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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백신이란 무엇인가?

백신(Vaccine)
최근 전세계적인 관심은 코로나19 백신에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우리가 이전
에 맞아왔던 독감 백신이나 간염 백신과는 다른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초의 백신은 천연두 백신이었다.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고 소에만 병을 일으키
는 우두바이러스를 인체에 접종하여 천연두를 예방하게 된 것이다. Vaccine이라는 영
어 단어는 소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이처럼 백신은 살아 있거나(생백신) 죽
은 바이러스(사백신)를 인체에 주입하여 면역을 획득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새
로 나오는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대신 바이러스 유전자의 일부만을 주
입하는 방식이다. 유전자를 주입해서 몸속에서 바이러스를 복제한 뒤 이에 대한 면역
을 획득하게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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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코로나19 바이러스 구조
<출처 :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8191146001>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림1]에서 보듯이 표면에 스파이크라고 하는 돌기가 있는 바이
러스로 인간의 몸에 들어 온 뒤 인체 세포에 이 돌기 부분이 붙게 된다. 이후 바이러스
의 유전자가 인체 세포로 들어가면 바이러스 복제가 이루어진다.
생명체의 세포는 세포핵과 세포질 그리고 이를 감싸는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 세포핵 속에는 유전물질인 DNA(바이러스의 경우 RNA도 존재)만 들어 있고 세포
질에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생명체의 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유
전자나 세포를 복제하는 것도 세포질에서 이루어진다.

[그림2] 세포의 구조
<출처 : https://www.msdmanuals.com/ko-kr/%ED%99%88/%EA%B8%B0%EC%B4%88/%EC%
9D%B8%EC%B2%B4/%EC%84%B8%ED%8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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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질에서 만드는 물질은 단백질이다. 우리가 효소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은
모두 단백질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런 단백질의 설계도가 바로 DNA인데 이를 바탕으
로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DNA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복사해서 세포질
로 가져온다. 이 복사본이 mRNA이다. 세포질의 리보솜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
을 조합한다. 리보솜은 공장의 작업자에 해당되고, 단백질을 만드는 부품은 아미노산
으로 세포질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럼 바이러스로 돌아가 보자. 바이러스는 유전자와 이를 감싸는 피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세포에서 세포핵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세포질에 해당하
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세포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복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바
이러스를 무생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생명체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그
세포의 세포질을 빌려 자신을 복제한다. 이때는 다시 생물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바이
러스는 생명체의 세포를 숙주로 하는 일종의 기생생물 같은 존재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의 돌기(스파이크 단백
질)를 이용해 우리 몸의 세포에 부착하게 되고 유전물질(코로나는 DNA대신 R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다)만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 세포 안에서는 코로나 바

이러스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리보솜은 바이러스 유전자
의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생성해 내고 유전자도 복제하게 된다. 이렇게 복제된 바이
러스는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고 다시 다른 세포 속으로 들어가 복제가 되는 현상이 반
복된다. 이 과정에서 인체의 면역세포가 이상을 감지하여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하여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간 지 2주 내에 면역세포에 의해 제거
된다. 감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등의 일부 변이 바
이러스가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이다.

인체의 면역세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부분을 인식하지만 대표적으로 표면에 있
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식하게 되므로 백신개발의 목표는 대개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
한 면역기능을 높이기 위함이다.

mRNA 백신
원래 mRNA는 DNA의 정보를 복사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에 유전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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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항체나 호르몬 등은 모두 단백질의
일종이다.
백신으로 만든 mRNA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유전정보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mRNA가 인체세포로 들어가면 인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진 단백질은 혈액을 순환하게 되고 면역세포에 발각되어
기억세포에 그 정보가 저장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접종해왔던 고전적인 백신들은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을 외부에서 주

입했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백신은 바이러스의 일부를 인체에
접종하는 대신 바이러스의 일부를 만드는 유전정보를 넣어주는 것이다. 이후에 면역이
생성되는 원리는 거의 같다.
mRNA는 유전정보만 전달하고 분해된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mRNA를 백신으로 만들면 인체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세포는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어 mRNA가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종의 기름방울(지질막)로
mRNA를 감싸서 인체로 주입하게 된다. 여기서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차이가
있다.
화이자보다 모더나의 기름방울이 좀 더 안정적이어서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비해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도 대부분 바이러스를 감싸고 있는 기름방울(지질막)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mRNA자체는 이상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백신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급성 알러지 반응이다. 급성 알러
지로 혈관이 확장되어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으나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제를 주사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면 거의 대부분 치료되므로 접종기관에는 이를 대비할 약제와 장비를
갖추고 있다.
사실 코로나19 백신 이전부터 mRNA백신 연구는 활발했었다. 원래는 DNA로 백신을
만들기 위한 개발 과정 중에 RNA백신이 탄생하였다고 한다. [그림3]에 보듯이 RNA는
한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두 가닥이 엮여있는 DNA에 비해 구조가 취약하다. 그래
서 DNA백신의 대조군으로 RNA백신을 만들었으나 쥐 실험중 RNA백신의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RNA는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구조를
안정화 하는 것이 백신을 만드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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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백신이 기존의 백신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빨리 그리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
라고 한다. 코로나 백신도 처음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분석된 후 한 달 만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이후로는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그림3] DNA와 RNA
<출처 : https://www.expii.com/t/dna-vs-rna-differences-similarities-10205>

바이러스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는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인데 이는 코로나19 유전
물질을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에 넣어서 접종하는 방법이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
하는데 아데노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기를 일으키는 대표 바이러스이다.
이런 아데노바이러스 중에 인간에게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침팬지에만 감염을 일으
키는 바이러스에서 유해한 부분을 없애고 만든 바이러스에 코로나19의 유전자를 넣어
서 접종하는 것이다. 이 때 아데노바이러스는 살아 있는 바이러스이므로 생백신이라고

할 수 있다. 생백신이므로 접종 후에는 감기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이(flu-like symptom) 발생된다. 코로나 백신 이전에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이 이러한 기전으로 제작되
었다. 즉, mRNA 백신처럼 처음은 아니지만 새로운 방식의 백신임에는 분명하다.
국내 예방접종 대상으로 알려진 백신은 [그림4]에 정리되어 있다.

-5-

[그림4] 국내 코로나19 접종 백신 비교
<출처 : https://www.bioin.or.kr/board.do?num=302354&cmd=view&bid=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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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질환 검사와 해석
들어가며
자가면역질환은 신체가 자신의 조직에 대해서 부적절한 면역 반응을 보여서 일어나는
질환이며, 다양한 증상과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적절한 면역 반응은 자신의 세포,
조직 그리고 기관을 공격하는 항체인 자가항체를 생산하여, 그로 인해 염증과 손상이
일어나므로, 자가항체의 검사는 자가면역질환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에는 자가면역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검진에서도 다양한 자가항체 검사
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가면역질환과 관련된 검사와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자가면역
질환의 언더라이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인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유전적인 성향이 있
다. 일부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선행된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 감염이 면역 반응을 촉

발시켜 항체나 T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가면역질환을 크게 나누면, 많은 기관이 손상 받는 타입과 자가면역 반응과정에서
한 가지 기관이나 조직만이 직접적으로 손상 받는 타입이 있다. 하지만 국소적인 질환
이 간접적으로 다른 신체 기관이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다양한 임상 증상
을 보이는 등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진단이 쉽지 않다.
과거에는 드문 질환이었던 자가면역질환은 최근에는 유병률이 높아졌다. 이는 산업화
로 인한 유해물질의 노출 증가, 인구의 고령화와 동반 만성질환 증가, 약제 복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가면역질환 자체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와 진단 기준
의 확립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법이 없던 과거에 비해 다양한 치료법이 대두
되면서 빠른 진단으로 조기에 치료하자는 지침이 많아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들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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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과 진단
자가면역질환의 증상은 특정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항체 반응에 따라 염증, 조직 파괴
가 주로 일어나므로 대부분 피로, 어지러움 그리고 미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
적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질환은 전신적이고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하고, 개인별
차이가 큰 데다가 질병을 진단할 때 질환 특이적인 양상이 없어 임상 증상과 검사 결과
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올바르다. 현재 류마티스 질환의 진단은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ACR)에서 정한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진단하고 있다. 류

마티스 질환에 해당되는 질병들은 표1과 같다.

1.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2. Discoid lupus erythematosus (DLE)
3. Lupus-like syndromes
4. Drug-induced lupus erythematosus
5. Sjogren's syndrome
6. Scleroderma/CREST syndrome (Clacinosis cutis, Ray-naud's phenomenon, Esophageal dysmotili-

7. Rheumatoid arthritis (RA)
8. Polymyositis and Dermatomyositis
9. Overlap syndrome
a. Mixed connective tissue disease (MCTD)
b. RA and SLE (rhypus)
c. SLE and Scleroderma (lupoderma)
d. Scleroderma and Dermatomyositis (sclerodermatomyositis)
e. Other
10. Systemic vasculitis
a. Takayasu's arteritis
b. Giant cell arteritis and polymyalgia rheumatica
c. Wegener's granulomatosis
d. Polyarteritis nodosa and Churg-Strauss syndrome
e. Leukocytociastic vasculitis
f. Other
11. Poorly defined connective tissue disease syndromes

[표1] 전신성 류마티스 질환 및 연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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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질환들에서 혈액 검사는 진단, 질환의 예후, 치료 반응 평가 등 다양한 의미
를 가지고 있으므로, 류마티스 질환들과 연관된 특징적인 자가항체와 그밖의 검사들은
진단과 치료시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서는 진단적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자가면역질환의 검사 및 해석
1. 급성기 반응 물질: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적혈구 침강속도인 ESR과 CRP이며,
ESR은 체내의 염증 상태를 반영하므로 다른 질환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 CRP는 ESR
보다 더 빨리 상승하며 진단보다는 질병 활성도 반영에 주로 사용된다. 증상이 없는 경
우 건강검진 목적으로 선별 검사하는 것은 의의가 낮아 추천하지 않는다.
2. 류마티스 인자 (RF): 자가항체 중 하나지만 류마티스 질환의 확진을 위한 검사는 아
니다. 정상인에서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양성율이 증가한다. 또
한 음성이라고 하여 류마티스 질환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의미 있는 검사이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는 양성인 경우
더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일 수 있다. 무증상인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양성인
경우 향후 발병 가능성이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
3. Anti-CCP 항체: RF가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개
정된 진단 기준에는 RF와 함께 진단을 위해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RF보다는 특이성이
높지만 역시 무증상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진단 가치가 떨어진다.
4. 항핵항체: 세포핵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항원군에 대한 항체들의 총칭으로 류마티
스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자가면역질환들을 진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혈청학적 검
사 중 하나다. 다양한 패턴을 보이며, 그림1처럼 패턴에 따라 자가 항체와 관련 질환이
달라진다. 정성적으로 검사할 경우 1:40을 기준으로 나뉘며, 양성을 보이는 경우 정량
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양성인 경우라도 임상에서는 역가가 1:160 이상인 경우 의미
있게 보며, 1:640인 경우 자가면역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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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ANA 패턴과 관련 자가항체 및 질환

결론
최근 류마티스질환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의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

라 종합건강검진 시에도 이와 관련된 검사가 항목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자가면
역질환을 진단할 경우에는 임상적인 증상과 혈액학적 검사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건강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언더라이팅 할 때는 주의깊게 결과를 해
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진단검사의학 제 5판. 2014 : 645-664
2. 이승화, 이동률, 이득주. 자가면역질환검사의 해석. Korean J Fam Pract. 2012;2:221-232
3. 자가면역질환과 검사 https://labtestsonline.kr/conditions/autoimmune
4. 김혜원. 류마티스 혈액 검사의 해석. 대한내과학회지:제93권 제3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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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백내장 유병자 증가 현황과 비급여 인공수정체 수술 동향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정수은 책임 전문위원

들어가며
1

최근 몇 년간 국내 다빈도 수술 1위는 백내장 수술로 조사되었다. 백내장은 전세계 실
명 원인 1위로 실명 원인 중 51%를 차지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노인성 질환으로 여
겨지던 백내장이 비교적 젊은 40세 이상 성인에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으

로 수술시 국소 점안 마취 하에 보통 10분에서 15분 소요되는 짧은 수술이나 수정체를
적출하는 수술이기에 숙련된 전문의의 기술이 필요한 매우 까다로운 수술이기도 하다.
국내 고령화의 영향과 맞물려 백내장 환자의 증가와 함께 수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초기 백내장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이상부터는 시야가 혼탁해지
는 증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며, 수술 후 대부분 일상생활로 완쾌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FFS)를 채택하여 의료공급자가 의료서비
스의 양과 빈도를 증가시켜 의료비용 인센티브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이로 인
2

한 의료행위자의 과잉진료 및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도입된 포괄수가제 는 일정한 금
액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제도이다.
백내장 수술 또한 국민의 건강보장이 필요한 주요 질환으로 인정되어 포괄수과제로
2012년 이후부터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 및 수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
1. 눈의 수정체가 흐려지고 혼탁해지면서 시력저하가 생기는 질병
2. 의료공급자가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보상을 하는 제도 : 201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하여 시행(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난소, 난관 등)수술, 맹장수술, 치질수술, 탈
장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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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지원하는 질환 수술이다. 그러나 최근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비급여 렌즈 삽입 수
술이 증가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규모의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
으며, 민간보험 가입여부가 백내장 수술 시행에 영향을 주고, 보험금 부정수급 및 과잉
진료 등의 도덕적 해이 유발과 의료비 과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백내장 환자 증가 현황과 고령화 위험
국내 백내장 환자는 2015년 1,201,158명에서 2019년 1,476,75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으며, 건강보험으로 지출되는 진료비 외 본인부담금 및 의료비 지출 규모도
2015년 96,833원에서 2019년 126,741원으로 함께 증가하였다.

환자수

본인부담금

[그림1] 전체 환자수 및 본인 부담금 추이 (2015~20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의 증가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며 다음
으로는 청중년 층에서의 초로 및 기타(영아, 외상성 등) 백내장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
다. 주로 40-50대에 발생하는 초로백내장이 2016년 이후 (백내장 초기)증가현상이 뚜
렷하게 보이며 2016년 이후 노년백내장 환자 대비 1.5%p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51,780,579

51,905,126

51,926,953

51,629,895

50,855,376

49,574,038

47,744,500

30,691,513

33,639,424

35,743,498

38,183,538

40,666,780

41,831,228

41,933,435

[표1] 2020년~2050년 추계인구 및 40대 이상 인구 비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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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노년백내장

987,158명

1,055,274명

1,074,300명

1,180,136명

6.1%

초로백내장*

58,458명

68,037명

70,518명

72,754명

7.6%

*건강통계 분류상 기타, 영아, 연소 및 초로 백내장(H260) 분류항목으로 추산

[표2] 노년 및 초로 백내장 연령별 환자수 현황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 심화되면서 시력교정이라는 소비자 편리성
이 강조된 수술 광고 및 홍보의 노출 증가와 함께 실손보험에서 수술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일부 백내장 수술환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2] 요양기관별 증가 추세와 기관별 비중

비급여 다초점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의 증가현상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로 단초점 인공수정체 비용 포함해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개인부담금을 20만원 전후로 맞추어 부담이 낮은 수술이다. 그
러나 최근 들어 렌즈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안 및 시력교정이 가능한 다초점렌
즈로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초점 렌즈는 비급여 항목으로 건
강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아 개인부담으로 지불되는 항목으로, 일반 단초점에 비해
수십배를 호가하는 고가이지만 시력교정이 가능하고 수술 후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는 편의성으로 환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 13 -

일반적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시, 렌즈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은 200만원~600
만원까지 증가하며(단안기준), 양안 수술시 검사비까지 1,000만원 전후의 비용이 발생
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여 사실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과잉의료 문제가 증가하자 일부 병원을 중
심으로 비급여 가격공시제도와 급여화 정책을 시행 및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비급여 제한은 현 제도에서 통제가 어려우며, 비급여 렌즈값을 통제한 후 검사비를 올
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아니더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내 현실에서 대표적 노화로 인한 질
환인 백내장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국가보험뿐 아니라 민간
보험에 큰 증가로 이어져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백내장 수술의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15년 약 4,500억 수준에서 2030년 약 6,400억 정도로 소요 예상되며, 연간 상승률을
고려하여 예측해보면, 2050년에는 현재 수준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술건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이 지급되는 비급여분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국내 백
내장으로 인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최근 문제되는
실손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쳐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비 2050년 108% 증가

[그림3] 국내 인구 고령화를 반영한 백내장 수술 건수 추세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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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실손보험) 지급사유 명시
 백내장 시술시 다초점 렌즈는 시력교정이나 외모개선을 위한 치료재료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2016.1)
→ 2016년 1월 백내장 수술시 조절용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급여렌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관내용을 명확화
※ 즉, 2016년 1월 약관 개정전 가입자에 한하여 비급여 조절용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여 백내장
수술시 비용지급이 가능함

해외 백내장 렌즈 시장 및 보험적용 현황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현상 및 진단(치료)기술의 발전으로 백내장 환
자수와 수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공수정체 시장규모도 성
장하고 있다. 2020년 전세계 백내장 환자수 3.2천만명으로 예상(WHO)되며, 미국이
33.0%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본(16%), 인도(8.5) 순으로 환자 및 수술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공수정체 해외 시장규모는 2012년 약 26억 달러(2.9조원)에서 2019년 38억 달러로
예측되는데, 99.9%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인공수정체 시장도 주요 수입국가 중
하나로 전세계 프리미엄 렌즈시장에서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다음으로 큰시장을 형성
하고 있다.
표준 백내장 수술

난시교정+백내장수술

노안교정+백내장수술

(단초점렌즈)
3,000$ ~5,000$

(Toric Lens)
표준 + 1,500$

(Premium Lens)
표준 + 2,500$

국가
미국
(330만원~550만원)
18,000￥ ~ 71,000￥

(500만원 ~ 720만원)
(600만원 ~ 830만원)
150,000￥ ~310,000￥

(19만원~80만원, 보험적용)

(160만원~330만원)

영국

2,495£ (375만원)

3,245£ (486만원)이상 ~

호주

1600$ (135만원)

인도

-

일본

5만루피 ~13만루피 ( 75만원 ~190만원)

[표3] 인공 수정체(LOL, 단/다초점 렌즈삽입) 수술 비용(단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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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주요국가 국가 및 민간 보험 보장범위
주요 선진국도 국가 의료보장의 하나로 기본 단초점 렌즈의 백내장 수술은 의료보험
보장 대상으로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나, 시력교정 등을 목적으로 하
는 다초점 렌즈의 경우, 단초점 대비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안경, 콘택
트렌즈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장하지 않는다.
국내도 기본 단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과제로 묶여, 행위 및 치료재료
포함한 전체 의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20만원 내외,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차이있음)

을 제외하고 보험적용이 된다. 하지만 2016년 이전 판매된 실손보험에서 비급여인 시
력교정이 되는 다초점 프리미엄 인공수정체를 포함한 백내장 수술비용이 실손으로 보
장되고 있어 일부 과잉으로 증가하는 보험금은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뿐만 아니라, 전
체 실손가입자의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
료행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고

한국

미국

적용

국민건강보험

Medicare

민간보험 적용

일부 실손보험

1

일본

영국

후생노동성

국가건강보험

보장종류에 따라
다르나
(다초점렌즈)

2

대부분 미적용

미적용

(당일입원)보장
대부분 미적용
연령에 따라 변동:
20% 자기부담금
급여본인부담금

자기부담금

예) 60세 이상

일부 가입자

30%, 75세 이상

백내장 수술 무료

+ 다초점렌즈비
+ 비급여 전액
본인 추가
5% 미만
무료제공 자격이
후생 노동성의

(민간)보험

외래)기본 백내장
실손 보장

보장범위

없는 사람들을
승인 받은 다초점

수술 보장

위한 무료 할부
렌즈 일부 보장
(10~72개월)제공

[표4] 국내외 백내장 수술의 보험 적용 및 보장범위 비교

1. Medicare(65세 이상): part A(입원, 10년 이상 가입자 보험료면제), part B(외래, 보험료발생), part C(프리미엄 및 추가선
택), part D(약제비 지급)
2. 2020 년 4 월부터 「다 초점 렌즈(후생 노동성의 승인을받은 렌즈)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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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1

국내 다초점 렌즈 사용 조사(2018)결과 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의 다초점 인공 수정
체 사용률이 2012년 44%에서 2018년 7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다초
점 백내장수술 비율은 전체 백내장 수술 사례의 30%(종합 및 대형병원의 경우 5% 이
하 예상)정도 추산되는데, 이는 선진국 기준 5% 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은 백내장 질환에 꼭 필요한 주요 수술이므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
을 받도록 보장해야 될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또

한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경감시켜 적절한 의료혜택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어진 공적보험의 역할도 일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초기 백내장 및 약한 백내장의 경우
약물치료 가능함에도 일부 민간보험의 실손 보장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치
료적 목적보다는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수술이 증가하는 현상이 전체 가입자
의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를 적출하는 수술로, 당일진료이나 각막의 절개와 수정체
제거, 인공수정체의 위치 삽입 등의 매우 정교하고 까다로운 시술이며, 재수술이 어려
워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의료인의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술이다.
이처럼 일부 과열된 인공수정체 시장은 비숙련된 의료진의 수술의 증가와 함께 더 많
2

은 부작용 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일부 의료진에게 편향된 의료정보만으로 수술
을 진행하기에 앞서 환자와 고객들은 더욱 신중한 선택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1. 한국의 백내장 수술현황(2018): 2018 대한 백내장(굴절) 수술학회 조사결과
2. 약한 백내장 시력대비 시야가 뿌옇게 보이고, 근-원거리 별 초점이 잘 맞지 않아 중거리 시력은 더 나빠지며, 상이 여러 개
겹쳐 보이는 현상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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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신부전 유병률 증가, 고령 당뇨 환자서 뚜렷 (1)
아주대병원 신장내과 이민정·박인휘 교수와 내분비대사내과 하경화 연구조교수·김
대중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2006~201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표본 코호트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 말기 신부전 환자의 △ 유병률 △ 발생률 △ 사망률 추이의 후향적
으로 분석한 연구결과 'Trends in the Incidence, Prevalence, and Mortality of EndStage Kidney Disease in South Korea(말기신장질환 발생률 및 사망률 동향)'가
2020년 12월 국제학술지 '대한당뇨병학회지(Diabetes & Metabolism Journal)'에 게
재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6~2015년간 발생률은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10만 명당 년
28.6 →24.0명으로 감소한 반면 75세 이상의 발생률은 10만 명당 58.5→122.9명으로
증가하였다. 말기 신부전이 시작되는 평균 연령도 44→47.5세로 높아지며 고령에서 말
기 신부전 발생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유병율을 살펴보면, 2007~2015년간 10만 명당 57.8→157.1명(+172%)으로 증가하였
으나 유독 75세 이상에서는 10만명당 153.4→527.1명(+244%)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당뇨가 있는 경우 10만명 326.7→860.8명(+163%), 없는 경우 27.7→39.3명(+42%)의
증가세를 보이며, 당뇨병 유무에 따라 큰 격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래프1] 연령대별 유병율 추이 및 당뇨 유무에 따른 유병율 추이

사망률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됐으나 당뇨병이 없는 말기 신부전 환자의 사망률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이 병원 접근이 쉽고 당뇨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신 기능 악화 위험인자인 혈당·고혈압 관리를 잘 하면서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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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신부전 유병률 증가, 고령 당뇨 환자서 뚜렷 (2)
신부전의 발생률은 다소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프2] 연령대별 사망률 추이 및 당뇨 유무에 따른 사망률 추이

하지만 모든 연령대의 유병률이 증가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75세 이상에서 발생률,
유병률 모두 크게 증가했다. 또한 당뇨 환자에서게서는 여전히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

고 있어 당뇨 환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민정 교수는 "말기 신부전의 경우 그 동안 다른 노인성 질환에 비해 다른 특성
을 보이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했다. 이번 연구에서 고령 환자와 당뇨병 환자에서 유병
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식사 조절, 철저한 당뇨·혈압 관리, 적절한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장기능 저하를 지연시켜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생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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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월 2일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산업구조 개
선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비대면‧디지털 금융환경에 적합한 보험모
집 규제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비대면 모집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개선('21년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내용을 제도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계약 모집을 위해 설계사는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할 의무가 있는데, 전화로
중요사항 설명 녹취, 보험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 동 의무를 면제하
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에도 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 화상통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 허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기준(예: 로그기록 보관, 상품안내자료를 보면서 설
명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 등)을 보험업계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모바일 청약시 요구되어왔던 다회의 서명 절차를 1회로 단축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설명을 들은 후에 모바일로 청약 절차를 진행할 때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 번 반복 서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요사
항을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한 후 1회만 전자서명을 하면 보험가입이 완료되도록 개선
했다. 이로써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들은 별도 페이지(팝업)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
되,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 번 서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될 예정이다.
■AI,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 등 디지털 모집 허용('21년 상반기)
사람 대신 AI 음성봇이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규제 샌드박

스를 통해 AI를 통한 모집(예: 페르소나 – DB 손보)을 허용중이며, 이를 법규에 반영하
여 제도적으로 수용한 상황이다. 단, 설계사가 소비자 질의, 추가 설명 요청 등에 즉각
응대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전화로 상품을 권유 설명하면서, 계약내용 확인 및 청
약서 서명 등은 모바일(URL접속 등)로 하는 하이브리드(전화 + 모바일) 모집방식이 허
용된다.
[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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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작년 상반기 우울증 환자 증가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우울증을 주상병(상병코드 F32-F33)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를 성별, 연령별,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를 받은 전체 인원은 여성
이 6.1%, 남성이 4.0% 증가한 반면, 연령과 성별을 함께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에서 우
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39.5% 증가했고 주로 소득 2~6분위 사이에서 40% 이상 늘
었다. 30대 여성도 우울증 진료 인원이 14.8% 증가했는데 전 소득분위에서 고른 증가
양상을 보였다.

[표1]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인원 비교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서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 20대 12.6%, 30대 12.8% 증가
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고, 40대(5.2%)와 80대(4.7%)에서도 진료 인원
의 증가가 확인됐다.
19세 이하와 50대, 70대에서는 남녀 모두 우울증 진료 인원이 소폭 감소했다.
신 의원은 "감염병 시기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우울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30 여성들의 고용 불안정, 돌봄 제공의 취약성이 스트레스와 우울감
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유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
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업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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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확보 나선 '토스 보험 파트너'
토스는 지난주부터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설계사들만 가입할 수 있
는 설계사 전용 애플리케이션 '토스 보험 파트너'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현금 제공 이
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 초대를 완료한 회원 1~3
등에게 각각 상금을 지급한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앱으로, 토스 고객
중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의 보험 정보가 이 앱에 연동된다. 특히 연
동된 고객의 생일, 보험 만기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고 보험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 받
아볼 수 있다. 고객과 접점을 꾸준히 만들어야 하는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보험설계사 회원 수 모집에 집중하는 배경엔 다른 핀테크 기업과 다른 수익구조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핀테크 기업은 원수보험사 상품을 플랫폼에 소개하고 판매
하면 일정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챙긴다. 보장 분석을 받은 고객의 정보(DB)를 보험설
계사에게 연결해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토
스는 체결된 계약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 앱을 통해 원수보험사로와 광고
제휴를 맺어 광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토스 보험 파트너'에 가입한 보험설계사는 올해 2월 기준 20,000명으로, 토스는 보장
분석을 받은 고객의 정보를 이 앱의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토스
는 고객의 보험 보장을 분석해 주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앱에 가입한 보험 설계사를 연
결해준다. 토스는 고객에게도 설계사에게도 받는 게 없다. 전용 앱에 원수보험사의 상
품 광고를 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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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자회사형 GA, 위상변화 '기로' (1)
회사형 GA를 강화하거나 설립이 늘어나는 등 자회사형 GA에 대한 보험사들의 해석
이 달라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자회사형 GA 위상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회사형 GA에 힘 싣는 보험사들

미래에셋생명은 기존 운영해오던 자회사형 GA에 힘을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
근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자회사형 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현판식을 진행하며 새
로운 출발을 알렸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일반 GA와 동일하게 손보 상품은 물론 생
보 상품 역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한다. 이를 위해 현재 손보사 8곳, 생보사 6
곳과 제휴를 마친 상태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자회사형 GA 설립을 준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자사상품은 물론 타 보험사 상품까지 취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외부 설계
사 인력의 충원 준비와 함께 전속 설계사의 이직에 대한 고용안정 시스템도 마련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역시 자회사형 GA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
형 GA의 사명으로는 '마이금융파트너'를 확정 지었으며, 향후 본사 전속채널과 함
께 영업을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다른 손보사
가 운영하는 자회사형 GA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사의 설계사 규모가 2,000명~3,000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별도의 법인을 만들고 전속 설계사 조직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
행 중이다. 다만 분리 후 취급 상품에 대한 전략은 타사와 차이가 있다. 생보 상품은 한

화생명의 것만을 취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손보 상품의 경우 여러 손보사의 상품
을 모두 다룰 예정이다.
■취급 상품 제한되는 약점만 해결하면 위상 변화 가능성 충분
국내 자회사형 GA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04년이다. GA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
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역사가 오래됐으나 성과는 신통치 못했던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다. 반면 GA시장 자체는 주력 채널 중 하나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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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자회사형 GA, 위상변화 '기로' (2)
는 데 성공했다. 유독 자회사형 GA만이 성장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로 판매 가
능 상품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판매
할 수 있다는 GA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해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기업 외에 타 보험사의 상품도 취급하는 곳이 등장하면서 자회사형 GA에 대한 보험
사들의 해석도 달라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자회사형 GA의 위상 변
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회사형 GA는 자본 안정성이 일정 수
준 보장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약점으로 지목받던 부분이 해소된
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단순히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넘어 판매 조직 자체를 옮기는 곳도 있는 만
큼, 다른 대형 GA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
다. 제조와 판매를 구분하는 제판 분리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제조를 맡은 본사와 판매
를 행하는 판매조직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조
를 맡은 본사가 보유한 상품개발 능력을 판매조직에서 활용해 맞춤형 상품을 요구하
는 등의 전략을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 GA들에게 없는 상품개발 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
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면 자회사형 GA들이 이
제까지와는 다른 성과를 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자회사형 GA들은 대부분 취급 상품에 제한이 있어 이것이 약
점으로 작용했는데 이러한 부분의 해결이 중요하다. 최근의 경우 생‧손보 모두 다양
한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데다, 상품개발 능력이라는 무기도 활용 가능해지는 만

큼 GA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새롭게 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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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 NEWS
원종규 사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업무들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중에도 업계의 트렌드와 신기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업계의 니즈는 여전히 높다. 코리안리 원종규
사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본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KB손해보험 김기환 사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원 사장은 이번 캠페인의 표어
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구호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여 코리안리 홈
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하였으며, 다음 주자로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을 지목했다.
게시글을 통해 원 사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
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챌린지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코리안리는 '종로구 내 안전취약지역 후원', '사랑뜰 어린이 공부방 지원', '발달장애아
동 문화활동 지원' 등 안전 및 아동 복지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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