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건강생활서비스와 인센티브

2017년 11월 2일 정부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건강관리노력 및 성과에 따

라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가이

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건강 증진형 혁

신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질병 및 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및 기존 보험상품의 ‘특약’ 개발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

센티브는 건강관리용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조,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

백, 포인트, 건강 관련 서비스 등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 인센티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본고는 4장에서 인센

티브 효과 극대화 전략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생활습관 변화는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스스로 실행하기 쉽지 않아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동기부

여의 한 방법으로서 인센티브가 흔히 이용된다. 인센티브는 제공 방식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 변화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 및 지속 기간이 다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인센

티브 제공의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 미국의 인센티브 전략에 대한 평가, 그

리고 최근 행동경제학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도 발전 방향 등을 살펴봄을 통해 초기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 인센티브 제공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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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센티브 유형 분류

가. 인센티브 제공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는 제공되는 기준에 따라 크게 참여기반과 성과기반 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여기반 보상(Participatory Rewards) 방식은 다시 단순참여와 행위기반

(Activity-only Rewards)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단순참여 보상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 소비 혹은 건강검진 등 주로 일회성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참여 보상의 경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사람

이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건강위험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만으로 실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행위기반 보상 방식은 지정된 행위를 수행 혹은 해당 프로그램 과정을 완료했

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금연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행위기반 보상의 경우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제로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요구되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지속되기 어려운 한

계가 있다. 

성과기반 보상(Outcome-based Rewards) 방식은 특정한 목표치나 건강상태를 미

리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야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성과기반 보상의 경우 

목표 달성 및 실천 유지에 효과적이며 개인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 보상 형태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들며, 가장 심한 개입이 이

루어지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나. 제공 형태 및 시점에 따라

인센티브는 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현금 보조금과 보험료 할인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 인센티브는 쿠폰이나 현금 등 비교적 단순한 형태였으나, 현재 미국의 경

우 대부분 보험료 할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금 형태의 인센티브와 보험료 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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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다음과 같다. 현금보상은 받는 즉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체감효과가 큰 반

면, 보험료 할인의 경우는 매달 일정하게 작은 액수로 나눠지고 직접 손에 잡히

는 현금 지급방식이 아니므로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111) 반면, 현금보상

은 세금을 내야하는 단점이 있으며, 특정 행위에 대한 보상이므로 장기적으로 생

활습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제공되는 시점에 따라 즉시보조금과 사후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

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건강 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원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즉시보조금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혹은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순간에 즉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후보조

금은 건강 관련 행위의 수행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사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행위 혹은 성과기반 보상, 그리고 보험료 할인할증 등은 사후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건강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목적에서는 즉시보조금이 사후보조금보다 효과가 클 수 

있다.112) 즉시보조금과 사후보조금의 심리적 동기유발 효과를 행동경제학적으로 비

교해 보면, 쌍곡형 할인(Hyperbolic Discounting)113)으로 인해 현재의 보조금이 미래

의 보조금보다 훨씬 크게 평가될 수 있다. 동일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는 미래 시점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즉시보조금에 비해 훨씬 커야 하며, 따라

서 인센티브 제공자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의 또 다른 유형으로 건강에 좋은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

하는 방법 또는 건강에 나쁜 행위에 대한 패널티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보상과 패

널티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건강에 좋은 행

위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과 따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모두가 가능하다. 패널티의 경우는 따로 소비자에게 현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어렵기 

111) 현금은 즉시 보조금의 일종이고 보험료 할인은 사후보조금의 일종으로 이러한 체감효과

의 차이는 인센티브 제공 시점의 차이와 비슷함

112) Kamila Danilowicz and Robert Schwager(2013)

113) 쌍곡형 할인은 평가 대상의 가치가 처음에는 급격히 감소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드는 할인 방식임. 유사한 개념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

한 비율로 평가대상의 가치가 감소하는 지수형 할인(Exponential Discounting)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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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험료 할증방식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한편, 보상방식 인센티브의 또 다른 이슈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흡연

자에게 금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문제가 존재한다.

2. 인센티브의 효과성 평가

인센티브는 제공받는 대상의 현재 건강상태로부터 미래의 목표치인 상태로 변화

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례 연구들이 인센티브 제공이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114) 하지만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지는지, 장기

적인 생활습관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여 아

직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센티브의 효과성은 제공되는 기준과 더불어 제공 시점, 제공 형태, 그리고 어떻

게 인식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생활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국가인 미국의 인센

티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 절에서는 인센티

브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효과성과 지속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최근 미국

의 인센티브 효과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가. 인센티브 유형에 따른 효과성 비교

인센티브의 두 가지 형태인 참여기반과 성과기반 보상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일

회적 혹은 단기적인 참여기반 인센티브의 효과는 행동변화가 단순하고 한 번만 요구

될 때, 제공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클수록, 생활습관 변화의 초기 단계일수록 큰 것으

로 나타난다.115) 그러나 이 경우 인센티브 제공이 중단된 후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116)

114) RAND Health(2013); Kaiser Family(2016)

115) Hall, Jan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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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반 인센티브는 참여 및 행위기반 보상과 비교해서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되

지만 인센티브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되며, 보상을 받기위한 조건

이 참여기반 보상보다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야 한다. 미국 GE사 흡연자 878명을 대상으로 금연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를 보면, 

금연 프로그램 이수 시 $100, 3개월 이상 금연 시 $250, 6개월 이상 금연 시 추가 

$40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117) 참여보상에 비해 성과보상의 인센티브 제공 액

수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과보상 효과가 더 큰지는 불분명하다. 전체적으

로는 9개월 이상 금연율의 경우 인센티브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보다 3.16배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라는 것 자체가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기 때문에, 성과기반 보

상이 참여기반 보상보다 건강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을 높이고 따라서 건강 증진이라

는 목표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118) 이 실험은 건강검진을 받은 개인들이 기준 연도 대

비 1년 후에 BMI와 혈압, 콜레스테롤(HDL) 수치 등 건강상태의 개선이 얼마나 이루

어졌는지 비교한 것이다. 참여기반 인센티브와 성과기반 인센티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4가지 서로 다른 인센티브 유형을 비교하였다. 4가지 유형은 ‘참여기반 인센티

브’, ‘성과기반 인센티브’, ‘하이브리드(참여기반+부분적 성과기반 결합)’, ‘인센티브 없

음’이다. 먼저 프로그램의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센티브의 종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로는 인센티브

의 크기가 클수록, 여성일수록, 이메일 수신이 가능한 그룹일수록 인센티브의 건강 

증진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로 건강상태 증진에 미친 영향에서도 인센티브의 유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연령과 성별이 인센티브의 건강 

증진효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성과기반 인센티브가 효과성 측면에

116) 물론 인센티브가 중단된 후에도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난 몇몇 사례들도 존재함. 대표적

으로 Charness and Gneezy(2009) 참조

117) Volpp et al.(2009)

118) Nathan A. Barleen, Mary L, Marzec, Nicholas L. Boerger, Daniel P. Moloney, Eric M. 

Zimmerman, and Jeff Dobr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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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참여기반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개인들이 성과기반 인센

티브의 목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잘 몰

라서일 수 있다. 따라서 성과기반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인센티브 제공자는 개인들

이 인센티브의 기준과 성취방법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 인센티브 효과의 지속성 문제

금전적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

한 것은 인센티브 효과의 지속성에 관한 것이다. 최근 많은 실험결과를 모아서 분석

한 메타분석에 따르면,119) 금전적 인센티브는 생활습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한 이후에는 3개월까지만 그 효과가 유지되

었고 3개월 이후부터는 인센티브 제공효과가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이 연구는 최소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제공된 사례들만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인

센티브가 제공되는 기간이었던 6개월부터 18개월까지 금전적 인센티브에 따른 생활

습관의 개선 효과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동안은 장

기간이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센티브 효과의 크기는 목표로 삼은 행

위, 제공된 인센티브의 규모와 인센티브 획득 가능성, 인센티브 수령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효과를 최대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금액을 매주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보다 간헐적이더라도 더 긴 기간 동안 제공하

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120)

119) Eleni Mantzari, Florian Vogt, Ian Shemilt, Yinghui Wei, Julian P.T. Higgins, Theresa M. 

Marteau(2015)

120) Carrera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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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기업 건강생활서비스의 인센티브 평가와 시사점

2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대다수가 건강생활관리와 질병관리 서비스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분 인센티

브를 부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인센티브 제공방식을 참여기반에서 성과기반으로 변

화시켜왔다. 이렇게 기업들이 성과기반 보상을 많이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성과기반 

보상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오바마 케어의 영향이 크다. 

최근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건강생활서비스의 인센티브 효과성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의료비 절약 측면에서는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

표적인 RAND 보고서에 따르면,121) 인센티브가 충분한 의료비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은 건강생활관리와 질병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 지출이 1인당 매달 $30 정도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87%가 질병관리의 효과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전

체의 ROI(Return-On-Investment)가 $1.5($1 투입 당 이득)였는데, 질병관리는 $3.8인 

반면, 건강생활서비스는 $0.5에 불과하였다. 건강생활서비스가 결근을 줄이는 효과

는 확실하게 나타났으나 의료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첫째, 모든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의 일부만이 폐암 예방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비만과 같은 생활습관적 위험요인은 오랜 시간 후에 당뇨와 같은 의료

비 부담이 큰 질병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단기적 평가로는 그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의 고용주들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증

가시켜 왔지만 근로자들의 프로그램 참여는 더디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0%의 근로자들이 건강생활관리와 질병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 어떤 

121) Mattke, Soeren, Hangsheng Liu, John Caloyeras, Christina Y. Huang, Kristin R. Van 

Busum, Dmitry Khodyakov and Victoria Shier(2013),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2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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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더라도 오직 42% 만이 주어진 

인센티브의 최대치를 받고 있다.122) 또 다른 서베이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의 87%가 

건강생활관리와 질병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금연이나 비만관리와 

같은 건강생활관리 프로그램에는 5~10% 정도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123) 

한편, 인센티브 제공방식이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경우 근로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인센티브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문제도 있다. 그 결과 근

로자들이 더 이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조건인 건강에 좋은 행위들을 덜 가치 있게 

여기는 결과도 가져왔다. 게다가 일부 고용주들은 건강과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행

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애초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는 문제점 역

시 지적되고 있다.124) 

기존 인센티브를 재평가함을 통해 비용이 덜 들면서도 지속적인 생활습관의 변화

를 달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에 인센

티브의 설계에 행동경제학을 적용하여 비용대비 효과성을 높이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음에 별도의 제목으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이러한 미국의 다양한 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로, 건강생활서비스가 

흡연, 비만, 운동부족 등의 건강위험요인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건강생활

서비스의 목표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면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로, 건강생활

서비스는 의료비 절감효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생활서비스의 인센티브에 

무리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122) Levin-Scherz(2017)

123) National Business Group on Health와 Towers Watson의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임; 

Nyce S.(2010)

124) https://www.willistowerswatson.com/en/insights/2016/04/2015-2016-staying-at-work-united-

states-research-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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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인센티브의 설계: 행동경제학적 접근

기존의 인센티브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관점에서 제공되었

고, 이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란 가정하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모델이다.125) 하지만 사람들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고 다양한 편향

을 가지고 행동한다. 행동경제학은 이러한 개인들의 편향성에 관한 이론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설계할 때 보상과 행위의 변화를 거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심리

학적인 접근을 취한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비용 대비 효과

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편향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설계할 경우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의료와 같이 재원문제가 심각한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행동경제학의 다양한 편향 개념들을 인센티브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우선, 인센

티브 제공 전략에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편향이 현재편향이다. 현재편향은 먼 미

래의 이익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더 크게 생각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는 당장의 사소

한 행위들이 누적되어 가져오는 먼 미래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현재편향은 당장의 불편함의 비용을 미래의 보험료 할인과 같은 

이득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연간 보험료 할인과 같은 보상 방식은 비용대

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작더라도 눈 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잦은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보상의 경우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체육관에 간 행위를 기준으로 연말에 리베이트를 받거나, 보험료 할

인을 받는 것은 매번 체육관에 방문할 때마다 작지만 상징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작을 수 있다. 짧은 기간에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

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즉, 한 달에 1kg

감량 목표가 1년 동안 12kg 감량 목표보다 성취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두 번째는 행동경제학에서 개인들은 이득보다는 손실을 훨씬 크게 평가하는 편향

125) Asch(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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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이는 인센티브 제공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인 ‘역선택’을 해결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의 효과는 이미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정작 비용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주

요한 타겟은 평소에 건강한 생활습관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는 일종의 역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인센티브 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역선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126) 1년에 헬스장에 120번 이상 가는 사람에게 $150를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회사가 있었다. 그 프로그램은 이 한 가지 기준으로만 보상을 실시하였다. 즉 

110번을 간 사람은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미 1년에 100번 정도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은 헬스장에 전혀 가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문제

는 헬스장에 1년에 한 번도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1년에 120번이라는 인센티브 제공 

기준이 매우 높게 느껴져서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금전적 보

상은 1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대신 일어나 운동

하러 가는데 한 번에 $1.25는 너무 작은 보상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러한 역선택 문제는 행동경제학의 직관을 사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나의 사례 연구는 하루 7,000보 걷기 운동을 독려하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실

험하였다.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인센티브 없이 자신들이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보통의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루 7,000보 걸었을 때 $1.4를 보상하였다. 세 번째 그룹에게

는 초기에 가상의 계좌에 매달 $42(하루 $1.4)를 넣어주고 매일 7,000보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을 시 $1.4씩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합리적으로 생각

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이지만 실제 실험결과는 전혀 다

르게 나타났다. 두 번째 그룹은 대조군인 첫 번째 그룹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걷기를 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손실을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제공한 

세 번째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50%p 더 걷기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127)

126) George Loewenstein, David A. Asch, and Kevin G. Volpp(2013)

127) Patel, M., Ash, D., Rosin, R., Small, D., Bellamy, S., Heuer, J. … Volpp, K.(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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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128) 개념은 사람들이 금전적 보상을 어

떻게 생각하는가에 영향을 준다. 전체 보험료에서 $100 할인은 크게 느껴지지 않지

만, 따로 $100를 받았을 때는 훨씬 크게 느낀다. 동일한 액수의 금전적 인센티브라 하

더라도 인센티브가 더 큰 총액(여기서는 전체 보험료)과 비교되었을 때는 인센티브 

액수만 제시되었을 때보다 그 효과가 체감된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경제학적 개입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되

기도 한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적 개입 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는 아직은 확실하게 정립

된 상태가 아니어서 향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4. 효과적 인센티브 설계 원리

가. 효과 지속성을 최대화

건강생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최대한 장기적으로 효과가 유지되어 생

활습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인센티브의 지속성 측면에서 비

교해 볼 때 동일 보상액을 매주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간헐적이더라도 인센티

브의 제공 기간이 길수록 효과적이었다.129) 걷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만보기 결과

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인센티브 총액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액수의 인센티브 지급이 점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인센티브 구조보다는 

128) 도모노 노리오는 행동경제학에서 심적 회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사람들이 

금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한 요인이나 선택대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

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좁은 프레임을 만든 다음 그 프레임에 끼워넣

어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리처드 쎄일러는 이 같은 프레임을 기업의 회계장부나 가정의 

가계부에 비유하여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라 이름 지었다” 

129) Carrera et al.(2015); 이 연구는 최근 포츈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운동하는 경우 보상하는(행위기반 보상) 인센티브 효과를 비교함. 동일한 재원의 인센

티브를 8주 동안 매주 제공하는 것보다 제공하는 주를 무작위적으로 8번 선정하되 총 

16주 동안 제공하는 방식의 운동증진 효과가 더 좋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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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30) 

나. 개인의 건강생활습관 변화단계별 차등화

인센티브 제공의 목적을 건강생활 실천 인구 규모 확대(Extensive Margin)와 장기

적인 건강생활의 습관화(Intensive Margin)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131) 건강생활 실천 

인구 규모 확대는 건강생활을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단 건강생

활 실천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인 반면, 장기적인 건강생활의 습관화(Intensive 

Margin)는 가끔씩이라도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건

강생활을 습관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센티브 설계는 건강생활서비스 대상

자의 건강생활 실천 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건강생활 실천 단계를 평가하

는 방법은 다이론 통합모형의 변화단계 이론을 참조할 수 있다. 

건강생활을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단 건강한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

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며 이러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할 필

요가 있다.132) 초기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현금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3) 

건강생활을 습관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긴 기간 동안 제공하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간을 최대

한 늘리기 위해 무작위적으로 제공 시점을 정하거나 복권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

이 고려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변화단계에 따라 달성에 효과적인 인센티

브 제공방식을 발견하기 위해, 포츈 500대 기업 중 하나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소개하

고자 한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운동하는 경우 최대 $160의 동일한 현금 인센티브를 

130) Bachireddy et al.(2017)

131) Carrera et. al(2015)

132) 건강생활을 시작할 유인을 제공하는 사례 연구로 Charness and Gneezy(2009)와 

Acland and Levy(2015) 참고

133) Carrera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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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건강생

활 실천을 인구 규모 확대(Extensive Margin)에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식을 찾기 

위해 초기에 현금을 많이 주는 인센티브 구조(일주일에 처음 두 주 동안 매회 $25를 

제공하고 나머지 6주 동안 매회 $5씩 제공)와 장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주는 인센티

브 구조(일주일에 두 번 이상 체육관에 가는 경우, 매회 $10씩 8주간 제공)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건강생활을 시작하는 데 미친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생활 

규모 확대 측면에서 초기 제공하는 액수의 규모가 크든 작든 일단 현금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것 자체가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적절한 인센티브 수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생활서비스의 인센티브 제공 수준은 보험회사의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는 인센

티브의 상한선을 기존의 건강보험료 20%에서 30% 수준으로 인상시켰으나134) 한국

의 경우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보험회사의 

비용 대비 편익 수준은 기업에 비교해서 작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생

활서비스는 의료비 지출 감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건강생활서

비스의 효과는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의 감소뿐만 아니라 근태와 생산성 증진 등도 포

함된다. 

보험료 할인 혹은 보조금 형태의 인센티브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

험의 비용과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장기간 동안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인센티브 제공이 보험

료 인상으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절감효과를 충분

히 검토하고 절감 효과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센티브 비용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134) U.S. Departments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Labor and the Treasury(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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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센티브 제공 목표별 적정 유형

인센티브 제공의 목표는 건강생활 실천 인구 규모 확대(Extensive Margin) 및 장기

적인 건강생활의 습관화(Intensive Margin)가 있을 수 있다. 인센티브 유형과 연계시

켜 보면 참여 및 행위 기반 인센티브가 건강생활 실천 인구 규모 확대에 적합하고, 장

기적인 건강생활의 습관화에는 성과기반 인센티브가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건강생활 실천 인구 규모 확대가 목표라면 비교적 관리가 쉬운 건강검진 참여 혹은 

금연 프로그램 완수와 같은 행위 기준에 근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 측면

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건강생활의 습관화가 목표인 경우는 맞춤형 건강생활서

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적합한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마. 인센티브 제공 시 주의할 점

인센티브를 통해 동기유발이 가장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이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건강한 계층보다 인센티브 혜택을 오히려 적게 받는 형평성 문제

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의 비차별적 웰니스 프로

그램 법규(Nondiscriminatory Wellness Programs in Group Health Plans)135)에서 합리

적 대체기준(Reasonable Alternative Standards)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건강상

태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인센티브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개인들도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설정하

고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또한, 건강생활서비스와 인센티브의 재원을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경우 이는 보험

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건강군에서 위험군으로 비용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보험상품을 통해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비용을 부담

하도록 하고, 인센티브 제공 규모도 의료비 절감을 통한 보험금 지출 감소의 예상 범

135) Incentives for Nondiscriminatory Wellness Programs in Group Health Plans; Final Rule. 

45 C.F.R. §146-14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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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건강습관 개선을 위해 건강생활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에 기반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할 경우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개인건강정보 보호 장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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