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주요국 고령층 대상 보험산업 현황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영국, 미국, 독일, 일

본)의 사례를 통해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국은 사회보장의 발상지로서 그리고 자유주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고, 미국은 대

표적 시장주의 국가이며, 독일은 대륙계 사회보장국가를 대표하고 있으며, 일본은 제

도적, 산업적으로 우리나라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들 국가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

가. 건강분야

1) 공·사 건강보험

영국은 의료비 지출, 특히 공적 의료지출 비중을 볼 때 고령화로 인한 건강분야의 

지출이 높은 국가이다. 2012년 기준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9.4%, 공적 의료비중은 

82.5%로, 각각 우리나라 7.5%, 54.4%에 비해 높다. 노인인구 비중도 17%로 우리나라 

12%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영국의 총 의료비와 공적 의료 비중은 고령화 과정에

서 완만하게 증가해 왔으며, 특히 공적 의료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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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의료비/GDP 8.4 8.5 9 9.9 9.6 9.4 9.4

공적 의료비 비중1) 81.3 80.2 81.1 82.6 83.5 82.8 82.5

노인인구 비중 16 16 16 16 17 17 17

<표 Ⅲ-1> 영국의 의료비 및 노인인구 비중(2012년 기준)
(단위: %)

주: 1) 총 의료비에서 공적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Worldbank(2014) 홈페이지(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영국의 공적건강보험인 국가건강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와 이를 

보완하는 사적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국가건강서비스(NHS)

가 존재한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NHS서비스 경험자의 74%는 동 서비

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

구하고 NHS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긴 대기시간은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면 NHS의 적자가 £300억(약 5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8) 

또한, 특히, NHS 초진 대기시간은 약 3주 정도이고 초진 이후 입원결정까지는 6주 정

도 걸려 긴 대기시간의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29)

구분 내용

높은 서비스 만족도 74%

긴 서비스 대기시간 초진 3주, 초진 이후 입원까지 6주

심각한 수지불균형 2020년까지 예상적자 £300억

<표 Ⅲ-2> 영국의 국가건강서비스(NHS)의 3가지 특징

자료: UK Department of Health(2009), NHS 홈페이지, The Guardian(2014).

27) UK Department of Health(2009)를 참고하기 바란다.

28) The Guardian(2014)을 참고하기 바란다.

29) NHS 홈페이지, http://www.nodelaysachiever.nhs.uk/Essentials/ The NHS No Delays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me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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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적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재정 및 대기시간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사적보

험의 성장이 기대된다. 여기에는 사적 건강보험(PMI: Private Medical Insurance)과 저

부담·저급여의 소액건강보험(HCP: Healthcare Cash Plan)이 있다.

사적 건강보험(PMI)은 NHS와 별개로 보험회사와 제휴한 병원들과 연계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검진 및 초진부터 입원·수술치료까지 건강과 관련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적 건강보험(PMI)은 일반적으로 건강 전반에 대한 포괄

적인 보험이다. 따라서, 암까지 보장하는 PMI상품의 연 보험료는 35세 남자의 경우 

£643 ~ £1141, 70세 여자의 경우 £1538 ~ £3486 수준으로 비싼 편이다.30) 사적 건강

보험(PMI) 가입률은 1990년대 초반 10% 이하였으나 2012년 현재 14%까지 증가하였

다.31) 그 밖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보면, CI보험 10%, 치과보험 10%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Ⅲ-3>에서 보듯이 은퇴 전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입률도 증가하나 은퇴시

점인 65세 이상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 0~15세 16~44세 45~64세 65세~ 전체

1982년 7 8 9 3 7

1987년 9 9 11 4 9

1995년 8 10 12 5 10

<표 Ⅲ-3> 연령별 사적 건강보험(PMI) 가입률
(단위: %)

자료: Emmerson, Frayne & Goodman(2001).

이는 사적 건강보험 가입과 소득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32)

Emmerson et al(2001)에 의하면 상위 10분위의 사적 건강보험(PMI) 가입률은 41.2%

이나, 하위 1~4분위은 3.7% 이하여서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률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

다. 또한 상위 10분위 소득자는 직장에서 사적 건강보험(PMI)을 제공받은 경우가 

51%이나 하위 1~4분위는 25%에 그쳐, 근로자 여부 및 직장의 안정성 등이 사적 건강

30) http://Moneysavingexpert.com을 참고하기 바란다.

31) Datamonitor(2012)를 참고하기 바란다.

32) Emmerson, Frayne and Goodman(2001)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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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소액건강보험(HCP)은 적은 보험료에 상응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서

비스이다.33) 소액건강보험은 NHS가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안경 및 안과치료, 물리치

료, 치과치료 등의 소액처치에 대한 급여를 제공한다. 가입비용은 보험회사 마다 그

리고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나 영국의 대표적인 보험회사인 Aviva의 경우 한 달에 약 

£5 ~ £2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34) 소액건강보험(HCP) 손해율은 70% 수준(2009

년 기준)으로 사적 건강보험(PMI)의 손해율(80%)보다 낮다(<표 Ⅲ-4> 참조).

연도 2006(A) 2007(B) 2008(C) 2009(D) D-A D-B

HCP 71.2 71.5 76.4 69.9 -1.3 -6.5

PMI 78.8 79.0 78.9 80.1 1.3 1.2

<표 Ⅲ-4> PMI와 HCP의 연도별 손해율 차이
(단위: %)

자료: Datamonitor(2011).

또한 소액건강보험(HCP)은 PMI와 마찬가지로 55세 이상에서 가입률이 가장 높아 

은퇴 전후에 사적 건강보험 수요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35) 특히, 적은 비용부담

과 낮은 손해율 등으로 소액건강보험(HCP)시장은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에서도 피용자들에게 소액건강보험(HCP) 제공을 확대하는 추세

여서 동 보험시장 성장은 고령화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36)

연도 2008 2009 2010 연평균 성장률

HCP 시장 105 319 185 33%

<표 Ⅲ-5> HCP 연도별 시장규모
(단위: 백만 파운드)

자료: Datamonitor(2011).

33) Aviva(2011)를 참고하기 바란다.

34) http://www.aviva.co.uk를 참고하기 바란다.

35) Datamonitor(2011)을 참고하기 바란다.

36) Datamonitor(2011)을 참고하기 바란다.



54 조사자료집 2015-1

2) 고령층 특화 보험 및 부가서비스 사례

가) 보험 및 비보험(부가서비스)업의 겸업 활발

SAGA Group은 고령층 특화 보험상품과 부가서비스를 공급하는 성공적 보험회사

로 평가되고 있다. 은퇴 노인을 대상으로 크루즈 전문 여행사로 출발한 SAGA는 고령

자를 중심으로 여행자보험, 건강보험 등을 제공하는 고령 특화 보험회사로 자리매김

하였다. 일반 보험회사와 차별화하여 고령층 대상 재무 및 건강보장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 여행, 법률, 돌봄, 생활 등 현물서비스를 아우르는 시니어 대상 종합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구분 내용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

- 보험상품 판매: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등 

- 기타 금융상품 판매: 부동산 투자상품, 부양자금 대출 등

여행

(Travel)

- 장년층 선호 여행상품 및 크루즈 상품: 예약, 결제까지 

- 여행자보험 및 여행자 전용 신용카드 판매

돌봄

(Care)

-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SOS alarm 서비스 제공 등

- 돌봄 필요를 공공단체와 연결해 주는 Care Funding Advice

건강 - 건강보험, 소액건강보험, 무료건강관리서비스, 상해보험제공 등

법률 - 유언장 작성, 보관, 집행서비스 등 제공

생활 - 음식, 공연, 여가관련 정보 및 예약서비스 제공

기타

(Others)

- SAGA Magazine: 매월 65만 명 이상(50세 이상)

- SAGA Dating: 만남 주선 서비스

<표 Ⅲ-6> SAGA 고령자 대상 상품 사례

자료: SAGA 홈페이지(http://www.saga.co.uk) 내용을 재구성함.

대부분의 서비스는 본사에서 직접 공급하나 노인층이 필요로 하는 공적서비스

(Public Service)를 안내해 주는 Care funding Advice 등 일부 서비스는 외부업체를 통

해 제공한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SAGA 고객의 

대부분은 50대 이상 노년층이고 매출의 약 50%는 보험에서, 나머지는 비보험 분야에

서 창출되고 있을 만큼 수익원이 다양하다.37) SAGA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좋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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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2014년 7월 현재 SAGA의 주가는 165파운드 수준이나 Citigroup과 JP Morgan이 

제시한 SAGA의 목표주가는 205파운드와 185파운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령화 과정에서 증가하는 노인 수요층을 겨냥하여 보험상품과 관련 부가서비스

를 제공하여 성공신화를 일군 SAGA의 사업모형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미래 대응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나) 건강관리서비스

영국 최대 민영건강보험회사인 BUPA(The British United Provident Association)38)

는 회원 병원 및 본사 소유의 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BUPA는 사적 건강보험(PMI)과 소액건강보험(HCP)뿐만 아니라 여행자보험 및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UPA의 특성으로는 보험기능

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BUPA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비가입자에게도 고급형(Advanced), 완전형

(Complete), 기본형(Essential)으로 구분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BUPA 

보험 가입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가입자에게도 유료의 건

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검진 상품은 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 

등과 같은 서비스까지 다양하며, 건강관리서비스 기능도 포함되고 있다.

37) 강성호(2014)의 노인층대상 영국 출장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38) 민영의료보험시장을 선도하는 英 최대 보험회사(MS 41%)로 전세계 191개국에 민영의료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손해보험협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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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진내용 소요시간

Advanced Health 39가지 검사, 60분 가량의 의사 상담 2시간 30분

Complete Health 32가지 검사, 45분 가량의 의사 상담 2시간

Essential Health 17가지 검사, 25분 가량의 의사 상담 1시간

기타 여성의학, 장년기 건강상담 등 -

<표 Ⅲ-7> BUPA의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서비스

자료: BUPA 홈페이지.

이러한 영국 보험회사들의 건강검진(건강관리)서비스는, 가입자에게는 건강수준 

제고를 통한 삶의 질 개선으로, 보험회사는 손해율 감소를 통한 수익률 제고 및 보험

료 인하 여력을 발생시켜, 가입자 및 보험회사 모두가 만족하는(Win-Win) 것으로 평

가된다. 

영국 정부도 민영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이에 따라 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만성질환자에 대

한 영국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건강관리에 대한 보상

영국의 푸르덴셜생명은 자회사 형태의 PruHealth를 통해 푸르헬스 위드 바이탈리

티(PruHealth with Vitality)라는 보험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푸르헬스

의 경우 건강관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일정 목표를 정

해 놓고 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고령층의 보험가입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생활로 인해 궁

극적으로 의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특히 고령자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

로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

기에 있다. 

39) 서울경제(2014. 3. 9)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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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분야

1) 소득관련 일반

영국의 연금소득보장은 크게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이중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38% 수준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사적연금(40.2%)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 도입된 

NEST의 영향으로 임금근로자의 약 75%가 가입함으로써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보충하는 경향이 있다. <표 Ⅲ-9>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에서 보면, 

퇴직연금 30.0%, 개인연금 11.1%로 사적연금제도 가입률은 43.3%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국 독일 일본
OECD
평균

공적연금 80.1 78.2 33.7 38.0 44.8 55.3 40.8 48.7

사적연금 - - 21.5 40.2 44.2 21.1 - -

<표 Ⅲ-8> OECD 주요국의 공·사적 순연금대체율
(단위: %)

주: 1) OECD 모델에 의한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현실적 수준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2) 영국, 미국, 독일의 사적연금은 자발적 DC이며, 스웨덴 사적연금은 강제사적연금을 의미.

자료: OECD(2013).

국가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국 독일

퇴직연금 3.3 7.5 0 30.0 41.6 56.4

개인연금 15.7 6.9 27.1 11.1 22.0 35.2

전체 18.6 14.0 27.1 43.3 47.1 71.3

<표 Ⅲ-9> OECD 주요국의 자발적 사적연금제도 가입률
(단위: %)

주: 1) 독일, 스웨덴을 제외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비율임.

     2) 독일은 사회보험기여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가입률이며, 스웨덴은 전체 고용에 대한 가입률임.

자료: OECD(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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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장을 통해 단체로 가입하는 그룹개인연금 혹은 그룹스테이크 홀더연금에 

많이 가입함으로써, 직장을 통한 연금가입이 직원들의 노후소득보장에 상당한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0)

2) 비건강인 및 고령 특화 사적연금

가) 비건강인(표준하체)연금(Substandard Annuities) 발달

영국 연금상품의 특징으로는 언더라이팅 및 요율을 차등화하는 표준하체연금

(Substandard Annuities)41)이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1995년에 질병으로 인해 기대여

명이 보통사람에 비해 5년 이상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손상형 연

금(Impaired Annuity)’이 처음 출시되었으며, 바로 이어 1995년, 1996년 이후부터 기

대여명 단축에 영향을 주는 1개 이상의 건강위협 상태나 생활습관을 지닌 고객을 대

상으로(예; 흡연, 직업특성 등) ‘강화형 연금(Enhanced Annuity)’이 출시되었다. 그리

고 2000년 이후에는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연금급여가 즉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즉시 연금(Immediate Annuity)’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구분 내용 및 특징

Impaired Annuity
기대여명이 5년 정도 짧은 고객 대상(예; 암, 심장병, 뇌졸중 등), 

1995년 이후 출시

Enhanced Annuity 
기대여명 단축에 영향을 주는 1개 이상의 건강위협상태나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고객 대상(예; 흡연, 직업특성 등), 1995, 1996년 이후 출시

Immediate Annuity 즉각적으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할 중증질환자, 2000년 이후 출시

<표 Ⅲ-10> 영국 표준하체연금 특징

자료: LIMRA International and Ernst&Young(2006), 라이나(2014)를 재정리함.

40) PPI 자료에 의하면 직장퇴직연금 가입자의 항목별 비율은 DB 60%, DC 15%, 그룹개인연

금 14%, 그룹스테이크홀더 8%, 기타 3%로 구성된다.

41) 건강이 좋지 못하여 기대여명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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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체연금은 2000년대 중반부터 판매실적이 급증하여 2012년 약 45억 파운드

까지 증가하였다가 2013년 현재 약 38억 파운드로 조사되었다. 이는 저금리 기조로 

인한 보통연금의 지급액 감소,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연금수급 시점이 

도래했을 때 보험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면서, 일반연

금에서 표준하체연금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Ⅲ-1> 영국의 표준하체연금(Enhanced Annuities)의 판매실적
(단위: 백만 파운드)

자료: Towers Watson(2014).

나) 즉시연금 발달

영국에서는 퇴직자산으로 종신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연금시장이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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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고령자 및 저소득층 대상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고령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42)

첫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사적연금 세제혜택을 제공하였

다. 즉, 2011년 4월이전에 55세가 되는 개인에게 연간 공제액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

대하여 연금 추가적립을 도모하는 일회성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둘째,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활성화를 위해 일정조건 충족 시 자동가

입(Auto Enrollment)43)이 되도록 함으로써 NEST에 편입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

였다. NEST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쉽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비용 고효

율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지향하고 있어 낮은 관리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김원식 

2014).

구분 종전 퇴직연금가입자 새 제도 시행 후 잠재 가입자

연봉평균 약 6000만 원(3만 파운드) 약 3800만 원(1만 9천 파운드)

남녀성별 63:37 59:41

가입회사 259인 이상 대형회사가 전체 68% 19인 이하 중소회사가 전체 33%

자가소유 비중 88%가 자가소유 31%가 임대주택 거주

가구 총생산 평균 약 6억 원(30만 파운드) 약 2억 6천만 원(13만 파운드)

<표 Ⅲ-11> 자동가입제도 시행 전후 퇴직연금 가입자 비교

자료: 김원식(2014).

영국의 연금규제기관지(The Pension Regulators)에 따르면 NEST 가입대상 근로

자 중 신규 자동가입자는 332만 명, 다른 사적퇴직연금에서 이전한 근로자 794만 

명, 가입대상자 중 이미 DB 등의 가입에서 이전한 근로자 41만 명 등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금융투자협회 2014. 6. 2).

42) 생명보험협회(2013)를 참고하기 바란다.

43) 2012년 10월부터 1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모든 기업체는 연간 최소 5035파운드(890

만 원)의 소득을 가진 22세~65세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자동 가입시키고 일정한 금

액(3%)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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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노후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연금 수급의무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44) 확정기

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 연금자산의 75% 이상을 종신연금

(annuity)으로 수령하도록 의무화하여, 25%까지만 일시금 인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연금화 수령의무가 없어져 가입자의 

자산선택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약화될 것이

라는 우려가 있다.

넷째, 인출한도 조정을 통해 연금인출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김

태우·김치완 2014). 즉, 단순히 연금형태의 수급을 강화한다기 보다는 자신의 경제

적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인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Draw Pension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구분 내용(’15년 4월 이전)
개정

(’15년 4월 이후)

일시금 인출 

(Trivial Commutation)

60세 이상 은퇴자 중 18,000파운드 미만의 퇴직연금 

보유자는 퇴직연금 총액을 한 번에 인출 가능

18,000 → 

30,000파운드

한도제한 인출

(Capped Drawdown)

연간 퇴직연금 최대인출한도(종신연금의 120%)까지 

인출(3년마다 조정)
종신연금의 

120%→150%

한도무제한 인출

(Flexible Drawdown)

연간 은퇴 후 소득 20,000파운드 이상 보유자에 한하

여 인출상한 미적용(개인이 생활에 필요한 최저소득

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만 허용)

20,000

12,000파운드

종신연금

(Annuity)
사망할 때까지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상품 의무 → 자율

소액연금 인출 

(Small Pot)

60세 이상의 은퇴자는 2,000파운드 미만의 소액연금 

총액을 한 번에 인출 가능(연금자산총액과  무관)
2,000 →

1,000파운드

<표 Ⅲ-12> 영국의 퇴직연금 인출방법 

자료: 보건복지부(2014b).

특히, 한도무제한 인출 시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자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개인이 생

활에 필요한 최저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수준

을 고려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44) 보건복지부(2014b)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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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가. 건강분야

1) 공·사 건강보험

2012년 기준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17.9%로 영국(9.4%)이나 우리나라

(7.5%)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공적 의료비 비중은 46.4%로 영국(82.5%), 우

리나라(54.4%)에 비해 상당히 낮아 의료비의 약 53.6%가 민영부문에서 충당된다. 미국

의 공적 의료비 비중이 낮은 이유는 저소득층 및 노인계층 등 일부 취약계층만이 

공적 건강보험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약 1/6(5천 4백만 명)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45)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바마케어가 생겨

나게 되었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의료비/GDP 15.9 16.1 16.5 17.7 17.7 17.7 17.9

공적 의료비 비중 45 45.2 49.1 47.2 47.6 47.8 46.4

노인인구 비중 12 13 13 13 13 13 14

<표 Ⅲ-13> 미국의 의료비 및 노인인구 비중
(단위: %)

자료: Worldbank(2014) 홈페이지(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2) 고령층 대상 보험 및 부가서비스 사례

가) 민영보험채널을 활용한 공적 의료서비스 공급

메디케어(Medicare)46)는 노인을 대상으로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45) 이준규 외(2010)를 참고하기 바란다.

46) 근로기에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메디케어 수급자격을 얻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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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률은 약 50%로 낮은 편이어서 대부분의 노인들은(약 92%) 보충성 민영건강보험

을 가입하고 있다.47) 민영건강보험의 가입률을 살펴보면, 고용주가 퇴직자에게 제공

하는 사적 건강보험 33%, Medicare Adventage(Medicare prat C) 25%, Medigap 18%, 

Medicaid 16%로 조사되었다.48)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자를 위한 사적 건강보험의 가입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49) 2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988년 사업장의 65%가 퇴직자를 위한 사적 건강보험을 제공하

였으나 2012년에는 25%로 감소하였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대기업보다는 주

정부(혹은 연방정부)가 사적 건강보험을 보다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에서, 미국도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후 건강보장에 대한 문제에 직면

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50)

둘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Medicare Adventage)에 대해 살펴본다. “Medical 

Advantage Plan”으로 불리는 Medicare Part C는 Part A와 Part B가 혼합된 형태로서 병

원입원과 의사방문을 보장하며, 민영보험회사에서 운영한다(김대환 외 2012). Part C

의 서비스 제공형태로는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SNP(Special Needs Plans), PFFS(Private Fee-For-Service, 

MSA(Medical Savings Account)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병원이나 의사 선택의 제한

여부, 만성질환자와 같이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 여부 등에 따라 서비스를 선

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의료저축계좌(Medical Savings Account)는 가입자

가 보험보장이 되는 의료비용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Medical Advantage 

Plan의 한 형태이다.

47) Hanming Fang(2014)(2014)을 참고하기 바란다.

48) French et al.(2012)을 참고하기 바란다.

49) Kaiser Family Foundation and the Health Research and Education Trust(2012)를 참고하

기 바란다.

50) Hanming Fang(2014)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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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Part C(Medicare Advantage) 가입자 분포(2010)

  

주: 2010년 기준으로 Medicare 가입자 수는 4,650만 명이며, 이 중 Medicare Part C 가입자는 1,100만 명

(24%)임.

자료: Kaiser Family Foundation(2010), Medicare CHART BOOK; 김대환 외(2012).

셋째, 메디갭(Medigap)의 특성을 보면 가입자는 65세 이상으로 메디케어 가입자여

야 하고, 보험회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할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상품(Plan) A부터 N까지의 13가지 표준화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메디갭의 월 보험료는 회사별, 상품별, 주별로 상이하나 대략 월 $100에서 

$400 정도로 조사되었다.51) 메디갭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많으며, 그 중 미국은퇴자

협회(AARP)와 연계하고 있는 UnitedHealth Care의 점유율이 31%로 가장 높고, The 

Mutual of Omaha, Wellpoint, Health Care Service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회사명 점유율 회사명 점유율

UnitedHealth Group 31 CNO Financial Group 3.6

The Mutual of Omaha Group 8.0 BCBS of Michigan Group 2.2

Wellpoint Inc Group 6.4 Highmark Group 2.1

Health Care Service Group 5.0 Others 42

<표 Ⅲ-14> 메디갭 공급 회사별 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 Hizhen Lin(2013).

51) Hanming Fang(2014)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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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오바마케어 이후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오바

마케어(Obama Care, Affordable care Act)를 시행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시행 후 2개

월 여 만에(2014년 6월) 800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중 61%인 450만 명은 시행 전 무보

험자였다.52)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의료보험(메디케이드) 보급

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오바마케어가 발표되기 이전 메디케이

드 가입자격은 주별로 상이 하나 대략 최저생계비의 65% 정도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Medicaid)의 수혜기준을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수준의 133%

로 상향시켜 더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 소득 $20만 이상 소득자들은 3.8%

의 메디케어세금(Medicaid tax)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나) 건강관리서비스(Care management service)

미국 민영보험회사의 95%는 전통적 보험업 외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

다. 존슨 앤 존슨(Johns and Johns)사의 경우 외부위탁 형태로 자사 직원에 대한 질병

관리서비스를 도입한 후 일인당 연간 의료비가 224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3) 

또한 미국 건강혁신센터의 2010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의 3~4년간 의료비 증가율은 4%로, 미국 전체 의료비 증가율(8~10%)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54) 이에 의하면 건강관리서비스가 질병예방을 통해 

의료비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건강관리서비스

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여 1995년 2천만 달러 수준이던 시장규

모는 약 10년 만에 85배 늘어난 17억 달러로 성장하였고, 2008년에는 22억 달러로 

성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2) http://obamacarefacts.com/을 참고하기 바란다.

53) 조용운(2014)을 참고하기 바란다.

54) 서울경제(2014. 3. 9)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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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규모

  

            자료: LG경제연구원(2009).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표적 보험회사로는 시그나 사의 자회사인 ‘시그나헬스스

프링’(Cigna Health Spring)을 들 수 있다. ‘시그나헬스스프링’은 65세 이상 Medicare 

대상자 중 Medicare Advantage 신청고객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건강보험-제

휴병원”의 Package Service를 제공한다(라이나생명 2014). Aetna사의 경우 역시 건강

관리로 의료비가 연 15% 절감되었다.55)

이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대응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의료법 체계상 

강력히 규제되고 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병원과 연계한 서비스는 ‘환자알선행위’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의료법 27조 3항). 

또한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금지’ 조항 등으로 인해 미국과 같은 Care 

management service의 제공은 불가능하다.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와 

유병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구분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55) 생명보험협회(2013)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요국 고령층 대상 보험산업 현황 및 시사점 67

다) 세제적격 민영장기간병보험

미국에서는 세제적격 민영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방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2013).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영장기간병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하

여, 2005년까지 194개의 민영 보험회사들이 판매하였다. 2010년 현재 700만 명에서 

900만 명 정도가 민영장기간병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6)

라) 의료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 HSA)

미국에서는 의료저축계좌(HSA)에 의료비를 적립하고 당해 적립액(기여액)만큼 소

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또한 HSA에 가입하면 일정수준의 의료보험(High Deductable 

Health Plan-HDHP)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의료수요 발생 시 의료저축계좌에

서 인출할 수 있다. 의료비 이외의 용도로 인출 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의료저축

계좌 시장은 2004년 도입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의료저축계좌 적립

액 규모가 $297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4> 미국의 의료저축계좌 적립액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Devenir(2014).

56) AHIP(2012)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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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분야

1) 소득관련 일반

미국의 연금소득보장도 영국과 유사하게 공적연금(OASDI),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약 44.8%)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사적연금이 가장 발달한 국가이다.57)

생산가능인구(15-64세)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41.6%, 개인연금은 22.0%

여서 총 사적연금의 가입률은 47.1%이다. 사적연금 가입이 자발적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생산가능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가입하고 있다는 것은 사적연금 가

입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겠다.58)

2) 비건강인 및 고령 특화 사적연금

가) 비건강인(표준하체)연금(Substandard Annuities)

미국의 비건강인(표준하체) 연금시장 성장은 아직까지는 더딘 수준이며 상품종류

도 1~2가지로 단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약 10개의 보험회사가 비건강인(표

준하체) 연금을 판매하고 있으며 총수입보험료는 6억 달러(약 6,800억 원, 2004년 

기준)수준에 이른다.59)

57) OECD(2013)에 의하면 미국의 순연금대체율은 공적연금 44.8%, 사적연금(Voluntary DC) 

44.2%로 추정하고 있다.

58)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는 앞의 영국 편에서 설명하고 있다.

59) LIMRA International and Ernst&Young(2006)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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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연령거치연금(ALDA)

고연령거치연금(Advanced Life Deferred Annuities, 이하 ALDA)은 퇴직이후 가입

하여 고연령(예: 80세, 85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지급되는 연금상품이다. 이는 프랑스 

톤틴연금(1689~1763년)60)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등 

다양한 선택급부가 부가된 상품으로 발전하여 왔다. 장수보험(longevity insurance) 

또는 장수연금(longevity annuity)으로 불리기도 한다(이경희·김세중 2010).

ALDA의 장점은 기대여명 이상 생존할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므로 장수리스크를 

줄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가입자가 퇴직금의 일부

(예: 10~20%)를 거치종신연금으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거치기간에 모두 인출되도록 

설계된다. 연금은 약정한 거치기간 이후 가입자가 생존하는 경우에 종신동안 지급61)

되고 사망보험금은 없으므로 적은 보험료62)로도 장수리스크 헤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는 연금개시 전 사망하는 사람이 생존자를 보조하는 상호부조효과

(mutuality effect)가 존재한다(김태우·김치환 2014).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ALDA에 다양한 옵션을 갖춘 상품을 접목하는 형태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63)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연금개시 이전(85세 이전)에 사망하

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이 보험회사로 귀속되지 않고 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는 

옵션을 추가하기도 한다(김태우·김치환 2014).

다음 <표 Ⅲ-5>에서는 MetLife ALDA의 연령별 연간 연금수령액을 비교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일시불 보험료 5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가입연령은 45세~64세이고, 수

급 개시연령은 65세~80세로 되어 있다. 동일 가입연령에서 수급개시연령이 늦을수

60) 프랑스에서 시행한 제도(1689~1763년)로서, 국가에 일시금을 납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종

신연금을 지급함. 실제 사망률이 종신연금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타인의 사망을 

기뻐하는 도덕적 폐단이 게재되어 있어 폐지하였다.

61) Milevsky(2005)를 참고하기 바란다.

62) 65세 퇴직자가 85세까지 연금 수급을 거치시킬 경우 ‘일시납 즉시연금’ 보험료의 10∼15% 

수준에 불과한 낮은 보험료로 ALDA를 구입할 수 있다(이경희·김세중 2010).

63) 2011년 판매액 2억 달러, 2012년 10억 달러(KB골든라이프연구센터) Genworth, New York 

Life, The Hartford, Stymmetra Financial, Metlife 등에서 판매한다(이경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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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동일 수급개시연령에서는 가입연령이 빠를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수령금액은 

증가한다. 모두 사적연금의 특성상 수지상등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연금개시 연령별 연간수령금액

65세 지급 70세 75세 80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입

연령

45세 8,044 7,649 12,101 11,348 18,879 17,526 31,969 28,948

50세 6,127 5,828 9,092 8,550 14,210 13,200 23,546 21,557

55세 4,768 4,531 6,910 6,504 10,589 9,887 17,334 16,049

60세 3,730 3,537 5,385 5,064 8,017 7,504 12,718 11,891

65세 - - 4,229 3,968 6,256 5,856 9,553 8,962

<표 Ⅲ-15> MetLife ALDA 연령별 연간연금 수령액 비교
(단위: US $)

주: 일시불 보험료 5만 달러 가입기준.
자료: 김태우·김치환(2014).

다) 기타 고령자 및 저소득층 대상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다음에서는 고령자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추가적인 사적연금활성

화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은퇴직전 세대에 대한 노후보장기회 확대이다. Catch-up Policy를 통해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연간소득공제 한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으로써 퇴직직전 소득자에 대한 은퇴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50세이상은 

50세미만의 경우보다 약 6,500달러정도의 소득공제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다만, 만 59.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 가산세 10%를 부과함

으로써 장기유지 및 노후소득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생명보

험협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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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0세 미만 50세 이상 증가분

401k $17,500 $23,000 + $5,500

IRA(개인퇴직계좌) $5,500 $6,500 + $1,000

<표 Ⅲ-16> 미국 Catch-up Policy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증가분

자료: 생명보험협회 보도자료(2014. 1. 16).

둘째, IRA를 노후소득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총 IRA 가입 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40.4%로 4,89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중 전통

형 IRA를 소유한 가구는 3,94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2.5%를 차지하여 대부분 

전통형 IRA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 IRA 가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발생한 퇴직금

을 적립하는 통산장치가 발달해 있고, 노후를 대비한 ‘은퇴저축계좌’라는 인식이 뚜렷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IRA, 세제혜택 등 가입유인책이 존재하고, 가입요건 제

약이 적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과 IRA의 중복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종류 도입연도 소유가구 수
비중

(전체가구 대비)

전통형 IRA
1974(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39.4 32.5

SEP IRA 1978(Revenue Act)

9.2 7.6
SAR-SEP IRA 1986(Tax Reform Act)

SIMPLE IRA
1996(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Roth IRA 1997(Taxpayer Relief Act) 20.3 16.8

합계 48.9 40.4

<표 Ⅲ-17> IRA 종류별 소유 인구 수 및 가구 비중 
(단위: 백만 가구,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4).

한편, Investment Company Institute에서 2012년 말 기준 IRA의 인출을 분석한 결

과를 보면 퇴직 전에 인출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는 57%였으며, 22%는 퇴직 후에도 

인출하지 않았다. 한편 중도인출한 21%도 퇴직 후 인출한 비중이 16%, 퇴직 전 인출 

비중이 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유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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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가. 건강분야

1) 공·사 건강보험

2012년 기준 독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11.3%로 영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높으나 미국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공적 의료비 비중은 76.3%로 영국

(82.5%)보다는 다소 낮지만 미국(46.4%), 우리나라(54.4%)보다는 높아 공적 의료 중

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독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1%로 일본(24%)과 함께 

초고령사회 국가이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의료비/GDP 10.6 10.5 10.7 11.8 11.5 11.3 11.3

공적 의료비 비중 76.4 76.4 76.4 76.8 76.7 76.5 76.3

노인인구 비중 19 20 20 21 21 21 21

<표 Ⅲ-18> 독일의 의료비 및 노인인구 비중
(단위: %)

자료: Worldbank(2014) 홈페이지(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SHI: Social Health Insurance)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회

보험형태로 운영된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전 국민 의무보험이 원칙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연소득 49,500유로) 이상인 경우 사적 건강보험(PHI: Private Health Insurance)

으로 전환(Opt out)할 수 있다. 고소득자의 공적 건강보험으로부터 이탈할 우려와 관

련하여서는, 고소득자가 고가의 사적 건강보험 이용 시 그 재원이 의료재정 및 의료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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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연도별 공적 건강보험에서 사적 건강보험으로 이동추이

자료: Michael Stolpe(2011).

한편,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의료비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5세 이상 중

고령자가 사적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적 건강보험보다 보장성이 좋은 상품에 가

입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공적 건강보험으로부터 사적 건강보험으로의 이동은 꾸

준한 편이고, 2012년 현재 전 국민의 약 11%에 해당하는 약 900만 명 정도가 공적 건

강보험을 대체하는 사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공적 건강보험(SHI)을 대체하는 사적 건강보험(PHI)외에 보충형 사적 건강보험 가

입자는 2012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25% 수준인 2,310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치과 

1,360만 명, 외래 770만 명, 비급여 640만 명 순으로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형 사적 건강보험의 항목 가입자 수(백만 명)

치과 13.6

외래 7.7

비급여 6.4

정액형 8.2

기타 5.8

<표 Ⅲ-19> 보충형 사적 건강보험의 보장 형태별 가입현황
(단위: 백만 명)

주: 중복가입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총 가입자 수가 2,300만 명이 넘음.
자료: Verband der Privaten Krankenversicherung(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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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건강보험은 2010년 기준 268억 유로가 사용되어 독일 전체 의료비지출의 약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사적 건강보험 비율이 약 5% 내외와 

비교하면 약 두 배에 가깝다. 각 분야별 사용금액은 입원, 처치 등의 순으로 높았으

며, 다음 <표 Ⅲ-20>과 같다.

구분 사용금액 비율 구분 사용금액 비율

입원 7,615 28.4 치과 2,777 10.4

처치 5,592 20.9 일실소득보장 1,471 5.5

행정 및 광고 3,768 14.1 기타 2,686 10.0

약 2,864 10.7 - - -

<표 Ⅲ-20> 보충형 사적 건강보험의 보장 형태별 가입현황(2010년)
(단위: 백만 유로, %)

자료: http://de.wikipedia.org/wiki/Private_Krankenversicherung.

2) 고령층 대상 보험 및 부가서비스 사례

가) 장기간병보험

1995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독일의 공적 장기간병보험64)은 공적 건

강보험과 함께 전 국민 의무가입 제도이다. 또한 공적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적 

장기간병보험 가입 시 공적 간병보험을 대체(Opt out)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40

세 이상 인구 중 약 3.5%에 해당하는 약 160여 만 명이 사적 장기간병보험으로 대

체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회사들은 공적 장기간병보험의 소득보장기능을 보완

하기 위해서 사적 장기간병연금보험 판매를 통해 노후의 건강과 소득보장을 동시

에 꾀하고 있다.

64) 최소 6개월간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요양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자를 

급여지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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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무보험 개인민영보험(보충형)

종류 공적 장기간병보험
민영장기간병보험

(대체형)*
생보사의 상품

건강보험회사의 

상품

특징
인구의 

약 90% 가입
10% 정도 가입 장기간병 연금보험 추가적 보상

<표 Ⅲ-21> 독일의 공·사 장기간병보험 운영구조

자료: 생명보험협회(2013).

나) 고령화적립금(Ageing Reserve)65)

독일 사적 건강보험의 특징 중의 하나는 노후의료비에 대비하여 근로시기에 보다 

많은 의료비를 적립하는 고령화적립금(Aging Reserve)이 있다.66) 이는 근로기에 상

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기에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

게 함으로써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의료비 금액을 미

리 축적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의료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와 유사한 기능

이 존재한다. 의료비의 축적률과 위험률의 계산은 법률67)에 따라 감독기관의 엄격한 

관리를 받으며 보험급부는 DB형으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68) 독일의 경우 동 제도를 통해 젊은 시절부터 25년간 노후에 필요한 의료비를 

적립하면 실제 의료비의 2/3 수준으로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립금 규

모는 2012년 현재 1,700억 유로가 적립되어 있고, 이중 1,460억 유로는 건강보험에 그

리고 240억 유로는 장기요양보험을 위해 적립되어 있다.

65) 고령화적립금 또는 노령적립금의 정식 명칭은 Alterungsrückstellung이며, 영문명으로는 

aging reserve/provisions, old-age reserve/provisions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김대환 외 

2012).

66) http://de.wikipedia.org/wiki/Private_Krankenversicherung#cite_note-24를 참고하기 바란다.

67) §12 Versicherungsaufsichtsgesetz(VAG)를 참고하기 바란다.

68) Alterungsrückstellung, http://de.wikipedia.org/wiki/Alterungsr%C3%BCckstellung#cite_note-1

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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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가서비스

독일도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iemens사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9) 

독일의 보험회사들은 기업건강관리서비스가 보험회사의 새로운 수익창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소득분야

1) 소득관련 일반: 공적연금, 리스터연금 발달

독일의 소득보장체계를 보면, <표 Ⅲ-22>에서와 같이 1층 공적연금에서는 해당 직

역별로 다양하게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

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독일의 평균소득자 기준 순연금대체율은 공적연금 

55.3%, 사적연금 21.1%이다.70)

3층 개인연금, 인증제개인연금(리스터연금)

2층 기업연금(임의가입)
자유

직업자

특별

연금

공무원

연금1층

농

민

연

금

법정연금보험(Statutory Pension Insurance)

기능공

연금

예술가

언론가 

연금

취약계층

자영업자 

연금

임의

가입

광부

연금

근로자

연금

0층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자산조사, 노인의 3% 정도 수급)

<그림 Ⅲ-6> 독일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도

주: 회색부분은 적립방식으로 운영, 나머지는 부과방식으로 운영.

자료: 보건복지부(2012).

69) Siemens(2012)를 참고하기 바란다.

70) OECD(2013)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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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1974년 기업연금법으로 시작)은 근로자의 65%라는 높은 가입률에도 불

구하고,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또한 보험상품으로 인식되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 퇴직연금 급여액은 GDP 대비 약 0.1%이며, 

적립액은 GDP 대비 약 0.3%로 미미한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12).

한편, 독일에서는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증71)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나, 가입대상은 공적

연금 가입자로 한정하며 가입자의 배우자는 본인부담없이 보조금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리스터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 소득재분배 기능도 존재

한다.

2010년 현재 리스터연금 가입자 수는 1천 4백만으로 공적연금 가입자의 약 40%에 

해당한다. 기금 규모는 268억 유로이며, 이중 정부보조금은 22.3%로 60억 유로이다. 

리스터연금의 소득대체율 40년 가입 기준 약 18%로 추정된다. 급여는 62세 이후 또

는 공적연금 수급 시점에 개시되며, 일시금 지급은 30% 이하로 허용되고, 나머지는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추가적인 특징으로 연금급여는 제3자 이전 또는 압류는 

금지되고 가입자 본인의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에 1~5만 유로까지 무이자대출이 가

능하다. 

2) 비건강인 및 고령 특화 사적연금의 미발달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과 인증제 개인연금의 강화로 인해 비건강인 및 고령 특화 

사적연금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건강인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에서, 고령층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공적연

금과 리스터연금에 충실히 가입하게 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보다 더 빈곤한 계층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자산조사, 노인의 3% 정도 수급)를 통해 

보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71) 연방금융감독청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된 연금상품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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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의 고령층 특화 판매 채널과 관련하여 CosmoDirekt에서는 온라인판매

를 통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단순화하고 유연화한 연금계좌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4. 일본

가. 건강분야

1) 공·사 건강보험

2012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10.1%로, 우리나라(7.5%)에 비해 높

고, 영국(9.4%)과 독일(11.4%)의 중간수준이나 미국(17.9%)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

다. 그러나 공적 의료비 비중은 82.5%로 영국과 동일하고, 우리나라(54.4%), 독일

(76.3%), 미국(46.4%)보다는 높아 공적 의료 중심 국가이다. 일본의 노인인구 비율은 

2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초고령사회 국가이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의료비/GDP 8.2 8.2 8.6 9.5 9.6 10 10.1

공적 의료비 비중 79.4 80.4 81.4 81.5 82.1 82.4 82.5

노인인구 비중 20 21 22 22 23 24 24

<표 Ⅲ-22> 일본의 의료비 및 노인인구 비중
(단위: %)

자료: Worldbank(2014) 홈페이지(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일본의 공적 건강보험은 사회보험형태로 운영되나,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건강

보험공단에서 모든 공적 건강보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 혹은 직군별로 

공적 건강보험 공급주체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중은 10~30%이나 비급여부분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

난다.72) 특히, 고급의료서비스의 경우 공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6인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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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급병실 이용 시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선진의료’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도 거의 전액의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한편, 사적 건강보험의 경우 높은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실손건강보험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일실소득 보상을 위한 정액형 건

강보험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본인부

담률 차등화, 본인부담 상향 조정, 고액요양비 제도 도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적 건강보험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김대환 외 2012).

2) 고령층 대상 보험 및 부가서비스 사례

가)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LTC)

일본에서는 2000년 4월부터 65세 이상을 기본으로 공적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

을 시행하고 있다.73) 2013년 4월 현재 일본 개호보험 대상 고령자는 564만 명으로 65

세 이상 고령자의 약 19%이다.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이 480만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5%로,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공적 LTC의 주된 수혜자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간병 급부비용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지속가능성 제

고를 위해 보험료 인상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다.74)

공적 LTC의 총비용 규모는 2000년 3.6조 엔(약 36조 원)에서 2012년 9조 엔(약 90

조 원)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후기고령자(75세 이상)가 꾸준히 증

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제도도입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예

방 중시형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었다(류재광 2014).

72) 이홍무(2012)를 참고하기 바란다.

73) 정승희(2014)를 참고하기 바란다.

74) 아베 정부는 2015년부터 공적 개호보험의 자기부담률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현행 10%

에서 20%로 늘리기로 하였으며, 대상자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후생노동성은 부부가

구 연소득 280만~290만 엔에서 결정할 방침으로 보인다.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39434&firstsec=1&secondse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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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근 민영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어 민영 간병보험에 가

입한 가구의 비율은 14.2%에 이른다. 최근 몇 년간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민영 장기간병보험(개호보험)의 성장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일본 한국

보험자 전국의 시정촌(국내 시군구에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보험자
제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

제2호 피보험자 40~64세
65세 이상

급여대상자 

등급

전체 7등급

要지원 : 1~2등급, 要개호: 1~5등급
전체 3등급

급여서비스 

종류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지역밀착형 서비스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특별현금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체비용의 10% 부담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표 Ⅲ-23> 공적 장기요양보험(LTC) 한일 비교

자료 : 류재광(2014).

나) 비건강체보험(유병자보험) 및 단기소액보험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지병이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비건강체보험75)을 공급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 암 등의 지병이 있는 경우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가입이 가

능하게 한 건강보험상품이다. 보통 2년 내 입원수술 경험이 없고, 5년 내에 암 발생 

경험이 없으며, 향후 3개월 이내에 입원수술과 암·간경변증 진단이 없는 경우에 가

입할 수 있다. 2007년 현재 약 9개 보험회사가 비건강체보험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6)

75) 비건강체보험이란 신체적 결함 또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체 계약으로는 인수할 수 없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76) 메트라이프 알리코사의 비건강체 판매사례를 보면, 고혈압, 고지방, 고지혈증 등 3대 질환

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고지내용에 따라 치료중 인수도 가능한 보험을 판매

하고 있다.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5,500여 건의 신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전체 신계약의 4.3%에 해당한다. 가입자의 66%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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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볼 때 일본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이 특히 발달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는데, 민영건강보험의 비중은 시장 자유화 직전인 1999년 20.1%에서 2010

년 35.3%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암보험은 제3보험의 취급 자유화가 시작된 2001년

부터 대형 보험회사가 주계약 상품으로 판매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김대

환 외, 2012), 이로 인해 제3보험시장은 2012년 개인보험 보유계약 연납화 보험료 

중 2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김세중 외 2014).

<그림 Ⅲ-7> 일본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자료: 日本生命保険協会(20011. 9), 2010生命保険事業槪況; 김대환 외(2012).

고연령층이 가입할 수 있고 보장기간도 장기이면서 비갱신형인 제3보험 상품

이 다양하게 출시되고(김세중 외 2014),77) SI(Simplified Issue)상품 형태로 활발히 

판매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석영 외 2014). 

77) 일본 보험회사들이 제3보험 상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는 위험률 규제가 없고 상

품개발에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김세중 외 2014). 2001년 일본 국내 

보험회사의 단독 판매가 허용된 이후 2012년 개인보험 보유계약 연납화 보험료 중 22%를 차

지할 정도로 성장했다(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05160159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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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은 2006년 4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를 지향하는 단기소

액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현재 단기소액보험시장 규모는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러한 단기소액보험은 비건강체보험상품

과 연계하여 공급되는 사례가 많으며, 일례로 ExcelAid라는 상품은 고령층에서 많이 

걸리는 당뇨병 유병자도 최저 월 3,100엔(약 3만 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

하다.78)

다) 건강관리서비스

일본은 2005년부터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사 협력 형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79) 공적 부문(정부)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재원을 

충당하고, 사적 부문(보험회사, 병원 등)에서는 서비스 공급을 맡는 형태로 관리된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요 공급 주체는 의사, 보건사, 그리고 영양관리사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시장효율성과 양적 및 질적 공급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보험회사도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하게 되어 현재 의료기관 외에도 도쿄해상·메이

지야스다생명·니혼생명·도카이생명 등 보험회사를 포함한 760여 개 사가 공

적 건강보험의 위탁을 받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량적 평가는 아직 없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보험회사 등 민영 부문을 적

극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 실시율을 2010년 45%에서 2015년 6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80)

라) 후기고령자 의료제도(공적 부문): 보험료 차별화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후

78) ExcelAid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79) 보건산업진흥원 출장보고서(2009)를 참고하기 바란다.

80) 보건산업진흥원 출장보고서(2009)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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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령자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81) 현재 공적영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서

비스 이용 시 후기고령자의 본인부담률은 10%여서 일반인 30%, 전기고령자(70~74

세)의 본인부담률 20%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단, 고소득 고령자의 본인부담률은 일반

인과 마찬가지로 30%를 적용한다.

일본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공적 부문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100세 시대를 고

려할 때 은퇴 후 약 40년의 고령기를 생각한다면 초고령기에 대비하여 고령층에 대해 

차별화된 건강보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 소득분야

1) 소득관련 일반

일본의 소득보장체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1층)과 피용자를 대상

으로 하는 후생연금(2층)으로 공적연금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3층으로 후생연금기금 

등 사적연금이 자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공적연금 급여는 후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급여수준(소득대체

율 기준)은 국민연금(기초연금) 16.8%, 후생연금(비례연금) 36.7%여서, 평균소득자

로 은퇴할 경우 전체 근로자소득의 약 53.5%를 공적연금으로 획득하게 된다. 이로 인

해 공적연금 급여액이 GDP의 10%를 상회할 정도로 공적연금 재정 문제는 심각한 것

으로 나타났다(김호범 2014). 이에 최근 일본에서는 공적연금을 후생연금으로 일원

화하고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적연금의 연령별 가입

현황을 보면, 젊은 층 보다 고령층(60세 이상)의 가입액이 많으나 최근(2010년 이후) 

젊은 층으로부터 가입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81) 츠치타 타케시(2013)를 참고하기 바란다.



84 조사자료집 2015-1

<그림 Ⅲ-8> 일본 개인연금보험의 연령별 신계약 실적 

자료: 明治安田生活福祉硏究所(2013).

2) 비건강인 및 고령 특화 사적연금: 미발달

일본의 경우 독일과 유사하게 높은 공적연금 급여로 인해 비건강인 및 고령 특화 

사적연금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공적연금 수준이 높아 60대 부부의 경우 노후생

활 필요자금의 약 74%(예비비 제외 시 83%)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82) 

현재 일본 근로자의 평균퇴직연금이 2,300만 엔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노후소득은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경우 추가적인 사적연금의 필요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시장은 발달되어 있지 않다.

82) 현대경제연구원(2014)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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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시사점

해외사례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고령화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공적 부문 재정문

제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협력을 확대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

여, 공적측면에서는 법제도적 지원과 관리를 통해 보험산업이 고령화사회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보험산업에서는 고령친

화형 보험상품의 개발과 현물서비스 공급,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

스 확대를 통해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건강분야와 소득분야별로 요약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

음과 같다.

가. 건강분야

고령화에 대응하여 선진국이 건강보장과 관련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적 특징

과 보험산업 분야에서 추진한 고령특화 보험상품 및 부가서비스 추진 사례를 정

리하면 다음 <표 Ⅲ-24>와 같다. 국가별로 추진한 보험산업 및 관련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경우 공적 건강보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보완하는 사적 건강보험

은 꾸준히 성장(가입률 14%)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전 국민무상의료로 서

비스의 범위는 넓지만 재정문제, 긴 대기시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등

으로 공적보장의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사적의료보험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렴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55세 이상에서 가입률이 높은 

소액건강보험의 손해율이 사적 건강보험(PMI)의 손해율보다 낮아 향후 고령화 과정

에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업 외에 부가서비스도 발달한 것으

로 조사 되었는데, SAGA의 노인 대상 종합서비스(Total Service), BUPA의 건강관리서

비스는 고령화사회의 의료비 절감을 보험회사가 선행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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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예라고 하겠다. 또한 푸르헬스(PruHealth)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의 경우 건강관리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해 줌으로써 보험가입자 스스로가 적극적으

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 사적 부문 중심의 건강보험을 운영하였으나,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문

제로 인해 오바마케어 이후 공·사 협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케어는 공적 부문 자체를 확대하지 않고 ‘민영보험채널을 활용’하여 

공적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건강보장 분야의 공·사 협력의 대

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특히, 오바마케어 실시 후 저소득 노인층의 메디케이드 가

입의 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사 협력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건강관

리서비스 수행으로 의료비가 절감된 사례로 Aetna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거둔 

성과가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민영장기간병보험, 의료저축계좌(HSA)에 대한 적

극적인 세제지원은 보험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공적 건강보험의 역할이 강하나 사적 건강보험으로 전환(Opt out)할 수 있

어 공·사 건강보험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전 국민의 

11%가 공적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사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5% 정도는 

공적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부분을 보장하는 보충형 사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독일의 이러한 건강보험체계의 특성은 최근 과도한 공적의료비 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지출요인을 통제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는 것과 무관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독일 민영건강보험에서의 특징은 고령화적

립금(Aging reserve)제도를 두어 고령기의 보험료 부담을 전 생애기간에 걸쳐 분

산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경우 공적 건강보험의 높은 보장률로 인해 사적 건강보험은 활성화되지 못

한 편이다. 그러나 고급의료 서비스에 따른 본인부담증가로 사적 건강보험의 필요성

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수준과 재정적 한계로 인해 

고령층 대상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에서 민영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치

료에서 예방중시형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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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체보험(유병자보험) 및 단기소액보험이 발달하고 있다는 점은 급속한 고령화 과정

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기관 중심에서 시장효율, 양·질적 공급확대를 위해 

2008년 이후 보험회사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민영화 논리

로 비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국가 특징 보험상품 및 부가서비스

영국
 - 공적 의료(NHS)중심, 
   사적 건강보험 약진

 - 소액건강보험 & 대체형PMI
 - 건강관리서비스(SAGA, BUPA, PruHealth)

미국
 - 사적의료중심, 
   공적보장과 연계강화

 - 민영장기간병보험, 의료저축계좌(HSA)
 - 건강관리서비스(Cigna, Aetna)

독일
 - Opt out시행

   (건강보험, 간병보험)
 - 건강관리서비스(Simens)
 - 민영보험에 Aging provision적용

일본
 - 공적보장 높아 

   사적보험 미약

 - 비건강체보험(유병자보험)
  (예) 메트라이프알리코사: 가입자의 66%가 60세 이상

 - 단기소액보험 발달

 - 장기요양보험: 예방 중시형으로 전환

 - 건강관리서비스: 45%(10년) → 60%(15년)목표

<표 Ⅲ-24> 주요국의 제도운영 특성 및 보험상품 공급 유형

나. 소득분야

건강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분야에서의 선진국 사례를 정리하고 보험산업에

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건강보장에서는 공적 부문 역할이 중요하나 소득보장은 상대적으로 사적

연금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퇴직연금 자동가입(Auto Enrollment)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적은 관리비용으로 퇴직연금에 가입 할 수 있는 NEST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영국은 약화된 공적연금 보장수준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

국 사적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으로 언더라이팅 및 요율을 차등화하는 표준하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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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dard Annuities)이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퇴직자산으로 종신연금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 시행을 통해 일시납 즉시연금이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예비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적연금

에 대한 추가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급의무화 및 다양한 연금인출방식 제도를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공적연금(OASDI)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평균 소득대체율 약 44.8%) 

전통적인 사적연금 중심 국가이다. 고령 특화 사적연금으로 고연령거치연금(ALDA)

이 발달하였는데,83) 이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보험료가 저렴한 연금상품

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Catch-up 

Policy를 통해 노후보장기회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셋째, 독일은 공적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역할도 강하여 상대적으

로 사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약하다. 사적연금의 특징은 퇴직연금은 임의가입

으로 운영되고 그 역할은 약하지만, 공적연금에 준하는 인증형 개인연금(리스크

연금)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과 인증제 개인연금의 강화

로 인해 비건강인 및 고령 특화 사적연금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경우도 독일과 유사하게 공적연금의 발달로 사적연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비건강인 및 고령 특화 사적연금 또한 발달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 특징 연금상품

영국  - 사적연금발달(NEST 발달)

 - 표준하체연금

 - 즉시연금 발달: 

   퇴직자산으로 종신연금보험 의무 가입

미국  - 사적연금중심
 - 고연령거치연금

 - 전통형IRA 발달

독일  - 공적보장 높아 사적연금 미약  - 공적 성격을 가미한 리스터연금 강세

일본  - 공적보장 높아 사적연금 미약

<표 Ⅲ-25> 주요국의 제도운영 특성 및 연금상품 공급 유형

83) 세부사항은 제3장. 미국의 소득보장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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