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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여성초음파 검사의 실손보험금 분석

1. 여성초음파 검사의 실손보험금 청구 현황

○ 여성초음파 관련 검사항목의 급여화(2020년 2월)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변화를 파악해 

보기 위해, 급여화 전･후 동일 기간(2019년 2~12월, 2020년 2~12월)의 의료이용량을 

비교 분석함

∙ 2020년 여성초음파 관련 실손보험 청구금액에서 병･의원급이 대부분(72.8%)을 

차지함

의료기관 종별 입원 통원 전체

종합병원 이상 11.0 16.1  27.2

병원급 19.5  8.4  28.0

의원급 20.6 24.2  44.8

전체 51.2 48.8 100.0

<부록 표 1> 의료기관 종별 초음파 비중
(단위: %)

○ 여성초음파를 포함하여 그동안 진행된 복부초음파의 급여화26)에 따라 복부초음파의 실손

보험 청구 비중은 5.2%p 감소한 반면, 비급여 항목인 유방초음파의 경우 진공보조 유방 

생검 시 유도 초음파는 2.9%p, 수술 중 초음파는 2.0%p 증가함 

26) 상복부(’18. 4월), 하복부･비뇨기(’19. 2월), 남성초음파(’19. 9월), 여성초음파(’20.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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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2019년(A) 2020년(B) 차이(B-A)

초음파두경부 20.7 20.6 -0.1

초음파심장흉부 16.0 15.1 -0.9

초음파유방 11.4 11.3 -0.1

초음파혈관 11.0 11.2  0.1

진공보조 유방 생검 시 유도 초음파  6.2  9.1  2.9

초음파근골격  7.5  8.3  0.7

초음파복부 13.3  8.1 -5.2

초음파유도  5.3  5.8  0.6

수술 중 초음파  3.1  5.1  2.0

초음파단순  1.7  1.9  0.2

소계(10개) 96.1 96.4 -

<부록 표 2> 초음파 소분류 비중 변화
(단위: %, %p)

○ 2020년 2월 여성초음파 급여화 전･후 환자부담 총액27)을 비교한 결과, 급여 본인부담금 

11.9% 증가와 함께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0.3% 증가하는 양상에 따라 환자본인부담 총

액이 4.7% 증가함

의료기관 종별 2019년(하반기) 2020년(하반기) 증감률

급여 본인부담금  8.6  9.6 11.9%

비급여 본인부담금 13.9 13.9  0.3%

총 환자 본인부담금 22.4 23.5  4.7%

<부록 표 3> 급여화 전･후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단위: 만 원)

27) 2019년(하반기)과 2020년(하반기) 여성초음파가 청구된 영수증 비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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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초음파 검사 세부항목별 실손보험금 청구 현황

가. 하이푸 시술

○ 여성초음파가 청구된 영수증의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여성초음파의 급여화 이전에 비

해 하이푸 시술의 청구금액 비중이 26.3%p 증가함(<부록 표 4> 참조)

∙ 의원급의 경우 하이푸 시술의 건당 금액이 2019년 566.9만 원에서 2020년 922.2

만 원으로 무려 62.7% 증가함(<부록 표 5> 참조)

세부항목 2019년(하반기)(A) 2020년(하반기)(B) 차이(B-A)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하이푸)

 5.6 31.9 26.3

초음파복부 47.5 22.7 -24.8

로봇 보조 수술  6.4  9.0  2.6

소계 59.4 63.6 -

<부록 표 4> 세부항목별 비중 변화
(단위: %, %p)

구분
2019년 2020년 건당 금액

증감률비중 건당 금액 비중 건당 금액

종합병원 이상   4.3% 370.0  0.0% - -

병원급  35.7% 505.6 34.2% 683.7 35.2%

의원급  60.0% 566.9 65.8% 922.2 62.7%

(가중)평균 100.0% 544.1 100.0% 840.7 54.5%

주: 건당 금액 산출 시 최저(100만 원) 및 최고(2,000만 원) 초과 건은 제외함

<부록 표 5> 의료기관 종별 하이푸 시술의 건당 금액 비교 
(단위: 만 원)

○ 여성초음파 관련 실손보험금의 청구 사례를 보면 여성초음파의 급여화로 가격이 크게 떨

어지자, 하이푸 시술의 가격 인상 및 비급여 고액 수술 유도 등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본

인부담금 총액은 오히려 증가한 경우가 상당부분 발생하였음(<부록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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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여성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따른 청구 변화 사례

나. 수술 중 초음파 

○ 여성초음파 검사 급여화 이후 수술 중 초음파 청구금액이 0.17%p 증가함(<부록 표 6> 

참조)

구분 급여화 전 급여화 후 비중 변화

비중 0.25 0.42 0.17

<부록 표 6> 수술 중 초음파의 급여화 전･후 비중 변화
(단위: %, %p)

3. 여성초음파 검사의 급여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영향 분석

○ 여성초음파의 급여화 이후 하이푸 시술 및 수술 중 초음파의 의료이용 증가로 2020년 

전체 실손보험금의 0.62%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부록 표 7> 참조)

∙ 급여화 등의 정책 영향을 배제한 비급여 의료이용의 자연 증가율로 2019년 대비 

2020년 비급여 지급보험금 증가율(7.1%)을 적용함

- 비급여 지급보험금: 2019년 6조 6천억 원, 2020년 7조 1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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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푸 시술의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564억 원 및 전체 

0.51%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

∙ 수술 중 초음파의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123억 원 및 

전체 0.11%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

구분 급여화 전 급여화 후 변동 효과

하이푸 시술 2361) 8002) 564

수술 중 초음파 1743) 2974) 123

주: 1) 하이푸 시술 급여화 전=2019년 전체 비급여 지급보험금(6조 6천억 원)×0.33%(1+7.1%)

   2) 하이푸 시술 급여화 후=2020년 전체 비급여 지급보험금(7조 1천억 원)×1.13%

   3) 수술 중 초음파 급여화 전=2019년 전체 비급여 지급보험금(6조 6천억 원)×0.25%(1+7.1%) 

   4) 수술 중 초음파 급여화 후=2020년 전체 비급여 지급보험금(7조 1천억 원)×0.42%

<부록 표 7> 하이푸 시술 및 수술 중 초음파 관련 2020년 보험금 규모 추정 

(단위: 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