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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빠른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8.2%로 OECD 평균(8.8%)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5년간 1.7%p 증가함에 따라 OECD 회원국(평균 0.1%p)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1) 국민 1인당 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8.7%로 OECD 평균(4.4%)의 두 배 정

도 높은 수준이다. 한편, 2019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0.8%로 OECD 회원국 평균(74.0%)에 비해 매우 낮으며,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31.4%로 OECD 회원국에서 6번째2)로 높은 수준이다.

<그림 Ⅰ-1> GDP 대비 경상의료비

(단위: %)

<그림 Ⅰ-2> 경상의료비 대비 개인의료비(2019년)

(단위: %)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2020)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2021)

더욱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국

민건강보험의 재정 및 개인의료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

령인구 비율 증가율은 연평균 3.3%(1970~2018년)로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빠르다. 이

러한 추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9년에는 전 세계에

1) 주요국 의료비 지출 증가는 초고령 국가인 일본이 0.2%p, 최대 의료비 지출 국가인 미국이 0.5%p 수준임

2) 2019년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41.4%), 라트비아(39.2%), 그리스(36.4%), 칠레(33.9%), 리투아니아

(31.6%) 다음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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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고령자 비중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3) 감소율

은 연평균 3.1%로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빠르다. 

<그림 Ⅰ-3> 주요국 고령인구 비율 및 합계출산율 추계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민영건강보험의 보완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보편

적 건강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역할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만, 최근 

제도의 지속성에 여러 위협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공･사 간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

로 인해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인구

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사 간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였다.4) 먼저 Ⅱ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

정립 방안을 공공부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을 

위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립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Ⅳ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

건강보험이 직면한 문제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상생 전략을 검

토하였다. 

3) 가임 여성(15~49세) 한 명이 평생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임

4) 보험연구원은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건강학회와 공동으로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2021. 10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