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해외 사례

이 장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공

공성의 정도가 서로 상이한 네덜란드, 독일, 영국의 민영건강보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국가별 민영건강보험 특징

가. 네덜란드15)

네덜란드의 공적 건강보험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고용에 기반한 질병금고를 기본

으로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했다. 하지만 질병금고는 부유

층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부유층은 민영건강보험을 이용하였다. 즉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체계는 공적 건강보험과 정부의 규제와 후원이 적은 자발적 민영건강보험

이라는 두 가지 축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2006년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체계는 급격한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기 위하

여 1980년대부터 논의되었던 공·사 단일체계로 통합되고 공적 건강보험에도 민영

건강보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위험관리기금의 역할을 하는 정부의 건

강보험관리위원회(CVZ)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민영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위원회

에서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기본보장을 전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6

년 개혁 후 네덜란드의 민영건강보험은 고소득층을 위한 집단가입형태로 국한되었

던 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면서 시장이 커지게 되었다. 

15)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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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독일 의료체계는 공적 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이 나란히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

다.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은 1883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생산직근로자 일반을 대상

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사무직 근로자, 공무원 등 타 직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

고, 2009년 1월 전 국민이 공적 건강보험 또는 민영건강보험의 어느 하나에 가입하

도록 의무화하면서 전 국민 보험시대로 접어들었다. 

독일은 사회보장 기능으로서 공적 건강보험(GKV)16)이 우선하고 민영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인 대체형(PKV)과 임의가입인 보완형이 운영되고 있다. 연간 57,600유로(약 

7천 5백만 원, 2017년 기준) 이상 고소득자, 자영업자, 특수 직업 종사자(공무원 등) 등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공적 건강보험과 대체형 민영건강보험 중에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며 이 중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전체 인구의 11% 정도가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공적 건강보험은 전체 인구의 87%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자(피보험자)들의 구성을 

보면 일정 소득(연 57,600유로) 이하 근로자, 무직자, 퇴직자, 학생, 예술가, 농부 등이다. 

현재 44개 건강보험회사가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DeBeKa(비영리 협동조합) 14.6%, DKV 13.3%, Allianz 8.9%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림 Ⅳ-1> 독일 보험회사 민영건강보험(대체형, 보충형) 시장점유율 

 

                                     자료: Munichre(2016)

16) Die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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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체형의 경우 건강보험협회에서 권장하는 최소보장영역(Minimum benefit 

list)을 만족하고, 연간 공제금은 최대 5,000유로 하에서 설계하는 등 정해진 일정 기

준을 준수하여 상품을 설계하되, 보장 영역에 따라 차별화된 패키지 플랜을 제시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유형은 기본형(Basis), 표준형(Standard), 고급형(Top-level) 등 

3단계 구조로 나눠지는데, 기본형의 경우 공적 건강보험 수준의 보장 구조로 가입자

는 별도의 계약심사(Underwriting)를 거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다. 고급형17)의 경

우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영역 이상의 포괄적인 보장 구조이고 표준형은 기본형과 고

급형을 절충한 구조로 보험회사별 차별화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고급형과 표준

형의 경우에는 기본형과는 다르게 계약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 

보충형의 경우 공적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추가적인 보장니즈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으로, 병원선택치료보험, 외래진료보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다. 영국

영국의 민영건강보험(PMI)은 공적 건강보험(NHS) 급부 보완형 또는 중복형으로 

불리며, 공적 건강보험과 유사한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민영건강보험이 

중복형이라 불리는 이유는 영국의 경우 전 국민이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공적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유사한 보장을 제공하

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에 비해 급성질환,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병원 대기시간이 짧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

급하는 구조이다.

영국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 건강보험과 유사한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므로 보험료가 높다. 따라서 개인보험보다는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시

17) 1인실 입원비 보장, 치과 등에 낮은 자기부담금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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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형성되어 있다. 회사는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복지 제공 차원과 세

제혜택 등의 목적으로 단체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다. 

구분 단체 개인 전체1)

증권수(건) 3,070,000 952,000
4,022,000

(690만 명)

비중 76.3% 23.7% 100.0%

수입보험료(억) ₤29.0 ₤18.1 ₤47.1

평균보험료(연) ₤1,023 ₤1,909 ₤1,233

월납(만 원)     12.8   23.9   15.4

<표 Ⅳ-1> 2015년 영국 민영건강보험 시장 규모

주: 1) 평균보험료는 가중평균 값, 월납 보험료는 환율 1,500원 적용

자료: LaingBuisson’s Health Cover, 13th ed

그리고 상위 4개사가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분 Bupa Axa Aviva Vitality 기타

시장점유율 38% 27% 14% 10% 11%

<표 Ⅳ-2> 영국 보험회사별 민영건강보험 시장점유율  

자료: Laing and Buisson(2015)

영국의 민영건강보험 상품은 진단,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종합보험(Comprehensive) 

및 치료와 사후관리(Treatment and Care) 중심의 상품(진단비 미보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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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합보험

(Comprehensive)
치료관리보험

(Treatment and Care)

정의
진단, 치료, 사후관리 모두를 

포함한 종합 보험

진단비용은 미보장하며 치료, 
사후관리 비용만 보장

보장

항목

- 통원상담비용: 통원 시 상담비용 보장

- 통원치료비용: 통원 시 발생하는 치료비용 보장(예: 물리치료)
- 치료목적의 검사비용: 증세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비용

  * T&C 상품은 특약 항목

- 통원 시 MRI, CT, PET 스캔: 통원 시 발생하는 MRI 등 비용

  * T&C 상품은 특약 항목

- 자녀입원 시 부모동반 비용: 부모에게 발생하는 부대비용 보장

  * 단, 16세 미만 자녀이며 외과적 수술환자에 한해 부모 한명 보장

- NHS암보장플러스: NHS에서 암진단 후 NHS에서 받을 수 없는 방사선 치료, 
수술 등 보장

- NHS현금혜택: 사립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NHS 이용 시 현

금지급

특약
- 재택치료 및 요양: 사립병원 입원치료 후 자택요양비용

- 민영구급차 이용: 구급차가 의학적으로 필요 시 비용보장

보장

제외

 ∙ 노화, 폐경  ∙ 에이즈  ∙ 시력교정술  ∙ 유행병  ∙ 알레르기 

 ∙ 피임, 임신, 출산  ∙ 성전환  ∙ 수면장애  ∙ 만성질환  ∙ 해외발생의료비  
 ∙ 만성적인 정신건강  ∙ 재활 보조기구  ∙ 치료에서 비롯된 합병증 

 ∙ 기왕증  ∙ 학습, 행동, 발달 장애  ∙ 방사능오염, 전쟁, 폭동  ∙ 요양비용  
 ∙ 예방목적의 치료  ∙ 미용, 체중감량  ∙ 청각장애  ∙ 말더듬이  
 ∙ 치과, 구강치료  ∙ 원격진료  ∙ 투석  ∙ 통원치료 혹은 가정 내 이용목적의 약 등

 ∙ 미인가 시설 및 의료 공급자  ∙ 실험적인 약물 혹은 시술 등

<표 Ⅳ-3> 영국 민영건강보험 주요 보장내용 

자료: Aviva(2016)

한편 영국의 민영건강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 서로 다른 인수심사 방식을 적

용 중이고 개인보험의 경우 고지의무 방식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단체보험

은 개인별 인수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조직 인력의 인원 수 등 비인적 요소로 인수를 결

정한다.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완전의료(Full medical) 방식과 고

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고지유예(Moratorium)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지유예 

방식은 완전의료 방식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회사의 인수심사 비용을 절감하

기 위해 고안되었다. 고지유예 방식은 고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가입 전 5년 동

안의 기왕증 발생 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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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단체보험
- 개인별 언더라이팅은 적용하지 않음

- 조직 인력의 인원수 등 비인적 요소로 결정

개인보험

- 완전의료

- 개인별 병력 히스토리 등 중요사항 고지의무 부가

- 건강상태에 따라 인수거절 및 부담보 결정

개인보험

- 고지유예

- 가입 시 병력 히스토리에 대한 고지의무 없음

  (고지의무를 받지 않는 대신 가입 전 5년 동안의 기왕증 발생 시 미보장)
- 다만,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개별 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조

사함

  (기왕증이라도 2년간 미발생 시 보상, 2년 내 발생 시 면책기간 2년 재산정)

<표 Ⅳ-4> 영국 민영건강보험 인수심사 종류

자료: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2017)

2. 국가별 민영건강보험 상품 구조

가. 보험료 세분화

보험료산출체계는 지역요율(Community rating)과 위험반영(Risk loading)요율

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요율체계는 피보험자 개인의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

라 일정지역 내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체계이다. 지역요

율체계는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및 갱신이 보장되고 예외조항 부가가 금지된다. 또

는 수정된 지역요율체계(Adjusted community rating)도 운영된다. 한편 전체 피보

험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역선택이 발생하기 쉽다. 이 때문에 보

험회사 간 보험료를 재분배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지역요율을 적용하는 주요 모티브는 동등성 제고로, 가입률을 높게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개별 피보험자별로 보험료 산출이

나 가입심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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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요율

- 피보험자 간 동등성 제고, 가입률을 높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목적

- 피보험자별 보험료 산출이나 계약심사가 불필요하여 사업비 절감 효과

- Risk Equalization Mechanism을 통한 보험회사 간 보험료 재분배

위험반영요율체계은 개별 피보험자에 대하여 위험의 정도를 반영한 보험료를 적

용하는 체계이다. 주로 보험가입 시 성별, 연령, 건강상태, 지역 등 위험의 정도에 영

향을 주는 요소별로 세분화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또한 위험반영요율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입심사를 통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심사과정에서 음

주, 흡연 등 라이프스타일이나 진료이력이나 가족력 등 의료정보 등을 반영하여 건

강상태별 보험료를 할인·할증하기도 한다. 가입 후 보험금 청구이력에 따라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차기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도 위험반영요율체계의 일부이다. 

한편 위험반영요율이더라도 위험에 따른 요율세분화는 해당 지역의 규제나 문화

에 따라 제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EU는 2007. 12. 21부터 보험료와 보험보장급

부에 대한 성별 간 차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채택(Unisex Tariff)하였다. 이에 EU 

국가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 상품의 보험료 산출 시 성별 차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험반영요율

- 피보험자 간 형평성 제고,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 가입 시 연령, 건강상태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 가입심사과정에서 라이프스타일, 의료정보 등을 반영하여 할인·할증

- 보험금 청구이력에 따른 보험료 환급 또는 보험료 할인

1) 네덜란드 통합형 민영건강보험

네덜란드는 공적 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이 통합 운영되므로 민영건강보험이라 

할지라도 건강위험에 따른 피보험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단 가입거절을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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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보유 피보험자 중 만성질환자 및 고비용 피보험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가 

지원해주는 위험평준화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기금을 통해 보다 건

강한 피보험자의 기여금으로 덜 건강한 피보험자에게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위험

평준화 시 고려 요인은 피보험자의 성, 연령, 수입형태,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보험, 질환자의 최근 의료비 지출내역 등이 있다.

<그림 Ⅳ-2>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재원 흐름과 위험평준화제도

자료: 정성희(2017)

2) 독일 대체형 민영건강보험

독일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은 위험요율을 적용한다. 보험료 산출요소18)로 가입 연

령과 가입단계 건강상태를 반영하며, 이외에 성별, 지역 등에 따른 차별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예전 민영건강보험은 다양한 요소로 보험료를 차별하였으나  2009년 1월 

전 국민이 공적 건강보험 또는 민영건강보험의 어느 하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면

서 연령과 가입단계 건강상태만을 반영한다. 민영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이 강화되었

기 때문이다.

18) 공적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기준 정률방식(2016년 기준 14.6%)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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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중복형 민영건강보험

영국의 감독 체계는 고객 간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원칙 중심 규제로 보험회사의 

보험료 산정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다. 영국의 중복형 민영건강보험은 위험

요율을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1년이며 보험회사는 계약심사를 통한 인수거

절이 가능하다. 

영국 민영건강보험의 보험료 결정요인은 크게 보장범위, 인수심사 방법, 위험요

소, 상품옵션 등 네 가지로 분류 가능하며 각 결정요인은 보험회사별로 상이하게 적

용하고 있다. 

영국 보완형 민영건강보험 보험료 산출요소

- 보장범위: 종합보험 vs 치료관리보험

- 인수심사 방법: 완전의료 vs 고지유예

- 위험요: 연령, 이용가능 병원 목록, 거주지역, 최초가입/갱신 여부

- 상품옵션(보장 확대): 대채의학, 정신과 치료, 재택치료, 치과 및 안경

- 상품옵션(보험료 절감): 외래한도, 연간공제

먼저 계약자가 구매한 보험상품이 종합보험이냐 치료관리보험이냐에 따라 크게 

구분된다. 단, 회사별로 상품의 보장범위를 구분하는 명칭은 서로 다르다. 다음으로 

계약심사가 완전의료 방식이냐 고지유예 방식이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난다. 동일

한 조건이라면 고지유예 방식이 완전의료 방식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그리고 연

령, 이용가능 병원 목록, 거주지역, 가입경력 등 피보험자의 위험요소별로 보험료를 

세분화한다. 단 세부 구분은 회사별로 상이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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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연령별 요율

 ∙ 연령 구분은 하나 성별 구분은 하지 않음

 ∙ 연령별 요율을 달리 반영하고 있음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

이용가능 병원 List

 ∙ 주요 병원만 이용, 전체 병원 이용 등으로 구분

 ∙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시 이용할 병원에 따라 요율 상이

  *사립병원을 주요 병원, 전체 병원 등으로 구분

   (병원과 제휴를 하기 때문에 중요 요소)

거주지역

 ∙ 우편번호로 요율 구분

 ∙ 거주지역에 따라 GP, 대기기간 등 상이, 요율 세분화 요소로 활용

  *영국은 거주지역 내 GP 등록이 의무화 돼 있어 지역코드 활용 가능

최초 가입 / 변경 

여부

 ∙ Bupa는 선택효과 기간을 3~5년으로 판단

 ∙ NCD 할인을 최초 가입 시부터 적용함

  *최초 가입자의 경우 선택효과를 반영한 할인요율 적용, 회사 변경은 

무사고기간 선택

<표 Ⅳ-5> 영국 민영건강보험 위험요소 분류

자료: Aviva(2016)

마지막으로 대체의학, 정신과 치료, 재택치료, 치과 및 안경 등 보장확대 옵션과 

외래한도 및 연간공제 설정 등 보험료 절감 옵션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구분 주요 내용

대체의학 등
 ∙ 대체의학 치료 사용 가능으로 GP 추천 가능

  *민간요법, 단식요법 등

Protected NCD  ∙ NCD가 3단계 이상 하락 예상 시 하락 보호(1회 한정)

정신과 치료
 ∙ 정신과 입원치료 및 전문가 상담비용 등

  *최대 28~30일 한도

재택치료
 ∙ 필요시 재택 요양비용 전액 보장

  *보험회사 동의 필요

치과 및 안경  ∙ 안경비용 및 상해로 인한 치과, 정기진료 등 보장

외래 한도
 ∙ 보험료를 축소하기 위해 외래의 보장 한도 금액 설정

  *외래한도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암치료는 미적용

연간공제

(Excess)

 ∙ 연간공제 금액을 다양하게 고객이 설정 가능

  *1년 기준으로 설정되며 갱신 시 재시작

  *영국은 연간공제 개념만 있으며 한국과 같은 Deductible은 없음

<표 Ⅳ-6> 영국 민영건강보험 상품옵션 종류 예시

자료: Aviva(2016)



50 연구보고서 2018-6

나. 보험료 차등제도

1) 네덜란드 통합형 민영건강보험

네덜란드의 경우 2006년부터 건강보험제도에 보험료 환급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8년 이후 자기부담금 의무제로 전환하였다. 2006년 도입된 보험료 환급제도는 

일 년 동안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255를 

환불, 일 년 간 청구금액이 €255 미만일 경우 그 차액19)만큼 환불해 주며, 이때 일차 

진료(GP care), 임산부 진료(Obstetric care and Maternity assistance) 등과 관련한 

청구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만성질환자 등 필수적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대상에 대한 차별적이라는 비판과, 의료이용시점과 환급시점 간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한 이후에 보험료 환급을 받기 때문에 의료이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제한

적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08년부터 연간 누적 자기부담금제도로 전

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독일 대체형 민영건강보험

독일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일 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 2~3개월, 

최대 4개월 치의 납입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보험료 환급제도(Premium Refund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 보험계약자는 소액 의료비를 연말까지 청구

하지 않고 기다린 후 보험료 환급액과 누적 미청구 금액 간 크기를 비교해서 청구 여

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료 환급 재원을 위해 별도의 준비금

(Reserve for Premium Refund)을 적립해야 하고 이를 연차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Allainz의 경우 처음 1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의 15%를 환급하

는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 해에도 청구하지 않으면 20%, 3년 연속 미청구 시 25%, 4

년 연속 미청구 시에는 30%까지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 2018년부터 연간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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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독일 Allianz 보험료 환급제도 사례  

                              자료: 정성희(2016. 12)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금 청구 시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어떤 보험계약자가 지난해 보험료의 30%를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환급되는 보험료는 없으며, 다음 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의 15%만을 환급받는다. 반면 이 보험계약자가 올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올

해는 보험료의 30%를 환급받으며 다음 해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시 보험

료의 30%만 환급받을 수 있다. 즉 <표 Ⅳ-7>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보험계약자의 환

급금은 올해 보험금 청구 여부에 따라 최대 6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보

험금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보험계약자는 올해의 환급금뿐만 아니라 누적적인 환급

금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구분 올해 2년 3년 4년 5년 합계

올해 보험금 미청구 시 30 30 30 30 30 150

올해 보험금 청구 시 0 15 20 25 30 90

주 : 올해 보험금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4년간 보험료 미청구를 가정함

<표 Ⅳ-7> 보험금 청구 여부에 따른 누적 보험료 환급금 규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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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중복형 민영건강보험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차년도 갱신보험

료를 할인해 주는 무청구자 할인(No Claim Bonus/Discount)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할인단계를 적용되는 할인율 수준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하고 일정 기간(통상 1

년)동안 보험계약자의 사고 또는 청구 실적에 따라 차년도 갱신보험료의 할인율이 

정해진다. 영국 최대 건강보험회사인 Bupa20)의 경우 할인단계를 총 14등급으로 분

류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70%까지 차등

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보장급부21)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할인 

폭을 축소하지 않는다. 가입시점 할인 단계는 피보험자의 과거 민영의료보험 가입경

력, 사고이력 등 이전 보험회사의 할인이력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전년도 보험금액 할인단계 변동 수준
할인
단계

할인율
(%)

할인
단계

할인율
(%)

할인
단계

할인율
(%)

￡0(0원)
할인단계 1단계 상승

(할인율 증가)
1 0 6 40 11 62

2 10 7 45 12 65

~￡250(42만 원)
할인단계 1단계 하락

(할인율 감소) 3 20 8 50 13 68

~￡500(84만 원)
할인단계 2단계 하락

(할인율 감소)
4 27.5 9 55 14 70

￡500(84만 원) 
초과

할인단계 3단계 하락

(할인율 감소)
5 35 10 59 - -

자료: 보험연구원(2016)

<표 Ⅳ-8> 보험료 할인제도 모형 사례: 영국 BUPA

         <할인단계 운영기준>                       <할인단계별 할인율 수준> 

20) 영국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총 3,200만 명의 계약자를 

보유하고 있음

21) 해외여행치료, 주치의(General Practitioner) 상담료, 국립병원 입원비, 재택 간병비, 출산비용, 

건강검진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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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Vitality Health의 경우 무청구자 할인제도를 피보험자의 건강상태(Vitality 

status)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적용 할인율에 추가하여 다이어트, 금연, 운동 

등에 따라 부여되는 피보험자별 바이탈 포인트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할인된다

(<그림 Ⅳ-4 참조>). 한편 영국의 WPA(Western Provident Association) 보험회사

는 보험료 차등제 대신 일정 청구금액까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Ⅳ-4> 영국 Vitality Health 보험료 할인제도 모형 사례  

            자료: 보험연구원(2016)

다. 비용공유

1) 공제와 한도

보험상품에서는 계약자·의료공급자의 의료쇼핑·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상품설계 

시 다양한 비용부담금(Cost Sharing)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 노출 가능

성이 높은 급부에 대해서는 보장 횟수나 보장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독일 민영건강보험의 사례를 보더라도 선택치료(의치 등)일수록 자기부담금 규모

가 크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택치료에 가까운 안과치료, 대

체치료 등에 대해서는 보장기간과 보장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심리치료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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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도한 횟수라고 볼 수 있는 30회 이상의 경우에는 30%의 자기부담금이 설정되

어 있다. 

구분
기본형

AktiMed ®
표준형

AktiMed ® Plus
고급형

AktiMed ® Best

외래 100% 100% 100%

심리치료
1~30회: 100%
31~50회: 70%

1~30회: 100%
31~50회: 70%

1~30회: 100%
31회 이상: 70%

안과치료 24개월 내 150유로 24개월 내 150유로 24개월 내 400유로

치료제 100% 100% 100%

치과치료 및 예방 100% 100% 100%

인레이  75%  75% 100%

의치  75%  75%  85%

공제액 10%, Max 500유로

월평균 보험료 Ab 202 € Ab 230 € Ab 297 €
자료: Allianz, Private Krankenversicherung im Überblick - Krankenversicherung für Selbstständige

<표 Ⅳ-9> 독일 대체형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및 공제액

2) 연간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줌으로써 병원 이용이나 보험금 청구 결정에 신중해지도록 한다. 그리고 보험금이 

자기부담금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소액청구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에게도 자기부담금 이하의 치료비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보험회사의 소액청구 처리비용 절감 효과도 보험료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의료이용 건별로만 적용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분

기나 연간(누적) 자기부담금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누적 자기부담금의 적용

이 도덕적 해이 방지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은 연간 자기부담금을 50유로에서 5,000유로 사이에

서 보험계약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특정 보장(예: 안경)에 대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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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자기부담금과 한도의 설정이 가능하다. 연간 자기부담금의 보험료 절감 효과도 

상당히 크다. 2015년 자료에 의하면 33세 보험계약자가 300유로의 연간 자기부담금

을 설정한 경우 보험료의 15.69%, 600유로인 경우 보험료의 33.10%, 1,700유로인 

경우에는 60.25%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 Ⅳ-5> 독일 민영건강보험 연간 공제금 보험료 절감 효과  

자료: Association of German private healthcare insurers(2015)

네덜란드는 2008년 이후 연간 자기부담금22)까지는 의무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도

록 하는 자기부담금 의무제(Compulsory Deductible)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연간 

자기부담금에 일차 진료, 임산부 진료, 22세 이하 치과 치료 등은 제외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장기간병시설 이용자 등은 매년 의무적 자기부담금 부담에 대한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의 중복형 민영건강보험은 건별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간 자기부

담금만 적용하고 있다. 연간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금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 갱신 시마다 새로운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22) 2009년 €155, 2010년 €160, 2017년 €385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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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일 대체형의 평준보험료23)

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1년 갱신보험료를 적용하는 것과는 다

르게 매우 독특한 평준보험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적 건강

보험과 유사한 성질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독일의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은 공적 건

강보험의 담보범위와 유사해야 하며 생애 마지막까지 담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료가 연령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가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보험료가 연령의 

증가를 이유로 증가한다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고령자는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

는 수준으로 높아져 보험계약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평준보험료 방식이다.

독일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의 조건

- 생애 보험 보장: 생애 마지막까지 담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 공적보험과 유사성: 담보범위가 공적 건강보험의 담보범위와 유사해야 한다.
- 평준보험료: 보험료가 연령의 증가를 이유로 증가해서는 안 된다.

평준보험료 방식이란 Ⅱ장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비교적 수입이 많고 위험

이 적은 장년기에 수입이 적고 위험이 높은 노령기를 대비하여 미리 보험료를 납부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평균적인 보험료에 비해 자연보험료가 낮은 장년기에 

그 차이를 적립하였다가 자연식 보험료가 평균적인 보험료보다 높아지면 그 적립금

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평준보험료를 적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미리 받은 보험료를 적립해야 하고 이는 연령준비금의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 

이러한 방식은 보험료가 일정하여 계약자가 안정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위험이 크다. 왜냐하면 평준보

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위험률을 예측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

23) Erich Schneider; Rainer Fühaupter, Claudia Brechtmann의 논문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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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평준보험료를 책정하되 예정과 실제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면 보험료를 조정한다. 이때 보험료의 조정은 연령 증가에 

의한 위험 증가가 아닌 의료수가 인상 폭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고가 신의료 

서비스나 신약 도입 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 조정금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독일 감독당국은 일정이상의 보험료 수준이 유지되도록 매년 보험회사로부터 적

정보험료 산출(Trigger Factor)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3

년간의 경험 손해액과 향후 1년 동안의 예상 손해액 간의 차이를 분석한 보고서로 

감독당국은 그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 보험료 조정을 강제화하고, ±5~10%인 경

우는 보험료 조정을 권고한다. 

또한 노령기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21~60세 동안 연간 영업보험료

의 10%를 추가로 더 부가하고 이를 개별 연령준비금에 적립하게 하고 있다(10% 

Loading).24) 

1) 평준보험료 산출 방법

평준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요소는 이자율, 해약률, 인당 예정보험금, 안전할증, 사

업비 등이다. 위의 요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갱신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안전할증과 사업비는 논외로 하

고 수지상등식 위험보험료의 산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독일의 보험료 산출 방법의 기본은 루삼법(Method of Rusam)이다. 이 방법은 

1930년대 Rusam이 개발한 방법으로 예상 인당 보험금을 연령에 의존하는 부분

(age-profile)과 소위 기준 인당 보험금(Master Claims-per-Capita)이라 부르는 해당 

상품의 보장 수준에 대한 정보를 담는 부분으로 나눈 것이다. 인당 보험금(Claims-

24) 2000년 도입, 2000년 이전 계약의 경우 초년도 영업보험료의 2%에서 시작하여 10%가 될 

때까지 매년 2%씩 증가하여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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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apita)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한 개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의 기댓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정해진 기간은 보통 1년이다. 

루삼법은 인당 보험금을 단순한 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 연령별 위험률의 패턴

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보험금의 변화 요인은 

모든 연령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루삼법의 가정

(1) 연령별 위험률의 패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즉 현재 세인 가입자의 

위험률 와 현재 세인 가입자의 위험률 의 비율 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2) 의료비의 증가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보험금의 변화 요인은 모든 연령에서 동일하다.

이 가정하에서 루삼법은 현재 세인 피보험자의 년 후 인당 보험금  를 

 세의 표준화된 연령별 위험률 부분  과 연령과는 무관한 전체 보험금의 지

급 추이 부분인 의 곱으로 표현한다.

     ×

다음으로 루삼법은 과거의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이용하여  를 산출하는데, 

먼저  를 구하고, 다음으로 를 구하며, 마지막으로 이전 단계에서 구한 

 와 를 이용하여  를 구한다.

루삼법의 예상 인당 보험금 산출 프로세스

1단계: 표준화된 연령별 위험률(Age-profile) 산출

2단계: 실제 기준 인당 보험금(Master claim per capita) 산출

3단계: 기준 인당 보험금 외삽

4단계: 계리적 인당 보험금(Actuarial claim per capita)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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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화된 연령별 위험률(Age-profile) 산출

표준화된 연령별 위험률의 산출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최근 데이터(보통 

직전 3개년 연령별 또는 연령군별 보험금 지급 내역)를 이용해 대략의 연령별 지급

보험금의 비를 구한다. 이때 기준 연령을 정하여 해당 연령의 지급보험금 비를 1로 

한다.

다음으로 위에서 구한 대략의 연령별 지급보험금의 비를 평활화(Smoothing)한

다. 여기서 평활화를 하는 이유는 각 연령별 지급보험금 자료는 어떤 확률밀도함수

를 갖는 확률분포로부터 뽑혀진 표본과 같은 것으로써 이를 평균하여 얻은 값은 변

동성이(Random fluctuation)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무작위로 뽑혀 나온  값들을 

평활화함으로써 변동성을 줄이고 추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평활화하는 방법으로

는 모수회귀분석, 비모수회귀분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나) 실제 기준 인당 보험금(Master claim per capita) 산출

보통 직전 3개 년 동안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도별 총 지급보험금을 

해당연도의 연령 구성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총 피보험자의 수로 나누어 구한다. 

이때 연령별 가중치는 위에서 구한 표준화된 연령별 위험률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단순히 피보험자의 수로 나누지 않고 해당연도의 연령 구성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

는 것은 지급보험금의 변화 중 가입자 군의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연령과는 무관한 전체 보험금의 지급 추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다. 이런 방법으로 각 3개년도의 실제 기준 인당 보험금을 구할 수 있다.

다) 기준 인당 보험금 외삽

위에서 구한 3개년도의 실제 기준 인당 보험금을 이용해 향후 기준 인당 보험금 

값을 외삽한다. 외삽 방법으로 선형회귀분석, 로그회귀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물론 기준 인당 보험금의 특성상 로그회귀분석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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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기준 인당 보험금의 변화는 전체 의료비의 변화 즉, 의료물가상승률을 나타

내며 물가의 상승은 로그회귀분석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그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경우 전체 의료비 증가가 지나치게 높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외삽 방법

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그림 Ⅳ-6> 기준 인당 보험금 외삽 예시 

라) 계리적 인당 보험금(Actuarial claim per capita) 산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당 연령의 표준화된 연령별 위험률과 해당연도의 

기준 인당 보험금을 곱하여 해당 보험년도의 계리적 인당 보험금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현재 40세 말인 피보험자의 5보험년도에 해당하는 계리적 인당 보험금

은 45세의 표준화된 연령별 위험률  과 5년 후 기준 인당 보험금 의 곱으

로 구한다. 

    ×

마지막으로 적정한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구하고 사망률, 해약률 등을 

고려하여 평준보험료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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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조정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독일의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은 어떤 질병이 발생하거나 높은 

비용이 나타났어도 특정 나이에 보장을 중단할 수 없다. 즉 보험회사는 계약을 거부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의료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보

험금 지급이 현재의 예상과 다를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독일의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은 평준보험료를 사용하므로 보험료 조정 시 

준비금의 영향을 받는다. 조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미래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현재가치가 향후 납입할 보험료의 현가와 현재 준비금의 합이 되도록 정한

다. 따라서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준비금이 많이 적립된 가입자의 조정 보험료가 그

렇지 않은 가입자의 보정보험료보다 작게 된다.

총 미래 보험금의 현가 = 총 미래 보험료의 현가 + 현재 보험료적립금

3) 해약환급금 미지급을 통한 역선택 방지 

보험회사가 계약을 거부할 수 없는 체계에서는 보험회사는 항상 균형이 잘 잡힌 포

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가 건강이 나쁜 피보험자는 

남고 건강한 피보험자는 오히려 탈퇴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은 전 국민이 공적 건강보험 또는 민영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적 건강보험으로 옮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건강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

에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바꾸려면 아픈 사람은 새로운 

보험자에게는 추가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탈퇴하지 않는 반면 건강한 사람은 다

른 보험회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탈퇴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계약자의 탈퇴를 금지하면 

된다. 실제로 이는 보험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계약거부 금지와 상응하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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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조치는 법적·사회적 이유로 불가능하다. 이에 독일의 대체형 민영건강

보험은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회사로 이동할 경우 연령 준비금의 일부

만 이전25)하는 방법으로 계약자의 이탈을 막고 있다. 물론 동일 보험회사 내 타 상

품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연령 준비금은 전액 신계약으로 이전된다.

3. 소결

각 국가별 민영의료보험의 특성은 공공부문과 연계된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에 의

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공적 건강보험을 완전히 대체하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표준화된 상품에 지역요율 적용 등 강한 공공성을 요구하고, 보험료 차등제도 실시

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요율 적용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 

간 보험료를 재분배하는 위험평준화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시장성이 강한 중복

형 민영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영국의 경우 다양한 요인으로 보험료를 세분화하고 복

잡한 할인구조를 가지는 보험료 차등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적 건강보험을 부분적으

로 대체하는 독일 대체형의 경우 공공성이 다소 강하여 보장범위, 보험기간 등에 제

한을 두는 등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민영건강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료 세분화

에 건강상태를 반영하며, 다소 복잡한 구조의 보험료 환급제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한 보완형 민영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그 역할

에 비해 공공성이 강조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험료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

며 차등제도 단순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갱신 및 재가입을 거부

할 수 없으며,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25) 2009년 이전까지는 타사로 이동 시 전액 반환되지 않고 기존 보험회사에 귀속되어 손해율 안

정화에 활용되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 일부 이전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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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주요국의 특징 

보험료 산출 방식에서 보면 독일은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평준보험료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영국과 한국은 자연보험료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독일, 네

덜란드 모두 실손의료보험에는 없는 연간 자기부담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은 노령기에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평준보험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일부계층에 대해서 민영건강보험이 공적 건강보

험을 대체하므로 노령기에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다. 이때 평준보험료를 책정하되 예정과 실제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면 보험료

를 조정하며 역선택 방지를 위해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회사로 이동할 

경우 연령 준비금의 일부만 이전한다. 

따라서 노령기 갱신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가능성이 큰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독일의 평준보험료는 좋은 벤치마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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