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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무병장수가 아닌 생존기간 동안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기간이 늘어 각종 질병에 노출된 유병장수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8대 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결핵) 중 1개 이상의 질

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40.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만성질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1]. 이렇듯 만성질환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유병자 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유병자들의 중증질환 발생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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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동안 건강한 삶을 원하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으

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개인과 국가가 만성질환의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2차

적으로는 만성질환자의 질병 관리를 위한 보건서비스 등의 강화가 필

요하다. 이러한 2차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사는 민영건강보험이 국민

건강보험에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유

병자들을 위한 보험 개발에 적극적으로 힘 쓸 필요가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상품들은 간편심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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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무심사 보험 등이 있다. 하지만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유병자들에 대한 경험통계1)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

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의 질병 담보가 다양하

지 못한 편이고,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상품 역시 제한적이다. 유병자 

보험의 대표적인 예인 간편심사보험은 고령자나 유병자들이 3-5가지

의 축소된 심사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이고 일반심

사보험에 비해 간편심사보험의 보험료가 최대 2배 정도 더 높은 편이

다. 따라서 유병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

한 간편심사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도 활발히 이

뤄질 필요가 있다. 

간편심사보험에서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질병에 대한 입원과 

수술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진단비 등을 지급하는 질병들에 

대한 보장내용은 보험사마다 다른 편이나, 현재는 암 진단비 또는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등을 간편심사보험에서 보장

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보험에 비해 유병자 보험에서는 유병자들에 

대한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치매질환과 같은 중증질환 관련 통계

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유병자들도 다양한 보

험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반 보험상품들에 준한 다양한 질병 

담보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다. 

간편심사보험 관련 선행연구로 Kim and Byun [2]은 간편심사보험 

상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간편심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경험통계 부족으로 인한 위험률 산출의 어려움과 리스크 관리

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편심사보험의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는 가입자 특성에 맞는 가입심사 요건을 마련하는 등 상품설계가 중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 보험료 산정을 위해 충분

한 안전할증을 반영한 위험률 산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Kim et al. 

[3]의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간편심사보험

의 시대적 배경과 상품 소개, 성장요인, 리스크 요인 등 간편심사보험

의 성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요율 측면의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보험요율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체 가입대상 상품과 중복되지 않는 범

위에서의 가입대상자 선정과 상품 급부 설계 시 적절한 보험요율 산정

을 통해 표준체 대비 역선택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미 만성질환 관련 의학적인 유병률 또는 발생

률 등에 관한 연구들이[4-7]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한 현재 유병자에 대한 선행연구나 경험통계의 

축적량이 부족하고, 요율 산정 및 손해율 검증, 리스크 측정 등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유병자 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병자 보험에서도 

일반 보험상품에 준하는 다양한 질병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험 통계를 

축적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존 간편심사보험에서는 주로 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보장하고 있었으나 담보하는 질병을 더 확장시켜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치매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한 집단

과 유병자 집단의 질병 발생 리스크를 본 연구에서 비교해 그 결과가 

유병자 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고, 보험사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활용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환자 중심의 의료보험 빅데이터 

자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ata base (DB)를 사용하였다. 

2002-2015년에 의료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기준 연도(base year) 시점

(2007-2015년)으로부터 과거 5년간 의료 이용 경험에 따라 중증질환이 

없는 만성질환 유병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기

준 연도를 포함한 해부터 2015년까지 주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수

술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간편심사보험에서의 

가입자군과 다른 다양한 유병자의 건강상태별 대상자를 그룹화하였

다. Table 1은 대상자를 그룹화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대상자 선정 방법은 다음의 자료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그룹 설정 방법하에 Table 2와 같이 연구 대상자(보유건수)

를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구성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에서 주로 자격 및 

보험료, 출생 및 사망 테이블과 진료테이블 중 의과 및 보건기관의 일

반내역(T20, 테이블명: ‘NSC2_M20’, 이하 ‘M20’ 테이블)이 분석에 사

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간편심사보험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

료에 유병자들의 상대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현재 간편

심사보험의 언더라이팅(underwrit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참고로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를 사용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Kwon 

et al. [8], Lee et al. [9], Na et al. [10], Kwon and Park [11]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선행연구로부터 더 구체적인 표본코호트 DB에 대한 설명을 확인

1)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경험통계는 “보험회사가 국민통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예정위험률을 이용하여 산출한 보험료로 보험상품을 판매한 후에 보험료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정의하고 있음. 이를 활용하여 보험사는 타 보험사와의 가격 차별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성·연령·직종·업종 등 각 특성에 따른 언더라이팅 자
료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초통계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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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병자 집단의 중증질환 발생률을 분석하기 위해 

기준 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유병자 보험의 경우 유병자들의 질

병 이력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인수 가능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병자’

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사람들을 의미하며, 만성질환자를 포함

한 포괄적인 의미의 유병력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첫 번째 

집단인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하 표준집단)은 기준 연도 시

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무사고 대상자들로, ‘표준집단(simplified issue 

1, SI 1)’이라 정의하였다. 여기서 ‘무사고’라는 것은 M20 테이블상에 입

원 또는 수술 진료 기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간편심사보험에서의 가입자 군과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성해

본 유병자 집단의 중증질환 발생률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현 간

편심사보험상에서 유병자 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을 아래 표에 SI 2로 

정의하였다. SI 2집단은 기준 연도 직전 과거 2년(Period 2)은 무사고(입

원 및 수술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이면서, 과거 5년(Period 1+Pe-

riod 2)은 암 무사고(과거 5년 동안 암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 진료 기

록이 없는 상태)인 대상자들로 정의하였다. 이 집단의 대상자들은 결

과적으로 최초 3년간(Period 1)은 암을 제외한 입원 또는 수술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유병자들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유병자 집단(SI 3-5)의 분류 기준의 목적은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방법과도 연계된 것으로, 보험 가입 후 중증질환을 보장하기 위

해 가입 전 과거 진료 기록상 각 중증질환과 직접적인 위험을 가진 대

상자들을 선별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SI 3의 경우는 과거 5

년 동안 암, 뇌질환(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심장질환(협심증, 심근

경색증) 무사고자인 유병자들로 구성된 그룹이고, SI 4는 과거 5년 동

안 암, 뇌질환(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증), 간질환(간경변증),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

환, 폐섬유증, 간질성폐렴), 신장질환(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무사고

자인 유병자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그리고 SI 5는 위에서 언급한 6개의 

질환에 추가로 치매질환(알츠하이머병, 치매)을 포함하여 과거 5년 동

안 총 7개의 질환에 대하여 무사고자인 유병자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앞서 다른 그룹들과 달리 SI 6 그룹은 치매질환 발생률만을 비교하

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현재 간편심사보험에서 암, 뇌질환, 심장질

환을 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에 치매질환을 추가로 보장해주고자 할 

경우를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해당 질병들에 대한 과거 의료경험을 확

인한 유병자 집단의 치매 발생률만을 보고자 추가한 그룹이다. 

Table 1과 같이 선별한 대상자들은 기준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중증

질환 관련 진단(해당 질병으로 최초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중증질환의 발생률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중증질

환 발생 여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를 사용하였다.

표준집단과 달리 이렇게 유병자 집단을 다양하게 구분한 이유는 유

병자들에 대한 언더라이팅에 따른 질병 발생 리스크를 비교해 보기 위

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또한 실손의료보험에서 갱신보험료 산출 

Table 1. Description of SI group classification criteria

SI group Period 1 Period 2

SI 1 No hospital admissions and operations records for all diseases No hospital  
admissions and 
operations  
records for all  
diseases

SI 2 No hospital admissions and operations records for cancer
SI 3 No hospital admissions and operations records for cancer, brain and heart diseases 
SI 4 No hospital admissions and operations records for cancer, brain, heart, liver, lung and kidney diseases 
SI 5 No hospital admissions and operations records for cancer, brain, heart, liver, lung, kidney and dementia diseases
Special case SI 6 No hospital admissions and operations records for cancer, brain, heart and dementia diseases

SI, simplified issue.

Period 1 Period 2

Base Year

Table 2. Number of observations for each SI group

Sex Age (y) SI 1 SI 2 SI 3 SI 4 SI 5 SI 6

Male 30-39 77,584 57,641 57,423 57,116 57,116 57,423 
40-49 74,213 60,695 59,976 59,573 59,573 59,976 
50-59 50,458 48,546 47,108 46,531 46,525 47,102 
60-69 26,998 29,309 27,707 27,231 27,224 27,700 
70-79 12,486 16,059 14,886 14,425 14,390 14,847 

Female 30-39 63,637 73,354 73,271 73,045 73,045 73,271 
40-49 75,523 58,115 57,808 57,509 57,508 57,807 
50-59 51,559 49,436 48,639 48,202 48,197 48,634 
60-69 30,639 31,730 30,585 30,172 30,150 30,563 
70-79 17,772 23,131 21,736 21,326 21,262 21,672 

Unit: persons.
SI, simplified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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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와 기여위험도(attributable risk, AR), 교차비(odds ratio, OR) 등이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위험집단들의 리스크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

표로 상대 위험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 위험도를 기준 

집단의 발생률 대비 비교 집단의 발생률 비율로 정의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유병자 보험 가입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중증질환의 발생 리스크에 대해 분석하였다. Table 3은 표준집단의 각 

성별, 연령대별 질병 발생률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4는 표준집단 대비 

각 유병자 집단별, 성별, 연령대별로 상대 위험도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표준집단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의 질병 관

련 입원 또는 수술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암과 폐질환의 

경우는 반대로 여자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준집단(SI 1)의 남자 40, 50대는 암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뇌졸중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사망 제외). 남자 60, 70

대 역시 동일하게 암과 뇌졸중이 가장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뇌

졸중의 발생률이 40, 50대에 비해 약 0.6%p 정도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 80대 이상에서는 암 다음으로 폐질환 발

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준집단(SI 1)의 여자는 40, 50대는 암 발생률

이 남자와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폐질환이 높게 

나타났다(사망 제외). 여자 60, 70대는 남자 60, 70대와 동일하게 암 다

음으로 폐질환이 가장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남자 60, 70대의 암

과 폐질환 간의 발생률 차이가 여자 60, 70대의 암과 폐질환 간의 발생

률 차이에 비해 약 3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 80대 

이상에서는 남자 80대 이상과 달리 치매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그 다음으로 뇌졸중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집단 대비 각 유병자 집단에 대한 위험도를 비교

하기 위해 기준 집단(표준집단)과 대조 집단(유병자 집단)의 상대 위험

도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Table 4에서의 상대 위험도는 유병자 집단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표준집단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증 수준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축적된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 보험료가 이미 산출되어 있는 편이다. 다른 

위험 그룹에 대한 보험료율은 보장 담보 질병에 대한 발생률을 직접적

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 위험도를 이용하여 기준 보험료에 상

대도만큼 곱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산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준 보험료와 상대 위험도를 이용하는 요율 산출 방법에 

따라 모든 보장 담보 질병들의 발생률 그 자체보다는 발생률들의 비율

인 상대 위험도 산출에 중점을 두었다. Table 4에서 표준집단과 유병자 

집단의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유병자 집단 구분을 위해 과거 5년 동안 

시 과거 이러한 의료 이용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할인 또는 할증폭을 판

단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향후 본 연구의 집

단을 기준으로 Lee et al. [12]의 연구와 같이 신뢰도 기법을 반영하여 

위험특성별 차등적인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Lee et al. [13]과 같이 무사

고 기간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에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하는 연구

도 추가적으로 진행해 본다면 조금 더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의 활성

화에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발생률 산출 방법

발생률을 산출하기 위해 질병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자 대상 ID별

로 상병 관련 변수가 기준 연도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중증질환이 발

생하는 최초 시점까지를 관찰기간으로 잡았고, 사고 건수(지급 건수)

로 집계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R을 주로 사용하였고, 발생률

과 상대 위험도 등은 ‘MEDCALC’ 프로그램과 ‘OpenEpi’ 웹사이트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질병 진단여부를 상병 관련 변수로부터 

찾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의과, 보건기관에 대한 진료내역(T30, 테이블명: 

‘NSC2_M30’, 이하 ‘M30’ 테이블)과 처방내역(T60, 테이블명: ‘NSC2_

M60’, 이하 ‘M60’ 테이블)으로부터 각 질병 진단 시 처방받는 의약품 

관련 코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간질환, 폐질

환, 신장질환, 치매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로 입원 또는 수술 이력

이 있는 발생 건수를 산출하였고,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치매질환

의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른 발생 건수를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즉, 간

질환의 경우 일반적인 간과 관련된 상병코드 이외에 의과, 보건기관

(M)의 상병내역(T40, 테이블명: ‘NSC2_M40’, 이하 ‘M40’ 테이블)이 포

함되어 있는 M40 테이블로부터 황달(R17), 복수(R18), 간성혼수(B190)

가 확인되는 발생 건수를 추가적으로 산출하였다. 폐질환의 경우에는 

M30 테이블에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

nary Disease, COPD)과 관련한 수가코드가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 발

생 건수로 산출하였고, 신장질환의 경우 상병코드 N18.4 (만성 신장병 

4기)와 N18.5 (만성 신장병 5기)가 확인되는 발생 건수를 각각 산출하

였다. 마지막으로 치매질환의 경우에는 M30 테이블과 M60 테이블에

서 중증 치매 관련 약제([14]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참조함)의 주성분

코드가 확인되는 경우를 발생 건수로 산출하였다.

발생률(incidence rate, IR)은 특정 위험 집단의 모든 대상자들에 대

하여 총 관찰인년 대비 질병 발생 환자 수로 계산하였다. 발생률의 분

모에는 보유 건에 대한 각각의 관찰기간을 더하여 총 관찰인년을 대입

하였다. 이러한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발생률은 성별, 연령별, 그리고 

위험집단별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질병의 발생과 질병에 대한 위

험 요인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상대 위험도(relativ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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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질병의 수가 증가할수록(SI 2→SI 5) 표준집단 대비 유병자 집

단의 상대 위험도가 점점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표준집단 

대비 SI 2에 대한 보험료 할증 수준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가장 높고, 

표준집단 대비 SI 5에 대한 보험료 할증 수준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가장 낮음을 의미한다.

암의 경우에는 SI 2-SI 5 모두 과거 5년 무사고자들로 유병자 집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 간 발생률 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그

러나 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증 발생률의 경우 SI 3-SI 5에서만 과거 5

년 심장질환 무사고자들로 유병자 집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SI 2

에 비해서는 상대 위험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SI 3에 비해 

SI 4 또는 SI 5의 상대 위험도가 더 낮은 것으로 보아 암, 뇌질환, 심장질

환 이외의 질병들(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치매질환)이 급성심근경

색증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성별 표준집단과 유병자 집단 간의 발생률 차이가 폐질환, 신장질환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유병자 

집단 구분하에 표준집단과는 차별적으로 상대 위험도만큼 할증을 적

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암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중증질환들에 

대한 과거 무사고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를 현재

보다 낮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청약서에서 과거 의료 경험

을 더 자세하게 확인함에 따라 보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보장성 확대(담보 질병 증가)와 가입 대상군 확대는 동시에 만족

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가 심사숙고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험 통계

의 축적으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집단에 대응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로 인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Table 3. Comparison of incidence rates by age group for SI 1

Sex Age (y)

Disease

IR (95% CI)
SE

Cancer Stroke AMI Liver diseases

Male 40-59 0.35 (0.34, 0.36)
0.0002

0.17 (0.16, 0.17)
0.0001

0.08 (0.07, 0.08)
0.0001

0.07 (0.07, 0.08)
0.0001

60-79 1.67 (1.63, 1.72)
0.0006

0.76 (0.73, 0.79)
0.0004

0.21 (0.19, 0.22)
0.0002

0.14 (0.13, 0.16)
0.0002

≥80 3.09 (2.88, 3.30)
0.0030

2.18 (2.00, 2.36)
0.0025

0.41 (0.34, 0.50)
0.0011

0.16 (0.12, 0.22)
0.0007

Lung diseases Kidney diseases Dementia Death

40-59 0.13 (0.12, 0.13)
0.0001

0.02 (0.02, 0.03)
0.00004

0.02 (0.02, 0.03)
0.00004

0.26 (0.25, 0.27)
0.0001

60-79 0.69 (0.66, 0.72)
0.0004

0.11 (0.10, 0.13)
0.0002

0.19 (0.18, 0.21)
0.0002

1.53 (1.49, 1.57)
0.0006

≥80 2.94 (2.74, 3.15)
0.0029

0.31 (0.25, 0.38)
0.0010

1.57 (1.43, 1.73) 
0.0022

9.49 (9.14, 9.85)
0.0051

Cancer Stroke AMI Liver diseases

Female 40-59 0.53 (0.52, 0.55)
0.0002

0.09 (0.08, 0.09)
0.0001

0.01 (0.006, 0.01)
0.00003

0.02 (0.01, 0.02)
0.00004

60-79 0.90 (0.87, 0.93)
0.0004

0.55 (0.53, 0.58)
0.0010

0.09 (0.08, 0.09)
0.0001

0.05 (0.05, 0.06)
0.0001

≥80 1.20 (1.12, 1.29)
0.0012

1.84 (1.73, 1.95)
0.0015

0.36 (0.31, 0.41)
0.0007

0.06 (0.005, 0.09)
0.0003

Lung diseases Kidney diseases Dementia Death

40-59 0.15 (0.14, 0.16)
0.0001

0.01 (0.01, 0.02)
0.00003

0.01 (0.01, 0.13)
0.00003

0.10 (0.09, 0.10)
0.0001

60-79 0.40 (0.38, 0.42)
0.0003 

0.06 (0.05, 0.07)
0.0001

0.21 (0.20, 0.22)
0.0002

0.66 (0.63, 0.68)
0.0004

≥80 1.49 (1.40, 1.59)
0.0013 

0.21 (0.18, 0.25)
0.0005

2.07 (1.97, 2.20)
0.0016

7.26 (7.06, 7.47)
0.0028

Unit: 100 person-years.
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R, incidence rates; CI, confidence interval; SE, standard error; SI, simplified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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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는 치매질환에 대한 유병자 집단별 발생위험에 대한 결과이

다. 표준집단에 비해 유병자 집단 SI 2와 SI 6의 발생률은 남녀 모두 전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남자 8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상대 위험도가 SI 2, SI 6, SI 5 순으로 낮게 나타났

다. SI 6은 SI 2에 비해 뇌질환, 심장질환, 치매질환에 대해서 추가로 무

사고 여부를 물은 것이고, SI 5는 SI 6에 비해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에 대해서 추가로 무사고 여부를 물은 것이다. 각각 두 그룹씩 상대 위

험도 격차를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70대 이상은 SI 2와 SI 6 간의 표준

Table 4. Comparison of relative risk by SI group

Sex Age (y) Disease SI 2/SI 1 SI 3/SI 1 SI 4/SI 1 SI 5/SI 1

Male 40-59 Cancer 1.1164*** 1.1124*** 1.0925*** 1.0925***
60-79 1.0637** 1.0566** 1.0411* 1.0409*
≥80 1.0480 1.0618 1.0531 1.0550
40-59 Stroke 1.0957* 1.0227 1.0118 1.0100
60-79 1.1743*** 1.0571 1.0448 1.0424
≥80 1.1468* 1.0719 1.0468 1.0408
40-59 AMI 1.1085 1.0234 1.0166 1.0167
60-79 1.2127*** 1.0886 1.0883 1.0889
≥80 1.1509 1.0224 0.9922 0.9951
40-59 Liver diseases 1.3942*** 1.2094*** 1.2074***
60-79 1.2976*** 1.1081 1.1087
≥80 0.9520 0.9520 0.9548
40-59 Lung diseases 1.4158*** 1.3590*** 1.3567
60-79 1.3518*** 1.2249*** 1.2222***
≥80 1.2615*** 1.1432** 1.1425**
40-59 Kidney diseases 2.0274*** 1.3422* 1.3423**
60-79 1.7040*** 1.3089*** 1.3063***
≥80 1.6434*** 1.5194** 1.5119**
40-59 Death 1.1226*** 1.0962** 1.0454 1.0449
60-79 1.1035*** 1.0384 0.9908 0.9868
≥80 1.0351 1.0055 0.9681 0.9628

Female 40-59 Cancer 1.0877*** 1.0851*** 1.0825** 1.0825***
60-79 1.0188 1.0234 1.0223 1.0213
≥80 1.0740 1.0871 1.0848 1.0900
40-59 Stroke 1.0730 1.0047 0.9971 0.9956
60-79 1.2306*** 1.0929** 1.0838** 1.0829**
≥80 1.1527*** 1.0534 1.0499 1.0496
40-59 AMI 1.2424 1.1355 1.1431 1.1431
60-79 1.2309** 1.0970 1.0793 1.0696
≥80 0.9860 0.9309 0.9365 0.9388
40-59 Liver diseases 1.2160  1.0196 1.0196
60-79 1.1253 0.9266 0.9273
≥80 1.1212 1.1006 1.0838
40-59 Lung diseases 1.4036*** 1.3490*** 1.3481***
60-79 1.4729*** 1.3575*** 1.3547***
≥80 1.2706*** 1.1850*** 1.1707***
40-59 Kidney diseases 2.1417*** 1.3966** 1.3966**
60-79 1.9402*** 1.4356*** 1.4366***
≥80 1.3120* 1.2107 1.2046
40-59 Death 1.0517 1.0249 0.9890 0.9876
60-79 1.1928*** 1.1124*** 1.0707* 1.0642*
≥80 0.9597* 0.9261*** 0.9086*** 0.8998***

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SI, simplified issue.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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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대비 상대위험도에 대한 격차가 SI 6과 SI 5 간의 차이보다 더 크

게 나타났다. 즉, 남녀 70세 이상은 과거 뇌질환, 심장질환, 치매질환 병

력이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병력보다 향후 치매질환 발생에 끼치는 

영향이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남녀 모두 70대 이

상 중 치매질환을 보장내용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람은 암, 뇌질환, 심

장질환, 치매질환에 대한 과거 병력을 묻는 것만으로도 보험료를 상당

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Table 4의 결과는 실손의료보험에 할인할증제도를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준 연도에서 

보험가입자의 과거 의료 행위들을 살펴보아 할인·할증정도의 척도로

서 Table 4의 상대 위험도(상대도)를 사용해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 보

험사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위험특성별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할인·할증의 규모 및 폭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Table 4와 같이 동일 연령 그룹 내에서 과거 5년 무사고자, 직전 2년 무

사고이면서 과거 5년 암 무사고자, 직전 2년 무사고이면서 과거 5년 7개 

중증질환 무사고자가 있을 경우 어떠한 비율로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

면 되는지에 대한 통계적 근거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

서 무사고 기간이나, 무사고 자체의 정의(어떠한 질병을 제외하는지 여

부 등)에도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여 제안해 볼 예정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 분석

결과에 비해 실제 보험의 청구 건들을 기준으로 발생률을 산출한다면 

보험자료의 결과는 역선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률 

및 상대도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사

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직접적인 절댓값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대도의 비율 차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고찰 및 결론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도 질병 부담이 높아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유병자

들의 증가는 이들의 보험수요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여전히 관련 통계

가 부족하여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으로부터의 충분한 보장을 기대

하기도 아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요율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만족

스럽지 못한 편이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표준

체 대비 역선택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험료 산정 관련 기준 등이 충분

히 세워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의 의료 이용을 기반으로 하여 모집단의 대

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

여 유병자 보험 중 하나인 간편심사보험에서 보험료 산정 시 활용해 

볼 수 있는 언더라이팅 방법(청약 질문지 상 과거 진료 경험 내용 질문)

과 그에 따른 보험요율 할증 수준(상대 위험도) 그리고 일반 보험의 보

장 질병과 유사하게 유병자 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장 담보

로 추가해 볼 수 있는 중증질환별 발생률을 산출해 보았다. 또한 이러

한 연구결과는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들에게 갱신보험

료를 산출하기 위해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도 참고해 볼만한 

분석결과이다. 

물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를 사용한 결과

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들이 청구 건들을 활용하여 산출한 발생률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발생자 수를 관찰인

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발생률과 발생자 수를 연앙인구로 나누는 조

발생률,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비율을 가중치로 주어 산

출하는 가중평균발생률 등 발생률의 계산 방법이 다양하다. 따라서 발

생률 정의 및 산출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여 그 수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질병별 발생률의 절대적인 크기 비교 목적보다는 상

대 위험도(상대도)를 참고로 하여 건강보험상품에서 기준보험료(표준

집단의 보험료) 대비 할인·할증 폭과 크기 등을 정할 때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질병의 발생위험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

태, 가족력, 검진 및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질병 발생 요인

들을 살펴보기보다는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보험료율 산출 목적으

Table 5. Comparison of relative risk for dementia by SI group

Disease
Male

Age (y) SI 2/SI 1 SI 5/SI 1 SI 6/SI 1

Dementia 30-39 2.3477*** 1.2464 2.2727***
40-49 1.6977*** 1.1289 1.5705**
50-59 1.6284*** 1.1285 1.4797***
60-69 1.5418*** 1.2415* 1.4442***
70-79 1.3908*** 1.2324** 1.3006***
≥80 1.1880** 1.1468* 1.1722*

Female

Age (y) SI 2/SI 1 SI 5/SI 1 SI 6/SI 1

30-39 1.6795 1.2982 1.6813
40-49 1.6395* 1.1219 1.5865*
50-59 2.4446*** 1.6659** 2.3404***
60-69 1.6135*** 1.2181 1.4583***
70-79 1.3590*** 1.1982*** 1.2461***
≥80 1.2185*** 1.1700*** 1.1871***

SI, simplified issue.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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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생률 및 상대위험도를 산출했다는 연구의 한

계점이 존재한다.

기존 의학 분야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유병률이나 발

생률 등이 연구되어왔지만, 실제로 보험의 가입대상자 건강상태에 따

른 리스크 분석이나 보험료 산출 방법과 같은 연구들은 미진한 편이

다. 따라서 유병자 보험 시장이 커짐에 따라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요

율의 형평성과 보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계리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들이 본 연구를 계기로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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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A-1.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used for the analysis

Disease KCD (SICK_SYM)

Cancer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 C44,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 C74, 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Stroke I60, I61, I62, I63
AMI I21, I22, I23
Liver diseases K70.2, K70.3, K71.7, K74, K76.1
Lungs diseases J40, J41, J42, J43, J44, J47, J60-J70, J80, J81, J84, J96
Kidney diseases N18
Dementia A50.4, B22.0, F00, F01, F02, F03, F05.1, F84.3, G30, G31.00, G31.82, N18.5

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ppendix Table A-2. List of diseases used for the analysis and number of observations by diseases (Male)

Disease Group SI 1 SI 2 SI 3 SI 4 SI 5 SI 6

Cancer Total 10,693 9,258  8,783  8,495  8,491  
C161 2,113 1,742 1,643 1,604 1,603 
C33-C34 1,371  1,261 1,181 1,132 1,259 
C18-C20 1,673  1,353 1,286 1,260 1,132 
C22 1,163  1,005 970 881 882 
C73 718  543 537 531 531 
C25 276  251 233 229 228 
C67 380  357 338 331 330 
C64 248  223 212 206 206 
C23-C24 210  202 192 183 182 
C44 148  164 151 143 143 
C50-C63 727  753 708 698 698 
Others 1,666 1,404 1,332 1,297 1,297 

Stroke Total 5,112  4,742 4,132 3,996 3,983 
I60 310 248 228 222 222 
I61 778  637 585 562 560 
I62 211  184 170 166 166 
I63 3,813  3,673 3,149 3,046 3,035 

AMI Total 1,691  1,554 1,352 1,321 1,321 
I21 1,673 1,536 1,335 1,304 1,304 
I22 16  17 16 16 16 
I23 2  1 1 1 1 

Liver diseases Total 1,378  1,379 1,137 1,136 
  (Severe case) 433  396 317 317 

Lung diseases Total 5,438  5,910 5,142 5,131 
  (Severe case) 2,502  2,744 2,251 2,243 

Kidney diseases Total 794  1,156 800 798 
  (Severe case) 437  684 445 444 

Dementia Total 1,399  1,779 1,379 1,580 
  (Severe case) 215  232 186 196 

Death 11,531 10,664 9,650 9,019 8,978

Unit: persons.
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SI, simplified issue.
1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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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A-3. List of diseases used for the analysis and number of observations by diseases (Female)

Disease Group SI 1 SI 2 SI 3 SI 4 SI 5 SI 6

Cancer Total 10,838 9,592  9,356  9,234  9,227  
C731 3,092 2,814 2,781 2,760 2,760 
C18-C20 1,049  973 939 924 924 
C16 993  817 790 784 783 
C33-C34 535  545 525 508 506 
C22 411  372 358 337 336 
C23-C24 240  206 195 189 189 
C25 211  197 187 185 184 
C44 188  204 197 194 194 
C50-C63 2,864  2,338 2,300 2,288 2,287 
Others 1,255 1,126 1,084 1,065 1,064 

Stroke Total 4,337  4,647 4,011 3,914 3,901 
I60 485 414 374 370 371 
I61 570  559 471 463 461 
I62 117  123 111 104 104 
I63 3,165  3,551 3,055 2,977 2,965 

AMI Total 666  708 613 598 594 
I21 651 693 600 586 582 
I22 9  13 11 10 10 
I23 6  2 2 2 2 

Liver diseases Total 479  471 386 385 
  (Severe case) 168  157 128 127 

Lung diseases Total 5,030  5,925 5,337 5,310 
  (Severe case) 1,638  2,028 1,698 1,683 

Kidney diseases Total 541  867 621 619 
  (Severe case) 301  505 338 336 

Dementia Total 2,306  3,075 2,534 2,732 
  (Severe case) 507  616 539 619 

Death 8,821 8,904 8,029 7,653 7,564

Unit: persons.
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SI, simplified issue. 
1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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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A-4. Comparison of relative risk by SI group (Male)

Disease Age (y) SI 2/SI 1 SI 3/SI 1 SI 4/SI 1 SI 5/SI 1

Cancer 30-39 1.0637 1.0568 1.0452 1.0452
40-49 1.0700 1.0717 1.0580 1.0580
50-59 1.1005** 1.1005** 1.0800* 1.0801*
60-69 1.0306 1.0275 1.0149 1.0150
70-79 1.0502 1.0468 1.0324 1.0323
≥80 1.0480 1.0618 1.0531 1.0550

Stroke 30-39 0.9473 0.9237 0.9110 0.9110
40-49 1.0783 1.0470 1.0360 1.0360
50-59 1.0664 0.9840 0.9749 0.9724
60-69 1.1339** 1.0200 1.0084 1.0074
70-79 1.1470*** 1.0415 1.0335 1.0301
≥80 1.1468* 1.0719 1.0468 1.0408

AMI 30-39 1.6425** 1.5963** 1.5793** 1.5793**
40-49 1.1131 1.0476 1.0435 1.0435
50-59 1.0752 0.9865 0.9797 0.9797
60-69 1.1740* 1.0823 1.0869 1.0870
70-79 1.2097* 1.0614 1.0587 1.0600
≥80 1.1509 1.0224 0.9922 0.9951

Liver  
diseases

30-39 1.2499 1.1033 1.1033
40-49 1.3562*** 1.2974** 1.2974**
50-59 1.3734*** 1.1364 1.1334
60-69 1.2840** 1.0830 1.0831
70-79 1.3010** 1.1357 1.1370
≥80 0.9520 0.9520 0.9548

Lung  
diseases

30-39 1.3744*** 1.3556*** 1.3556***
40-49 1.4567*** 1.4324*** 1.4324***
50-59 1.3556*** 1.2884*** 1.2848***
60-69 1.2723 1.1925*** 1.1914***
70-79 1.3262*** 1.1909*** 1.1878
≥80 1.2615*** 1.1432** 1.1425**

Kidney  
diseases

30-39 2.2140*** 1.1909 1.1909
40-49 2.0104*** 1.2779 1.2779
50-59 1.9887*** 1.3568* 1.3569*
60-69 1.8824*** 1.3955* 1.3956**
70-79 1.4849*** 1.1886 1.1848
≥80 1.6434*** 1.5194** 1.5119**

Death 30-39 1.0803 1.0760 1.0623 1.0623
40-49 1.1350** 1.1207* 1.0922 1.0922
50-59 1.0849* 1.0576 0.9972 0.9964
60-69 1.0265 0.9824 0.9414 0.9403
70-79 1.0764** 1.0142 0.9703 0.9652
≥80 1.0351 1.0055 0.9681 0.9628

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SI, simplified issue.
*p<0.05, **p<0.01, ***p<0.001.

Appendix Table A-5. Comparison of relative risk by SI group (Female)

Disease Age (y) SI 2/SI 1 SI 3/SI 1 SI 4/SI 1 SI 5/SI 1

Cancer 30-39 1.1006* 1.1007* 1.0984* 1.0984*
40-49 1.1128*** 1.1088*** 1.1082*** 1.1082***
50-59 1.0682* 1.0683* 1.0646* 1.0647*
60-69 1.0134 1.0164 1.0166 1.0163
70-79 0.9963 1.0062 1.0043 1.0029
≥80 1.0740 1.0871 1.0848 1.0900

Stroke 30-39 1.1369 1.0789 1.0681 1.0681
40-49 1.0586 0.9998 1.0000 1.0000
50-59 1.0846 1.0149 1.0047 1.0023
60-69 1.1313* 1.0287 1.0148 1.0137
70-79 1.2011*** 1.0635 1.0594 1.0591
≥80 1.1527*** 1.0534 1.0499 1.0496

AMI 40-49 1.0133 0.9660 0.9709 0.9709
50-59 1.3599 1.2281 1.2386 1.2387
60-69 1.1519 1.0551 1.0595 1.0599
70-79 1.1820 1.0500 1.0241 1.0103
≥80 0.9860 0.9309 0.9365 0.9388

Liver  
diseases

30-39 1.0335 1.0385 1.0385
40-49 1.1503 0.9356 0.9356
50-59 1.2629 1.0820 1.0820
60-69 1.1109 0.9105 0.9108
70-79 1.1139 0.9256 0.9268
≥80 1.1212 1.1006 1.0838

Lung  
diseases

30-39 1.2796*** 1.2665*** 1.2665***
40-49 1.4159*** 1.3604*** 1.3604***
50-59 1.4010*** 1.3517*** 1.3503***
60-69 1.4755*** 1.3833*** 1.3838***
70-79 1.3882*** 1.2746*** 1.2701***
≥80 1.2706*** 1.1850*** 1.1707***

Kidney  
diseases

30-39 1.6243* 1.1869 1.1869
40-49 1.8447*** 1.2179 1.2179
50-59 2.4045*** 1.5601** 1.5602**
60-69 2.0007*** 1.2646 1.2650
70-79 1.7869*** 1.4747*** 1.4766***
≥80 1.3120* 1.2107 1.2046

Death 30-39 1.0977 1.0931 1.0737 1.0737
40-49 1.0099 0.9897 0.9641 0.9641
50-59 1.0847 1.0557 1.0132 1.0107
60-69 1.0962 1.0452 1.0082 1.0054
70-79 1.1325*** 1.0599 1.0214 1.0144
≥80 0.9597* 0.9261*** 0.9086*** 0.8998***

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SI, simplified issue.
*p<0.05, **p<0.01, ***p<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