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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운영체계 및 절차로 보험가입자의 의료실손금액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상
환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제 운영도 여전히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소액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편리와 운영의 간소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은닉기술, 본인인증기술, 

e-page safer 기술 기반 증명서 발급에서 공인전자주소(#-mail)를 활용한 보험료 청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
스톱 보험 청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은 번거로운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험 청구율이 
높아져 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실손의료보험, 공인전자주소, 인증발급, e-페이지 세이퍼, 보험료 청구

Abstract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s areas that are not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reinforce insurance guarantee. Realistically, however, many people renunciate small sum insurance claims 
because the inconvenient claim procedures require a certificate from the hospital for resubmission to the 
insurance company, which is very time consuming. Therefore, One-stop insurance payout claiming system that 
is capable of one stop processing of the issuance of e-page safer technology-based certification to claiming of 
insurance payout by utilizing authorized electronic address (#-mail) through the utilization of private information 
concealment technology and identification certification technology for the convenience of the subscribers and the 
simplification of operation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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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손의료보험은 공  건강보험의 단 을 보완하여 의

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개인의 요구에 의해 임의로 

가입하는 사 인 건강보험 제도이다. 운 방식은 생명보

험회사, 비 리보험조합이 속하는 민간 보험 리 단체

에 의해 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성장하여 체인구의 81%가 가입하여 양 으로는 확

되었지만, 보험  청구를 한 증명서 발 은 병원을 

직  방문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체 으로는 소비

자가 막 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구조이다[1, 2]. 이미 

실손의료보험은 1,000만 명이 넘는 보험가입자가 있고 

최근 두 자리수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 체

계의 정비 미흡으로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안

망의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지 사유가 소액으로 빈번히 발생함에도 보험가

입자가 진료비를 요양기 에 지 한 후 청구서류를 작성

하여 보험회사 등에 보험 을 청구하는 체계로 상환제 

운 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제 운 은 보험가입

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 보험회사 등과 요양기 의 운

효율성의 하를 래하고, 환자는 번거로운 청구 

차에 따라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소액보험 의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한 진단서 발 비용을 지출하고 보험

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다[3, 4, 5]. 요양기 의 경우에는 요양기 이 청구한 진

료비의 심사  진료의 정성 평가의 기회가 상실되어 

환자는 정수 을 과하는 본인부담 을 지출하고 있

다. 국민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의 상승을 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실손의료보험 청구용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를 종이문서로 발 하고 보험회사 등은 이를 다시 

산 입력하는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

회 으로 량의 종이문서 발생  인력 자원의 낭비를 

래하고 있다. 국내 부분의 증명서 발 기 은 인터

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도 인터넷 발

이 가능한 자정부시 에 의료증명서만이 정보화의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상에서 처리되어야 

하지만 보안과 /변조 방지에 한 문제 때문에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증명서가 온라인상에서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달되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정보 은닉기술, 본인인증기술, e-page safer 기술을 

용하여 샵메일(#-mail)을 활용함으로써 신뢰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한 복잡한 차와 시간 소비로 보험료 

청구를 포기하는 고객에게 간소화된 차를 제공함으로

써 보험료 청구비율을 높일 수 있는 원스톱 보험 청구 서

비스에 하여 연구하 다[6, 7, 8]. 

2. 의료보험 제도

2.1 의료보험 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공 의료보험으로

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한 기본  보장’에 제도  

목 을 두어 국가( 는 공공기 )가 운 하는 보험으로 

국가부양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제도

으로 보장되는 이외의 ‘개인  필요에 따른 보장’을 목

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운 하는 보험이다[9, 10]. 공 의

료보험은 사회  편익을 극 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단기 으로는 재정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상업  이윤의 극 화를 

목 으로 하며 단기 으로도 이윤의 추구에 목 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 인 건강 련 보험상품은 ‘보충

 민간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세부 으로는 보험

여범 를 기 으로 특정질환 보장보험, 포  건강보

장보험 등으로 나  수 있다. 보험업계가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주목하게 된 배경은 시장규모에 비해 보험회사수

가 많은 편임에도 과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2.1.1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

실손의료보험은 입원비, 치료비, 약제비 등에서 국민

건강보험 부담 부분 외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써, 의료비 부담이 많아지는 노

후를 비하여 가입 소비자들이 증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4월 재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는 2,522만 명으로 

매년 신규가입자가 300만명 이상에 육박하고, 연간 수입

보험료는 약 3조 3,000억원 수 으로서 상품인지도나 가

입률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비의 보장범

가 한정 이고, 보험 매사원들의 설명부족  좋은 

만 설명, 보험  수령의 복잡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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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가입자가 보험 을 청구하기 하여 각종 증명

서를 발 받아서 보험회사에 수한 후 보험 을 수령하

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하나일 것이다[11, 12]. 

2012년 한국소보원(Korea Consumer Agency) "실손 

의료보험의 소비자 문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실손의

료보험에 가입 후 보험 을 청구하고 수령한 경험에 

하여 질문한 결과(1,000명) 응답자의 48.5%(485명)가 청

구한 경험이 있고, 나머지 51.5%(515명)는 청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보원의 조사된 결과를 분

석해보면 병원에서 발 하는 증명서를 보험회사에 제출

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증명서 항목, 시간소요, 복잡

한 차 등이 보험료 청구를 포기하게 만든 사례이기도 

하다[13, 14, 15]. 

2.2 온라인기반의 증명서 발급 

우리나라 민 보험은 매년 성장하여 체인구의 

81%가 가입하여 양 으로는 확 되었지만, 보험  청구

를 한 증명서 발 은 병원을 직  방문하는 방식을 고

수하고 있어 체 으로는 소비자가 막 한 비용을 지불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재의 증명서 발 은 병원 

방문을 통한 의료증명서 발 으로 직  방문을 통한 사

회  비용 증가, 발  기 시간 증가로 발  업무  발

 민원 증가하고 있다. 한 인터넷으로 증명발 이가

능한 의료기 도 미비하여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탈에

서 지원하는 실정이다. 

결국 국내 부분의 증명서 발 기 은 인터넷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도 인터넷 발 이 가능

한 자정부시 에 의료증명서만이 정보화의 해택을 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2.1 보험금 청구현황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성장하여 체인구

의 81%가 가입하여 양 으로는 확 되었다. 그러나 보험

 청구를 한 증명서 발 은 병원을 직  방문하는 방

식을 고수하고 있어 체 으로는 소비자가 막 한 비용

을 지불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보험  청구과정 서

비스 만족도와 청구과정 서비스 충실도 측면에서 보험  

청구  수령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의 

내용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지 가능성, 지 액, 지 내

용, 지 시기 는 지연사유 등 소비자가 궁 한 사항에 

하여 자세하고, 친 하게 안내했는지 여부를 질문하

다. 그 결과, 응답자의 68.6%는 ‘충실했다’, 27.7%는 ‘ 충

안내 했다’, 나머지 3.7%는 ‘안내가 없었다’ 고 응답함으

로써 응답자의 31.4%가 ‘부실한 보험 청구 안내’ 로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험 가입자 개인이 병원

에서 증명서를 발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 액을 청구하

는데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16, 17, 18]. 행 증명서 발

 황을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Certificate issued process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조건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1. 민간의료보험에 해서 국가 으로 표 화된 형태

의 증명서 요구

2.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 하지 않고 보험  지 을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증명서가 보험 회사로 발

3. 보험  청구 시 보안  /변조에 한 안 장치 

마련

상기의 조건이 이루어 질 경우 제3자 지  방식 등의 

도입을 한 법제도 개선과 큰 규모의 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 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청구의 사각지 를 해소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선진외국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여 

용한다면 사회간 자본 약 효과가 배증 될 수 있을 

것이다[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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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시스템 개발

국내 부분의 증명서 발 기 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주민등록등본도 인터넷 발 이 가

능한 자정부시 에 의료증명서만이 정보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증명 인터넷 발 은 보안, /변

조 등에 한 문제 때문에 병원에 모든 권한을 맡기고 있

어 증명서의 액과 처리시간 등이 병원마다 차이가 많

이 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고객의 불편과 번거로움이 

되어 보험  지  청구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소액이라

도 보험  청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증명 발 을 언

제 어디서나 병원 홈페이지에 속하여 증명발 이 가능

하며, 사용자의 편의성  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발 하는 증명서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시

스템 확보가 실하다. 그래서 증명발  통합시스템 구

축으로 원무행정업무의 효율성 증   고객만족서비스

를 충족하고 외  신뢰성  안 성을 확보함으로써 

의료기 의 보안 수 에 부합 할 수 있는 최 의 서비스

가 필요하다.   

3.1 온라인 증명발급 절차

병원에서 증명서 발 을 한 차는 크게 "의료증명

서 발 신청", "요 결제  수완료", "출력  확인" 3

부분으로 나 어진다. 의료증명서 발 신청에 있어서 고

객이 증명서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 확인여부를 하여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 폰 인증 등을 통하여 본

인임을 검증하게 된다.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검진 결과

를 검색하여 신청정보(증명서 선택, 직 출력, 이메일 등)

가 생성된다. 생성된 정보는 요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

제 후 출력을 하여 신청 정보에 한 확인과 출력여부

를 확인한 후 의료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기 서명  출력물에 한 /변조를 방지할 수 있게 

2D 바코드, 기 인증서 정보 복사방지 등을 처리하여 증

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존의 오 라인 상

에서 진행되던 복잡한 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약 

하는 등 원스톱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타 서비스와 차별

화 하 다. [Fig. 2]에 온라인상의 증명발 에 한 로

우챠트를 나타내었다. 온라인 발  차가 끝나면 보험

사로 증명서에 한 정보를 송하거나 리 업무를 

하여 증명서 발 에 한 통계 황, 결재 등의 황을 

리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2]는 수검자가 증명을 신

청하면 본인확인을 하게 되고 본인이 확인되면 의료정보

시스템에 근하여 검진결과를 검색한다. 이때 검진결과 

 발 증명서를 선택하게 되고 직 출력할 것인지, 이

메일을 통할 것인지 선택한다. 선택 후 요 결재를 하게

되고   결재 시 신청정보  결재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정

보를 확인한 후 기 서명, 변조 방지 등의 차를 거쳐

서 출력하게 된다. 

 

[Fig. 2] Certification of the flowchart of online

3.2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원스톱 서비스 

본 연구에서는 고객이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도 인터

넷상에서 의료실손 보험 청구를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 다. 고객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하면 수서버에서는 증명서를 신청 받고 증명서 발

을 해서 통합 발  리 시스템을 통하여 발 리

자가 발 통계와 결재정보를 리하게 된다. 이때 인터

넷 증명서 발 을 발 서버로 요청하게 된다. 발 서버

는 의료기 의 OCS/EMR(OCS:Order Communication 

System/EMR:Elecrtonic Medical Record)을 연계하여 발

신청 수, 증명이미지 송 등 증명데이터를 연계하

고 보안, /변조를 방지하기 하여 국가정보원 암호화 

지정 제품인 e-Page SAFER를 사용함으로써 신뢰성있

는 증명서를 발  받게 된다. 그 지만 발 된 증명서를 

보험회사에 다시 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하여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직  송 할 수 있는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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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제공된 증명서를 보험사

로 송할 때 보안에 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게 증

명서를 송 할 수 있는 공인 자메일인 #-mail을 사용

하여 증명서를 송하게 된다. 송된 증명서는 보험사

에서 보안과 /변조에 한 부분을 검증하게 되면 보험 

청구 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Fig. 3]에 보험  신청에

서 보험  지 까지 재의 과정과 개선 후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Fig. 3] One-stop services to insurance payments
from insurance application process

4. 결과고찰

의료손실보험은 까다로운 운 체계와 복잡한 차 때

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액 부분에 해서는 신청조차 하

지 않는 일이 번번하다. 그래서 보험  청구 차를 간소

화하기 하여 온라인상에서 증명서 발 에서 보험  수

령까지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제안하 다. 

온라인상의 이용자는 병원으로 증명서를 발 받아 보

험사로 신청 할 수 있는 형 인 방법과 수 서버를 통

해서 병원의 OCS/EMR을 연동하여 보험사측에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으로 증명서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간

편하게 보험 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증명서 

발 에 따른 정보유출  증명서 ·변조를 방지하기 

하여 국가정보원 암호화 지정 제품인 e-Page SAFER를 

도입하여 증명발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 다. 이

게 개발된 서비스를 검증하기 하여 병원에 테스트를 

실시하 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에 용

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래할 수 있어서 부분 으로 

모의 서비스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체 인 동작은 아

니지만 부분 으로는 문제없이 동작이 가능하 다. 그러

나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향후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구체 인 연

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제시된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보안상의 문제, 운 의 복잡성, 소비자의 업무 간소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고객에 한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

을 것이다.  

5. 결론 

재 민간의료손실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 받아서 보험회사에 재청구하는 형태로 번거로운 청

구 차와 시간 소비 때문에 소액보험 의 청구를 포기

하고 있다. 그래서 원무행정 업무를 신 으로 개선하

여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서

비스를 제안 하 다. 제안 된 온라인상의 원스톱 보험청

구 시스템은 증명서 발 비용 감, 인증 차 간소화로 

증명서 발 을 한 직  경비를 감(인쇄비+우편료+발

송용역비+인건비)하고 별도의 종이 문서 보 이 필요 없

고 법률  효력을 갖는 자문서 보  서비스가 가능하

도록 하 다. 제안된 서비스를 검증하기 해서 부분

으로 모의 실험한 결과 실제 용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

나 체 인 테스트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국민의 편

익과 운 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보험회사와 의료기 간

의 편리함을 담보로 서민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민간의 

건강권과 보상권와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하를 막

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발된 솔루션은 증명서 발 비용 감효과와 

paperless 차원의 종이문서 발생을 억제하고 인증 차 간

소화  원무행정을 간소화시킬 것이다. 한 원스톱서

비스는 인증체계의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 인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 게 구 된 웝스톱 서비스

는 복잡한 차 없이 보험 을 지  받음으로써 실손의

료보험 혜택의 사각지 를 해소와 사회자본을 약할 수 

있는 기반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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