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8 월 9 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통해 2022 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외에도 질환 구분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의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급여 추진 대상은 3,800 여개로 미용∙성형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모든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전면 급여화 됩니다. 단, 가격이 높아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30~90% 차등하여(현행: 50%, 80%)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 년
후 평가를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다만, 약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선별등재¹ (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30%~90%)를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비급여감축
인센티브 도입하여 신포괄 수가제² 적용 의료기관을 현재 공공의료기관 42 개에서 2022 년까지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200 개 이상으로 확대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은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 급여로 편입 되도록 할 예정이며, 남용 우려가 있는 기술에 한해서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 발표는 병원 및 가계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산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들의 급여화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은 치료재료 등재 시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법의 수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미 급여 및 신의료기술로 고시 된 항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이넥스는 헬스케어 시장진입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정확하게 시행하는 기업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문의 하여 주십시오.

¹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
²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 하는 방식

사이넥스 서비스
사이넥스는 의료기기를 비롯한 보건의료제품의 시장진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영역]
- 의료기기 수입/제조 품목허가
- 해외 인증
- 보험등재 / 신의료기술평가
- 제조 품질시스템 구축 (GMP 적합인정)
- 임상시험 (CRO)
- 시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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