입원료 외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상급병실
		 비용이 부과되며, 연간 약 1조 규모(’13년)에 달하는 부담 발생

➋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 운영 현황
( 단위 : 개 , %)

                                                            

-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 부족*으로 상급병실 이용이 불가피하고,
하루 평균 32만원**으로 높은 수준
*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평균 비율 65%, 상위 5개 병원은 59%에 불과➋
** 상위5개 병원 1인실 평균 가격 약 32만4천원 (’12년도 기준)➌

④ 간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가족 간병 또는 간병인 고용 등
		 사적으로 해결하여 간병인 고용에 연간 약 2조원(‘12년) 부담
- 보호자 간병으로 인한 생업 중단, 간병인 고용부담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입원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

구분

일반병상
상급병상
병상수 비율 병상수 비율

전체

190,294 74.1 66,483 25.9

계

상급
상위 5개소
종합
그외

25,254 65.3 13,404 34.7
5,170

58.6 3,649

20,084 67.3

9,755

65,573 72.6 24,770 27.4
계
종합
300병상이상 39,444 71.9 15,428 28.1
병원
300병상미만 26,129 73.7 9,342 26.3
99,467 77.8 28,309 22.2

계

병원 100병상이상 69,887

82.1

15,246

주 ) 2013.6 월말 요양기관 현황신고 자료 기준

➌ 요양기관종별 평균 상급병실차액
구분

종합병원

●

€ ‘17년까지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 적용

( 단위 : 천원 )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계
578 244 123 58
상
급
상위 5개소 781 324 158 109
종
합
그외 406 195 103 55

보장성 방향

17.9

100병상미만 29,580 69.4 13,063 30.6

                                                             

●

41.4
32.7

43

58

32

101

34

53

32

35

26

171

113

64

병원

144

95

53

34

24

20

전체

259 124

78

40

35

25

주 ) 평균 상급병실차액은 각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인실별 상급병실차액에 병상수를 가중하여 산출

® 4인실까지 상급병실을 보험 적용하고, 일반병상 70% 이상 확충
 간병이 필요없는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 ‘14~‘17년간 1조8천억 규모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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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선택진료ㆍ상급병실 제도개편 방향
2014
선택
35%
진료비 비용감소
상급
병실료

4~5 인실
보험적용

2015

2016

2017

선택의사 80

선택의사
30% 로 감소 30%
보험적용

대학병원 일반병상

70% 로 확대

추가부담비율 축소

▶ 선택진료
2014
2015
2016
2017
선택진료 부과비율 35% 감소
선택 ◦
35% 선택의사 80 30% 로 감소 30% 선택의사
진료비 ◦
보험적용
비용감소
선택진료비
총 총 규모 연간 1조4,365억에서
4,365억약 38%38%
총
감소
상급      8,931억으로
4~5 인실1조대학병원
로 확대
감소
일반병상 70%
8,930억
병실료 보험적용
◦고도·중증 의료서비스 중심 수가 개편
   - 다학제통합진료료, 혈액관리료 등 신설
연간환자부담금
      및 고도 수술·처치 수가 인상

선택진료비

2015
4~5인실까지2016
보험

선택
35%
진료비 비용감소
상급
병실료

4~5 인실

적용

보험적용 1조 1,772억

총
1조 4,365억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적용➊

70%
16%로 확대
감소

38%
감소

연간환자부담금

선택의사를 단계적으로 축소(80%→30%) ③ ’17년에는 33% 선택의사의
비급여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 선택진료비 축소 비용은 고도·전문 의료서비스, 환자 안전, 우수
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여 모두 보전
< 연도별 추진계획 >

2017

추가부담비율 축소
선택의사 80 30% 로 감소 30% 선택의사
보험적용
총 일반병상
대학병원

○ (추진방향) 전액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 (주요내용) ① ‘14년은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 ② ‘15~‘16년에는

➋ 2014년도 추진성과

2014

€ ‘17년까지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 적용 (’14~’17년)

연도

총
9,879억

총
8,930억

연간환자부담금
추가부담비율 축소
▶ 상급병실료
적용되는보험
일반병상을
◦건강보험이
4~5인실까지
적용 6인실
     에서 총
4ㆍ5인실까지 확대
1조 4,365억
본인부담 총 1조1,772억에서
◦입원료
총
감소
     9,879억으로 약 16% 감소 8,930억

38%

16%등 특수병상
◦격리치료실,
1조 1,772억 신생아실
총
감소
     수가 개편연간환자부담금
9,879억
총

‘14년
➋

선택진료 축소

총
1조 1,772억

16%
감소

총
9,879억

연간환자부담금

➌ 환자부담 경감사례
뇌수막양성종양 환자 A씨 (남/65세)

규모

① 선택진료 비용을 진료항목별 ① 고도의전문적수술·처치수가인상
20~100%→15~50%로 축소 ② 중증환자의료서비스향상수가 5,100억
(평균 35% 축소)
조정(암환자공동진료,입원중협진등)

③ 우수한의료기관에대한기관별
② 선택의사 지정 비율 병원별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수가(가칭
80%→진료과목별 30%로
‘15 ~
④ 환자감염및 안전관리강화를 6,600억
대폭 축소 (선택진료 전체
‘16년
위한 수가 조정
규모 평균 45% 축소 )
⑤ 진료협력병원간 협력진료 수가 신설

상급병실료

연간환자부담금
4~5인실까지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17년 ③ 비급여 선택진료제 폐지

⑥‘(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으로
건강보험 적용

3,600억

® 4인실까지 보험 적용하고, 일반병상 70% 이상 확충 (’14~’15년)
○ (추진방향) 일반병상 확대를 통해 환자 부담경감 및 병실 환경 개선➊
○ (주요내용) 4~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일반병상으로
확대하고,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도 50→70%로 상향

뇌수막양성종양으로 입원하여 수술받은 A씨
종전 2,18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선택진료비가 개편되어

1,308만원만 부담하게됨

- 원치 않는 1인실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중환자실, 신생아실, 격리실 등
특수병상 수가를 현실화하여 특수병상 공급 확대 유도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임산부 B씨 (여/33세)

< 연도별 추진계획 >

조기진통으로 13일간 4인실에 입원한 B씨

종전 1일당 12만9천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4인실 보험 적용으로

2만4천원만 부담하게됨 (81% 감소)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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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규모

‘14년 상급병실을1~5인실→1~3인실로 4,5인실입원료신설
2,200억
축소(4,5인실건강보험적용) 격리실,신생아실,낮병동입원료인상
➋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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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축소

상급종합병원 등 일반병상 의무 중환자실및준중환자실,무균치료실,
900억
확보 비율 50→ 70% 로 상향
납차폐특수치료실 등 입원료 인상

 간병이 필요없는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15년~)
○ (추진방향) 간병을 포함한 새로운 간호서비스를 도입(포괄간호서비스➊)
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간병의 질 향상
○ (주요내용) 간호사·간호보조인력 등 팀간호체계로 간병을 포함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전개➋
*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입원료 수가를 마련하여 건강보험 적용

➊ 포괄간호서비스 기본 모형
: 보호자나 간병인이 아니라 , 병원의
간호인력이 간병 (기본간호) 을 포함한
모든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원간호서비스에 간병을 흡수
건강보험 급여
병원

간호서비스

간호사

입원비

환자
간병인

병원

‘14년

‘15년~‘17년

‘18년 이후

추진단계

국고 시범사업

대상병원

공공병원 등

지방 중소병원

전체 병원

규모

190 억(국비)

4,800억

940억

건강보험적용(병원자율)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병비(개인부담)

개선

○ (연도별 시행계획) 간호인력 충원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
구분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

간호사

포괄간호서비스

간호
보조인력

입원비

환자

➋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현황
▶ 국고지원 방식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개시(’13년)
▶ 공공병원까지 시범사업 확대(’14년)
  * ‘13년 13개 병원(민간 9, 공공 4개)
   → ‘14년 28개 병원(민간 9, 공공19개)
▶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 인력배치 기준,
    인력간 업무범위 등 서비스 기본모형을
    개발하고 환자 서비스 만족도 등 평가
    실시(‘13~’14년)
▶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및
    지방·중소병원 대상 시범기관 확대
    추진(’1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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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 영역별 주요 과제

2

의료비 부담이 큰 고가검사의 보험적용 확대

➊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 (2012년)
기타
15%

MRI
8%

치료재료대
10%

●

처치 및
수술료
8% 주사료
8%

선택진료비
15%

➌ 급여확대 우선순위 조사결과
순위

전문가
(2009)

국민참여위원회
(2012)

1위

초음파검사

항암제
( 본인부담률 인하 )

3위

노인틀니

			비중이 20.1% (초음파 12.4%, MRI 7.9%)로 비급여 부담 상당➊
* 초음파검사 15,451억원, MRI검사 3,357억원으로 추정➋

②		「초음파」및「MRI」검사에 대한 급여확대 요구 지속

➋「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2 위 MRI 기준 확대

●

①		 ‘12년도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 중 고가 영상검사가 차지하는

초음파
12%

병실차액
14%

검사료
9%

문제 현황

초음파검사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시
항구토 주사제
( 본인부담률 인하 )

주)  1. 전문가 : 보건의료전문가 31명 대상
2. 국민참여위원회 : 성·연령·지역별
         층화무작위 30명 선발

- 초음파는 특정질환(4대 중증질환)에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을 시작
			 하였으나, 상복부, 골반 장기 등의 보편적 진단법으로 급여화 우선
			 순위 높음
* 보장성 강화 항목  :  ‘09년 1위(전문가), ‘12년 2위(국민참여위원회) ➌

- MRI는 ‘05년 암, 뇌혈관질환 등 중심으로 급여 시작, 이후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해 확대(‘10년)되었으나 보험 범위가 좁고, 요구도가
			 높은 질환은 비급여가 많아 급여화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중
* ‘12년도 MRI 검사비의 61%가 비급여로 추정 (건보공단)➋

➍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지원 현황
▶ (2008.12) 임산부 초음파검사비 지원을
    위해 바우처 제도 ( 고운맘카드 ) 도입
▶ (2013.10) 암 등 4 대 중증질환 산정
    특례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➍「초음파 급여화 방안 연구」
    (심평원, 2013)
▶ ( 급여확대 우선순위 ) 진료지침이 존재
    하거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높고 , 적응증을 명확하게 정
    의하고 , 수요예측이 가능한 경우

보장성 방향

●

€ 임산부, 간질환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 보험 확대
* 3,100~3,400억 규모 보장성 확대, 207여만명(중복 포함)

▶ ( 우선 급여확대 고려 대상 질환 ) 만성
    간질환의 간초음파

➎ 간질환 진료비 현황 분석 (`13년, 공단)
▶ 간염 , 알코올성 간질환 , 간경변 대상자
    분석결과 간초음파가 전체 행위 비급여
    진료비 중 32.6% 를 차지하여 1 위
순위

비급여 항목

비율 (%)

1
2
3
4
5
6

간초음파
간 MRI
C 형간염항체 ( 정밀 )
HBsAg 정량검사
B 형간염 DNA 정량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 분획

32.6
31.1  
24.9  
6.3
2.9
2.2

주)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자료 및 재난적
     의료비 자료 분석

€ 임산부, 간질환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16~17년)➍
○ (임산부)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비급여의
35.1%)에 대해 기본 적용횟수를 정하고 건강보험 적용(약 47만명)
☞ (1)-1-€「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과제에서 설명

○ (간질환) 간경화, 간암 등 중증질환 진행의 조기 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➍➎
- 초음파는 간경변증 진행을 진단하고, 간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로 환자의 생존율과 비용 대비 효율적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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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의 간세포암 진료가이드라인에서 만성 간질환의 경우 간암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로 간초음파 검사 권고 ➊

- B형 및 C형간염 보균자, 모든 원인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100여만명)
대상으로 1년에 기본 적용횟수(1~3회)를 정하여 건강보험 적용
® MRI 검사 급여확대 (18년)
○ (MRI 검사)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다빈도 질환으로 대상자가 많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 보험범위를 대폭 확대 (약 56만명)➋
☞ (1)-6-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과제에서 설명

- 특히, 보험 적용이 안되는 MRI 검사가 많은 퇴행성 척추질환(추간판
		
		

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 관절통증(어깨 회전근 파열 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

- 세부 대상질환 및 인정 횟수 등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추진
		 *‘근골격계질환’의 MRI 보험 적용은 제한적이기에, 근골격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MRI 검사비용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추정➋

➊ 2014 간세포암종 진료가이드라인
(대한간암학회·국립암센터)
▶ 우리나라 간세포암종의 원인은 B 형간염
    바이러스 , C 형간염바이러스 , 알코올 ,
    대사성질환 등에 의한 만성간염 및 간경    
    변증이 대부분을 차지
▶ 이들 고위험군에 대한 간세포암종 감시
    검사 ( 복부초음파검사 및 혈청 알파태아
    단백검사 ) 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➋ MRI 비급여 현황
▶ 12년 기준 전체 MRI 검사비용 중 약
    61%가 비급여 부담
▶ 질환군별로 보면 약 60.8% 정도가
    근골격계 질환에서 발생
비뇨생식기계
2.3%
기타
8.7%
내분비계
2.5%
기타.신생물
2.6%
소화기계
5.4%
심혈관계
6.4%

근골격계
60.8%

신경정신계
11.3%

☞ 12년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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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급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공적 관리 기반 강화

●
➊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건강보험보장률

13.4

13.7

22.1

21.3

법정본인 부담률

●

① 보장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보장성 강화의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영역이 더 빠르게 확대되며 비급여 부담이

비급여 본인 부담률

15.5

13.7

15.8

21.9

21.3

20.6 20.0 20.3

17.0

문제 현황

17.2

커지기 때문➊		
		 * ‘06~’10년간 법정본인부담 증가액은 1.4배인 반면 비급여본인부담      
   증가액은 1.8배로, 비급여 부담 증가 정도가 1.3배 더 높음

64.5 65.0 62.6 65.0 63.6 63.0 62.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08~’12년간 법정본인부담률은 1.6%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 부담률이
1.7%p 증가하여 보장률 상승 효과를 상쇄
② 비급여는 주로 신의료기술 영역으로, 치료효과 개선은 있으나
		 고가의 가격으로 건강보험 적용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 보유
- 획일적 기준을 통해 비급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 의료제공의 자율성, 의료기술 발전 등을 저해할
		 가능성 우려				
		
		
		

반면, 현재는 비급여가 지나치게 시장에만 맡겨져 있어, 선택에 		
있어 환자의 정보 부족이 심하고, 건강보험은 비급여 현황(빈도,
가격 등)을 파악하지 못하며 경제성 개선의 주기적인 재평가도 		
미흡한 문제 보유

●

보장성 방향

●

€ 비급여 의료비용 고지체계 강화 및 정보 공개 확대
®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선별급여 제도의 도입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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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의료비용의 고지체계 강화 및 정보 공개 확대
○ (고지 강화)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지지침 개정
-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 등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고, 건물별
안내판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등 공개장소 구체화
- 상급종합(‘13.9월), 종합병원(‘14.8월) 등에 이어 고지 지침 개정 지속
○ (표준화) 비급여 의료행위 관리를 위해 기초가 되는 비급여 의료

➊ 의과 행위 분류 표준화
▶ (~2013.11) 비급여 행위 ( 한방 , 치과 )
    항목별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연구용역완료
     → (~2014.12) 한방·치과 코딩작업완료
▶ (2013.7~2014.7) 비급여행위 (의과) 항목별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
    연구용역완료
▶ (~2015.6) 의과 비급여 행위 정의 및 코딩
    확정

➋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공개

		 행위 표준화와 코드 부여 등 분류체계를 전문가 단체와 공동 개발➊

▶ (2013.1~) 상급종합병원 대상 29항목
   공개(상급병실료차액 등)

○ (공개 확대) 국민들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 곳에서, 한 눈에

▶ (2013.9~) 상급종합병원 대상, 37항목
   공개(MRI진단료 등 8항목 추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2014.2~)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이상
   기관 대상, 37항목 공개

- 국민의 관심이 높은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선정·공개➋
- 국민 요구도가 높은 상병·수술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포함한 총진료비
			 공개 검토➌
			 *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공개를 위한 진료비
				 정보수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관리기반) 다양한 비급여의 가격, 빈도 등 자료 수집을 위한 비급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취합 및 데이터베이스 내실화➍

▶ (2014.12~) 전체 종합병원 이상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대상, 32항목 공개     
   (위수면내시경검사 등 5항목 항목 추가)
    * 10항목이 급여전환 되어 공개에서 제외

➌ 상병, 수술별 총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 공개
▶ 항목선정 및 진료비 산출방법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14.12월~’15.4월)

➍ 비급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2014.7) 진료비민원, 자동차보험 등    
   비급여 진료정보 수집을 통해 시스템 구축

®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선별급여 제도의 도입 및 운용➎
○ (목적) 경제성이 아직 불명확한 비급여 신의료기술을 환자부담이 높은

▶ (2015~) 비급여 진료 표준화 기반을 통한
   상병별, 수진자별 비급여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예정

➎ 선별급여 현황 (총 11개 항목)

		 특수한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편입시켜 정보 파악 및 지속적 관리

항목

본인
부담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50%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80%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80%

F-18 FP -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80%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검사

80%

○ (본인부담 차등화) 비필수적 의료인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에서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50%

		 일부(20~50%)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향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배제)

무탐침정위기법

○ (대상) 의학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
		 의료, 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기술 등
*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 (주기적 조정) 3년마다 재평가를 원칙,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 전환, 본인부담 조정 등 사후관리
- (가격 설정) 지나친 낮은 가격 책정으로 의료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술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가격방식 적용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 치료재료
초음파 전파 절삭기

50/80%
80%
50/80%

FLO WIRE

80%

일시적 혈관폐쇄용 치료재료

50%

* ‘ 15년 유방재건술,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
   (TAVI) 등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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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➊ 장애인단체 급여확대 요구 내용
확대요구 품목

요구 단체명

비고

1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을 내실있게 강화

특수컨트롤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장애인보장구
제도개선방안
연구

압력옷(안면), 스위치,
터치모니터(지적 및
자폐)

장애인
실태조사

전동구강세정기,
보완대체 의사소통기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전동리프트,
산소호흡기

척수장애인협회

수동휠체어, 전동휠
체어

심장장애인협회

장세척기   

장루장애인협회

휴대용산소(용기)

호흡기장애인
협회

영상전화기,
청각장애용 화재
경보시스템,
소리알리미

농아인협회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광학
문자판독기, 독서기

시각장애인협회

스탠딩휠체어

척수장애인협회

② 반면, 기술 발전에 따라 갈수록 다양화, 고가화되는 보장구에

기저귀, 목욕의자

한국장애인단
체총연맹

		 대한 지원확대 원칙과 효율적인 지원방식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인공호흡기

한국호흡기장
애인협회

전자식 가정용
혈압기,
전동제세동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부산심장장애인
협회

2011년

●

문제 현황

●

① 기술 발전, 장애인의 권리 확대 등에 따라 장애인에 지원하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장애계의 요구가 지속
적으로 제기
2014년
1차 조사

		

- 새로운 보장구 개발에 따른 지원품목 확대 요구와, 지원 중인
보장구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주로 제기➊
*  예시) 보청기의 경우 현행 보험지원 기준액은 ‘05년 34만원 책정 이후 변동이
        없는 반면, 시장가격은 계속 올라 ‘13년 평균 131만원으로 조사

2014년
2차 조사

➋ 장애인 보장구 개선 방향
국민소득 향상과 재활공학 기술 발전으로
고가의 첨단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 일상
생활 편의용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적용 기준 마련
필요

*  장애인 보장구는 의지, 의족 등 단순한 신체기능 보조를 뛰어넘어 광학문자
        판독기, 로봇팔, 스마트폰(블루투스) 보청기 등 첨단화, 고가화되는 중 ➋

- 최소 기준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행 지원방식도 공급자들의 		
		

가격 인상을 조장하고, 수리비 지원 없는 내구연수 설정도
수리보다 교체를 더 부추기는 등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문제점 보유

<확대 예정 품목 및 평균 시장가격>
품목명
특수컨트롤러

시장 평균가격
200만원

보완대체
의사소통기

프로그램 80만원
단말기 60만원

전동리프트

250만원

영상전화기

50만원

점자정보단말기

550만원

광학문자판독기

300~400만원

맞춤형 특수휠체어

680만원

●

보장성 방향

●

€ 장애인 보장구의 확대 및 기준 개선 등 지원 강화
® 장애인 보장구의 지원원칙 확립 및 지원방식 개선
  * 540~630억 규모 보장성 확대, 정책수혜자 장애인 약 7만명(중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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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장구의 확대 및 기준 개선 등 지원 강화 (15~16년)

➊ 국외 공적급여제도
미국

○ (품목 확대)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품목부터 우선적으로 급여 확대
- 수요조사, 연구 등을 통해 조사된 급여확대 필요 품목 중 의학단체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급여대상 및 우선순위 결정(‘15년 상반기까지)
*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목적의 품목은 신중하게 검토

○ (기준 개선) 지나치게 협소한 보장구의 기준금액과 급여기준 확대
- 지급건수가 많고 요구도가 높은 보청기·발목관절 보조기·의안의
		 기준금액 우선 인상, 의지·보조기 등은 연구를 통해 단계적 추진
* ‘13년 연구결과 및 수입원가 등을 분석하여 기준액 재산정

- 보청기 양측 급여 등 불합리한 지원기준 확대
○ (본인부담 경감) 보장구의 건강보험 지원 비율을 요양비와 동일하게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는 등 본인부담 경감방안 추진

▶ 현황 및 전달체계
- 공적급여제도와 사적급여제도가 공존
- 장애인보장구는 대분류 10종, 중분류 71종, 소분류
    494종으로 분류
▶ 급여산정 방법
- 급여품목의 실제가격과 메디케어수가 중 작은
    금액의 80%를 메디케어가 지급, 나머지 금액은
    가입자 부담
- 임대를 원칙으로 최장 15개월까지 가능
▶  수가결정 방법
- 국가공급자 정산소에 등록된 공급자들의 판매
    가격을 토대로 매년 재활 보조기구 지역중간 지불
    기관이 각 주의 예비수가를 정하고(L-Code 사용)    
    미국의료보험재정 관리국인 소비자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최저액과 최고액 내에서 수가를 결정

대만
▶ 현황 및 전달체계
-‘심신장애자보호법’
에 의해 내정부에서 관장, 지방
    정부에서 제도 수행
▶ 급여산정 방법
- 수가를 고려하여 저소득층과 일반가정으로 구분
    하여 품목별 급여금액을 산출
▶ 수가결정 방법
- 업체평균제시가와 시장의 실제가를 고려하여
    협의롤 통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보조기별로
    500NT$~600,000NT$에서 결정

* 보장구 이외의 요양비(현금급여)의 본인부담률 인하는 ‘13.7월에 기확대

일본
▶ 현황 및 전달체계
- 사회보험체계(보험료를 지불)와 사회복지 체계(세금에

    의해 조달)가 공존
- 보조기구의 품목은 의지, 훈련용의지, 의료용 장구,

® 장애인 보장구의 지원원칙 확립 및 지원방식 개선 (16년) ➊ ➋
○ (원칙 확립) 장애인 보장구의 지원원칙에 대한 연구용역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향후 보장구 지원 확대의 기준원칙 확립
○ (지원체계)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상한가격 설정,
		 수리비용 지원 등 지원방식의 효과적인 개선을 병행 추진
- 합리적 가격 산정이 가능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제시하고,
		 고가제품은 건강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나친 가격 인상 억제
- 보장구 수리비용을 충실히 지원하고 장기이용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사용가능한 제품 자체를 교체하는 문제점 해소
* 보장구 수리업체 확충 및 질관리 등 인프라도 함께 강화

    재활용장구, 일상생활용품의 5개 항목으로 구성
▶ 급여산정 방법
- 제도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세 또는 지방세로 조달
- 수가를 고려한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이 10%를 부담,

   세대소득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적용
▶ 수가결정 방법
- 기본가격에 제작요서 및 완성요서 가격이 가산되어
을 통하여 수가를
   최종가격이 결정되는“적층가산 방식”
   결정, 기본가격 및 요소가격은 제조업체의 시장가를
   통하여 책정

독일
▶ 현황 및 전달체계
- 공적급여제도와 사적급여제도가 공존
- 연방보건부에서 보조기구 지원제도 및 정책, 전달
    체계 파악 등 종합적 역할수행
- 크게 7가지 유형, 2,000여개 품목으로 분류
▶ 급여산정 방법
- 구입액의 90%는 보험사가 지급, 10%를 개인이 부담
    하며 개인부담액 중 최소 5EURO, 최대 10EURO까지
    다시 보험회사가 지급
- 보장구의 가격이 연봉의 2%가 넘을 경우 보험회사가
    전액 지원
▶ 수가결정 방법
- 구입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

➋ 독일의 장애보장구 급여심사 및
가격협상 기준
▶ 급여 필요성 검토
▶ 질병치료의 성과를 보장하는지
▶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지
▶ 일상 생활의 기본적 욕구를 조정해 줄
    수 있는지
▶ 건강악화를 제거할 수 있는지
▶ 아동의 성장 악화를 방지 하는지
▶ 요양 수요를 완화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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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재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

문제 현황

●

① 기술 발전에 따라 병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환자가 직접 치료하는
재가치료 영역이 발전 중이나, 건강보험은 지원체계가 미흡
➊ 재가치료 건강보험 지원 현황
▶ 현물급여 : 가정간호
▶ 현금급여  
- 자동복막투석 : 투석액(`85년),
                       소모성재료(`08년)
- 가정산소치료 : 산소발생기 임대료(`06년)
- 당뇨 소모성 재료 : 자가혈당 검사지(`11년)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자가도뇨카테터
                                (`13년)

-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되는 의료행위를 보상하는 급여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가정 내 치료·관리에 대한 지원은 부족 ➊
    *  인공호흡기치료 : 병원내는 보험 적용, 가정은 비보험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

② 재가치료는 병원에서 가정으로 의료가 이관되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 등 효과가 크기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 이용하는 경우 : 1인당 추정
       총의료비 연간 1억 이상 소요 vs 재가치료시 연간 최대 1천만원 소요

➋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현황
▶ 지급요건 : 복지부 고시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고시에 의한 지급대상
  - 호흡기 장애인 1,2급
▶ 지급기준 : 기준금액의 90%
▶ 지급금액 : 월 공단부담금 108천원

●

보장성 방향

●

€ 휴대용 산소치료, 재가 호흡보조기 등 요양비 적용 확대
® 재가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선
➌ 휴대용 산소공급장치

       * 300~400억 규모 보장성 확대, 정책수혜자 약 1~2만명(중복 포함)

€ 휴대용 산소치료, 재가 호흡보조기 등 요양비 적용 확대 (15~16년)
○ (산소치료) 휴대용 산소공급장치까지 산소치료 지원 확대
- 가정산소치료➋는 요양비로 지급(‘06)되나, 외부활동시 필요한
		 휴대용 산소공급장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 보유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해 휴대용 산소공급장치와
의료용 산소 요양비➌도 건강보험에서 지원
○ (호흡보조기) 가정 내에서 호흡보조기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호흡보조기 임대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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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질환자, 중증 척수장애인, 뇌척추질환, 폐질환, 심장질환 등을
		 중점대상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처방·청구 등 지원체계 마련
*  호흡보조기 기계대여료, 기본 소모품(튜브, 필터 등),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
환자용 소모품, 기침유발기 등 지원

- 건강증진기금에서 희귀난치질환의 호흡보조기 임대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지원사업으로 개편
* 건강증진기금에서 11개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호흡보조기 비용 지원➊

® 재가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선 (16년)
○ (제도개선) 현물급여, 현금급여(요양비) 등으로 분산된 재가치료를
		 건강보험에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개발

➊ 호흡보조기 지원 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 중 일부 중증질환자에 대해 호흡
    보조기 대여료를 지원
▶ (지원범위)
- 기계대여료 매월 60만원 이내
   (기침유발기는 매월 18만원 이내)
- 기본소모품(튜브,필터 등) 매월 10만원 이내
-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 중
    택 1 (중복지급 안됨)
▶ (지원기준)
- 지원 대상 질환이면서 호흡보조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
▶ (지원대상 질환)
  - 근육병(G12,G71) 등 11개 희귀난치성질환
▶ (지원현황, `13년 기준)
  - 호흡보조기 : 1,644명 / 113억원
  - 기침유발기 : 894명 / 14억원

- 의료기관과 장비임대업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체계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본인부담체계 등 개발
*  현재는 의료기관(약국)의 임대는 현물급여, 의료기기상을 통한 임대는 현금급여
    (요양비)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가 미흡하고 본인부담도 다른 등 문제 보유

○ (지원 확대) 재가치료가 비용효과적인 의료 부문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의료기관-가정의 통합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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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

➊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및 지급금액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상자수
(명)

282,221

285,867

316,967

지급금액
(억원)

5,386

5,850

6,774

문제 현황

●

① 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계파탄을 예방하고자
본인부담상한제도*➊를 운영하고 있으나
*  본인부담상한제 : 보험료 기준 하위소득 50%는 200만원, 50~80%는 300만원,
           80% 초과는 4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금액은 전액 돌려주는 제도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경우는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납부하고 있어 추가적 의료비 부담 완화 필요

➋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② 지역간 진료비 보상 불균형, 취약지역 의료공급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 심화로 의료취약지가 증가하며 취약지 주민의 의료이용 곤란
- 취약 지역 및 진료분야 등의 개선과 의료접근성이 약화된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증대		
*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도 취약 지역과 진료분야에 대한 지원정책 시행 중

●

보장성 방향

●

€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계층에 보다 비례하여 지원 강화
➌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적용 사례
<제도개선 이전>
▶ 당뇨와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73세의
    신할머니,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
(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
▶ 한해 동안 총 554만원을 병원비(급여)로
    납부했으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이후에
    공단으로부터 354만원을 돌려받음
▶ 할머니가 부담한 병원비는 200만원

➔
<제도개선(2014.1.1.) 이후>
▶ 신할머니는 한해 동안 총 554만원을
    납부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
으로 낮아져 공단으로부터 434만원을
    돌려받음
▶ 이전보다 병원비 부담이 80만원 경감

®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  2,900억 규모 보장성 확대, 정책수혜자 282만여명(중복 포함)

€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계층에 보다 비례하여 지원 강화 (14년)

○ (제도개선)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➋
- 저소득층의 혜택이 커지도록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

		 ➔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 (400만원➔500만원) 조정
<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안 >➌
소득분위

1

기존(3단계)
개선(7단계) 120

2

3

4

5

200 만원

150

6

7
300 만원

200

250

8

9

10

400 만원

300 400 500

    *  최하위 단계(120만원)은 의료급여 2종 상한액이 120만원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탈 수급시 의료비 지원 단절 문제 해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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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인상에 따른 기준금액 조정을 위하여 ‘15년부터 매년 본인

		 부담상한액에‘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
적용 (최대 5%까지)➊

®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17년)
○ (지불체계) 농어촌 등 잠재적 의료 부족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 공공의료정책의 의료취약지 지정(공공보건의료법) 및 정책적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국가·지자체와 건강보험 지원체계간 적정 역할 검토

➊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항목

2014년

2015년

1 단계

1,200,000 원

1,210,000 원

2 단계

1,500,000 원

1,510,000 원

3 단계

2,000,000 원

2,020,000 원

4 단계

2,500,000 원

2,530,000 원

5 단계

3,000,000 원

3,030,000 원

6 단계

4,000,000 원

4,050,000 원

7 단계

5,000,000 원

5,060,000 원

➋ 외국의 취약지 보상기전 사례
미국

< OECD 각국 건강보험의 지역적 취약성에 대한 보상기전 > ➋

▪ (미국) 지역별 진료비용 보정계수 도입, 의료취약지에 대한 진료비 지불
금액 조정정책(진료비 가산 방식)

▪ (일본) 일부 수가 항목에 대한 가산이나 취약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 (독일) 인구 대비 의사 수 등 일정 기준에 따른 지역별 총액배분, 의사 공급
수준에 따른 지역별 수가 차등, 건강보험조합의 구조기금 설치 등의 정책

○ (환자 비용지원) 취약지 주민에 대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함께
		 검토하여 수가 가산시 진료비 부담의 지역별 형평성 확보

▶ CAH(critical access hospital) 지불보상
- 25병상 이하, 농촌지역에서 운영되는 병원
- 외래, 입원, 검사, 물리치료, 병원내 swing bed의  
    급성기 후 진료비용의 101% 상환
▶ SCH(sole community hospital adjustment) 지불보상
- 35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기관, 지역사회에서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
- 입원시 표준적 사전정액지불금액 또는 해당 연도로
    갱신한 병원비용 중 높은 금액 지불
- 외래는 7% 가산
▶ Hospital law-volume adjustment 지불보상
- Medicare 퇴원건에 기초하여 진료량이 적은
    경우 보정, 관내 경쟁 의료기관이 없어야 함
- PPS Hospital부터 15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 HPSA Physician Bonus Program
- 일차보건의료전문가, 치과전문가, 정신보건전문가
    부족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 의사들에게 해당 서비스 가격의 10% 보너스 제공
▶ Physician Scarcity Area(PSA)
- 메디케어 수급자에 대한 일차의료 및 전문의
    비를 산출, 하위20% 속하면 scarcity area로
    지정
- 의사희소지역 내 의사들에게 5% 추가 보상
▶ HPSA surgical incentive payment program
- HPSA에서 일반외과의사가 주요수술시 수가의
    10%를 추가 지불 받음

일본
▶ 지역별 입원료에 대한 점수 가산제도
  - 의업 경비 차이를 반영하여 1급지에서 6급지까지
     점수 차등부여하여 선정, 지역수당 지급
▶ 낙도 가산제도
-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지역, 해당지역에 18점(1일당)
    부여하여 입원료 수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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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추진계획 및 소요재정
1

추진계획

(개요) 총 32개 세부과제를 ‘14~‘18년(5개년)간 단계적으로 추진
○ 3대 방향, 12개 분야, 32개 보장성 세부과제로 구성
- 4대 중증질환 등 기발표한 국정과제(7개)*는 계획대로 ‘14년부터 추진 중
		 * 4대 중증질환(선별급여 도입),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 7개 세부과제가 해당

- 이외 25개 세부과제는 실행에 필요한 준비과정, 재정소요 분배 등을
		 고려하여 ‘15~‘18년, 4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확대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과제
번호

세부과제
합 계 (2015~2018)

15

16

44

주요 혜택 대상
1.3~1.5 조

1-1-®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 강화

1-3-€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아말감치료 지원 강화

전체

1-3-®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청장년, 만성질환자

1-4-€

중증외상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지원 강화

청장년, 증증외상,
특히 저소득층

1-6-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3-1-€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강화 (1차)

3-2-€

재가 호흡보조기 요양비 적용 확대

1-1-€

의료비 부담이 없도록, 임신·출산 보험 강화

임산부

1-1-

분만취약지 의료기반 확충 및 의료비 지원

취약지 임산부

1-2-®

신생아 집중치료 부담 완화 및 시설 확충

고위험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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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억원)

고위험 임산부

2,000
~
2,300

말기환자
장애인
희귀난치, 중증장애인 등

3,200
~
3,800

연도

17

18

과제
번호

세부과제

주요 혜택 대상

재정

(억원)

결핵환자 , 청장년 ,
특히 저소득층

1-4-®

결핵 박멸을 위한 치료비 전액 지원

1-4-

환자 안전 치료재료의 의료보장 강화 (1 차 )

1-5-

장기이식 보장 강화

3-1-€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강화 (2차)

3-2-€

휴대용 산소치료 요양비 적용 확대

1-1-

난임 가정의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2-2-€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만성 간질환자

1-3-€

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의료비 부담 완화

아동 · 청소년

1-3-

정신질환 초기 관리 보장 확대

1-4- 

환자 안전 치료재료의 의료보장 강화 (2차)

1-6-®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급여 확대

치매환자

3-3-®

필수의료 취약지 건강 보험지원체계 개발

의료취약지 거주자

1-2-€

선천성 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1-3- ®

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

소아·아동

1-3-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청장년 , 병적비만

1-5-®
2-2-®

척추 및 관절 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1-5- 

중증화상 보장 강화

전체
장기이식 환자
장애인
호흡기질환자 등
난임 부부

정신질환자

3,500
~
3,900

전체

신생아 ,
선천성질환자

한방물리요법 보험 확대

청장년·노년층

MRI 검사 보험 확대

청장년·노년층

4,700
~
4,900

중증화상 환자

(실행 및 수정) 매년마다 다음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세부내용 확정
○ 익년도 보험료 결정시기(6월)에 익년도 보장성 실행계획을 함께
		

구체화하여, 보험료 결정과 보장성 세부내용을 동시 검토

			 * 익년도 건강보험료, 수가 등을 전년도 6월까지 결정 (건강보험법)
○ 의료환경 변화, 사회적 변화 등 중기보장성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중기보장성 계획도 함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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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재정 및 재원조달방안

(소요재정) ‘14~‘18년, 5년간 약 7.4~7.5조(누적 23.9~24.3조)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재정계획을 기확정한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 중기보장성 계획은
5년간 약 1.3조~1.5조(누적 3.1~3.5조)의 신규 재정지출 소요
* 국정과제 : 4대 중증질환 및 선별급여 도입,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7개 과제로 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음

○ 국정과제 제외시 ‘15~‘18년간 매년 평균 3,500여억원의 신규재정 소요
(단위 : 억 원)

합계
합계
신규과제
(25개)
국정과제
(7개)

2014

2015

2016

2017

2018

74,360

15,400

20,360

22,050

10,810

5,740

(241,360)

(15,400)

(36,500)

(54,020)

(62,130)

(73,310)

신규

14,190

-

2,180

3,500

3,710

4,800

( 누적 )

(32,730)

-

(2,180)

(5,780)

(9,770)

(15,000)

신규

60,170

15,400

18,180

18,550

7,100

940

(208,630)

(15,400)

(34,320)

(48,240)

(52,360)

(58,310)

신규
( 누적 )

( 누적 )

(재원조달) 7개 국정과제는 재원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신규 보장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수립 필요
○ ‘15년도는 보험료 결정시(’14.6) 2천억원의 추가 보장성 재정을 이미
반영하였기에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추진 가능
○ ’16~’18년도는 평균 0.9% 내외의 보험료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적정 보험료율을 매년 결정
-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재정수지를 고려하며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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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필요한 재정 지출의 효율화

(제도 보완) 보장성 강화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나친 장기입원,
			 대형병원 쏠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보완 병행
○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수가 체감제*를 보완하여, 환자 본인부담도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 보완 (‘15.8월 도입)
* 입원료 체감제 : 16~30일 입원시 입원료의 90%, 31일 이상 입원시 85%만 산정

- 입원료 본인부담(20%)을 16~30일 입원시 20→30%, 31일 이상 입원시 		
		 30→4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중
* 보도자료 발표(‘14.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14.10) 등 실시

(전달체계 개선) 대형병원-중소병의원간에 환자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진료 모델* 개발, 의뢰·회송 수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15)
* 의뢰·회송환자의 진료정보 공유(환자 동의시), 의뢰·회송 의료인간의 원격자문,
        별도의 예약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제도 및 수가체계 정비

(재정절감)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요양병원(‘13. 3.2조), 혈액
			 투석(’13. 1.3조) 등 의료공급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한 절감재원 확보
○ 우선 불법 요양병원 집중 점검·퇴출부터 시작하여, 설립기준 강화 등
			 시설요건을 강화하고 불필요 입원 억제 등 수가체계도 전면 정비(‘15)
- 중증환자를 볼수록 유리하도록 일당정액수가 정비, 입원이 필요한
		 의학적 기준 중심으로 입원요건 강화, 장기입원 본인부담 상향 등
* 요양병원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20~30%로 추계

○ 불법적 환자모집과, 의사수는 최소화하고 과잉진료를 제공하는 부실
			 투석병원 억제를 위해 의사당 환자수 연동 차등수가 도입(‘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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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기대효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완화되고, 특히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과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
○ 건강보험 보장률은 ‘12년 현재 62.5%에서 계획이 완료된 ’18년에는 		
68%대로 진입하여 5.5%p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총진료비(비급여 포함)가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의 예측모형
- 의료비 부담 완화 이외에, 응급의료(외상), 분만, 오벽지 등 의료공급이 		
취약하여 생기는 접근성 격차도 완화되고 양질의 의료 제공 가능
○ 중증질환자의 고액 의료비를 초래하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초음파·MRI 등의 건강보험 혜택 증가와 의료비 부담 완화
-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OECD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
		 * ‘12년 현재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75%대 ( ‘12년 진료비 실태조사)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 위기에 대해
			충실한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
 초음파, 상급병실 등 보험 적용, 제왕절개 본인부담 경감 등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운맘카드 잔액도 사용 가능

임신
출산

 고위험임산부는 입원 본인부담 10%, 난임치료 보험 적용, 임신중
당뇨환자는 소모품 지원 등 위험산모의 부담은 더 완화
 취약지산모는 고운맘카드 20만원 추가 지원, 청소년산모는 		
임신관리 상담과 사회서비스 연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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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보험 적용

신생아

➋ 장애·기형아동의 언어치료, 언청이수술, 교정치료 등을
보험 적용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비보험치료 해소

소아
청소년

➊ 치아 홈메우기 무료(18세 이하)
➋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 보험 적용(12세 이하)

➊ 중증외상에 24시간 즉시 수술 가능한 권역별 외상의료체계 		
구축과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은 5%로 경감
➋ 결핵환자의 치료비 전액 무료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청년
장년

➌ 정신질환 외래 이용 본인부담 20%로 경감, 정신요법(행동치료,
인지치료 등) 보험 적용, 항정신의약품 치료 보험범위 확대

➍ 병적인 고도비만환자에 대한 수술요법 보험 적용
➎ 만성질환 교육·상담 제공과 당뇨관리 소모품 보험지원

➊ 치매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약제, 패치 등 보험 확대

노인

➋ 65세 이상에 대해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
➌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➊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장구 품목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가격 인상을 통제하고 지원금액 인상, 수리 비용도 지원

취약
계층

➋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준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일수록 더 쉽게, 더 많이 지원받도록 개선
➌ 가정산소치료, 재가호흡기 등 필수적인 재가치료 보험 적용
➍ 취약지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원방안 및 의료비 경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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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1

보장성 강화 계획 관련 참고자료

붙임

참고

1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추진경과

사전준비(13년)
○ 건정심 소속 단체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 대상으로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 및 우선순위 검토 (‘13.3~6월)
- 의견수렴 항목에 대한 학회의견 수렴 및 전문가 회의(6회) (‘13.4~5월)
-「국민참여위원회」
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13.6.1~2)

○ 언론, 국회 등 외부의 보장성 확대 요구도 수집(’13~’14년)
○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등 고려,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복지부 내부 의견 취합 (‘13.12~’14.4, 3차례)

○ 중기 보장성강화 방향에 대해 전문가 논의(’13.12.16.)
*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이외의 보장성 강화 방향 및         
  계획수립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간담회 실시

중기보장성 계획 검토 및 논의(14년)
○ 중기보장성 계획 논의를 위한 건정심 소위 운영 (’14.6 ~, 13회)
- ‘09~’13 보장성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보장성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논의
- 보장성 강화의 목표, 방향 및 우선순위 검토, 세부과제 및 연도별
			 추진계획, 재정 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등 논의

○ 보장성 우선순위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
- 전문가 패널(16명)을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 및 토론 (8.14~19)
* 정부·유관단체(4명), 학계(4명), 전문가(4명), 소비자(4명)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를 통해 토론 및 의견수렴 (8.24)
-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 (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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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09~ ’13 중기보장성 계획과 차별점

① 건강 위해성,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핵심적인
		건강문제를 선별하여 모든 세대의 형평적인 보장성 강화를 추구
- 기확정된 국정과제가 노인층의 혜택이 큰 점, 보장률이 여성 및
청장년 층에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임신·출산 및 청장년 층의
의료보장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검토
② 의료보장 강화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건강보험 확대의
			단순 방법론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주력
- 불필요한 의료비 발생을 억제하고, 의료비 부담이 야기되는 근원적
		 구조에 가장 효과적인 보장방법을 모색하는 등 노력 전개
* 임신·출산 → 초음파를 고운맘카드 대신 건강보험으로 직접 적용하고,
고운맘카드 잔액이 남는 경우 사용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장애인 보장구 → 지원을 강화하되, 수리 및 지속 사용 유도, 가격 상한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가격 상승 억제 등 보완

③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접근성 미흡 이외에 의료공급 자체의
			부족으로 접근성이 저하되는 부문의 보장성 강화를 병행
* 분만·응급의료 취약지, 중증외상 의료체계,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의료제공체계를 특화 육성하여 접근성 해소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

④ 의료보장구조의 거시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증질환
			이전의 초기치료, 말기의 적정 의료보장 등 과제를 함께 발굴
* 만성질환 관리, 초기 충치치료, 정신질환, 호스피스 등 세부과제 해당

⑤ 건강보험 이외에 의료정책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의료보장 강화를 추진
* 만성질환 관리 : 환자 등록·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 의료체계 구축
* 외상 및 응급의료 : 중증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개선을 병행 추진
* 결핵관리 : 비용 지원 이외에 지속치료를 위한 질병관리정책 강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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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

붙임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

1.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의 의의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 이용과 건강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으로 성장하였다.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기에 의료보장의 범위와 수준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고령화 등 한국사회의 미래 변화에 대응
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들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강보장을
확대해야 하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가 더욱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다시 말해 한국사회가 건강보장
제도의 우선적 가치를 어디에 두며, 보장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 원칙과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원칙과 기준에 의거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확대
되어 나가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국민·전문가 의견 수렴,
외국의 사례 분석 및 기존 원칙의 재검토, 소위원회 실무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
(이하「결정기준」
)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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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범위
「결정 기준」
은 건강보험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 중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 등과 같은
거시 종합계획의 수립과,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의 급여·비급여
결정, 급여기준의 신설·조정 등의 과정에서 실무부서와 위원회 등
의사결정주체가 「결정 기준」을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3. 급여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
(1) 근본적 원칙
보건의료의 기본이념과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①인간
존엄의 원칙 ②형평성의 원칙 ③효율성의 원칙을 근본적 원칙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의 모든 급여 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은 준수
되어야 한다.
(2) 결정 기준의 구분
급여 우선순위 판단시에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를 구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2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의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기준들은 상호
동등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결정 기준」
이 활용되는 보장성
결정과정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기준들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 부여
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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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tegory Ⅰ :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결정 기준
1) 의료적 중대성 (유사개념 : 중증도, 긴급성)
- (개념) 해당 질환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거나,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의 위험에 빠지는 정도 및 시급성을
가지는 정도
- (고려요소) ① 해당 질병의 위중도,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과의
관련정도, 예상되는 후유장애의 심각성 정도 등 ② 해당 의료
서비스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2) 치료효과성 (유사개념 : 건강수준 향상정도)
- (개념)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질병 치료 또는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
- (고려요소) ① 건강결과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료성적
(유의미한 생존기간 연장, 삶의 질 개선, 합병증·부작용 감소, 시술률·
재발률 감소 등)의 향상 정도 ② 효과성에 대한 근거수준 정도 등
3) 비용효과성 (유사개념 : 비용대비효과, 경제성)
- (개념) 투입 비용 대비 결과(효과, 효용, 편익)의 향상 정도
- (고려요소) ① 경제성평가가 가능한 경우 그 결과(비용최소화 분석,
비용효과/효용 분석) ② 경제성평가가 불가한 경우 비용의 크기와
효과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결과 ③ 기존 의료기술이나 서비스와
비교시 개선되는 효과와, 이에 대비한 비용의 추가정도 또는
의료비의 절감 정도 ④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수준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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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유사개념 : 가계부담 정도, 진료비 규모)
- (개념)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크기
- (고려요소) ①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질병치료 등을 위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의 규모 ② 치료 또는 진단 등에 소요되는 직접 의료비용 중심
으로 판단하되, 동일한 환자집단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
비용의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고려 가능
(4) Category Ⅱ : 2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결정 기준
1) 사회적 연대성
- (개념) 해당 질환 또는 의료서비스의 주요 대상자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려요소) ① 해당 질환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희귀질환 등 소수의 환자 집단에서 주로 발생되는지, 해당 의료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 혹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나 소수의
환자 집단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이들의
특수한 의료적 필요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이에 수반되는 직간접적인
의료비용의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사회적 연대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인간존엄과 형평성의 원칙이 강화될 수
있으나, 지나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도 존재하며, 사회적
연대성을 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비용효과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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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적 수용성
- (개념) 국민이 해당 항목의 보험 적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
- (고려요소) ① 해당 질환 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적용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광범위하게 동의되는지 또는 지배적인
의견으로 표출되는지 여부 ② 국민적 수용성은 민주성의 원리가
강조되고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용하도록
유도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나, 타 기준에 비해
측정이 더 어렵고, 수용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효율성의 원칙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적 수용성을 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비용효과성, 치료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4. 향후의 운영 및 관리
「결정기준」
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결정기준」
은 건강보험의 모든
운영기구와 의사결정과정에 통보되어야 하며, 각 의사결정주체는 이 기준을
활용할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권고하는 바이다.
그러나, 「결정기준」은 절대적인 원칙으로 적용되기보다 기본적인
원칙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결정과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고
특수한 고려가 필요한 환경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은 고려되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의사결정체계는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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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결정기준」
은 사회적 합의의 변화 속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결정기준」
이 제시하고 있는 세부 원칙과 기준 또한 앞으로 계속 발전
하고 세분화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정부는 이러한「결정기준」
의 한계를 인식하고,
향후에도 거시적 측면의 사회적 합의 수준의 제고와 미시적 측면의
세부기준의 정교화 등「결정기준」
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2015년 2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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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3

붙임

건강보험 보장성 관리체계 개선방안

1.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 등 마련
○ 법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 정비 추진
- 국민의 의료보장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한
보장성 종합계획 수립·평가를 위한 근거 확보
2. 보장성 지표 개선
€ 평가지표 다양화 및 개선
○ 보장성강화 정책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건강보험 보장률’
이외 지표를 다양하게 산출 및 관리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제 비교는 어려우나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보장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
■(국민의료비중 공공재원 비율) 국민의료비 중 정부, 공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의 비율로, 보장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지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 가구의 지불능력의 40% 이상을 본인부담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구수의 비율(WHO 정의)로, 의료비가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 보장성 세부 지표의 안정화 및 상세 의료비 추정
- 거시 평가지표와 더불어 정책실행 대상별(성/연령/소득계층별) 보장성
지표의 안정적 산출
       * 현재는 요양기관 단위의 추출된 내용으로 개인 단위 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다소 미흡

- 상세 비급여 내역 확보로 보장성 수준의 변동요인 평가 및 세부
의료비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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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개선 및 보완 (단계적 시행)
▶ (표본기관 확대) 대상 집단별, 세부항목별 보장률의 신뢰성 제고
- (14년) 1,200개 → (15년) 1,500개 → 2,000개 기관 이상 조사 목표
▶ (대상기간 확대) 대상별, 세부항목별 보장률의 정확성 제고 및 변동요인 파악
- (현행) 1개월(12월) 진료비 내역 수집 → (개선) 12개월(1~12월) 자료 수집
▶ (비급여 세부내역 수집) 전체 보장률 변동 및 대상 집단별, 세부항목별
보장률 등의 변동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

 재난적 의료비 발생 요인 분석
○ 재난적 의료비 발생 사유, 지속적 발생 여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심층 분석체계 마련
    * 소득계층별, 가구원수별 등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가구 특성 파악, 재난적
       의료비 발생 항목, 주요 질병에 대한 특성 파악 등

- 일차적으로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통한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신뢰성을 검토한 후, 조사개선 방안 도출
3. 보장성강화 계획수립, 실행 및 평가 시스템 개선
€ (추진원칙) 5년 계획과 연도별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험료율
결정과정에서 그간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재정변동 상황을 고려
하여 구체적인 차기년도 계획 입안
○ 추진방향, 소요재정 및 시행 시기 등을 구체화
○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중기 보장성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포함
○ 보장성 계획 수립시 재정추계의 탄력도를 높이고 매년 경제상황
이나 건강보험 재정상태 등을 고려, 재정의 효율적 운영 추진
59

Ⅵ 세부 영역별 주요 과제

® (추진절차) 과거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분야 정책평가에 기반하여
향후 5년간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발굴토록 절차 개선 및 평가 강화
○ 보장성 계획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 보장성강화 계획수립 절차 개선(안) >
보장성 현황
분석 및 평가

거시 목표 및
방향성 설정

보장성 확대
요구 조사 및 발굴

급여우선순위 검토
(전문가그룹/
국민참여위원회)

5개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 및
계획 조정

【1단계】건강보험 보장성 현황 분석 및 평가
◇ 그간의 보장성 정책 변천 과정, 주요 성과, 한계 및 문제점, 다양한
보장성 성과지표를 이용한 보장 수준 분석 등
◇ 향후 5년간 정책 여건 등 건강보험환경의 변화와 전망 분석,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보장성 인식 조사 등
◇ 보장성 정책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연구용역 실시
【2단계】보장성 강화 거시 목표 및 방향성 설정
◇ 보장성 정책 평가, 향후 환경 변화 전망, 국민의 인식 조사결과 등 고려,
- 보장성강화 정책 비전 및 목표 설정, 보장성강화의 원칙 및 기준 점검,
향후 5년간 핵심과제 발굴 등
【3단계】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조사
◇ 국민, 환자단체, 가입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계, 학계 등 전문가,
관계 기관, 언론, 국회, 정부 등 의견수렴 대상 확대 및 방식 다양화
【4단계】급여우선순위 검토
◇ 다양한 보장성 확대 요구에 대한 급여우선순위 검토를 위한 전문가 및
국민(건보공단‘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운영)의 의견수렴
◇ 우선순위 검토시“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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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5개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 객관적인 정책 평가, 전문적 검토 및 다양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5개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수립
- 보장성 정책 평가 및 현황 분석, 건강보험 환경변화와 전망, 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과제,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등 포함
【6단계】연도별 시행 및 계획 조정
◇ 5개년 계획을 기초로 매년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다음연도 보험료율 결정(6월)시 재정여건을 감안, 규모·시행시기 등
탄력 조정
-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매년 전년도 추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당해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건정심 보고
◇ 급여 시행 이후 급여 현황, 급여비 지출액, 의료이용량 변화 등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요시 계획 수정·조정
- 급여비 급증 등 급격한 변화 발생시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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