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NHI’s Co-payment Ceiling Syste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 has a co-payment ceiling system, which 

reimburses expenses above the co-payment ceiling. The ceiling varies over seven 

income groups and reflects the annual Consumer Price Index variation. In 2020, the 

minimum amount was 810 thousand KRW, while the maximum amount was 5,820 

thousand KRW.

NHI pays patients’ out-of-pocket expenses (OOP) above the ceiling in two methods: 

pre-payment or post-refund. Pre-payment is applied when a patient’s OOP to one 

medical institution exceeds the maximum limit (5,820 thousand KRW). In this case, 

the patient pays nothing as the medical institution directly claims medical bills to 

NHI. If post-refund is applied, a patient first pays full co-payment to the medical 

institution, then requests NHI to reimburse the amount above the OOP limi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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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ase, a time gap occurs between the patient’s medical payment and NHI’s 

reimbursement for the OOP above the limit. 

2. Private Health Insurance Benefits and the OOP Limit

Insurance companies deduct the OOP above the limit from private indemnity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model insurance clauses introduced in 2009 clarify that 

private health insurance does not cover the amount over the OOP limit. The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also determined that the OOP above the 

limit are excluded from the co-payment covered by private indemnity health 

insurance.

Despite the explicit policy provisions and the committee’s previous decision, some 

have argued that it is unfair to deduct the OOP above the limit from the indemnity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bases are (i) the OOP above the limi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NHI’s coverage, (ii) it is unfair to decrease indemnity health 

insurance benefits due to an increase in NHI’s coverage, and (iii) the effect of 

co-payment ceiling, which supports the vulnerable social group, will be offset, if 

insurers deduct the OOP above the limit from the indemnity health insurance 

benefits.

3. Recommendations 

If NHI pays the OOP above the ceiling, the patient’s OOP will decrease by that 

amount. And its economic substance is the same as NHI’s coverag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 OOP above the limit from indemnity health insurance 

benefits. If not, it will produce dual benefits. It might lead to overusing medical 

services or even fraudulent claims because the dual benefits will increase as the 

medical expenses increase. It could impair NHI’s finances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s efficiency besides insurers’ solvency. 



However,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time difference between patients’ 

co-payment and NHI’s reimbursement for the OOP above the limit because patients 

can experience difficulties if they have to wait long to get reimbursement from N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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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구분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일반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81만 원 351만 원 431만 원 582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 9. 3)

2. 상한액 초과금 지급방식 및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

구분 대상 초과금 지급방식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

①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 중
최고상한액(582만 원) 초과금
※ 최고상한액 일률 적용

해당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
에 최고상한액 초과금을 직접 
청구(단,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환자가 먼저 진료비를 납부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본인 실제 지출이 없음
   (요양병원 제외)

→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사후
환급

②
최고상한액

초과분

사전급여 대상 이외의 경우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 중
최고상한액(582만 원) 초과금
※ 최고상한액 일률 적용

환자 본인이 최고상한액 초과금
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요양기
관에 먼저 납부하고, 익월에 공
단으로부터 환급 안내를 받아 환
급 신청
→ 본인 실제 지출이 있으나 
   익월에 바로 환급됨
   : 의료비 보장 공백 無

→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③ 
최저상한액
~최고상한액

소득액에 따라 산정되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81~582만 원) 초과금 중
① 및 ②를 공제한 금액
※ 개인별 상한액 적용
   → 소득 확인 필요

개인별 상한액 및 초과금 산정
(익년 7월 말) → 환자에게 안
내문 발송(익년 8월 중순) → 
환급청구 및 수령(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
→ 본인 실제 지출이 있고 
   상당기간 경과 후 환급
  : 의료비 보장 공백 有

개인별 상한액 초과분
→ 청구시점에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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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환급(최저상한액~최고상한액 구간) 의료비 보장 공백

(예시) 4~5분위 환자(개인별 상한액 152만 원) 진료비 지출 시 사후환급

주: 위 도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적 사례로, 전체 진료비 항목(① 급여 일부본인부담(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② 급여 전액

본인부담(급여=본인부담금), ③ 비급여(선택진료+선택진료외)) 중 ‘급여-일부본인부담’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만 반영하였고, 본인

부담률은 50%인 것으로 가정하였음(실제 본인부담률은 요양기관 종류, 입원여부, 환자 유형 등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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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쟁점 및 검토의견(공제설 vs 비공제설)1)

쟁점 비공제설 공제설 검토의견

환급금의 성격

(건보공단) 급여 공단부담금과 별도의 
지원금
 ･현금지급: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와는 

구별됨
 ･차등지급: 저소득층 지원 기능
 ･사후환급: 추가 소비 여력 제공, 소득

보장 기능

(금감원) 급여 공단부담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환급금 상당 본인부담금 
감소 효과)

환급금이 지급되면 그만큼 급여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환급금의 
성격은 급여 공단부담금과 동일하며, 
실제 재원도 동일함

공사보험의 관계

(건보공단) 공보험과 사보험은 별개임
 ･공보험에서 지급되는 환급금은 사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시 고려대상이 아님

(KIRI)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 대한 
보완형 상품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항목은 실

손의료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는바, 공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그만큼 실손의료
보험의 보장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함

보험회사 이익 여부

(건보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사익을 얻는 것은 부당
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임

(금감원) 환급금 공제를 전제로 보험
료가 산출되고, 환급금 공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차후년도 위험보험료
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인상되므로 선
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함

환급금 공제가 보험회사의 이익이 된
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보험료 부
담을 적정화함으로써 전체 보험계약
자의 이익이 되는 것임

실손보상원칙
･이득금지원칙

비공제설 측의 명시적 의견은 없음
관련쟁점*에 대한 분조위 결정에서, 
‘실손보상원칙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부 이중이득 허용이 가능
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음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병원 직원 할인

(금감원) 이득금지원칙상 환급금 공제
는 불가피함

환급금에 대해 실손보상원칙의 예외
를 인정하여 이중지급을 허용해야 한
다고 볼만한 정책적 필요성은 불명확
한 반면,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유발 
등 부작용 우려는 큼

보험계약자 평등원칙

(손해사정사회, 소비자원) 소득에 따
른 보험금 차등 지급은 동일위험･동
일보장 원칙을 훼손하여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에 반함

공제설 측 명시적 의견 없음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은 동일보험료･
동일보험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를 보상하
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계약자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음

소비자보호
(손해사정사회, 소비자원) 약소자에 대
한 역차별로 사회복지정책에 반함

공제설 측 명시적 의견 없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나, 
의료비 이중지급이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
고, 오히려 본인부담상한제의 지속가
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황현아 연구위원, 정성희 연구위원

hahwang@kiri.or.kr, shchung71@kiri.or.kr 

1) 공제설･비공제설 구분 및 기관별 입장은 한국소비자원(2017)에 정리된 유관기관 의견조회 결과 및 관련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i) 비공제설: 실손보험금 지급 시 상한액 초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손해사정사회), (ii) 공제설: 실손보험금 지급 시 상한액 초과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견해(금감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