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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창립한 시민단체로 경제정의 및 사회정
의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해 공공병
원 및 공공의사 확충 등 의료공공성 강화와 상업화된 민간의료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지난 4・7 서울시장선거에서 오세훈시장께서 정책 채택에 동의하신 ‘비급여 없
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이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
니 2021년 12월 7일(화), 18: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붙  임 : 1. 서울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공개질의서(총2매)
            2. (참고)4・7서울시장선거 경실련 정책과제 채택요청 공문 및 답변서(총2매)
            3. (참고)비급여 실태 관련 경실련 기자회견 자료 2건(총12매)
∎ 회신처 : 사회정책국 가민석간사 (E-mail : ka9202@ccej.or.kr / FAX : 02-741-8564)

2021년 1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윤순철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김 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r    withccej 후원 277-025887-04-014(기업)

∙ 문번 :  사회정책국 20211124-01
∙ 수신 :  서울특별시장
∙ 참조 :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 발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 문의 :  사회정책국(남은경 국장, 가민석 간사 02-766-5624/ka9202@ccej.or.kr)
∙ 시행 :  2021.11.24.(수)
∙ 제목 :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계획 질의의 건(총17매)

mailto:ka9202@ccej.or.kr
http://www.ccej.or.kr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 1 -

[붙임1] 서울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공개질의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정책 채택에 동의한 
오세훈서울시장님의 이행 계획을 묻습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시장께서는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등 경
실련이 제안한 의료·복지분야 4개 정책과제 채택에 동의하였습니다. 경실련은 박근혜정부에 이
어 문재인정부까지 중앙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추진에도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를 의료기관의 수익창출 수단이 된 비급여에 대한 관리대책 부재라 판단하였습니
다. 이에 후보자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이윤추구 유인이 낮은 시립병원에서 적정한 진료와 
적정한 의료비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이용자의 부담을 개선하고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는 정책
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진료 외에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의학
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면서도 환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해 의료비 폭탄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문케어 추진계획에서 예비급여를 도입
해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비급여 관리대책을 제시하였지만 이행률 저조로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문케어, 비급여의 급여 전환 이행률 : 34% (2021년 국정감사 자료) 

최근 경실련에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종합병원의 MRI와 초음파 검사비 가격을 조사한 결과 
병원별 최대 7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비상식적인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
니다. 또한 중증환자들이 쏠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병원의 비급여진료비 
부담 격차가 2배 이상 나타나는 등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로 인한 거품 추정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급여진료비 거품은 온전히 환자의 부담이며 국민들은 이러한 
진료비 폭탄에 대한 위협으로 민간실손보험료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께서 후보 당시 정책 채택에 동의했던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약속이 이행되면 중앙정부도 하지 못한 비급여 관리를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지출의 건정성 확보 측면에서 취약한 지자체 
산하 공공병원의 정책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오시장님이 약속하신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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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지방정부)의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세훈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이며, 관리방안으로 ‘비급여 없는 공공병
원’ 추진 정책에 대한 오세훈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지난 4·7선거에서 정책 채택에 동의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서
울시의 구체적 이행계획은 무엇입니까?

∎ 회신처 : 사회정책국 가민석간사 (E-mail : ka9202@ccej.or.kr / FAX : 02-741-8564)
∎ 문  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 (02-766-5624)

mailto:ka9202@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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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참고)4・7서울시장선거 경실련 정책과제 채택요청 공문 및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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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참고)비급여 실태 관련 경실련 기자회견 자료 2건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 
 ❑ MRI 검사비 병원간 최대 격차 5.7배, 70만 원 차이 

❑ 초음파 병원간 최대 격차 25.7배, 49만 원 차이
❑ 건강보험 급여가격과 최대 12배 차이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순서

   ▪ 사    회 : 남은경(경실련 정책국장)
      ▪ 취    지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 결과발표 : 가민석(경실련 정책국 간사)
      ▪ 정책제언 :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Pon_0vaS6GI

기자회견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김 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r    withccej  후원 008-01-0567-507(국민)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 문의 :  경실련 정책국(남은경 국장, 가민석 간사 02-766-5624, ka9202@ccej.or.kr)

∙ 시행 :  2021. 06. 10.(목)

https://www.youtube.com/watch?v=Pon_0vaS6GI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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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알권리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부담 완화 위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내역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결과 모두 공개하라
   - MRI 복부 담췌관, 뇌혈관 검사료 최대 70만 원 차이 
   - 유도초음파Ⅱ 49만 원, 여성생식기초음파 최대 26만 원 차이
   - 비급여 12항목(종합) 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고가

1. 조사 목적 및 개요

□ (비급여 관리 문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해 보장성 강화정책(일
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건강보험보장률은 답보상태다.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
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한적 비급여 가격 고지 및 공개제도로는 한
계가 있다.

 - 건강보험 지출 : (2016년) 48조 3천억 원 -> (2019년) 65조 1천억 원(매년 12% 증가)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실손보험료 부담) 의료 이용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비 폭탄에 대비해 민간 실손보

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20%에 육박하는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 
 - 실손보험료 인상률(2021년) : 손해보험사, 6.8% ~ 23.9%/ 생명보험사, 0.9% ~ 18.5%

□ (의료계 반대) 현행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의료법개정 취지는 과도한 비급여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내용
으로 비급여 항목·기준·비용·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92조(과태료)) 

 - 정부는 보고 내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고시안을 곧 행정예고할 계획이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 공급자단체는 지난 5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을 재고하라>는 기자
회견을 개최. 

 □ 의료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비급여 진료 정보가 의료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어 환자들을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
고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체 보고’하
고 정부는 실시빈도 등 결과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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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경실련은 심평원에서 지난해 공개한 비급여 항목 중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다빈
도1) 비급여 검사항목(MRI, 초음파)의 가격 실태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책정실태를 드러내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정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위해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
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2020년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를 비교 분석하였다.

 - MRI : 척추-경추-일반, 척추-요천추-일반, 근골격계-견관절-일반, 근골격계-슬관절-일반, 복부-
담췌관-일반, 혈관-뇌혈관-일반

 - 초음파 :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여성생식기초음파-일반,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유도초음파Ⅱ, 단순초음파Ⅱ

□ (분석방법) 비급여 12개 검사항목의 병원별 가격 분포와 차이, 건강보험 급여가격과의 비교를 통
해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① 검사항목별 병원 종별 가격대별 분포 ② 의료기관별 가격 순
위(상위/하위 10개 기관)와 가격 편차(최상위 및 최하위 의료기관간 차이) ③ 동일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급여가격과의 편차.[첨부자료.1 참고] ④ 항목 종합 비급여 가격 상위 10
개 병원 선정

2. 주요행위 비급여 가격 결과(종합)

□ 종합병원의 주요행위별 비급여 가격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표_1>과 같음.

 -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배 ~ 1.4배 차이를 보임. 
건강보험에서 종별 가격차이를 4%정도 인정하는데 반해, 비급여 종별 평균가격은 20% ~ 40%
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음. 종별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병원간 약 70만원 차이가 났고,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임. 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최소 
0.5배 ~ 최대 3.1배 격차가 나타남. 

 -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최소 1.4 ~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
으로 조사됨.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배에서 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 최고가-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49만4천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고,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6만6천원으로 20배 차이가 나 병원간 초
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
서 최대 12배 차이로 조사됨. 

1) 건강보험연구원의 「2019년도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결과 종별 항목별 진료량 비율 산출결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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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비급여(MRI, 초음파) 가격조사 결과 종합 

조사항목 조사대상
가격편차

종별 평균 격차 최대・최소 격차 건강보험 가격기준

MRI

척추-경추
전체 : 348개
상급종합 : 42개
종합병원 : 306개

전체 : 518,850원
상급종합 : 701,395원
종합병원 : 493,794원
종별 가격비 : 1.4

가격차이 : 566,500원
가격비 : 3.3배
하위/상위 그룹 평균비 : 2.3배

가격차이 : 87~556,591원
가격비 : 1.0~3.1배

척추-요천추
전체 : 346개
상급종합 : 42개
종합병원 : 304개

전체 : 519,502원
상급종합 : 701,871원
종합병원 : 494,306원
종별 가격비 : 1.4

가격차이 : 566,580원
가격비 : 3.3배
하위/상위 그룹 평균비 : 2.3배 

가격차이 : 7~556,591원
가격비 : 1.0~3.1배

견관절
전체 : 340개
상급종합 : 41개
종합병원 : 299개

전체 : 527,925원
상급종합 : 705,378원
종합병원 : 503,592원
종별 가격비 : 1.4

가격차이 : 571,660원
가격비 : 3.2배
하위/상위 그룹 평균비 : 2.3배 

가격차이 : -10~561,116원
가격비 : 1.0~3.0배

슬관절
전체 : 340개
상급종합 : 41개
종합병원 : 299개

전체 : 526,863원
상급종합 : 704,768원
종합병원 : 502,468원
종별 가격비 : 1.4

가격차이 : 555,160원
가격비 : 3.1배
하위/상위 그룹 평균비 : 2.3배 

가격차이 : 
-10~544,616원
가격비 : 1.0~3.0배

복부-담췌관
전체 : 246개
상급종합 : 34개
종합병원 : 212개

전체 : 520,081원
상급종합 : 664,610원
종합병원 : 496,902원
종별 가격비 : 1.3

가격차이 : 700,000원
가격비 : 4.5배
하위/상위 그룹 평균비 : 2.6배 

가격차이 : 
 -127,438~559,465원
가격비 : 0.6~2.6배

뇌혈관
전체 : 284개
상급종합 : 34개
종합병원 : 250개

전체 : 488,886원
상급종합 : 592,645원
종합병원 : 474,775원
종별 가격비 : 1.2

가격차이 : 700,000원
가격비 : 5.7배
하위/상위 그룹 평균비 : 3.2배

가격차이 :
 -178,325~508,542원
가격비 : 0.5~2.5배

초음파

심장-
경흉부

전체 : 282개
상급종합 : 42개
종합병원 : 240개

전체 : 198,385원
상급종합 : 259,157원
종합병원 : 187,750원
종별 가격비 : 1.4

가격차이 : 247,000원
가격비 : 3.5배
하위/상위 그룹 평균비 : 3.1배 

가격차이 :
 -40,897~206,103원
가격비 : 0.7~2.5배

여성
생식기

전체 : 287개
상급종합 : 40개
종합병원 : 247개

전체 : 96,171원
상급종합 : 164,123원
종합병원 : 85,166원
종별 가격비 : 1.9

가격차이 : 266,370원
가격비 : 20.5배
하위/상위 그룹 평균비 : 8.5배 

가격차이 :
 -68,929~194,139원
가격비 : 0.2~3.3배

유방・
액와부

전체 : 349개
상급종합 : 42개
종합병원 : 307개

전체 : 126,749원
상급종합 : 189,709원
종합병원 : 118,136원
종별 가격비 : 1.6

가격차이 : 211,000원
가격비 : 6.3배
하위/상위 그룹 평균비 : 3.5배 

가격차이 :
 -58,824~148,223원
가격비 : 0.4~2.4배

갑상선・
부갑상선

전체 : 345개
상급종합 : 42개
종합병원 : 303개

전체 : 110,130원
상급종합 : 167,281원
종합병원 : 102,208원
종별 가격비 : 1.6

가격차이 : 172,500원
가격비 : 4.6배
하위/상위 그룹 평균비 : 3.7배

가격차이 :
 -25,326~144,241원
가격비 : 0.7~2.9배

유도초음파
Ⅱ

전체 : 252개
상급종합 : 40개
종합병원 : 212개

전체 : 188,749원
상급종합 : 305,709원
종합병원 : 166,681원
종별 가격비 : 1.8

가격차이 : 494,600원
가격비 : 25.7배
하위/상위 그룹 평균비 : 12.9배

가격차이 : 
-64,563~426,655원
가격비 : 0.2~5.9배

단순초음파
Ⅱ

전체 : 206개
상급종합 : 40개
종합병원 : 166개

전체 : 97,816원
상급종합 : 162,468원
종합병원 : 82,237원
종별 가격비 : 2.0

가격차이 : 280,190원
가격비 : 15.1배
하위/상위 그룹 평균비 : 12.8배

가격차이 :
 -5,015~275,175원
가격비 :0.8~12.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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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급여(MRI,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

□ (선정 방법) MRI와 초음파 각 6개 항목(총 12개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하여 MRI와 초
음파 각각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항목별 상위 10개 병원에 10점(최고가) ~ 1점 
부여하여 병원별 총점과 평균점수, 10위 권 진입 항목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비급여 가
격 상위 10위 내 2개 항목 이상 진입 병원 중 평균점수 고점 순으로 MRI와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 (선정 결과) 
 ○ 경희대병원은 MRI 경추, 요천추, 슬관절은 1위, 견관절은 2위, 복부 담췌관은 3위로 전체 6개 

중 5개 항목이 10위 권 내에 있었고,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가 9.4로 10개 병원 중 가장 높았
다. 다음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경추와 뇌혈관 2위, 요천추 3위, 견관절 4위, 슬관절 4위, 담췌관 
5위로 6개 항목 모두 10위 권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로 나타났다. 

○ 경희대병원은 초음파 흉부(유방·액와부)와 유도초음파(Ⅱ) 1위, 단순초음파(Ⅱ) 3위, 갑상선·부갑상
선 6위로 4개 항목이 상위 10위 내에 있었으며,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는 8.3점으로 높았다. 다
음은 건국대병원으로 심장(경흉부) 2위, 흉부(유방·액와부) 3위, 갑상선·부갑상선 5위로 3개 항목
이 10위 내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점으로 조사됐다.

MRI 초음파

병원명
평균
점수

(A/B)

합계
점수
(A)

10위
진입 

항목수
(B)

병원명
평균점

수
(A/B)

합계
점수
(A)

10위
진입 

항목수
(B)

1 경희대학교병원 9.4 47 5 1 경희대학교병원 8.3 33 4
2 서울아산병원 7.7 46 6 2 건국대학교병원 7.7 23 3
3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6.4 32 5 3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7.0 14 2
4 아주대학교병원 6.2 21 5 4 아주대학교병원 6.5 13 2
5 원광대학교병원 6.0 31 2 5 서울아산병원 6.0 30 5
6 고려대학교구로병원 5.8 23 4 6 삼성서울병원 5.8 23 4
7 고려대학교안산병원 5.5 33 6 7 고려대학교구로병원 5.7 17 3
8 고려대학교안암병원 5.3 21 4 8 강동경희대학교병원 5.0 15 3
9 삼성서울병원 5.0 20 4 9 인하대학교병원 4.7 14 3
10 인하대학교병원 3.3 13 4 10 고려대학교안산병원 4.6 23 5

<표_2> 비급여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 10(6개 항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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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실련 정책 제안

□ (비급여 전체 항목 보고 및 결과 투명하게 공개)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분석결과 병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현행 의료

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
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루어
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 (비급여 부담 없는 공공병원 확충) 
- 우리나라는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 첨부.1 종합병원 비급여진료가격 실태조사 결과 (총18매)
* 첨부.2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격 및 적응증 (총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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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촉구 기자회견 

○ Big5병원 간 비급여 부담 격차 최대 2.2배 
○ 수도권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거품 약 9,000억 원
○ 고가·과잉 비급여진료비의 환자부담 방지대책 마련해야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6z95gXocKlc

   ○ 순서
  ▪ 사    회 : 가민석(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    지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 결과발표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규탄발언 : 이향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의료기관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환자피해와 상업화 사례-
     ▪ 정책제언 :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

기자회견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김 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r    withccej  후원 277-025887-04-014(기업)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 (남은경 국장, 가민석 간사 02-766-5624/ka9202@ccej.or.kr)

∙ 시행 :  2021.11.17(총16매)

https://www.youtube.com/watch?v=6z95gXocKlc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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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 폭리 방지위해
정부는 비급여 관리대책 마련하고 

서울시는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이행하라
 - 수도권 중대형병원 고가·과잉 비급여진료비 거품 9,000억 원
 - 연세대세브란스병원 VS 서울대병원 비급여비율 격차 2.2배 
 - 수도권 중대형병원 공공-민간 격차 최대 5.9배, 평균 2.1배
 - 오세훈서울시장은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약속 이행해야

1. 조사 목적

□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격차) 종합병원 환자 직접 부담 의료비의 절반은 비급여 
진료비인데 그 가격과 진료량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지난 7월 경실련
이 종합병원 비급여진료 빈도가 가장 높은 MRI, 초음파 검사비의 병원별 가격 
격차를 조사한 결과 최대 70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비상식적 가격 책정이 이
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항목 가격 공개 외에 관리방안이 없음. 

□ (정부의 비급여 관리 불능) 정부는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
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비
율이 34%에 불과하고 비급여에 대한 관리기전 부재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
움.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실태파악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의무’를 도
입했으나, 의료계 반대를 이유로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정부의 통제 불능 상황임. 

  
□ (실손보험료 부담 증가) 의료비 폭탄 불안에 건강보험 외에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

하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하고 있음. 보장성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에
도 불구 민간보험사들은 비급여진료 증가를 이유로 매년 보험료를 최대 20% 이
상 인상하는 등 국민은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의 이중 부담에 놓여 있음. 

 - 실손보험료 인상률 : (손해보험사) 6.8% ~ 23.9% / (생명보험사) 0.9%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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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고액 진료비의 중증질환 환자들이 몰리는 수도권 중대형
병원의 비급여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비급여격차의 비교를 통
해 수익 창출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 거품실태를 드러내 환
자의 의료비 부담을 살펴보고 정부와 지자체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지난 
4・7서울시장 선거에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정책과제에 동의
한 오세훈시장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자 함. 

□ (조사 및 분석방법) 수도권 7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33개소의 병원별 비급여
비율을 산출하여 공공-민간병원 간 격차를 비교하고, 공공병원의 비급여비율을 
상회하는 거품 금액을 추정. 

2. 분석 결과

1) Big5병원 비급여 진료비 거품 : 3,581억 원

 ○ 5개 병원간 비급여비율 차이 최대 2.2배
  - 비급여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연세대병원으로 18.5%이며, 서울성모병원(15.7%), 

삼성서울병원(14.2%), 서울아산병원(13.4%)이며, 서울대병원은 8.3%로 5개 병원 중 
비급여진료비 비중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비급여를 통한 이윤 추구 유인이 낮은 공공
병원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비급여진료비 비율 최대-최소 병원간 차이는 약 2.2배로 
환자 의료비 부담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세대병원 등 4개 민간병원의 비급여 거품 추정액 : 3,581억 원
  - 5개 병원 중 수익창출을 위한 과잉 진료 유인 요인이 낮은 서울대병원(공공)의 

비급여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인한 거품으로 추정한 결과 4개 
민간병원의 비급여 거품 추정액은 약 3,581억 원임. 연세대병원이 1,398억 원
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834억 원), 삼성서울병원(757억 원) 서울성모병
원(592억 원)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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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5병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_2019년>
(단위 억 원)

순위 의료기관명 비급여수입
(A)

건강보험
수입(B)

건강보험
총진료비(C)

비급여비율
(A/C)

비급여�거품
(A� -� C*D) 소속

1 연세대병원 2,539 11,202 13,741� 18.5% � � � 1,398� 민간

2 서울성모병원 1,255 6,738 7,993 15.7% � � � � � 592� 민간

3 삼성서울병원 1,817� 10,956 12,773 14.2% � � � � � 757� 민간

4 서울아산병원 2,187� 14,119 16,306 13.4% � � � � � 834� 민간

5 서울대병원 819� 9,040 9,859� 8.3%(D) � � � � � � � � � -� 공공

합계 8,617 52,055 60,672 평균� 14.0% � � � 3,581�
최대/최소�차이 3.1배 2.2배

2) 수도권 중대형병원(28개) 비급여 거품 : 5,913억 원

○ 공공-민간 병원간 비급여비율 차이 최대 5.9배, 평균 2.1배
 - 28개 병원 중 경희대병원의 비급여비율이 24.8%(치과·한방병원 포함)로 조사대상 병원 

중 가장 높았는데, 가장 낮은 서울의료원(4.2%)의 5.9배로 분석됨.
 - 28개 병원 중 공공병원은 4개 기관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건강보험공

단일산병원, 서울의료원이 포함됐고, 민간 24개 병원은 모두 사립대병원임. 민간병원 
평균 비급여비율은 14.5%로 공공병원 평균인 6.9%보다 2.1배 높아 Big5병원과 같이 
민간병원의 비급여비율이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중대형병원의 비급여 거품 추정액 : 5,913억 원
  - 4개 공공병원(분당서울대/보라매병원/공단일산/서울의료원)의 평균 비급여비율인 

6.9%를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추정한 결과, 분석병원 28개 중 23개 
기관이 거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품액은 5,913억 원으로 추정됨.

  - 경희대병원이 가장 많은 570억 원이며, 연세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병원 순으로 높음. 공공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비급여비율이 높아 382
억 원의 거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병원인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의 
비급여비율은 6.6%로 공공병원 수준으로 거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3) 수도권 중대형병원 비급여 거품 합계액
  ○ Big5 중 4개병원(3,581억 원) + 23개 중대형병원(5,913억 원) = 9,49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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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대형병원(Big5제외) 비급여 현황_2019년>           (단위 억 원)

순위 의료기관명 비급여
수입(A)

건강보험
수입(B)

건강보험
총진료비(C)

비급여비율
(A/C)

비급여�거품
(A�—� C*D) 소속

1 경희대학교병원 788� 2,390� � 3,178� 24.8% 570 민간

2 강북삼성병원 472� 1,970� � 2,442� 19.3% 305 민간

3 고려대학교안산병원 496� 2,139� � 2,635� 18.8% 316 민간

4 강동경희대학교병원 440� 1,920� � 2,360� 18.7% 278 민간

5 연세강남세브란스병원 733� 3,248� � 3,981� 18.4% 460 민간

6 고려대학교병원 712� 3,241� � 3,953� 18.0% 441 민간

7 고려대학교구로병원 733� 3,371� � 4,104� 17.9% 452 민간

8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267� 1,386� � 1,653� 16.2% 154 민간

9 아주대학교병원 800� 4,444� � 5,244� 15.2% 441 민간

10 건국대학교병원 436� 2,444� � 2,880� 15.1% 239 민간

11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439� 2,520� � 2,959� 14.8% 236 민간

12 한림대학교성심병원 443� 2,573� � 3,016� 14.7% 236 민간

13 한양대학교병원 359� 2,192� � 2,551� 14.1% 184 민간

14 인하대학교병원 414� 2,612� � 3,026� 13.7% 207 민간

15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302� 1,964� � 2,266� 13.3% 147 민간

16 차의과학대분당차병원 399� 2,787� � 3,186� 12.5% 181 민간

17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238� 1,680� � 1,918� 12.4% 107 민간

18 분당서울대학교병원 881� 6,397 7,278� 12.1% 382 공공

19 중앙대학교병원 259� 1,946� � 2,205� 11.7% 108 민간

20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260� 1,971� � 2,231� 11.6% 107 민간

21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306� 2,531� � 2,837� 10.8% 112 민간

22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321� 2,762� � 3,083� 10.4% 110 민간

23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230� 2,050� � 2,280� 10.1% 74 민간

24 가천대길병원 335� 3,585� � 3,920� 8.6% 66 민간

25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137� 1,958� � 2,095� 6.6% -7 민간

26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140� 2,176� � 2,316� 6.1% -19 공공

27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111� 2,113� � 2,224� 5.0% -41 공공

28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40� 912� � 952� 4.2% -25 공공

합계(28개소) 11,491 82,773 5,913
평균(28개소) 13.4%

공공(4개소) 6.9%(D)
민간(24개소) 14.5%

공공-민간�차이 2.1배
최고-최저�차이 5.9배

*수도권 소재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상(서울의료원/689병상)
*경희대.강동경희대는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포함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 12 -

4. 비급여진료비 거품 방지 위한 정책방안

○ 비급여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감독 강화
  - 민간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공공병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윤 

추구 유인이 낮은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 이용 환자들은 과잉 비급여에 노출되
어 불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음. 

  - 비급여 진료비는 온전히 환자의 부담이며 병원 수익을 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 방지대책 없이는 실손보험료 인상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없음. 

  - 공공병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관리하는 선제적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병원
은 비급여 내역 보고 및 공개 의무화/비급여 가격 및 진료량 제한 등 통제기전 
마련

(1) ‘서울시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시범사업 실시
 - (배경 및 방안) 오세훈시장은 4·7보궐선거에서 경실련이 제안한 ‘비급여 없는 시

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정책과제에 동의함. 서울시 산하 서울보라매병원과 서울의
료원의 시범사업 추진. 현행 의학적 효과가 있는 비급여를 ‘서울형 건강보험 급
여’로 전환하고 서울형 급여의 일정 비율(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시가 지원하
고 세부 내역 공개. 전 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서울시 전 공공병원으로 
확대.

 - (효과) 중앙정부가 추진 못한 비급여 관리정책을 서울시가 공공병원에 대해 선제
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적정진료와 적정의료비 부담을 실현하고, 민간병원의 고
가 및 과잉 비급여 진료를 견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중앙정부 견인.

 - (실행계획) 오세훈시장에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

(2) 대선후보에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공약 채택 요구
  - 2022년 대선 후보자와 정당에 정책과제 제안. 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과 

국립의료원 등 시범사업 실시. 전국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3) 정부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의무 집행 촉구

첨부1. 2021 4・7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후보측 정책과제 동의 질의서 및 답변서(총2매)
첨부2. 수도권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거품 실태분석 결과(총8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