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건강보험 운 체계의 분

일반 으로 건강보험운 체계는 의료소비자,의료공 자,후원자,건강보험

4개의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건강보험운 체계는 이들 의사결정주체들 간의

기본 인 계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발 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증

하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한 수단으로 발 해 가고 있다.따라서 의료비 통

제를 해 각 나라가 어떻게 건강보험을 운 하며 의사결정주체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 는지 살펴본다면 건강보험 운 체계를 가장 근본 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림 Ⅱ-1>건강보험의 운 체계

주 :A는 후원자와 소비자의 계,B는 후원자와 건강보험간의 계,C는 건강보

험과 소비자의 계,D는 건강보험과 의료공 자와의 계,E는 소비자와 의

료공 자와의 계를 나타냄.

자료 :Ellis,R.,RiskAdjustmentinHealthCareMarkets:ConceptsandApplications,

FinancingHealth Care:New IdeasforaChangingSociety,Chapter8,

EditedbyMingshanLuandEgonJonsson,2008,p.180

본 연구는 4개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 으로써 통일된 방식으로 각 조사 상

국의 건강보험체계를 설명하고자 한다.이런 근방식은 의사결정주체와 계약

계,선택의 범 를 한 번에 악할 수 있어 각 조사 상국의 건강보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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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상국내의 민 건강

보험과 공 건강보험의 운 체계를 직 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따라서 민 건강보험과 공 건강보험이 각 조사 상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악하기에 용이하다.민 건강보험에서 4개의 운 주체간의

계와 행 ,그리고 공 건강보험에서 4개의 운 주체간의 계와 행 를 비교

한다면 각 나라에서 의료비통제를 해 민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공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건강보험(HealthPlans)은 의료공 자와 계약에 의해 의료비를 지불하는 주

체이다.국가마다 상이하며 국가에 따라 건강보험은 의료공 자와 선택 으로

계약을 하거나 소비자와 후원자와도 선택 으로 계약을 한다.보통 유럽에서

는 질병 고라고 불리며,미국에서는 민 보험회사,건강 리조직(HMOs)등

이 포함된다.건강보험이 실질 으로 보험을 반드시 제공하지는 않으며 행정

업무만 담당하며 험을 다른 주체에 넘기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반 으로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 하는 공 건강보험과 민간 기업에서

운 하는 민 건강보험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들 간의 계에 따라 건강보험

운 체계를 나 는 것이 일반 으로 볼 수 있는 건강보험운 체계 분류법이다.

이 분류법에 의하면 보충형, 체형,경쟁형이 있다.참고로 보충형은 공 건강

보험이 국민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공 보험의 한계 보장내용

의 부족으로 인하여 민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보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형태이며, 체형은 일부 계층에 해 공 건강보험의 강제 용을 제외시

키고 민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형태이다.경쟁형은 공 건강보험과 민

건강보험이 동시에 존재하여 공보험과 사보험이 차별성이 없는 형태이다.

하지만 민 건강보험과 공 건강보험의 역할과 련하여 보충형, 체형,경

쟁형으로 나 는 방식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종류만으로 역

할을 한정하여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민 건강보험의 역할을 제 로 악하기

어려운 이 존재한다.따라서 민 건강보험과 공 건강보험이 각 운 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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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비교하는 것이 민 건강보험의 역할을

체 으로 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후원자

후원자(Sponsor)는 소비자의 사 기 의료발생비용을 소비자와 건강보

험에게 재배분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한다.후원자의 가장 큰 역할은 소비자가

건강보험에 지불하는 비용이 실제로 각 소비자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과 동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를 들어,후원자는 소득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험

료를 받고 실제 발생된 비용에 따라 건강보험에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으며,

일정한 액만을 건강보험에 지불하고 건강보험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보험

료를 규제할 수도 있다.많은 국가에서 고용주가 후원자의 역할을 하지만 국

가나 독립단체가 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국가에 따라서 건강보험 자체

가 후원자가 될 수도 있으며 각 주체가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

3. 소비자

소비자(Consumers)는 의료소비의 결정주체로 국가에 따라 개인이거나 혹

은 가계가 단 가 될 수 있다.일반 으로 소비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의

료이용을 하는 주체이다.<그림 Ⅱ-1>의 실선은 각 주체간의 계약 계와 함께

지불 계를 나타내고 있다.각국마다 계약 계와 지불 계가 다르지만 일반

으로 이들 간의 계는 후원자가 소비자로부터 걷어 들이는 수입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을 선정하고 계약에 따라 돈을 지불하며 건강보험은 의료공 자와 계

약하고 돈을 지불하는 형태이거나 소비자가 직 건강보험을 선택하고 돈을

지불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참고로 지불 계의 흐름에 따라 건강보험체계를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그

림 Ⅱ-1>의 실선 A가 나타내는 소비자와 후원자간의 지불 계로 건강보험체

계를 나 는 것이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을 나 는 경우이다.이 경

우 부분이 후원자가 정부인 경우인데 정부가 일반조세 재원을 마련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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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건서비스방식과 일반보험이론을 용하여 보험료를 갹출하는 사회보험방

식이 있다.<표 Ⅱ-1>는 사회보험방식과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표 인 국가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사회보험방식(NHI)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재원조달 보험료,일부 국고지원 정부 일반 조세

채택국가 독일, 랑스,화란,일본,한국 국,스웨덴,이태리,캐나다

<표 Ⅱ-1>재원조달방식에 의한 분류

주 :NHI=NationalHealthInsurance,NHS=NationalHealthService

4. 의료공 자

의료공 자(Providers)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의사,병원,약국을 포

함한다.<그림 Ⅱ-1>의 실선 D는 건강보험과 의료공 자간의 계약 계를 나타

내는 것으로 주로 진료보수지불방식에 한 계약과 건강보험의 의료공 자에

한 선택권을 포함한다.진료보수지불방식은 의료공 자의 진료에 하여 건

강보험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행 별 수가제,인두제,

제,포 수가제 등이 있으며 <표 Ⅱ-2>에서 요약하고 있다.

구분 지불방식

행 별수가제 의료공 자의 진료행 하나하나에 하여 수가 지

인두제 의료공 자의 환자수를 할당하여 상응하는 수가 지

제 경력,기술수 에 따라 일반 여 지

포 수가제 정해진 질병군 혹은 환자군에 따라 일정액의 수가 지

총액계약제 의료공 자와 건강보험의 계약으로 정해진 연간 진료비 총액 지

<표 Ⅱ-2>의료공 자에 한 진료보수지불 방식

<그림 Ⅱ-1>의 실선 E는 소비자와 의료공 자간의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소비자가 가입한 건강보험의 정책에 따라 소비자와 의료공 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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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설정된다.우선 건강보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공 자의 범 를 정하

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용 가능한 의료공 자의 범 가 설정된다.그

리고 소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행 에 한 보수 한 가입한 건강보

험에 의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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