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공·사 건강보험 연계 사례

1. 개요

가. 민영건강보험 운영 현황

민영건강보험32)은 공적건강보험 제도33)와 보건의료시스템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과의 역할 관계에 따라 각각 보완형(Complementary), 보충형(Supplementary), 대

체형(Substitute)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발전 동

인과 보장하는 급부의 특성도 달라지게 된다.

공적건강보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건강보험은 공보험의 급부를 보완해

주는 보완형(급여본인부담, 비급여)과 공보험의 급부서비스의 질을 보충해주는 보충

형이 있다. 또한 공적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구를 대상으로 공보험과 민영

보험과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대체형이 있다.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의 

급부 보완형(공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비급여 보장)과 공보험 급부의 본인부담금 

보완형이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다(<표 Ⅲ-1> 참조). 

민영건강보험시장에서 보완형(급여본인부담금)이 가장 발달된 국가는 프랑스로 

이는 그 간 정부 주도로 민영건강보험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으로 평가된다.34) 전체 국민의 민영보험 가입률이 94% 이상으로 거의 모

32) 해외에서는 Private/Voluntary Health/Medical Insurance(PHI, PMI, VHI, VMI)로 다양하게 불림

33) OECD 중 그리스, 멕시코,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전 국민 대상

의 건강보장 제도를 시행함

34) 프랑스 정부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보조금 제도(2000), 세금보조금 제도(2005) 도입 등을 

통해 민영건강보험의 시장 확대를 견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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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국민이 민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국, 아일랜드 등 유럽 상

당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

의 민영건강보험은 보충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보완형(공보험 급부 보

완)과 연계하여 판매되기도 한다. 대체형 국가는 미국, 독일 정도로 적용 국가가 점

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대부분 국가의 민영건강보험은 공보험과 경쟁보다는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

는 공보험이 주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 기초하여 급여범위를 보장하는 반면, 민영보

험은 그 이외의 비효율적이고 상대적으로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최병호 2001). 

공공부문과 역할관계 국가
민영건강보험시장 

발전 동인
민영건강보험 
보장급부 특성

보충형

(Supplementary)
유럽 

상당국가

공보험/공적재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질, 
대기기간 등)의 니즈 차이  

서비스 접근 시간 단축

 의료공급자 선택권 확대  

보완형-공보험 

급부보완(비급여)
(Complementary

-services)

한국

독일

호주

일본

공보험공적재원이 제공하는 

보장급부 

범위 제한

 공보험의 보장급부 제외 

의료서비스(안과, 치과, 
물리치료, 대체의학 등)

보완형-
급여본인부담금

(Complementary
-user Charges)

한국

독일

호주

프랑스

공보험/공적재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

공보험 급부의 본인부담금 

대체형

(Substitutive)
독일

미국

전체 국민에서 공보험/ 
공적재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혜 비중

공보험 의료서비스 

수혜 제외 대상 

(공보험과 보장 동일)

<표 Ⅲ-1>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관계에 따른 발전 동인과 보장급부 특성

자료: WHO(2016)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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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역할

총 의료비 지출 중 민영건강보험 비중

≤1% ≤5% ≤10% ＞10%

보충형

불가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오스트리아(34)
벨기에(60)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24)
몰타(21)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영국(9)

조지아

포르투갈

스위스(70)

아일랜드(47)

보완형

- 공보험 

급부보완

-
아르메니아

덴마크(38)
영국(5)

네덜란드(84)
독일(27)

조지아

보완형

- 공보험 

본인부담금

-
덴마크(38)
핀란드(17)

크로아티아(59)
독일(27)

프랑스(90↑)
슬로베니아(84)

대체형

체코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사이프러스(22) 독일(11) -

<표 Ⅲ-2> 유럽 민영건강보험 시장 현황(34개국) 

주: 2014년 기준, ( )는 전체 국민에서 민영건강보험 가입 비중
자료: WHO(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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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독일 (b) 미국

(c) 네덜란드 (d) 호주

(e) 프랑스 (f) 한국

<그림 Ⅲ-1> 국가별 공·사 건강보험 보장 영역 비교(2013년)  

우리나라는 2015년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7.4%로 OECD 평균 8.9%보다 낮은 

수준이며,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55.9%로 OECD 평균(72.7%)

에 비해 낮다. 반면에, 개인부담 비중(36.9%)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35)

이다(<그림 Ⅲ-2>, <그림 Ⅲ-3> 참조). 

35)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45%)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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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주요국 GDP 대비 의료비 지출구조(2015년)

           주: 맨 위의 숫자는 총 의료비 비중임

           자료: OECD Health data

한편 2013년 민영건강보험 비중은 OECD 평균인 6%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민영

부문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호주와 프랑스로 이는 민영건강보

험이 각각 공공부문을 대체해서 운영되고 있거나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영보험 확대정책을 추진해온 국가들이다(<그림 Ⅲ-3> 참조).

<그림 Ⅲ-3> 주요국 의료비 재원 비중(2013년) 

                      자료: OECD Health data

국가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

문에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공적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나 민영건



공·사 건강보험 연계 사례 41

강보험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선진국 단계에서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70%대 후반 등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게 되면 공공부문의 재

정 부담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호주,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재정 부담 완화를 위

해 민영건강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4> 국가별 의료비 지출 규모와 민영건강보험 발전 단계   

자료: 정성희(2017. 11)

민영건강보험이 운영되는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형태이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심사

(Underwriting)를 통해 고령자, 유병자 등 건강취약계층 및 기왕증(Pre-existing 

Health Conditions)36) 등에 대해서 보장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건강위험상태를 고려

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

36) 환자가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을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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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기간 가입연령 계약심사

보장제한
Exclude 

Pre-existing  
Conditions

독일
종신

* 보험회사, 
상품변경 가능

가입조건 충족
* 보완형: 전 연령

○
* 대체형 기본플랜 : ×

○
* 대체형 기본플랜 : ×

네덜란드 1년 전 연령
○

* 의무가입 플랜: ×

○
* 의무가입 플랜: ×

프랑스 1년
전 연령

* 특정계약 

연령제한

○
* 건강문진, 

연령제한 계약

○

호주 1년
전 연령

* 30세 이상 가입 시 

패널티

× ×

미국 1년 전 연령 × ×

한국 15년
70세 까지
* 노후실손 

75세까지

○ ○

<표 Ⅲ-3> 주요국 민영건강보험 상품운영 현황(상품구조)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보험료 산출 체계는 개인의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하는 

위험요율(Risk Loading)37)과 개인의 건강위험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

용하는 지역요율(Community Rating)로 구분된다. 위험요율은 독일, 프랑스 등 유

럽 상당 국가를 포함하여 일본, 한국 등 많은 국가의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대표

적인 보험요율 체계로 성, 연령, 건강상태 등 개인이 보유한 건강위험요인에 따라 보

험료를 차별적으로 부가하는데, 이를 적용하는 주목적은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부

담하는 보험료의 형평성 제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호주, 미국 등에서 적용

되고 있는 지역요율의 경우 보험회사가 성,38) 연령, 건강상태 등 개인의 건강위험요

37) 건강위험요인(연령, 건강상태 등)을 반영하므로 고령자, 질환자 등 건강위험체의 보험료

가 높음

38) EU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보험료와 보장급부에 대한 성별 간 차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채택(Unisex Tariff)함으로써, EU 국가는 민영건강보험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에서 성별 차

별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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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부가할 수 없으며, 이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의 동등

성(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역요율의 적용은 민영건강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위

험 부담에 대한 경감을 위한 제도(위험평준화 제도39) 등)가 함께 실시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분 보험료 산출변수 가입 시 의료정보 대기시간
피부양자 
추가비용

독일
연령, 건강상태

* 2012년부터 

성차별 금지

진료이력 3 ~ 8개월 필요

네덜란드
지역요율

* 위험평준화 제도
불필요 - 필요

프랑스
연령, 거주지역

* 상호보험: 소득수준

통상 불필요
* 일부 세제혜택계약 필요

× 통상 불필요

호주 지역요율 불필요 × 필요

미국 대부분 주 지역요율 × ○ 다양

한국 성, 연령, 건강상태 진료이력 × 필요

<표 Ⅲ-4> 주요국 민영건강보험 상품운영(보험료 산출) 

39) 건강보험기금 등의 운용을 통해 더 건강한 가입자 기여금으로 덜 건강한 가입자를 위한 

급여를 보장하는 시스템임. 네덜란드의 경우 건강보험 총 예의 50%를 차지하는 소득 대

비 세금을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하며 위험에 비례하여 각 보험회사에 배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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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강보험 주요 운영 지표

▒ 유럽 주요국 민영건강보험의 사업비 및 손해율 현황

사업비1) 손해율2)

(단위: 개국) (단위: 개국)

   주: 1) 2012년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사업비, 16개 국가 중 해당 국가 수

        2) 2013년 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24개 국가 중 해당 국가 수

자료: WHO(2016) 

▒ 주요국 민영건강보험 수익 구조 비교

                                                      (단위: %)

주: 독일은 유배당상품으로 배당재원이 포함된 이익률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16); PHIAC(201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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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영건강보험의 공공성

민영건강보험의 공공성(사회적 책임)은 공공부문과 연계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대체형, 보완형, 보충형 등)에 의해서 결정되며, 공공성 정도에 따라 공공재 혹은 필

수재(General Good)와 비필수재로 구분될 수 있다.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대체형

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인 경우에는 강한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공공재로 

분류할 수 있으나,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보완적 또는 보충적 기능에 한정될 경우에

는 공공성 규제보다는 다양한 상품의 공급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민영건강보험에 대해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화할 경우 시장기능이 억제되

거나 실패하게 되어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 관련 EU 지침서40)의 경우 사회보장은 국민 기본권이라는 정신에 입각

하여 대체형 및 준대체형 민영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회원국에게 강력한 규제를 허용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충형 및 보완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 EU 지침서를 보면 대체형 및 준대체형41)에 대해서는 무심사(Open Enrollment),42) 

지역요율(Community Rating) 적용,43) 종신보장(Guaranteed Renewal),44) 공적보험과 

동일 보장의 표준형 제공, 사후적 위험평준화(Risk Equalization Scheme)45) 등 공공

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적시하고 있으나, 보완형·보충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

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Article 54(2)). 프랑스 사례를 보면 민영건강보험의 가입

40) EC(1992)

41) 민영건강보험이 공보험을 완전 대체하는 것은 아니나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보장

하는 경우로 아일랜드와 같이 통원 서비스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42) 국민의 기본권(건강에 대한 사회 보장)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철학에 

기초함

43)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과 상관없이 동일 요율을 적용하며 보험료 분담에 대한 사회연대 

책임의식이 강하게 작용함

44) 보험료를 납부하는 한(1년 단위) 건강보험계약을 자동갱신함

45) 무심사에 따른 보험회사 간 손해율 차이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조정하는 제도로 무심

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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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보완형(급여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민영보험이 가입자의 의무가입, 보험회사의 집단요율(사회연대책임 

강조) 적용 및 인수거절 금지 등으로 운영될수록 공보험적(공공재)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인수자인 보험자가 영리 보험회사에서 비영리, 공제, 공

공기관으로 갈수록, 그리고 보험이 가입자의 의무가입이고 보험회사 계약거절이 금

지될수록, 보험요율이 건강위험과 무관한 집단, 지역 요율이 적용될수록, 공보험적 

특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은 <표 Ⅲ-5>의 

가장 왼쪽에 위치해 있어 공보험적 특성이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구분
한국

민영건강보험
한국

자동차보험
미국

민영건강보험
한국

공적건강보험

위험인수자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공공보험기관

가입자율성 임의 가입 의무 가입
의무 가입

*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의무 가입

보험료 개인위험요율 개인위험요율 집단요율 소득비례율

인수거절

(언더라이팅)
가능

가능
* 거절물건

공동인수제

불가능 불가능

지급체계 상환제 제3자 지급 제3자 지급 제3자 지급

공보험적 성격 약                                                                        강

<표 Ⅲ-5> 한국과 미국 민영건강보험의 공보험적(공공재) 특성 비교 

자료: 이태열·정성희(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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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 건강보험 연계 목적과 해외 사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공·사 건강보험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목적

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있다. 우리나라

와 같이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인 공적건강보험을 시행하고 민영건강보험을 보완형

으로 운영하는 국가인 독일,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을 중심으로 공·사 건

강보험 연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 대한 논의는 <그림 Ⅲ-5>와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는 Ⅱ장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 간 민영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의료

비 관리’에 대한 두 주제인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부 수가 관리’ 와 ‘민영건강

보험의 보장 영역 관리’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

화 대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요구되고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합리

적인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는 향후 보장성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공보험의 재정 부

담 완화’를 위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사회안전망으로서 ‘취약계층의 건강보장 강

화’를 위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민영건강보험 급부 수가 관리

의료비 관리

공·사 건강보험
연계 방안

민영건강보험 보장 영역 관리

공보험 재정 부담 완화

민영건강보험
역할 재정립

취약계층 건강보장 강화

<그림 Ⅲ-5> 공·사 건강보험 연계 목적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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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관리 사례

가. 민영건강보험 급부 수가 관리

1) 보험회사-의료기관 협상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보험회사는 의료기관과의 협상 등을 통해서 

민영건강보험의 보장급부와 관련한 의료수가 수준을 사전에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보험회사는 민영건강보험의 지급 보험금 및 보험료 수준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하에서 관리의료(Managed Care)46)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네트워크 이외에서 의료서비스를 제

공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가

입자가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분 의료비 지불제
의료네트워크 

허용 여부
민영건강보험 적용
의료수가 결정 주체

공적건강보험 
의료수가 대비

독일 환자 지불제
제한적 허용

* 민영가입자 취급병원

보건당국
* GOÄ 높음

네덜란드
환자 지불제

* 일부 제3자 지불제
허용 보험회사-의료기관 협상 -

프랑스
환자 지불제

* 일부 제3자 지불제
미허용 보험회사-의료기관 협상 높음

호주 제3자 지불제 허용 보험회사-의료기관 협상 높음

미국 제3자 지불제 허용 보험회사-의료기관 협상 높음

한국 환자 지불제
미허용

* 환자유인·알선 금지
의료기관 높음

<표 Ⅲ-6> 주요국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불 및 급부 수가 체계 

 

46) 환자의 의료기관 및 의사선택권을 통제함으로써 의료비용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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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전 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메디케어)

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영건강보험은 보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병원과 민영병원에서 민영환자47)로서 진료를 받거나(Hospital Cover) 메디

케어가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General Cover)48)에 대해서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해 주고 있다.

호주는 의료인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진료비 지불은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고 있고, 

병원에 대한 예산 배분 성격의 진료비 지불은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의료인은 

호주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행위별 수가표(MBS: Medicare Benefit Schedule)를 가

이드라인으로 하되 MBS 수준 이상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은 보험회사와 사전에 계약에 의한 합의를 통해 정

해진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병원 진료에 대해서 민영건강보험은 포괄수가

제49)를 기준으로 하되, 보험회사와 병원 간의 계약에 의한 사전 협의로 정하게 된다. 

이처럼 호주의 민영건강보험은 환자와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상호 견

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0) 

2) 사전 확인·고지 제도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진료 남용 및 민영가입자의 지나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

해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장 여부

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 확인제가 운영되고 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본인이 가입한 플랜상 보장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험사로부터 

47) 공공병원에서 의사 및 병원, 입원시점 등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민영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메디케어에서는 75%만 보장해 줌

48) 치과, 안과, 물리치료, 척추교정술, 심리치료, 발치료, 안경·콘텐트렌즈, 보청기, 인공 보

철물, 미용목적 외과수술 등으로 이에 대한 비용 중 대략 민영건강보험이 50%를 보장해

주고 나머지 50%는 개인이 부담함

49) 환자의 중증도 등을 반영하여 호주형 포괄수가(AU-DRG)로 연방정부 보건부에서 관리함

50) 보험회사와 의료인 및 병원과 민영건강보험 급부 수가에 대한 계약 체결은 1995년부터 적

용되고 있으며, 도입 당시 이를 의료수가 통제로 본 의료인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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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승인(Pre-authorization) 혹은 고지(Pre-notification)해야 하며,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장해 줄 의무에서 면책된다. 영국 등 주치

의(GP: General Physician) 제도51)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주치의가 소견서

(Referral Letter)를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은 치료 종료 후 주

치의 소견서에 대한 확인증(Determination Letter)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만 보

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차 소견 제도(Medical Second Opinion)52)를 운영

하고 있다.

3) 민영건강보험 급부 수가 제도(독일)

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은 대체형과 보완형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급부 수가

의 결정과 관련하여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공·사 간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본 절은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부 수가 제도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민영건강보험의 의료수가 결정은 보험자인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이 협상하여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독일의 경우도 큰 틀에서는 유사

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공·사 간의 연계 측면이나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민영건강보험 급부 수가 

체계는 입원, 통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급여 진료비와 유사한 IGeL(Individuelle 

Gesundheitsleistungen)53)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독일의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입원의 경우 포괄수가제(G-DRG)54)를, 통원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원에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의 경우 

51) 피보험자는 정해진 주치의를 통해 1차 진료를 받고 주치의가 전문의를 통한 2차 진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Referral)하는 경우에만 추가 진료를 허용함

52) 입원이나 수술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담당의사 1명의 소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확인하는 절차임

53) 독일의 공적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의료서비스로 일반적으로 비필수적이나 대안 

치료 등으로 구성되며, IGeL에 대한 의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54) 2003년 입원의료비 수가 체계로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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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통원에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은 EBM(Einheitlicher Bewertungsma stab)55)

을, 민영건강보험은 GOÄ(Gebührenordnung für Ärzte)56)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급여 영역에 해당되는 IGeL의 경우 의료기관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

되고 있으며, 다만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통원에 대해서는 GOÄ를 기준으로 비

급여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가) 입원

전술한 바와 같이 입원 진료비의 수가는 G-DRG가 적용되는데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G-DRG에 부여되어 있는 점수

에 병원별로 부여되어 있는 기준율(Base Rate)을 곱하는 형태로 진료비를 산출한다. 

이러한 G-DRG는 공적, 사적 보험에서 모두 사용하는 만큼 InEK(Institut für das 

Entgeltsystem im Krankenhaus)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산출한다. InEK는 연

방건강보험조합연합회, 민간건강보험연합회, 독일병원협회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2001년 5월 설립한 자치기구로서 G-DRG 시스템의 도입, 유지, 보수 및 추가 개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합의하에 의료수가를 산출한

다는 점에서는 다른 사례와 유사하나, 별도의 자치 기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업무

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nEK는 약 1,200개의 질병에 대해 점수를 부여

하는 형태로 급여의 기준을 제시한다.

G-DRG는 질병별로 상대점수(Relative Weight)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할증

과 할인 요인을 적용하면 적용점수(Effective Weight)를 산출할 수 있다. 실제 진료

55) 의사 수가규칙으로 같은 취지의 규정이 치과의사 수가규칙, 대체의학 수가규칙 등의 형태로

도 존재함. 공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모든 의료행위와 가격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소속 의사

들은 EBM에 규정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공공보험에 청구할 수 없음

56) 의료행위를 16개 범주(이비인후과, 외과 등)로 구분하고 약 2,800여 개 항목에 대해 민영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통원 의료수가(Fee schedule for doctors applicable for private 

billing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가이드라인으로 1986년에 독일보건당국(Ministry of 

Health)이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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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적용점수에 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기준율은 병원별로 부여되어 있는 예

산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G-DRG는 총액예산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57) 제도 도입 초기 병원별 기준율의 차이가 상당히 컸으나 이러한 차이

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나) 통원

통원에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은 EBM을, 민영건강보험은 

GOÄ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청구한다. EBM은 전문의 진료, 진단서, 가정 방문 등 공

적 보험이 담보하는 모든 종류(통원 수술도 포함)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청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BM은 건강보험의사협회, 공적건강보험협회, 의사평가심의회에서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InEK와는 다르게 EBM은 공적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만

큼 민영보험회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GOÄ는 오랜 기간 동안 의료집단 내부의 합의에 따른 규제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의사연합은 이미 1928년부터 자체적인 수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칙

이 1965년에 의사 수가규칙의 제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의사 수가규칙은 민

영건강보험연합과 연방의사조합 간의 협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정해진다. GOÄ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 의사는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수가를 정할 수 있

으며, 수가 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건강보험

연합과 연방의사조합은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신의료기술 절차 및 유추

적용 사례, 문제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한 수가 산정에 

대한 권고 의견을 독일의사협회보에 싣는다. 

GOÄ는 의사가 사적 계약의 자유에 기초하여 과도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통제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의사 수가규칙 제1조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급부가 의술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하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급부에 

57) 병원별 총예산 관리를 위해 사전지불예산제(1984년), 고정예산제(1993년), 혼합지불제

(1996년)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포괄수가제(2004)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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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용 청구는 환자가 이를 요구했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

다. 한편 의사는 평균 난이도의 평균적 시간이 소요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의사 수

가원칙의 평균값에 따른 ‘통상적인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와 다른 가중 수가

를 책정하려는 경우에는 난이도와 시간적 비용에 따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의

사 수가규칙 제2조에서는 3.5배 이상의 수가를 책정하려는 경우에는 치료 이전에 환

자와의 서면 합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통상 일반적인 경우에 민영건강보험은 보험요

율에 관한 규율을 통해 3.5배까지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GOÄ는 EBM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진료의 유형, 범위, 난이도 등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의사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GOÄ에서는 진료의 소모시간, 진료의 난이도, 질병의 심각성 등이 가격

에 반영된다. <표 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EBM 기준으로 1∼2.3배까지는 의료기

관이 자율적으로 수가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의료수가가 EBM의 2.3∼3.5배로 책정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진료 이후 보험회사

에 가격 책정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3.5배 이상을 상회할 경우 진료 이전에 미리 보

험회사와 합의를 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의료행위가 GOÄ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료행위 전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중치 적용

1 ·공적건강보험 수가 기준

1 ~ 2.3 ·의료행위 난이도 평균 이하 적용

2.3 ~ 3.5
·의료행위 난이도가 평균 이상 적용

·적용 전 의료진은 환자에게 서면 설명(written explanation) 필요

3.5 이상
·고난도 혹은 선진 의료행위 적용

·적용 전 의료진은 환자 동의 및 보험회사 합의 필요

<표 Ⅲ-7> 독일 민영건강보험 급부 수가규칙(GO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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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급여 진료비

IGeL은 공적보험이나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의 기본형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우리나라의 비급여 진료와 유사한 점이 많다. IGeL은 크게 ① 의학적으로 필요

가 없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②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의심 또는 신기술

로 인정되지 않은 혁신적인 치료 방법으로 행해지는 의료서비스로 나누어진다. 전자

의 경우 레저, 스포츠 및 여행을 위한 의사 진단서 및 서비스나 의료 미용 서비스, 부

부 상담 치료 등이 포함되며, 후자의 경우 질병의 가족력 등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

황이 아니면서 질병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을 위한 검사나 명확하게 과학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검사 등이 포함된다. 

신의료기술인 NUB(Neue Untersuchungs-und Behandlungsmethode)나 선택

적 의료를 공적 보험과 기본적 민영건강보험으로부터 보장 받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

을 검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보완형 민영건강보험을 활

용해야 한다. 신기술에 대한 공적 보험의 보장을 위해서는 InEK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InEK는 G-DRG 시스템의 추가 개발을 위해 매년 신진료나 치료

(NUB)를 포함시키기 위한 심의를 한다. NUB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9~10

월에 신청하면 InEK는 다음 연도 1월까지 4가지 상태58)로 나누어 심의 결과를 통

보한다.

InEK가 신기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공적보험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신기술은 IGeL로 분류된다. 2010년 기준으로 545건이 신청되

어 이 중 84건이 승인되었다고 한다.

IGeL은 공적건강보험의 진료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진단 및 치료방법이기 때문

에 공적건강보험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환자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IGeL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에서 별도의 옵

58) ① 신기술로 인정하며 병원은 비용청구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함

    ② 자격 조건 미달로 비용청구가 불가능함

    ③ 기한 내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병원은 보험사와 별도의 협의를 해야 함

    ④ 정보 불충분으로 재신청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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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선택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59) 

민영건강보험의 IGeL에 대한 보장은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사

전에 보장 여부를 보험회사와 확인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의사들

이 환자에게 IGeL을 권유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다.

<표 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IGeL에 대한 의료수가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GOÄ를 활용하여 의료비를 청구한다. 따라서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에서 통원진료비

를 청구할 때 활용되는 GOÄ가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할 때도 활용되는 것이다. 특

히, 입원 환자가 IGeL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G-DRG에 의한 청구서와 별

도로 추가적인 청구서를 받게 된다.

구분 급여 부문 비급여 부문(IGeL)

의료서비스 필수적 의료

의학적 필수성이 낮은 서비스

질병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심 또는 신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혁신적인 방법에 의한 서비스

의료비 보장
공적건강보험

대체형 민영건강보험 기본옵션

대체형 민영건강보험 

프리미엄 옵션

보완형 민영건강보험

의료비 

산출

입원 G-DRG 별도 계약

통원 공적: EBM  민영: GOÄ GOÄ 활용

<표 Ⅲ-8> 독일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 특징  

59)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의 ‘기본 요금제’의 경우 공적건강보험과 보장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

에 IGeL을 보장하지 않으나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 광범위한 IGeL을 보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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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영건강보험 보장 영역 관리

1) 비용부담금(Cost Sharing) 설정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 상품에서는 의료공급자 및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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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높은 급부에 대해서는 보장 횟수나 보장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비용부담

금 제도는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목적 이외에도 가입자에

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소액 청구를 감소시킴으로써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

도 있다. 비용부담금 제도로 공제금(Deductible),60) 자기부담금(Copayment),61) 공

동부담금(Coinsurance),62) 생애보장상한제(LMB: Lifetime Maximum Benefit)63) 

등을 적용하고 있다. 

Cost Sharing 특징

Deductible
우선적으로 공제

통상 분기나 연간 누적 형태로 적용(국내 건별 공제)

Coinsurance/Copayment
보장 영역, 진료항목별 차별적 적용

도덕적 해이가 높은 부분(통원, 치과)에 대해 높게 설정

LMB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 총량을 제한

고가 의료서비스 수요를 저렴한 대체제로 전환하는 효과

<표 Ⅲ-9> 비용부담금(Cost Sharing) 제도 특징 

60) 보험회사가 의료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액으로 

다른 비용부담 항목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적용됨

61) 보험가입자(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실제 발생되는 의료비용과 상관없이) 부

담해야 하는 일정금액임

62) 전체 의료비용에서 보험가입자(환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Deductible, Copayment 등

의 항목을 공제하고 남은 의료비용에 대한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간 배분율을 말함. 이 

중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비율을 Coinsurance Factor로 부름

63)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고 상한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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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2008년부터 자기부담금 의무 제도(Compulsory Deductible)를 도입

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연간 누적 자기부담금 €15064) 까지는 의무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간 누적 자기부담금에서 일차 진료, 임산부 진료, 22세 

이하 치과 치료 등은 제외하고 있다.65)

독일 등 주요국 민영건강보험에서는 필수치료보다는 선택치료에 가까울수록 자기

부담금이 높게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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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bstbehalt) 10%, max. 500유로

<표 Ⅲ-10> 독일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의 보장범위 및 공제액

주: Allianz 자영업자 건강보험

자료: Allianz 사이트, Private Krankenversicherung im Überblick - Krankenversicherung für Selbstständige

64) 2009년 €155, 2010년 €160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함

65) 2006년에 보험료 환급 제도(No-Claim Refund Scheme)를 도입하고 일년 동안 한 번도 청

구하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255를 환불(일년 간 청구금액이 €255 미만일 경우 그 차액

만큼 환불)해주었으나, 만성질환자 등 필수적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대상에 대한 차별적

이라는 비판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08년부터 자기부담금 의무 제도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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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mbulantPlus AmbulantBest

안과치료 100%, 24개월 내 최대 150유로 100%, 24개월 내 최대 300유로

자연치료요법 70%, 연간 최대 400유로 80%, 2년 내 최대 1,000유로

대체치료요법 -
공적건강보험 적용 후 80%, 

2년 내 최대 1,000유로

검진 -
공적건강보험 적용 후  

나머지 금액의 80%

보청기 -
공적건강보험 적용 후 80%, 

2년 내 최대 1,000유로

병원선택의 자유 있음 있음

<표 Ⅲ-11> 독일 보완형 민영건강보험의 보장범위 및 공제액

주: Allianz 외래환자보충형

자료: Allianz 사이트, Private Krankenversicherung im Überblick - Ambulante Krankenzusatzversicherung

2) 혼합진료 금지 제도(일본)

일본은 1961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원칙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

다.66) 이는 공적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자유진료67)를 혼합하

여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혼합진료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의 혼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암 외래 진료의 

경우 보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사약을 사용할 경우 주사 비용만을 보험 외로서 환

자의 자비로 징수하는 것은 혼합진료에 해당되므로 진료비와 주사비를 포함한 모든 의

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또는 입원 중에 실시되는 수술이 보

험으로 인정되지 않은 방법일 경우 입원비나 식사 요양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환자

가 부담하게 된다. 즉, 혼합진료 금지 원칙은 ‘All or Nothing’이다.68) 정부가 혼합진료

66) 혼합진료 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는 건강보험법 제44조, 보험의료기관 및 보험 의료담당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林行成 및 山田玲良 2003), 약제의 경우 보

험의료기관 및 보험의요양담당규칙 제19조, 보험약국 및 보험약제사요양담당규칙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음(白神誠 2005)

67) 자유진료란 미승인 된 의료기술·의약품 등, 질병·부상과 관련 없는 진료, 건강진단, 예

방접종, 미용·성형 등, 특수치료, 민간요법 등을 말함(후생노동성)

68) 남상요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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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 건강보험법에서 공적건강보

험의 급부는 일반적으로 현물 급부로 규정되어 있어 공적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

자는 사실상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그것을 위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자는 의료서비스를 공적건강보험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므

로, 여기에 공보험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치료 행위나 검사, 약물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비용의 일정 부분을 환자부담으로 징수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

이다.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게 된 목적은 첫째, 의사와 환자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둘째,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 해소 셋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증가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즉, 해외에서는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미승인 의약품이나 신의료기술 등의 이용에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사적영역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여 공적보험의 보장 영

역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민영건강보험 역할 정립 사례

보완형 운영 국가의 경우 보편적으로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민영건

강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온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가. 공보험 재정 부담 완화

1)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제도(호주)

(가)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배경 

호주는 1984년 Medicare 도입 이후 국민의료비에서 민영보험 비중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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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1984년 17% → 2004년 7.3%)하였고,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도 큰 폭으로 감소

하게 되었다. 또한 민영건강보험 pool에서 의료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고령자 비중이 커지면서 민영건강보험 보험료가 인상되고, 민영가입자에 의한 의료

비용 증가가 확대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자 감소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보

건 제도의 부담 해소를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을 권장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강구

하게 되었다.  

(나)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호주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민영건강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먼저 민영건강보험 가

입자에게 소득기준별 경제적 인센티브(Income Tested Rebate)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에 저소득자69) 대상으로 민영건강보험 가입 지원금 제도(Dollar Denominated 

Rebates)를 도입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민영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보험료

의 30%를 돌려주는 리베이트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70)

또한 1997년부터 상위소득자71)가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Medicare 기본 보험료(소득의 1.5%) 이외에 추가 보험료(소득의 1%)를 부과하는 

건강보험 세금 추가부담금(Medicare Levy Surcharg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

럼 부담능력과 의료이용 행태를 동시에 고려하여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을 간접적으

로 유도하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다. 

69) 개인소득 연간 3만 5천 호주달러 이하, 가족소득 연간 7만 호주달러 이하임

70) 2014년부터 소비자가격지수, 보험료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리베이트 금액을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2015년 현재 보험료의 27.82%를 리베이트로 제공함

71) 도입 당시 개인소득 연간 5만 호주달러 이상, 가족소득 연간 10만 호주달러 이상, 2012

년 기준 연간 개인소득 8만 호주달러 이상, 가족소득 16만 호주달러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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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호주의 건강보험 정책 추진과 민영건강보험 성장 추이

   (단위: 가입자 수, 백만 명)

  자료: 정성희·이태열(2017. 12)

호주의 민영건강보험은 성, 연령,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Medicare 도입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의 시장이 위축되고, 동시에 역선택 문

제도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의 조기 가입 및 지속적인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2000년에 민영건강보험의 평생건강보험보장(Lifetime Health Cover Loading) 

제도를 도입하였다. 30세 이상 부터는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하여 평생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30세 이상자 중 민영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유지)하지 않는 자에 대

해서는 30세 이후부터 미가입 기간만큼 매년 기본보험료의 2%씩 민영건강보험 보

험료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72)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2013년 현재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는 1,230만 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73)에 있다.

72) 그 결과 민영건강보험 가입률이 1998년 30.1%에서 2000년 45.7%로 증가함

73) 민영건강보험 가입률: 1998년 30.1% → 2000년 45.7% → 2012년 46.5% → 2015년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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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호주 민영건강보험 운영 현황 

(다) ｢민영건강보험법(Private Health Insurance Act)｣ 제정

호주 정부는 민영건강보험이 공공부문을 보완하는 역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도 민영건강보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1997년부터 취해온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정

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민영건강보험법(PHI: Private Health insurance Act)｣74)이

라는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였다. ｢민영건강보험법｣의 제정 목적은 ① 국민들에게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② 민영건강보험상품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는 규칙을 적립하는 것으로(PHI Act section 3-1),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한 인센티브 규정, 부당한 차별금지(가입, 보

험료, 급여) 등 민영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항, 보장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보장이 금지되는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74) 민영건강보험은 National Health Act(1953)와 Health Insurance Act(1973)를 통해서 통제되

어 오다 2007년 개별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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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규칙 주요 내용

1 가입 인센티브(Incentives)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2
평생건강보장

(Lifetime Health Cover)
·초기(30세)부터 민영건강보험 유지하지 않

는 자에 대한 보험료 증액75)

3 상품기준(Complying Product)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지역 요율 적용, 가입거절 금지 등)
·민영건강보험 보장급부 명시

·민영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정보 제공 의무

3A
보장급부요건

(Benefit Requirements)

4 인공기관(Prostheses) 

5 인증(Accreditation)

6
건강보험사업

(Health Insurance Business)

·PHIAC76)의 역할과 책임 명시

·질병·상해·손해보험은 본 법의 적용을 받

는 건강보험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7
건강급부기금

(Health Benefits Fund Policy)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별도 기금 운영

(위험평준화 기금)

자료: ｢Private Health Insurance Act 2007｣, 2015년 개정 내용까지 반영하여 작성

<표 Ⅲ-12> 호주 민영건강보험 규칙 주요 내용 

2) 혼합진료 허용 확대(일본)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 원칙은 기본적으로 민영건강보험의 보장 영역 관리를 위한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 최근의 부분적인 혼합진료 허용의 움직임은 국민

의 의료선택권을 높이려는 목적 이외에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공보험의 재

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일본에서 혼합진료 금지가 신의료기술이나 미승인 의약품 등에 대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혼합진료 금지 제도를 재고해

야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공적 보험이 적

75) 30세 이상인 자가 최초로 병원 진료비 보장(Hospital Cover) 상품에 가입하거나, 30세가 

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이 상품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증액함

76) Private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Council; 1989년에 설치되었다가 2007년 ｢PHI Act｣ 

제264-1에 근거하여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장관에 보고하는 법정 기구로 존속되

어 오다 2015년에 해산됨. 이후 민영건강보험 관할 부서는 금융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으로 이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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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는 진료가 포함될 경우 그 진료비 전체를 비급여로 처리해야 하나, 1984년 

건강보험법을 개정 ｢특정요양비 제도｣를 도입하여 혼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었다. 이에 종전에는 공적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고도선진의료77)를 이용할 경

우 대학병원 등 국가에서 승인한 특정 보험 의료기관에 한하여 고도선진의료를 제외

한 기초 진료부분(진찰·검사·투약·입원료 등)에 대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8월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회의’는 적절한 의료정보에 근거하여 환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진료 행위에 필

요한 예방적 조치 및 보험 적용 횟수 등에 제한이 있는 검사, 환자의 가치관에 의해 

좌우되는 진료 행위, 진료 행위에 부대하는 서비스는 혼합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한

다고 요구하였다. 후생노동성이 이를 받아들여 혼합진료의 전면 허용이 아닌 특정요

양비 제도를 재검토하여 장래의 보험 도입을 전제로 혼합진료를 인정하는 ‘평가 요

양’과 특별한 요양 환경의 제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정 요양’으로 구분한 ｢보험 외 

병용 요양비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전 제도와의 차이는 국내에서 선진의료로 승인

되지는 않았지만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의료78)에 대해서도 혼합진료를 허용해

주었다는 것이다(<표 Ⅲ-13> 참조).

77) 고도선진의료란 의료 기술의 진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험에 도입되지 않은 새로

운 고급의료기술 중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개별 기술을 심사·승인하

고 그 내용과 비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을 뜻하며, 그 정보는 의료기관에 배치할 것을 의

무화하고 있음

78) 선진의료로 승인되지 않았지만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의료라 함은 ① 국내에 승인된 

선진의료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② 선진의료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예, 대상 연령 외의 환자의 질병이 일정시간 경과

하여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③ 미승인된 선진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해외에서는 승

인되었으나 의약품 등의 사용 및 실시 계획 작성 등이 불충분하여 국내에서 미승인된 

기술 등)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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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요양 선정요양

특징

새로운 의료기술로 안전성·유효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초적인 부분을 특정요양비

로서 보험급부 제공

환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환자 스스로 

선택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적인 서비스

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보험 적용을 위한 평가 실시 보험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음

대상
특정 승인 보험 의료기관 125시설

고도선진의료 88기술
13종류

내용

·선진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제품

의 임상 시험에 관한 진료

·약사법 승인 후 수재되기 이전에 의약

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

·약가 기준 수재된 의약품의 적용 외 

사용(용법·용량·효능·효과의 일

부 변경 승인 신청이 이루어진 것)
·보험 적용된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적용 외 사용

·특별 요양 환경(차액 침대)
·치과 금 합금 등

·금속 바닥 틀

·예약 진료

·시간 외 진료

·대형 병원의 초진

·소아의 충치 지도 관리

·의료기기 치험(investigation)에 관한 진료

·대형 병원의 재진

·180일 이상의 입원

·제한 횟수 초과 의료 행위

자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保険診療と保険外診療の併用について

<표 Ⅲ-13> 일본 ｢보험 외 병용 요양비 제도｣의 평가요양과 선정요양 비교

2016년 4월에는 국내 미승인 의약품이나 신의료기술 등을 보험 외 병용 요양으로 

이용하고 싶을 경우 환자가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혼합진료를 허용해주는 ｢환자신

청요양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환자는 선진의료로 인정되지 않았던 치료법이

나 약물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위한 신청을 통해 혼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전에 3~6개월 걸렸던 심사기간을 2~6주로 대폭 줄였으며, 이미 

실적이 있는 치료에 대해서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2주 이내에 진료 가능 여부를 확

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혼합진료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환자 중심의 신

속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79)하였으며, 국민의료비가 1999년에 30조 엔을 

돌파한 후 9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42조 3,644

79)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06년에 

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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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엔을 기록하였다. 일본의 국민의료비는 초고령화로 인해 매년 1조 엔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2025년에는 모두 75세 이상인 초

고령자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80) 따라서 이러한 제도 개선은 의료비 증가

에 따른 공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81)  또한  혼합진료 범위가 확대되면 선진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가 자유롭게 

제공되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의료의 질, 효율성이 제고되고 선진의료 이용 시 공

적건강보험의 혜택이 가능해져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8> 일본 의료비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 의료비 통계

혼합진료에 관한 제도 개선을 두고 경제산업성(2010)은 공적보험만으로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의료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연계 등을 통해 보험 

외의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공적건강보험의 의존도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Keizai Doyukai(2015)는 혼합진료 허용은 공적건강보험의 일부 적용으로 인

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의료비용 절

감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전체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

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전국보험의신문(2004)은 신의료기술이 보험으로 편입하려

80) 아베 정부는 “2025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 중에 있음

81) 일본 정부는 공보험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고액요양비의 본인부담액 상한선 

인상, 2016년 70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의 본인부담액 상향 조정 등을 시행함



공·사 건강보험 연계 사례 67

는 동기가 사라져 공적 보험급부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고 가계 부담 비율이 증가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 보장으로서의 의료비용 배분 기능이 악화될 것이

며,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확대 및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비

판한 바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일본 각계에서 혼합진료 허용을 둘러싼 찬반논쟁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 취약계층 건강보장 강화

1) 건강취약계층 보전기금 운영(호주)

호주 정부는 보험회사에게 연령과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받게 함

에 따라 고령자 및 질환자도 민영건강보험 가입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회사별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불균등한 위험부담을 보전하

는 위험평준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험평준화 제도는 실제 보험금 청구 경험에 

기반하며, 연방, 주, 보험회사별로 사후 평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55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고액 청구 비중에 따라 기금을 차등 지원하는 위험평준신탁기금(RETF; Risk 

Equalisation Trust Fund)을 통해 운영된다. 

먼저 5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5세 연령단위별로 7개 연령군단으로 나눈 후, 각 

연령군단별 보험금 청구 통계에 대해서 각각 다른 가중치82)를 고려하여 연령기반 풀

(ABP: Age Based Pool)을 구성한다. ABP에서는 1년 동안 35일 이상 입원 치료 및 

연간 5만 달러 이상 청구통계에 대한 고액청구자 풀(HCCP: High Cost Calimants Pool)

이 구성되며, 이를 기준으로 RETF를 통해 보험회사별로 차등 지원된다. 현재는 위험평

준화 제도의 위험요인으로 연령과 고액 청구만을 사용하지만 향후 성별, 임산부, 특정 

질병 등을 포함할 경우 효율성이 제고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83) 

82) 예로 55~59세 청구통계에 대해서는 가중치 15%를, 85세 이상 청구통계에 대해 가중치 
82%를 적용함

83) 위험평준화 제도는 사후적 통계에 기반한 보전 방법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인센티브 부여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보험회사별로 건강보험가입
자 프로파일에 대한 청구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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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소득계층 가입 지원 제도(프랑스)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국민의료비의 90% 이상을 공적건강보

험에서 보장하였으나,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금을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옴에 따라, 공적건강보험의 외래진료 보장률

은 2010년 기준 63%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민영건강보

험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부터 최극빈층에 무료로 민영건강보험(CMU: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84)을 제공하고, 2006년 차상위층 대상으로 민영

건강보험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전 국민 대상

으로 보편적인 공적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건강보험은 

1960년대 전 국민의 33%대에서 2015년 현재 94% 이상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

화되었다. 특히,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통원 항목 중심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확대되어 있다. 

3) 고령자 민영건강보험 가입 지원 제도(독일)

독일 민영건강보험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특별히 저렴한 요율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보험요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장

기간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해 온 가입자가 고령이 되었을 때 보험료를 감당할 자력이 

낮아지는 반면, 다시 공적건강보험 제도로 복귀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명확히 정한 그룹85)에 대해서는 표준보험요율을 부

과하고 공적건강보험 수준에 해당하는 표준급부를 제공한다.

84) 2010년 기준 프랑스 전체 국민의 6%에게 제공함

85) 만 65세 이상이고 10년 동안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만 55세 이상이고 10년 동안 민

영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 현재 수입이 보험료 지급 의무보다 적은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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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해외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의료비

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민영건강보험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민영건

강보험의 급부 수가 관리’를 위한 해외 사례로 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민영건강

보험의 급부 수가 협상(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② 민영가입자의 의료 이용 관련 

사전 확인 및 고지 제도(영국, 독일 등), ③ 민영건강보험 급부 수가 제도(독일)가 확

인되었다. 또한 ‘민영건강보험 보장 영역 관리’를 위해 ① 민영가입자의 비용부담금 

적용(독일, 네덜란드 등), ② 공보험(급여)와 민영보험(비급여) 간의 의료비 혼합 금

지(일본)가 적용되고 있다. 

공적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공보험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영

건강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

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공보험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① 민영건강보험 활

성화 제도(호주), ② 공보험과 민영보험 간 혼합진료의 제한적 허용 확대(일본), 그

리고 ‘취약계층의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① 건강취약계층 보전기금 운영(호주), ②

저소득계층 가입 지원(프랑스), ③ 고령자 가입 지원(독일) 등의 사례가 있다. 

민영건강보험 급부 
수가 관리

 급부 수가 협상
 사전 확인·고지 제도
 민영보험 급부 수가 제도(독일)

의료비 관리 

공·사 
건강보험
연계방안

민영건강보험 
보장 영역 관리

 비용부담금 설정
 혼합진료 금지 제도(일본)


공보험 재정 부담 
완화

 민영보험 활성화 제도(호주)
 혼합진료 금지 허용 확대(일본)

민영건강보험
역할 재정립



취약계층 건강보장 
강화

 건강취약계층 보전기금 운영(호주)
 저소득계층 가입 지원 제도(프랑스)
 고령자 가입 지원(독일)

<그림 Ⅲ-9> 공·사 건강보험 연계 목적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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