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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목적 및 연혁

  설립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 가입자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및 보험재정 등을 관리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임

  주요연혁

❍ 1977.7.1. … 최초 의료보험 실시(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장)

❍ 1988.1.1. …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 1989.7.1. … 도시지역 확대로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 2000.7.1.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 2008.7.1.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 2011.1.1.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건강, 국민연금, 고용·산재)

❍ 2018.7.1. …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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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의결기구

  이사회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기능) 사업운영계획과 예산․결산, 정관 변경 등 공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구성(15인) : 이사장 및 이사 14인(상임 5인, 비상임 9인)

 (의장) 이사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이사) 비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

￭ 노동조합․사용자․시민․소비자․농어업인․노인단체 추천 각 1인(6인)

￭ 이사장 임명 5인(상임이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인

  재정운영위원회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기능)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 구성(30인)

 직장․지역가입자 및 공익대표 등 각 10명으로 구성

 위원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공익대표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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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정원

  조직

❍ 본부(21실, 정보화본부), 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지역본부(6개소),

지사(178개소), 출장소(54개소)

 소속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별도 운영

                                                   (’19.8.31.기준)

  정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103명

 일반업무직 14,322명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이하 연구직 등%
계 14,322 100.0 7 129 568 2,301 11,208 109

건강보험 10,455 73.0 6 123 465 1,788 7,988 85
장기요양 3,867 27.0 1 6 103 513 3,220 24

’19.8.31.기준 (단위: 명)

 업무지원직 781명: 연구 20, 사무 2, 환경미화 373, 보안 122, 시설 165,

운전관리 27, 건강관리 72

❍ (소속기관) 일산병원 2,325.5명, 서울요양원 1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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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업무 및 가입자 현황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 가입자(외국인 포함) 자격관리
◈ 지역 및 직장 보험료 부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고지 및 징수

보 험 급 여
◈ 수가 및 약가 계약
◈ 급여비용의 지급 및 급여사후관리

건강검진 및 증진･예방
◈ 질병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급여비용 심사·지급관리 및 기관 평가

기관 운영사업
◈ 재정(자산) 관리, 의료(요양)시설 운영
◈ 조사연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정부 수탁사업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공무상 요양비 지급 등

21개 수탁사업 수행

  가입자 현황
 

건강보험(’19.8.31.현재)
 

    
 

장기요양보험(’19.8.31.현재)
 

◈ 총 가입자: 5,137만명

※ 외국인(재외국민) 122만명 포함

◈ 직장가입자: 3,745만명(72.9%)

 가 입 자  1,799만명

 피부양자  1,946만명

◈ 지역가입자: 1,392만명(27.1%)

 세 대 주   681만명

 세 대 원   711만명

 

     

    

 

◈ 65세이상 노인: 788.2만명

※ 전체인구의 14.9%

◈ 등급인정: 73.6만명(노인의 9.3%)
 1등급   4.5만명
 2등급   8.7만명
 3등급  22.2만명
 4등급  30.3만명
 5등급   6.6만명
 인지지원 1.4만명

◈ 서비스 이용: 61.14만명

※ 등급인정자의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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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년도 예산 현황

  총 예산은 79조 4,076억 원

○ 건강보험은 ’18년 대비 7조 5,406억 원(11.9%) 증가한 70조 8,605억 원

○ 장기요양은 ’18년 대비 1조 2,381억 원(17.7%) 증가한 8조 2,484억 원

○ 통합징수는 ’18년 대비 16억 원(0.5%) 감소한 2,987억 원

(단위: 억 원)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
(B-A) %

계 706,305 794,076 87,771 12.4

￭ 건강 보 험 633,199 708,605 75,406 11.9

◦ 일 반 회계 630,006 705,233 75,227 11.9

◦ 특 별 회계 3,193 3,372 179 5.6

￭ 장기 요 양 70,103 82,484 12,381 17.7

◦ 일 반 회계 70,042 82,418 12,376 17.7

◦ 특 별 회계 61 66 5 8.2

￭ 통합 징 수 3,003주) 2,987 △16 △0.5
주) 본예산 2,873억 원 + 추경예산 130억 원(우편요금 인상분(10%) 및 인건비 처우개선(2.6%) 마련)

￭건강보험

▹ (수입)보험료(58조1,010억 원, 82.0%)○+ 정부지원금(8조3,432억 원, 11.8%)○+ 부당이득

징수금등 (4조 4,163억 원, 6.2%)

▹ (지출) 보험급여비(68조4,268억 원, 96.6%)○+ 관리운영비(7,529억 원, 1.1%) ○+ 주요사업비

등(1조1,520억 원, 1.6%)○+ 심평원부담금(4,210억 원, 0.6%)○+ 예비비(1,078억 원, 0.1%)

￭장기요양

▹ (수입)보험료(4조 8,273억 원, 58.5%)○+ 정부지원금(2조 5,961억 원, 31.5%)○+ 부당이득

징수금 등 (8,250억 원, 10.0%)

▹ (지출) 요양급여비(7조8,545억 원, 95.2%)○+ 관리운영비(2,591억 원, 3.1%)○+ 주요사업비

등(1,045억 원, 1.3%)○+ 예비비(303억 원, 0.4%)

￭사회보험통합징수

▹ (수입)사회보험별 분담금(건강보험 1,976억 원, 국민연금 711억 원, 산재보험 150억 원, 고용

보험 149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1억 원)

▹ (지출) 관리운영비(2,006억 원)○+ 주요사업비 등(881억 원)○+ 예비비(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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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가입자 적용 확대

▢1  가입자 적용 및 보험료 부과 현황

○ 국민 및 외국인(122만명) 등 총 5,137만명의 가입자를 관리(’19.8.31. 기준)

 이 중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1,946만명(51.9%)을 포함하여 3,745만명

(72.9%)이며, 지역가입자는 1,392만명(27.1%)

○ 매월 평균 2,519만 세대에 4조 8,773억 원을 부과 … 연간 약 58조 원

 직장보험료가 4조 1,642억 원(85.4%), 지역보험료가 7,131억 원(14.6%)

☞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 ’19.8.2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9년 6.46% → ’20년 6.67%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당 금액) ’19년 189.7원 → ’20년 195.8원

▢2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적용으로 사각지대 해소

○ (제도개선) 국내 입국 6개월 이상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에 대한 당연

적용* 시행(7월)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 지원센터 및 주한외국공관 등을 중심으로 당연적용제도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 등 누락자 발생 방지 적극 홍보

* 지역 가입자: (’19.6월) 280,709명 → (’19.7월) 501,705명(78.7%, 220,996명↑)

○ (외국인 전담센터) 서울에 시범운영 중인 외국인 전담센터를 외국인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여 민원서비스 향상 도모

※ 1개소(서울 신도림) → 3개소(서울‧경인)로 확대 설치(7월)

 국가별‧민원 유형별 표준화된 민원 상담매뉴얼(“한눈으로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업무 매뉴얼”) 마련 등 민원응대 역량 향상



Ⅱ. 주요 업무현황

- 12 -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1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 (보장성 항목 확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단계적 추진

시행시기 주요 급여화 항목 시행시기 주요 급여화 항목
1월 광중합형 복합레진(12세이하 충치) 7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9월 남성생식기 초음파
4월 한방 추나요법 11월 복부․흉부 MRI
5월 두경부 MRI 12월 여성생식기 초음파

○ (보장성 모니터링)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계획 대비 실 지출 급여비를

모니터링하여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 평가 지원

 보장성 확대 항목의 의료이용 변화 및 재정영향 분석 등(매월)

 의료비 경감 효과, 정책 전‧후 의료이용량 변화 등 효과 분석

○ (정책지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보장률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산출

하고 한국의료패널조사를 통한 의료비 규모 측정 등 정책근거 마련

○ (원가분석) 대표성 있는 패널의료기관*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원가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적정보상을 위한 원가분석방법론 개발 추진

* (’19.9월) 105개 기관 참여 … 상급종합(3), 종합(67), 병원(16), 의원(19)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장성 확대

○ (아동)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을 경감하고(21~42→5~20%, 1월),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 급여적용(1월)

○ (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부부의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대상‧규모 확대(7월)

※ 임신1회당 일태아 50→60만원, 다태아 90→100만원, 출산일부터 60일→1년

※ 난임시술 연령제한 폐지 및 횟수 확대(10→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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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로 가계파탄 방지

○ (중증질환 산정특례) 의학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난치질환을

검토하여 확대 적용하고 등록기준 표준화로 형평성 제고

※ ’19년 상반기 38개 질환 확대하여 총 926개 희귀질환 적용 중

※ 희귀질환자 1인당 연간 공단부담금 5,578천원, 본인부담금 693천원

▷ 중증질환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자(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의 가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고액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완화*해 주는 제도
* (일반 환자) 입원 20%, 외래 30∼60% → 중증질환 산정특례 0∼10%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액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하위 32%까지 1구간을 적용하여 저소득층 부담 완화(1월)

 요양병원 개편과 연계하여 요양병원 환자의 상한제 사전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공단이 직접 환자에게 지급토록 개정 추진

○ (재난적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 선제적 발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모니터링 등을 통한 합리적 제도 개선

 빅데이터 및 기관간 협업(지자체↔공단)을 통해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상한액 조정 및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등 지원기준 개선

※ ’19.8월말 현재 7,50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2.5%(2,239건) 증가

▢4  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상급종합‧서울지역 참여 병동 수 제한 완화

(2개→4개 병동) 및 참여 가능 간호등급(1~3등급) 제한 폐지로 사업 확산 촉진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 운영(1월) 및 병원급 간호간병병동 2~3인실

급여화 등 제도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 지원

※ (’13년) 13개소 1,423병상→ (’18년) 495개소 37,288병상→ (’19.8월) 510개소 42,539병상

○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 수급자 서면청구 방식에서 요양비 판매(임대)

업소의 직접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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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 확충 및 지출 효율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관리
 

▢1  다양한 보험료 부과재원 확보를 통한 수입기반 확충

○ (수입기반 강화) 정부지원금 과소지원 논란을 해소하고 한시적 지원 

기한(’22년)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 명확화 등 법령 개정 지원

○ (부과기반 강화) 조세제도와 연계하여 분리과세소득 등 과세대상임

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신규 부과재원 검토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원 이하)은 ’19년 소득부터 과세 전환되어 부과(’20.11월)

 분리과세 금융소득(연 2천만원 이하), 고소득 일용근로소득(프리랜서 등)

등은 신규 부과 추진

▢2  사업장 지도점검 및 미가입 사업장 가입 확대로 재정누수 방지

○ (지도점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적기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적정부과를 통한 부담의 형평성 확보

※ (’19.8월말) 사업장 20,330개 대상 869억 원 추징

○ (미가입 사업장) 공적자료 연계 확대 및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개선 

등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부과재원 추가 발굴

※ (’19.8월말) 사업장 55,179개소(근로자 121,833명) 가입, 647억 원 부과

▢3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약품비 지출 효율화

○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재 이후 청구금액이 등재 시 합의된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등 협상 대상 확대

* 2018년 기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 180억 원의 약품비 절감

○ (제도개선) 복지부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를 개선하여 약가사후관리 기능 강화

* 개선사항: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선정 및 제외 기준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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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청구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 (불법개설)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사무장병원 진입을 조기 차단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시스템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의‧약대생 대상 사무장병원 병폐 교육(19개 대학) 등 진입차단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선정심의위원회*운영으로 적발률 제고

* 보건복지부, 법률전문가, 수사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행정조사 대상 선정

 5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1월~)

○ (부당청구)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보험사기 등 부당청구 

적발 유형을 개발하여 보험재정 누수 방지

 검·경·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적발 자료 및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사회적 이슈* 모니터링 강화로 신규 부당청구 유형 발굴

*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 (부정수급 방지) 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운동을 전개

하고 ’19년 하반기부터 병원급 입원환자 본인확인 실시(9월~)

 증 대여‧도용자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신설(6.28. 시행)하고, 증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10.24.)

 입원환자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병원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3월)

및 보험자병원(일산병원) 시범사업 실시(9월)

▢5  고소득 체납자 맞춤형 징수 추진

○ (고소득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사전급여 제한 강화 등으로 납부형평성 제고

*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지역 가입자 및 사업장 체납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특별관리 강화) 신종 프리랜서* 등 호황업종 특별관리 대상 유형을 

추가하고 유관기관 자료연계 확대 등으로 징수실적 제고

* 1인 미디어, 웹작가 등(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 및 고용노동부 성장 유망업종 참고)



Ⅱ. 주요 업무현황

- 16 -

4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ㆍ증진서비스 강화

▢1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가검진체계 구축

○ 20∼30대 청년세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1월~)

 (변경 전) 40세 이상 → (변경 후) 20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

 20~30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지역세대원) 및 의료급여자(세대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검진 사각지대 해소 … 719만명 확대

※ 국가검진체계: (0∼5세) 영유아 건강검진 → (6∼18세) 학생건강검진·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 (19세 이상) 일반검진 및 암검진

○암 사망률 1위인 폐암 검진사업 시행(7월~)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333천명에 

대해 저선량 흉부 CT촬영 및 사후 결과 상담 실시

▢2  학생 건강검진 관리체계 개편(교육부 → 공단 위탁) 추진

○학생검진의 공단 수탁으로 건강검진 실시체계 일원화 추진

     교육부에서 별도 관리·운영하는 학생(초·중·고등학생) 건강검진을 

공단으로 위탁하여 전국민 국가건강검진 체계 구축 추진

○ (효과) 전 국민 생애주기별 검진체계 구축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가능

※ 현재제1차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19.3월)에 따라교육부와업무협의중

▢3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강화로 가입자 건강권 보호

○ (약물이용) 극단적 과다․과소투약군 관리 및 다제약제 복용자 대상

으로 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에 의한 효과적인 약물복용 지원*

* 적정투약관리39천건(8월말), 약물이용지원64개시군구및9개요양시설서비스제공

○ (의료이용) 과다 의료이용자(과다 진료일수·방문의료기관 수) 대상으로 

의료이용* 정보제공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외래내원일수, 투약일수, 총진료비 등 총 328천건 정보제공(’19.8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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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 기반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

▢1  의료-요양-건강-복지를 융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 (선도사업) ’18년초 로드맵 설계부터 적극적으로 복지부를 지원하고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전담조직 구성․운영(5월~)

 복지부-공단-지자체 협력체계 구축으로 건강․장기요양․복지 등 

융합서비스 제공모형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서비스 대상자 발굴 추진

※ 1차 선도사업(7월) 8개 지사 → 2차 선도사업(10월) 16개 지사

○ (통합돌봄) 지역사회 내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와 연계

하는 등 한국형 의료-요양 통합케어 모델 구축 연구* 수행(~12월)

* 모델 도입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영향 및 장벽, 문제 해결방안 등 검토

▢2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한 고혈압‧

당뇨병 관리 시범사업을 확산하여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18년) 16개 지역, 755개소 → (’19.8월) 75개 지역, 1,412개소, 152천명 등록

○고혈압‧당뇨병부터 우선 실시한 후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대상

질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유사한 시범사업* 통합 검토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및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년)

▢3  요양병원 환자지원제도 운영으로 퇴원환자 지역복귀 지원

○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활동 지원(’19.11.1. 시행) … 퇴원모형 개발(’18.12월)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5월) 및 제도 홍보

 퇴원환자에 대한 심층평가, 퇴원계획, 지역자원 연계 등록 및 관리

등 환자지원 업무 통합관리를 위한 환자지원시스템 구축(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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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효 실천

< 수급자 현황 >
◈ (현황) ’19.8월말 현재 전체 인구 52,856천명 중 노인인구는 7,882천명(14.9%),

노인인구의 9.3%인 약 736천명 등급 인정
’19.8월말 현재 (단위: 명, %)

구분 ʼ08년 ʼ10년 ʼ12년 ʼ14년 ʼ16년 ʼ18년 ʼ19.8월
수급자수 214,480 315,994 341,788 424,572 519,850 670,810 735,690
인정률 4.2 5.8 5.8 6.6 7.5 8.8 9.3

▢1  치매 등 취약계층 수급자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추진

○ (수급자 발굴) 고위험군(치매·뇌혈관질환 등)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제도 안내 및 대리신청 허용

※ (’18년) 671천명 → (’19.8월말 현재) 736천명… 9.6%↑

○ (등급판정체계 개선)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경증‧치매노인 

요양욕구와 필요도를 반영한 新인정조사표 마련(12월)

○ (본인부담 감경 확대) 가구소득 하위 25% 이하에서 50%까지 확대,

의료급여 제외자와 최초인정자 소급적용 기준 마련(2월)

※ (’18.7월) 96천명 → (’19.8월) 254천명 확대(소급적용 26천명 포함)

▢2  수급자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가족 돌봄 완화

○ (이동지원서비스) 서울 거주 1~4등급 재가수급자 대상으로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이동지원 시범사업 운영(5월) … 2,666명이 8,918건 이용(8월말)

○ (전문요양실 사업) 노인요양시설 내 만성 중증 수급자 대상으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모형 개발(4~12월)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마련(20개소 운영)

○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촉탁의와 요양시설 간호사 간 스마트협진으로 

입소자의 상시 건강관리 체계 마련 시범사업(’16.11월~’19.12월) … 115개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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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공단과 장기요양기관 간 수급자 이용계획을

공유하여 수급자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적정급여 제공(1월~)

○ (통합재가급여) 수급자 욕구를 반영하여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

보호 등 분절된 재가 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비스 제공

※ 1~3차 시범사업(’16~’19.6월) → 예비사업(’19.8월) → 본사업 확대(’20년)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환자에 적합한 시설 

환경 마련 및 전문인력 배치로 맞춤형 케어 제공 … 135개소, 1,810명 이용(8월말)

▢4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평가시스템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 (요양종사자 전문성 강화) 인지활동형 서비스 확대에 따른 치매전문교육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 교육 확대로 전문성 강화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외 간호(조무)사 등 64천명 교육 수료(8월말)

○ (기관 평가시스템 개선) 외부 평가자 참여 확대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현장 중심의 평가방식 도입 … 외부평가자 219명 위촉

     급여종별 특성과 실제 서비스 제공과정을 평가하는 질 평가 중심

▢5  재정누수 방지 등 장기요양 재정의 안정적 운영

○ (재정 안정화 추진) 재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한 안정적 재정 관리 추진

 ‘2019~202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9월)하여 지출효율화 추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및 법정 국고지원금 확보 추진(연중)

○ (부당청구 방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5월)하여 

서비스 진입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제공단계별 재정 안정화 추진

 진입단계: 기관 지정요건 강화 및 허위 등급자 색출 등 

     청구‧심사단계: RFID 시스템 개선 및 현지확인 심사 관리 강화

     사후관리단계: 부당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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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책임경영 강화

▢1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 강화

○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 정부정책, 공단사업 등에 국민의견 반영을 

위해 지역본부 단위로 확대하여 참여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산(9월~)

※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본부 123명 구성(5월), 6개 지역본부로 확대

○ (시민참여혁신단) 시민참여와 협력으로 국민 맞춤형 혁신 과제 발굴,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상시 운영(’19.2월∼)

○ (국민토론방ㆍ건강보험모니터단)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 공간을 마련

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단 운영 및 업무개선 등에 반영

* (’19.1∼8월) 국민토론방 의견등록 21,548건, 모니터단 제안 97건

▢2  빅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 활성화

○ (빅데이터 개방) 연구용 고품질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 개발 및 보건정책 수립 지원

     맞춤형 연구DB 및 표본 연구DB 연구자료 등 제공 … 466건(’19.8월말)

     연구용 DB 이용자 편의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내부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의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 설립(6월)

※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 150개 계정 구축(’19.5월) 및 190개 좌석 제공

○ (의료지도) 의료자원-의료이용행태-건강결과를 의료지도로 시각화

하여 의료취약지 등 정책결정에 활용하도록 서비스 제공*(5월~)… 90종

* 지역별/의료생활권별 시각화, 시계열‧지역단위 조회‧다운로드, 시나리오 제공

○ (신기술 데이터 융합) AI기반의 개인 맞춤형 질병예측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4차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신기술 지원 시스템 구축



　 Ⅱ. 주요업무 현황

- 21 -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매월), 지역 

생산품 및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등) 제품 우선구매 등 판로지원

※ 홍천군여성리더간담회(5.16.), 원주시의원간담회(5.29.)…강원지역교류지속추진

○ (장애인 채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직원 채용 시 장애인 별도 전형 운영으로 고용기회 확대

     장애직원 근무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적합 직무 발굴 등 질적 

향상으로 고용 활성화 유도

※ ’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3.4%) 대비 3.72%로 0.32%P 초과달성

○ (지역인재) 신규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 도모

※ 지역인재 채용목표 비율(21%) 대비 26.4%로 5.4%P 초과달성

▢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 (의료봉사)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오‧벽지 및 재난지역, 해외 

난민촌 의료봉사를 통한 나눔경영 실천

※ (국내) 26회에걸쳐 3,490명진료, (국외) 필리핀바세코마을진료및환경개선(6월)

○ (긴급구호 및 봉사활동) 재난‧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긴급지원,

의료 및 빨래봉사, 성금모금‧기탁 등

     강원산불 재난지역(4월), 태풍 링링 피해 지역(8월), 태풍 타파 

피해 지역(9월), 태풍 미탁 피해 지역(10월) 지원

○ (취약계층 지원) 노인‧장애인 및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교통수단 지원 및 도서관 개설 등 추진

※ 노인‧장애인시설차량 36대기증, 마을관리소개소, 아동센터 31개소환경개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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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자 병원(요양원) 운영으로 근거중심의 정책 지원

▢1  (일산병원)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정책 지원 및 공공병원 역할 수행

○ (원가조사)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임상

기반의 표준원가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원가자료 산출

     원가분석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등

○ (정책지원) 다양한 시범사업의 선도적 수행으로 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Test-bed” 역할 수행

 신포괄지불제도(’0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13년~), 가정형 호스

피스(’16년~), 입원전담전문의(’19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임상기반 빅데이터 연구과제(연 30여건)* 수행 등 정책자료 제공

* 계층적 질환군(HCC)에 따른 의료비 예측과 의료이용 분석(’19) 등

○ (표준운영모델) 비급여 최소화 운영, 표준진료지침(81개)에 따른 적정

진료, 신포괄수가 적용 등으로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 실현

※ 건강보험 보장률(’17년): 79.3% … 종합병원급 이상 평균 69.9%

▢2  (서울요양원) 적정급여 ․ 적정수가를 위한 표준 장기요양기관 운영

○ (표준모델 제시) 수급자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

     신체․인지기능 수준에 따라 5개 서비스유형*으로 구분, 매뉴얼화

하여 관리하고 통합재가급여 등 시범사업 수행

* 치매전담형, 전문간호형, 기능회복형, 관계친화형, 인지향상형

○ (원가분석)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7년∼) 및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

     서비스 표준화에 따른 급여제공내역 관리 및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을 위한 원가산출 추진 … 정책연구원과 공동연구 추진(’1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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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실시 및 조치 현황

  외부 감사

구분 감사 내용 감사기간

감사원

(5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18.5.31.~6.28.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실태 ’18.6.18.~7.6.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 ’19.3.4.~3.22.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 ’19.7.8.~9.6.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 ’19.7.8.~8.30.

보 건

복지부

(6건)

설 명절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상황 점검 ’18.2.6.~2.18.

남북정상회담 기간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상황 점검 ’18.4.25.~5.4.

남북정상회담 및 추석명절 기간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상황 점검 ’18.9.11.~9.21.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18.11.12.~‘19.1.8.

2018년 연말연시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상황 점검 ’18.12.24.~‘19.2.1.

2019년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19.7.30.~7.31.

  자체 감사 처분요구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2018년 2019.1~8월

소    계 3,006 1,948 1,058

시    정 1,719 1,086 633

주    의 571 378 193

경    고 182 114 68

개    선 142 92 50

권    고 153 106 47

통    보 212 155 57

징계요구 27 17 10



Ⅲ. 감사 및 민원사무 처리 현황

- 26 -

2  민원사무 처리 현황

  민원사무 처리 현황
’19.8월말 현재 (단위: 천 건, %)

구   분 계(비율) 2018년 2019년(1~8월)

계 (비율) 243,681 (100) 136,403 (100) 107,278 (100)

가입자자격 83,375 (34) 45,988 (34) 37,387 (35)

보험료부과 20,461 (8) 12,317 (9) 8,144 (8)

보험료징수 94,384 (39) 50,474 (37) 43,910 (41)

보 험 급 여 14,524 (6) 8,878 (7) 5,646 (5)

건 강 지 원 9,315 (4) 5,768 (4) 3,547 (3)

노 인 요 양 10,338 (4) 6,191 (5) 4,147 (4)

기      타 11,284 (5) 6,787 (5) 4,497 (4)

※ 전화, 우편/팩스, 방문, 인터넷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