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주요국의 건강보험체계  민 건강보험의 역할

1. 미국

가. 건강보험의 개 추  원인

미국의 경우 민 건강보험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체계가 발 하여

왔다는 에서 다른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다.민 건강보험의 주도하에 공

건강보험이 보장을 확 하는 방향으로 개 이 이루지고 있으며 이를 해

국민 건강보험의 도입을 한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다.

시기 내 용

1900년 이
미국 독립 쟁시 철도와 증기선 사고에 한 보장을 시작으로 병치

료에 한 보장으로 확

1920,30년

공황의 발생과 함께 생명보험회사와 비 리단체를 심으로 병과

치료에 한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되었음, 표 비 리 단체로

1932년에 조직된 블루크로스와 블루쉴드가 있음

1940,50년
강력한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복지혜택에 건강보험이

포함되기 시작하여 건강보험의 발 이 크게 이루어짐.

1965년 메디 이드와 메디 어법 제정

1980,90년

의료비용의 속 증가로 많은 보험회사가 비 리에서 리로 환

하 으며 행 별 수가제 심의 보험에서 리형 보험으로 환

클린턴 정부의 국민 건강보험을 한 의료개 법안 실패

1996년 건강보험의 이동과 책임에 한 법(HIPAA)제정

2009년 오바마 정부의 국민 건강보험을 한 의료개 법안 진행

<표 Ⅲ-1>미국 건강보험의 개 추세

부분이 성과 없이 끝나기는 했지만 공 건강보험의 확 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며 재 오바마 정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보험개 한 공

건강보험의 확 가 주요 목표이다.2)<표 Ⅲ-1>은 미국의 건강보험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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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미국에서 건강보험과 련된 크고 작은 변화의 원인은 의료비 통제와 깊이

연 되어 있다.1980년 부터 등장하여 재까지 이른 리형 보험의 성장과

최근의 소비자주도형 상품의 등장과 성장이 의료비통제와 련된 변화의 흐름

이다. 리형 보험은 의료공 측면에서 의료비를 통제하며 소비자주도형 건강

보험상품은 리형보험의 성격에 더하여 의료수요자 측면까지 고려하여 의료

비를 통제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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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미국의 1인당 의료비 증가추세

(단 :미국 달러)

자료 :OECD,HealthData,2009

2)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건강보험개 의 배경은 의료비의 격한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이 감소하여 무보험자의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개 방향은 공 보험의 도입과 보험가입의 의

무화 등 공 건강보험의 역할을 확 하고 민 건강보험과 공 보험간의 경쟁을

통하여 의료비를 억제하는 것이다.

3) 리형 보험과 소비자주도형 상품에 하여는 본 장의 상품종류(p.34)에서 상세

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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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는 미국의 일인당 의료비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Ⅲ-2>는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종류에 따른 총의료비 한 의료비 비

을 보여주고 있다.의료비 증가추세는 그림에서 보듯이 최근까지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 비 이 보유보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보유보험에 따른 증가추세를 보면 공 건강보험 보유자의 의료지

출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이는 <그림 Ⅲ-3>에서 민 건강보험자와

공 건강보험자의 가입률과 비교해 볼 때 상 으로 은 인구비 을 차

지하고 있는 공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지출의 규모가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공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억제하는 것이 건강보험개

과 련된 큰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건강보험종류에 따른 의료비 지출 비 추이

(단 :%)

자료 :미 통계국 웹사이트,http://www.census.gov/

<그림 Ⅲ-3>은 민 건강보험과 공 건강보험의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민의 부분이 민 건강보험을 통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이 그림은 미국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 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체 인구의 15%가 어떠한 건강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무보

험자 인구라는 이다.미국에서 이 게 많은 인구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한 논쟁은 상당히 뜨거운 편4)이며 재 진행 인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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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개 목표 의 하나도 무보험자를 없애고 국민 건강보험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림 Ⅲ-3>미국 체 인구의 건강보험종류에 따른 가입 비율

주 :단체와 개인은 민 건강보험에 속하며 메디 이드,메디 어,군인 어는 공

건강보험에 속함.

자료 :U.S.CensusBureau,income,povertyandhealthinsurancecoverageinthe

unitedstates:2008,p.59

나. 민 건강보험의 역할과 운 체계

1)민 건강보험의 역할

<그림 Ⅲ-3>에서 보듯이 미국인구의 약 70%가 민 건강보험을 통해 의

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따라서 민 건강보험은 미국의 건강보험운

체계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그림 Ⅲ-4>는 재 미국

민 건강보험과 공 건강보험의 역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민 건

강보험은 부분의 근로자와 개인에 한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4)Cutler(2000),p.570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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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건강보험은 노인,어린이, 소득층 등 비교 험군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공 건강보험과 민 건강보험의 시

장이 이원화 되어있다.이로 인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무보험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림 Ⅲ-4>미국 민 건강보험의 역할

미국 민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의사결정주체가 자발 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는 건강보험의 시

장기능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른 특징으로 의료공 과

의료수요 양 측면에서 의료비 통제기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 건강

보험은 의료비의 상승 압력부분을 의료공 자,소비자와 동시에 공유하고

있다.의료비 통제기능에 하여는 민 건강보험의 운 체계에 한 이해

를 통해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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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 체계

<그림 Ⅲ-5>은 미국의 민 건강보험체계에서 4개의 의사결정주체와 계약

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Ⅲ-5>미국의 민 건강보험 운 체계

자료 :Ellis,R.,RiskAdjustmentinHealthCareMarkets:ConceptsandApplications,

FinancingHealth Care:New IdeasforaChangingSociety,Chapter8,

EditedbyMingshanLuandEgonJonsson,2008,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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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주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건강보험회사에 의해 매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건강보험회사는 개 세 가지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일반 보험회사5)이며 주로 리법인의 형태이다. 리법인

주식회사의 형태이며 Aetna사가 표 인 이다.

두 번째 형태는 블루 크로스 앤 블루쉴드 랜(BlueCrossand Blue

ShieldPlans)이다.역사 으로 다수의 여기에 속하는 랜이 비 리 조

직이며 주 병원과 주 의료 회에 한 주법하에서 운 되고 있다.따라서

주마다 다른 이 존재하며 여기에 속하기 해서는 특별한 의무사항이 존

재한다. 재는 주법에 따라 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회사처

럼 운 되는 경우도 있다. 부분이 일반보험회사처럼 운 되지만 몇몇 주

에서는 보다 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존재한다.

세 번째 형태는 건강 리조직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HMOs(Health

MaintenanceOrganizations)이다.주법에 의해 허가를 얻어야 되며 건강보험

과 의료공 을 통합한 형태이다.HMOs는 보험자로서도 역할을 하지만 의

료공 자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많은 주에서 HMO 규제는 보험을 장

하는 부서와 의료공 자를 장하는 부서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표 인 가 KaiserPermanente와 HarvardPilgrim이다.

각 주에서 보험회사의 형태에 따라 따로 허가를 하지만 일반 으로 한 회

사의 형태로 에서 언 한 형태의 여러 조직을 같이 운 하는 것이 일반

이다. 를 들어 HMO는 일반 형태의 보험회사를 두고 같이 운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그에 맞는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세 가지 조직의 형태 외에 주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기 형태로 건강보험을 제공한다.이들은 회사에서 출연한 기

으로 제3자에게 건강보험의 운 을 맡기는 형태이다.운 을 맡은 회사

가 일반 보험회사일 수도 있으며 HMOs형태일 수도 있다.

건강보험을 공 하는 보험회사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치에 있는데

5)보험법의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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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의료공 자를 선별하여 계약을 맺고 있다.그리고 의료공 자의 치료

방법이나 치료형태에 따라 사후 으로 의료비를 보상지불하고 있다.건강

보험은 의료비 보상지불체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

을 동원하고 있다. 한 건강보험은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비용이나 의료행

에 향을 수 있는 운 리도 할 수 있다. 여수 을 설계할 수도

있는데 첨단의료기기 사용에 한 부분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만성 질환

에 있는 환자들은 선별하여 보험에 가입할 유인을 없애기도 한다.

리추구 유무 소비자그룹 공 하는 상품

통 형태의 보험회사 리
근로자,

개인

보장형 건강보험,
리형 건강보험,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

블루크로스/블루쉴드 비 리/ 리/공공
근로자,

개인

보장형 건강보험,
리형 건강보험,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

건강 리조직(HMOs) 비 리/ 리
근로자,

개인
리형 건강보험

기 형 수탁운 회사

기업

(50인 이상)

근로자

보장형 건강보험,
리형 건강보험,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

<표 Ⅲ-2>미국에서 민 건강보험을 공 하는 조직의 형태

나)후원자

후원자의 역할은 고용주가 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자에게 건강보험의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부분의 주

에서 처벌이나 세 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의 고용주는 노동자의 보험

료를 보조하는 형태인데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그림 Ⅲ-5>의 계A)고용주는 가족단 와 개인단 로 보

험료 분담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건강보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자에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계B는 후원자와 건강보험간의 계를 나타낸 것으로 고용주는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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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형 건강보험, 리형 랜(ManagedCarePlan)과 소비자주도형 건강보

험(CDHPs)을 각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다. 리형 랜은 특징에 따라

PPOs,HMOs,EPOs,POS등으로 나 어지는데 이러한 랜들은 소비자에

게 제공되는 여,비용분담정도,이용할 수 있는 의료공 자 등에서 각기

다르다.최근의 연방법의 변화로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 한 고용주에 의

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세 혜택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6) 부분

의 고용주는 하나 이상의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자 업자는 개인형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지만 부분이 구입하지는 않는다.

고용주를 통해 제공되는 부분의 리형 보험과 보장형 보험 그리고 소

비자주도형 건강보험은 모든 질병에 하여 보장하는 형태인데 단일 질병

에 해여 보장하는 보충형 형태의 건강보험은 미국남부지방에서 암치료를

보상해주는 암보험을 제외하고는 상 으로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하지

만 부분의 고용주들은 처방과 정신과 치료에 련된 서비스에 한 보장

은 그들이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포함시키지 않고 문화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보험 랜과 계약을 맺고 있다.

다)소비자

미국 민 건강보험의 수요시장은 크게 세 가지 소비자 그룹으로 형성되

어 있다.개인이 민 건강보험을 직 가입하는 그룹,소규모 직장을 통해

가입하는 그룹 그리고 규모 직장을 통해 가입하는 그룹이 존재한다.

개인이 민 건강보험을 직 으로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으로 개

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들 그룹은 보험료에 상당히 민감하다. 한 역선

택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분의 주정부는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6)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다.민 건강보험 상품종류와 상품 황)을 참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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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직장 가입그룹은 가족단 로 민 건강보험에 가입한다.부부가 동

시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단 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도 한

다.건강보험의 제공여부,제공하는 건강보험의 여정도,형태가 요한

고용조건으로 작용한다.직장에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 가입하는 그룹보다 보험료에 민감하지 않다.보험료의 산정은

주정부가 정하는 법에 의해 규제되며 주로 가입자 그룹의 인구학 ,계리

특성과 상 건강상태 등을 근본으로 하여 산정된다.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종사는 하는 건강보험가

입자 그룹은 기업에서 직 제공하는 형태의 건강보험을 이용한다.일반

으로 기업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 을 근본으로 제3자의 운용기 혹

은 보험회사에 탁하는 형식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민 건강보험회사의 주요 경쟁시장은 소규

모 회사를 통한 가입 그룹임을 알 수 있다.

다. 민 건강보험 상품종류  상품 황

1)상품종류

앞 에서 설명하 듯이 미국의 민 건강보험은 부분이 고용주를 통한

집단가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민 건강보험에서 소

비자들은 선택하고 있다.따라서 민 건강보험은 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형태의 상품이며 특정한 병에 련해서 보장하는 상품은 상

으로 일반 이지 않다.

민 건강보험상품은 크게 통 보장보험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리형 보장

보험상품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나뉜다.여기에 더하여 2003년에 입법화 된

「메디 어처방약향상과 화법안(MedicarePrescriptionDrugImprovement

andModernizationActof2003)」으로 도입된 세 혜택형 건강보험계좌 상품

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매되고 있는 부분의 상품은 부분의 의료이용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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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의 종류는 이용할 수 있는 의료공 자,의

료공 자에 한 지불보상체계,의료수요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정도,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표 Ⅲ-3>는 건강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상품이 나열된

순서는 거의 건강보험상품의 발 순서와 일치한다.의료공 자 이용측면에

서는 모든 의료공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제한된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공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며,상품에 따라 의료공 자에

한 의료비 지불보상체계는 행 별수가제와 인두제, 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상품이 존재한다.비용분담측면에서는 최근의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상품의 등장으로 본인부담 이 높은 상품 한 존재하고 있다.

의료비 통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통 건강보험상품이 본인부담 제도

를 통한 의료수요측면에서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으며 리형 보험상품은

의료공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의료공 자를 통하여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

다.상 으로 높은 본인부담 제를 용한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상품은

리형 건강보험상품의 특징에 더하여 의료수요측면에서도 의료비를 통제

하고 있는 건강보험상품이다.

가)보장형 건강보험

보장형 건강보험은 크게 병원비를 보장하는 상품,진료비를 보장하는 상

품,그리고 정신치료와 처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나뉜다.병원비를 보장하

는 상품은 입원비와 집안 방문을 통한 치료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며 진료

비 보장상품은 통원비,수술비,진료비,응 실 이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

다.이들 상품에 한 선택은 주로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

는 선택 으로 가입가능하다.가입자는 부분의 의료공 자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공 자에 한 선택이 자유롭지만 여타 상품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본인부담 을 지불해야 한다.

나) 리형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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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형 건강보험은 보장형 보장보험에 더하여 의료공 자의 선정과 의료

공 자에 지불하는 보상체계,행해진 의료서비스를 심사하는 체계가 묶여

져 있는 형태이다.따라서 리형 보험상품은 일반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공 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의료이용에 한 통제가 강화된 형태이다.

리형 건강보험은 선호의료자기구(PPO:PreferredProviderOrganization)

에 의해 의료이용이 보장이 되는 상품과 HMOs에서 매하는 상품 그리고 특

약형태의 네트워크 외에서 의료서비스에 해 보상해주는 외부서비스특약

(PointofService,POS)등으로 나 어진다.

PPOs는 앞서 언 한 보험회사의 형태가 아니라 의사,병원,약국 등 의

료공 자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들과 계약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의료소

비자를 상으로 그들 간의 할인된 가격으로 비용을 낮춰주는 의료공 자

의 네트워크이다.보험회사가 PPOs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으로

PPOs는 보험회사를 언 하는 것이 많으며 보험회사가 PPOs와 계약하여

의료이용에 한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로 주로 쓰인

다.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공 자를 이용할 때는 보장이 되지 않

거나 보장이 약화된다.

HMOs는 앞 에서도 언 했듯이 건강보험과 의료공 자가 통합된 형태

로 개인이나 고용주에게 직 그들의 상품을 연간 보험료를 기본으로 하여

매하며 이에 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

미연방법의 변화로 최근 몇 년 사이 건강보험계좌와 련된 상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 축계좌(HSAs:HealthSavingAccounts)와 건강보상

계좌(HRAs:HealthReimbursementAccounts)가 표 이다.세 면제형

계좌로 의료비 지불을 해 쓰이는 계좌들이다.

건강 축계좌(HSAs)는 고용주에 의해서 제공되기도 하며 만약 고용주에

의해 일정 액을 후원 받는다면 그 후원 은 근로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매년 남은 잔고는 계속 남아 있으며 직장의 이동으로도 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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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개인이 직 건강보험을 사는 그룹은 부분의 융기 에서 건강

축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이 계좌를 만들기 해서는 반드시 고공제 건

강보험(HighDeductibleHealthPlan;HDHP)을 가입해야 한다.고공제 건

강보험은 건강보험회사를 통해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개인이 직 구

입할 수 있다.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은 고공제 건강보험이 건강보험상품

의 한 종류라는 이다.건강 축계좌 없이 고공제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건강 축계좌 혹은 건강보상계좌와 고공제 건강보험을 동시에 가입

한 상품을 소비자주도 건강보험(Consumer-directedhealthplans:CDHPs)

이라고 따로 분류하여 건강보험상품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다.

건강보상계좌(HRAs)는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의 하나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총소득외에 일정액을 후원하여 만들어진 계좌이다.반드시 고공

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부분의 경우 고공제 건강보

험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건강보험상품이며,고공제 건강보험과 연계된 경

우 소비자 주도 건강보험상품에 속한다.계좌의 립 이 으로 고용주

에 의해 립되기 때문에 매년 남은 잔고는 후년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근

로자가 직할 경우 이동성이 없는 상품이다.고용주가 후원하는 액에

한 상한이 없다.

건강 축계좌와 건강보상계좌와 비슷하지만 고공제 건강보험외에 일반

건강보험의 자기부담 으로도 쓸 수 있는 자유지출계좌(FlexibleSpending

account:FSA)도 존재한다. 립방식은 건강보상계좌와 비슷하게 고용주가

근로자 세 소득의 일부를 립하며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을 해 사용할

수 있다.남은 잔고는 매년 이월되지 않지만 일정기간의 유 기간을 둔다

는 것이 건강보상계좌와 다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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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특징

보장형

보험

리형건강보험상품

(ManagedCare)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상품

(CDHP)

계좌연계형

상품

PPO HMO POS
HSA/

HDHP

HRA/

HDHP
FSA

이용

가능한

의료

공 자

거의 모든

공 자

거의 모든

공 자

(네트워크)

네트워크

보장형 보험 혹은 리형 건강

보험과 유사의료공

자 선택
환자 환자

네트워크내

담의사

(Gatekeeper)

지불보상

체계

행 별

수가제

(FFS)

할인된

FFS

인두제,

제

인두제,

제

FFS

비용분담

일반

본인부담

제도

네트워크내

이용시 낮음;

네트워트외

이용시 높음

네트워크외

이용시 비용

분담 완화

비교 높은 본인부담 제도와

세 혜택을 통한 고용주의 본인

부담 에 한 보조

보험자의

역할

의료비

지불

의료비

지불;

네트워크

형성

의료비 지불;

네트워크 형성;

의료이용 감독

의료비 지불,네트워크 형성

의료이용

에 통제

수요자

측면

공 자

측면

(가격)

공 자 측면

(가격,서비스양)
수요자 측면

<표 Ⅲ-3>건강보험상품의 주요 특징

주 :FFS=FeeForService,PPO=Preferred ProviderOrganization,HMO=Health

MaintenanceOrganizations,POS=PointofService,HDHP=HighDeductible

Health Plan,HSA=Health Saving Account,HRA=Health Reimbursement

Account,FSA=FlexibleSpendingaccount,CDHP=Consumer-directed health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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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품의 황

<그림 Ⅲ-6>는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시장 유율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보여주고 있다.1980년 의 보장형 보험 심에서 1990년 이후 리형

상품으로 부분이 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2006년 이후 세제혜

택이 있는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이 약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6>보험상품 변화 추이

주 :Survey자료를 통해 추측한 추정치임.

자료 :Claxton,G.,B.DiJulio,B.Finder,E.Becker,S.Hawkins,J.Pickreign,H.

Whitmore,andJ.Gabel,EmployerHealthBenefits:2007AnnualSurvey,The

HenryJ.KaiserFamilyFoundationandHealthResearch& Educational

Trust,2007,p.65

리형 상품이 의료공 자와 건강보험의 통합된 형태의 기구에서 매된다

는 으로 미루어 볼 때 민 건강보험의 추세가 빠르게 통합 형태로 바 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의료비 통제가 의료공 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이러한 특징은 여타 보험과는 달리 건강보험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다. 한 최근의 소비자주도형 보험의 도입은 의료공 자를 통한 의료비 통제

에 더하여 소비자들이 스스로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소비

자를 통해서도 의료비를 감소시키려하는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7>는 상품별 보험료 증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보험료는

의료비 증가추세에 따라 매년 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도에는

12%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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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보험상품별 평균 보험료 증가율 추이

주 :Survey자료를 통해 추측한 추정치임.

자료 :Claxton,G.,B.DiJulio,B.Finder,E.Becker,S.Hawkins,J.Pickreign,H.

Whitmore,andJ.Gabel,EmployerHealthBenefits:2007AnnualSurvey,The

HenryJ.KaiserFamilyFoundationandHealthResearch& Educational

Trust,2007,p.21

<그림 Ⅲ-8>은 보험상품별 개인 건강보험의 평균 본인부담 을 나타낸

것이다.여타 리형 보험상품에 비해 고공제 건강보험상품의 본인 부담

이 거의 3배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8>보험상품별 개인 건강보험의 평균 본인부담

주 :Survey자료를 통해 추측한 추정치임.

자료 :Claxton,G.,B.DiJulio,B.Finder,E.Becker,S.Hawkins,J.Pickreign,H.

Whitmore,andJ.Gabel,EmployerHealthBenefits:2007AnnualSurvey,The

HenryJ.KaiserFamilyFoundationandHealthResearch& Educational

Trust,2007,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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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가. 건강보험의 개 추  원인

1883년 재상 비스마르크(Bismarck)에 의해 세계 처음으로 창설된 건강보험

제도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제도로 그동안 수많은 역사 환기

를 거치면서 지속 인 개 을 추구해 왔다.제도 개 의 근본 인 목 은 건

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이며,이를

해 당면한 시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 공 인 측면의 개 을

하게 추진해왔다. 재에도 계속되는 의료비의 증가가 매 개 의 주된 이유가

될 만큼 의료비용의 억제를 한 부단한 제도 개 이 계속되고 있다.

<그림 Ⅲ-9>독일 1인당 의료비 증가 추세

(단 :미국 달러)

자료:OECD,HealthData,2009

2000년 이 의 주요 개 은 피보험자와 여 확 로 인한 의료비 억제(건

강보험비용억제법:Krankenversicherungskostendämpfungsgesetz(KVKG),1977

년),보험료율 상승에 한 보험료율 안정화 도모 환자 본인부담 의 인상,

의약품에 한 정액제 도입 등 수요측면에서의 비용억제(건강보험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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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undheitsreformgesetzes(GRG),1989년),행 별 수가제의 총액을 미리 결정

한 부문별 총액 산액을 설정하는 등 주로 의료 공 자측면에서 비용억제(건

강보험구조법,1993년)를 한 것이었다.1993년 개 으로 인해 의료공 자간

의 경쟁원리가 도입되었으며 질병 고에 한 선택권 부여,질병 고간의 경

쟁,후원자의 험조정이 도입되었다.

연도 제정 법률 법률 주요 내용

1977년
건강보험비용억

제법
o본인부담 인상
o진료보수 인상폭 억제

1989년
건강보험
개 법

o건강보험 련 법률이 사회법 제5 으로 이 (1989)
o수요 측면의 개
-본인부담 인상(입원,치과보철,의약품 등),보험 여범

축소․한정(안경,비경제 의약품),장기요양환자
를 한 재가요양 여 도입,의약품 정액제 도입 등
수요측면의 의료비 억제

1993년
건강보험
구조법

o공 측면의 개
-경쟁을 통한 연 원칙 도입:의료비․보험의사 수
통제,피보험자에 의한 질병 고 자율 선택권 확 ,
험조정 도입,질병 고의 리운 체제 강화

1998년
건강보험연 강

화법

o의약품 포장크기별 본인부담 인하
o본인부담 의 임 연동 폐지
o치과보철 물 여 부활
o보험료 환 등 민 보험 요소 폐지
o진료비 보수총액과 병원 산에 한 기 임 인상분
을 상한으로 하는 등 지출 제한

o외래진료 처방의약품에 한 참조가격 인하

2000년
건강보험
개 법 2000

o의료공 의 별 자체 질 리 의무와 공 자 상호
간 연계체계 강화,

o종합병원연방 원회 신설 조정 원회 신설
o건강증진․환자상담 등 업무를 질병 고 담당

2004년
건강보험
화법

o모든 의료서비스 비용 10%본인부담(단,최고 10유로)
o외례진료 방문료(분기당 10유로)지 도입
o건강보험 여범 축소
o보충형건강보험 도입 확 (치과보철의 보충형보험 도입)
o가정의 모델 도입(최 1년간 동일 가정의 진료 필수)

2007년
건강보험
경쟁력강화법

o가정의의 기능 강화(모든 질병 고로 도입 의무)
o의료기 의 창설(2009)
o공 ․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2009)
o민 건강보험의 기본형상품 도입(2009)

<표 Ⅲ-4>독일 건강보험제도 주요 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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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의 주요 개 은 험조정방식에 한 세부 조율과 공 건강

보험을 유지하면서 민 건강보험과의 경쟁을 통한 의료비용 축소를 한 노력

이었다. 표 으로 2007년에 제정된 건강보험경쟁력강화법은 공 건강보험제

도의 본질은 유지하면서도 민 건강보험과 경쟁 지향 계를 설정 하 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건강보험의 가입의무화,공 건강보험의 여수 과 유

사한 기본형 민 건강보험 서비스의 제공7),소외계층에 한 보험료 경감,민

건강보험간의 경쟁이 주요 내용이다.<표 Ⅲ-4>는 독일 건강보험제도의 주

요 개 동향을 요약한 것이다.8)

나. 민 건강보험의 역할과 운 체계

1)민 건강보험의 역할

독일 민 건강보험의 특징은 공 건강보험을 체 는 보완 역할을 동시

에 담당하고 있으며,최근에는 공 건강보험과 경쟁 계를 지향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림 Ⅲ-10>은 독일 민 건강보험의 역할에 하여 간단히 도식화 한 것이

다.그림에서 보듯이 민 건강보험회사는 공 보험의 가입 상에서 제외된 임

의 가입자에게 공 건강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수 이 동일한 기본 보험상

품(2009.1부터)을 제공하거나 그 이상의 보장을 제공하는 체형 건강보험상

품을 제공하여 공 보험의 체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특히,2009년

부터는 공 건강보험의 임의 보험가입자에 해서도 의무 으로 공 는 민

건강보험에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 가입이 시행됨에 따라 민 보험과 공

보험 간의 본격 인 경쟁 계가 진행되고 있다.

7)2009년 1월부터 모든 민 건강보험회사는 공 건강보험의 부서비스에 상당하

는 기본형상품을 제공하고 있다.이 상품은 보험료 산정시 가입자의 성․연령만

고려되고 공 건강보험의 월 최고 보험료를 과할 수 없으며, 여범 가 공

건강보험의 범 와 동일한 특징이 있다(이용갑(2008,p.83.)과 靑山麻理(2008,

P.15)참조).

8)상세한 개 의 내용은 최병호외 6인(2005),pp.87～10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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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건강보험은 공 건강보험의 의무 는 임의가입자에게 공 보험

의 보상에서 제외된 병상차액 등의 비용 취업불능 기간에 한 휴업보상

등의 보충형 건강보험을 제공함으로써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공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한 기본 인 권

리 보장을 목 으로 하므로 보장범 여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 충분하지

못하다.그러므로 독일의 민 건강보험은 공 보험에서 제한되는 보장내용

여에 한 체재 는 보완재로서 보험상품을 제공하므로 공 보험의 의무

는 임의가입자에게 자유의사에 따른 충분한 의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민 건강보험은 2009년부터 법률상의 소득․취약계층에

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취약계층에 한 민 건강보험의 가입 확

를 통한 사회보장의 보완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림 Ⅲ-10>독일 민 건강보험의 역할

이외에도 민 건강보험은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의 보완 역할을 수행하기

도 한다.첫째,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수요자 개별 인 니즈를

반 하지 않고 있는 공 보험의 보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둘째,공 건

강보험은 의사진료를 받기 해 상당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

에 비교 기시간이 없이 즉시 의사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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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즉,민 건강보험회사는 의사 병원에게 공 건

강보험에 비하여 높은 진료보수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등이 민 건강

보험의 가입자를 최우선하여 진료할 수 있다.독일의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받기 하여 민 건강보험을 선호한

다.독일의 일부 개원의나 병원은 이러한 민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선

호하기도 한다.

구분 공 건강보험 민 건강보험

가입자

-가입의무：강제가입 소득 상한액

(월 4,012유로)이하 근로자

-임의가입：한도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피고용자,자 업자,공무원

-공무원,자 업자,자유업,학생 등

-고용자․근로자： 소득 상한액(연

간 43,200유로)이상 가입 가능

피보

험자

-가입자 본인,무수입 는 월 소

득 350 유로 이하 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가족 구성원 개별 인 계약을 체

결하여 보험료를 지불

여

< 물 여의 원칙>

1.의사 선택 제약 있음:의사․치

과의는 보험의로 허가가 필요

2.질병 고는 보험의․병원과 직

결산하고,환자는 비용 청산

과 선납 필요 없음

3.등록 허가된 병원：일반 병실에

입원,근무의

4.임신：임신 수당,출산 수당

<비용보상의 원칙>

1.의사 선택 자유.단,의학 필

요성 제

2.여 제공자가 환자의 비용 청

산을 하고,그 후 계산서를 보

험회사에 상환을 해 제출

3.청구액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환자의 부담증가로 연결

4.병원 선택 자유:요 제에 근거

해 독실 는 2인실 입원

보험료

-사용자와 근로자는 보험료 산출

한도액 3,600유로를 기 으로 총

소득 재 평균 13.9%의 기본 보

험료를 분담,근로자는 특별보험

요율에 0.9%의 보험료 지불.

-최고 보험료는 사용자 분담이

250유로,근로자 분담이 282유

로

-보험료는 개인의 건강상태·연령·

성별에 따라 결정.병력이 있을

경우 할증될 가능성이 있음.

-보험료는 질병 시의 여 벨과

자기부담분에 따라 결정.

-사용자는 GKV의 최고 보험료

50%를 한도로 실제 보험료의

50%를 지불

<표 Ⅲ-5>공 건강보험과 민 건강보험의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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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 약 50개 건강보험회사가 취 하는 건강보험상품은 회사별로 각

기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되어 매되므로 소비자가 가장 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넷째,보험회사가 운 하고 있는 병원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건강 리 로그램을 통하여 문의나 병원 등의 진료 치료를 받기가 공

보험보다 훨씬 편리하다.다섯째,공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과 부양가족에

계없이 보험료 수 이 일률 인데 반하여 민 보험은 건강한자 는 독신

의 경우 보험료가 렴하며,보험료에 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에 한 혜

택이 있다.

2)민 건강보험의 운 체계

<그림 Ⅲ-11>은 독일의 민 건강보험체계에서 3개의 의사결정주체와 계

약 계를 나타낸 것이다.독일의 공 건강보험체계와 달리 후원자가 존재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Ⅲ-11>독일 민 건강보험의 운 체계

가)건강보험

민 건강보험은 체형 건강보험과 보충형 건강보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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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보험은 공 건강보험에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임의 피보험자가 가입

할 수 있는 보험이며,외래치료,입원치료,치과 치료비용 등과 같은 공 보험

의 보장 여를 포함하여 포 여를 제공한다.보충형 보험은 공 건강보

험의 주로 공 보험 의무 가입자를 상으로 개인의 추가 인 보장니즈에 따

라 가입하는 보험이며,기본 여(공 보험과 동일 수 )에 추가하여 부가 으

로 여를 제공한다.보충형 보험 에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취업불능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한 질병 일당보험,입원일수에 따른 입원 수당이 지

되는 정액 입원보험 등도 있다.보충형 보험은 체형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

으므로 체형 보험가입자들이 가입하기도 한다.보충형 보험이 보장하는

여에는 외래 진료를 한 여(약제 보조,안경,보청기 등),입원시 선택 서비

스에의 여(독실 는 2인 1일 입원 등),치과 여(치열 교정 등)등 3가지

여를 제공한다.

건강보험의 보험요율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며 보험 여의

질,나이,건강상태,성별에 따라 차등 용된다. 를 들어,1인실 이상의 상

병실을 이용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기왕증이 있다면 높은 보험요율이 용된

다.독일의 경우 민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언더라이 능력이 상당히 요하

다.왜냐하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보험가입 후에 소비자의 건강상태가 악화

될 경우 보험료 할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차원의 보험요율 인상은 힘들지만 새로운 비용 상승요인

이 발생하면 민 건강보험은 보험요율을 인상할 수 있다.2000년에 일률 으

로 10%의 보험요율을 인상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독일 국민의 수명 연장,고

가의 치료기계 도입,고가의 새로 치료방법 용에 기인한다.

건강보험회사의 주요 매채 은 속 리 과 로커, 업직원 등이다.최

근에는 TM이나 CM을 통한 직 매도 확 되고 있다.민 건강보험회사가

질병 고와 경쟁할 수 있는 것은 가격 안정성(가격 인상의 빈도나 가격 인상

률)과 보상내용,보험가입 시 기 시간 단축(통상,독일의 민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하고 나서 수개월의 기 시간이 소요),치과 치료시 낮은 자기 부담

률 때문이다.이외에도 민 건강보험은 문병원에 한 리스트 제공,긴 수

술이 필요한 경우 병원 검색,국내외 수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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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질병 고에 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보험은 우리나라와 달리 생명보험,손해보험,건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시장은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과 함께 독립된 시장으로

구분된다. 재 독일에서는 민 건강보험회사만이 건강보험상품의 취 이 가

능하며,27개의 주식회사와 20개의 상호회사 형태로 회사가 구성되어 있다.

2007년말 기 으로 독일에서는 유사보험을 제외한 총 371개의 생명․손해․건

강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하고 있으며,이 건강보험회사의 수는 47개로

12.6%의 비 을 차지한다.

<그림 Ⅲ-12>민 건강보험회사 수 수입보험료 규모 비교(2007)

자료 :PKV(2008)

건강보험회사를 수입보험료 규모를 기 으로 구분하면 수입보험료 10억 유

로 이상 회사가 9사,3억 유로 이상～10억 유로 미만의 회사가 13사,2,000만

유로 이상~3억 유로 미만의 회사 15사,2,000만 유로 미만의 회사 10사가 건강

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2007년말 기 으로 상 10개사가 74.5%의 시장

유율을 차지하는 등 하 30개 건강보험회사의 시장 유율이 낮은 수 이

다.건강보험회사별 시장 유율은 Debeka사가 건강보험 체수입보험료 에

서 15.1%의 유율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유율을 차지하며,다음으로 DKV

사(13.6%),Allianz사(11.4%)의 순으로 시장 유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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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명 수입보험료(백만유로) 시장 유율

Debeka 4,121 15.1%

DKV 3,724 13.6%

Allianz 3,123 11.4%

Signal 1,994 7.3%

Central 1,720 6.3%

BayerischeBeamten 1,231 4.5%

Barmeniakranken 1,194 4.4%

Continentale 1,172 4.3%

DBV 1,061 3.9%

AXA 998 3.7%

<표 Ⅲ-6>민 건강보험회사 수입보험료 시장 유율(상 10 )

자료 :損害保險總合硏究所(2009),p.197

독일 민 건강보험회사의 보험사업 이익률은 1997년부터 10% 이하로 지

속 으로 감소하 으나,2001년을 정 으로 지속 으로 계선되어 2006년에는

11.0%의 수 으로 증가하 다.반면,손해율은 1990년 후반까지 지속 으로

악화되다가 2000년을 정 으로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다.2006년의 손해율은

77.8%이며,1996년부터 75%에서 85%사이의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Ⅲ-13>민 건강보험 손해율 보험 업 이익률 추이

자료 :川端勇樹(2008),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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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비자

체형 건강보험은 부분이 공 건강보험의 가입 상이 아닌 임의 피보험

자가 상이 되며,① 고소득 근로자(연간 43,200유로 이상),② 학교수 등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③ 부분의 자 업자 등이다.다만,이들 일

반 공무원,군인 등은 공 는 민 건강보험에 계없이 자율 으로 보험

자를 선정할 수 있다.반면,보충형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는 공 건강보험의 의

무 피보험자 는 민 보험에 가입한 임의 피보험자로 구성된다.

민 건강보험의 표 보험료 표 인 여는 법률 으로 규제(사회보장

법 §257Abs.2a)를 받고 있으며,모든 민 건강보험자에 동일하게 용된다.

표 보험료는 개인별 험도에 따라 차등 용되며,2004년 기 으로 최 월

498.72유로를 넘지 못한다.민 건강보험에서는 나이가 을수록,그리고 보

험가입기간이 길수록 보험요율은 낮아진다.표 보험료의 상한 액인 498,72

유로는 공 건강보험의 평균 보험료 수 이며,표 여 내용은 공 건강보험

의 여내용과 거의 비슷한 수 이다.

표 여에서 특이한 사항은 치과 련 내용이다.의치,틀니는 여율이

65%로 매우 낮으며,의약품,의료보조기 등은 여율이 80%이며 자기부담률

이 용된다는 이다. 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 최 한도가 연 306유로로

제한되며,그 이상은 보험자가 책임지고 있다.

민 건강보험의 표 보험료와 표 여 상자는 만 65세가 넘되,최소한

10년 동안 민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자로 제한된다.이유는 65세가 넘어서 근

로소득이 불가능해질 경우 월 보험료의 최 상한 액이 사 에 확정되어 있

는 표 약 으로 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해서이다.일반 인 민 건강

보험요율은 고령자에게 매우 높게 용되기 때문이다.단,만 55세가 넘더라도

2004년 기 으로 연간소득이 41,850유로 이하일 경우,동시에 민 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표 약 으로 환할 수 있다.9)

체형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수는 2003년 811만 명에서 지속 으로 증가하

여 2007년말 기 으로 독일 인구의 10.3%인 855만 명으로 증가하 다.한편,

9)신동호(2004),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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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건강보험의 의무 가입자 는 임의가입자가 본인의 추가 인 보장니즈에

따라 자율 인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충형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는 2007

년말 기 으로 약 2,009만 명에 이르고 있다.보충형 보험의 피보험자 수가

체형 보험보다 하게 많은 것은 공 는 민 건강보험 가입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보험가입자가 여러 개의 보충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한,2004년 건강보험 근 화법이 제정되어 공 보험의 보장내용과

보장 여가 크게 삭감되면서 보충형 상품이 보완재로서 역할이 확 되었기 때

문이다.

2003 2004 2005 2006 2007

체형 보험 811 826 838 849 855

보충형 보험 14,688 15,898 17,088 18,400 2,009

<표 Ⅲ-7>민 건강보험 가입자 수 추이

(단 :만 명)

주 : 복가입자 포함

자료 :PKV(2008.11)

보충형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는 2004

년 의료보험 근 화법이 제정되어 공 건강보험 여의 폭 삭감과 건강보

험조합과 민 보험회사의 사업상 력이 시작되면서 가능하 다.이외에도 민

건강보험의 장 은 다음과 같다.

첫째,다양한 특약의 부가가 가능하다.민 건강보험의 기본 인 보장수 은

공 건강보험과 동일하지만 특약으로 인하여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민 건강보험의 특징은 공 보험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특약에 있다.민

보험만의 표 인 차별화된 보장특약은 병원입원비특약,해외여행특약,소

득보상특약이다.이러한 특약들은 공 건강보험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다.따라

서 공 건강보험 가입자 에서 이러한 고품질 서비스를 원하는 일부는 추가

로 민 건강보험 특약을 선택 으로 가입하고 있다.

둘째,민 건강보험회사는 계약 기가 불가하다.독일에서 민 건강보험회

사는 임의로 는 타의로 보험계약을 기하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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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로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임의로 기할 수 있다는 이 특징

이다.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독일은 민 건강보험을 매우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다.10)

셋째, 체형 건강보험은 여액에 한 제한이 없이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실손보상보험으로 부분이 종신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종신동안 보장받는

보험이 부분이다.11)

다. 민 건강보험 상품 종류  상품 황

1)상품의 종류

민 건강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상품은 고소득 근로자 자 업자

등이 가입하는 체형 건강보험과 공 는 민 건강보험 가입자가 추가 인

보장니즈에 의해 가입하는 보충형 건강보험,법정장기간병보험,특별보험으로

구분 할 수 있다.특징 인 것은 보충형 는 체형 보험에 특약형태로 부

할수 있는 병원입원수당보험,상병수당보험,호스피스보험,장기간병 보충보험,

상병수당 체보험 등이 있으며,공 건강보험에 특약형태로 부 할 수 있는

외래진료보충보험,병원 선택진료보험,치과치료보충보험이 구분되어 취 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외에도 특별보험에는 해외여행 건강보험,특정담보보험,부채

상환보험이 있다.

법정 장기간병보험이 1995년 도입되면서 체형 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

무 으로 보험회사가 취 하는 이 보험에 가입해야한다.병원입원수당보험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보험계약에서 약정된 1일 단 로 수당을 지 하는 보

충형 보험상품이다.입원수당은 개인의 니즈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 하

여 특별한 입원 제한이 없다.

상병수당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 해주는 보충형 보험상품으

로 가입자에 따라 자유업 종사자 는 자 업자를 한 상병수당보험과,근

10)신동호(2004),pp.38∼44

11)青山麻理(2008.11),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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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상병수당보험으로 구분된다. 자의 경우 노동불능상태 4일 는 8일째

부터 소득상실 험을 보 한다.후자의 경우 질병상태 7주째부터 상병수당을

지 한다.

구 분 주요 보장 내용

체형 보험
공 건강보험의 여내용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보장
내용이 되도록 규제되며,공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법정장기간병보험
공 건강보험과 공 장기간병보험에 연동하여 체형 건강보험
의 가입자는 민 장기간병보험에 의무 으로 가입하는 보험

보충형 보험
병원입원수당보험,상병수당보험,호스피스보험,장기간병 보충
보험,상병수당 체보험

공 건강 보충보험 외래진료보충보험,병원 선택진료보험,치과치료보충보험

특별보험 해외여행 건강보험,특정담보보험,부채상환보험

<표 Ⅲ-8>독일 민 건강보험회사의 매 건강보험상품

외래진료 보충보험은 공 건강보험체계의 개 조치에 따라 여목록에서 제

외(안경,보청기,비 여 약물)되거나 여수 이 불충분한 의료서비스에 한

지 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주치의 진료비 등의 상환이 가능하다.

병원 선택진료보험은 공 건강보험체계에서 제공하지 않은 병원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장기간병보충보험은 민 건강보험회사에서 제공

하는 장기간병보험에 한 보충형 보험상품으로 장기간병수당보험과 장기간병

비용보험이 있다. 자의 경우 가입자에게 여가 제공되는 1일 기 으로 계

약한 여를 지 하는 보험상품이다.반면,후자의 경우 장기간병보험의

가입자에게 발생한 장기간병 비용에 하여 계약한 비율의 을 상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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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이다.

상병수당 체보험은 근로자에게 상병수당을 지 하는 고용주에게 상병수당

을 지 하는 보충형 보험상품이다.다른 민 건강보험상품과 달리 이 보험의

가입자는 감소하고 있다.해외여행 건강보험은 외국여행,유학,출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지 하는 보험상품으로 단기형과 장기형이 있다.특

정담보보험은 안경과 련된 특별한 서비스와 같이 특정 험을 보장하는 상

품이다.이 보험은 특정 험의 지정에 따라서 보장되므로 보충형 보험으로

취 되지 않는다.부채상환보험은 질병발생으로 감소한 소득 는 발생한 질

병의 치료를 한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불해야 하는 이자 는 부채의

상환을 보장하는 보충형 보험상품이다.

2)상품의 황

독일의 건강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체형 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지속 으로 증

가하면서 민 건강보험시장이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다.반면,보충형 보험시

장은 1996년 이후 10년 동안 50억 내외 규모에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Ⅲ-14>민 건강보험 종류별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PKV(2008)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2007년말 기 으로 체형 보험이 72.1%를 차지하고,

보충형 보험이 27.9%를 차지하는 등 건강보험시장의 부분이 체형 보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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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 되고 있다.2007년도말 기 의 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년 비 3.5%

증가한 294억 유로 규모이다. 체형 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년 비 5.7% 증

가한 212억 유로이며,보충형 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년 비 5.1% 증가한 58

억 유로이다.

<그림 Ⅲ-15>보충형 건강보험상품별 가입자 수

자료 :PKV(2007)

건강보험회사의 지 보험 규모는 2003년 153억 유로에서 2007년도 182억

유로로 19.0% 증가하 는데 이는 민 건강보험시장이 지속 인 성장에 따라

보험 지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건강보험회사의 지

보험 을 종목별로 살펴보면,외래 여가 45.2%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입원 여 30.3%,치과 여 4.8%,질병수당 3.8%,병원수당 2.7%,특별

보험 2.7%의 순으로 높은 비 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 외래 여 입원 여 치과일당 질병일당 병원일당 특별일당 기타 여

구성비 45.2% 30.3% 14.8% 3.8% 2.7% 2.7% 0.3%

<표 Ⅲ-9>민 건강보험 여서비스별 지 구성비

자료 :PKV(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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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덜란드

가. 건강보험의 개 추  원인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체계는 크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제 으로 가입

해야하는 장기간병보험과 최근에 개 을 단행한 건강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에

서 보장하는 않는 여를 보장하는 보충형 건강보험으로 나 어져 있다.본고

에서는 장기간병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체계를 심으로 살펴보겠다.

2차 세계 동안 독일에게 령되었던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체계는 독일의

건강보험체계와 유사하게 발 해 왔다.독일과 마찬가지로 고용에 근거한 질

병 고를 기본으로 하여 근로자와 고용주에 의해 거둬지는 소득을 근거로 한

보험료를 징수 하 다.하지만 독일과 달리 질병 고는 부유층에는 용되지

않았으며 부유층에게는 자발 민 건강보험을 근간으로 운 하 다.즉 건강

보험체계는 정부의 규제와 후원으로 운 되는 질병 고를 통한 강제보험과 상

으로 정부의 규제와 후원이 은 자발 민 건강보험의 두 가지 축에 의

해 발 되어왔다.하지만 2006년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체계는 격하게 증가하

는 의료비를 이기 하여 1980년 부터 논의가 되었던 단일 체계로 통합되

고 민 건강보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 다.<표 Ⅲ-10>은 네덜란드의 주요 건

강보험체계의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개 이 의 건강보험은 소득을 근거로 가입자를 분류하여 가입 상을 달리

하 다.따라서 강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자발 민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며 자발 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강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2006년 개 이후 모든 네덜란드의 합법 거주자는 기본 여를 제공하는 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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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개

1941독일 령하의 네덜란드 질병 고

1964독일과 다른 독립 네덜란드 질병 고 도입

1968장기간병과 치명 병에 한 보험 도입

1987모든 국민을 상으로 하는 기본 건강보험에 한 Dekker 원회의 보고

1989질병 고와 장기간병보험에 일률 보험료 도입

1990-
1994

특별한 변화 없었음

1995
Dekker보고서에 근거한 새로운 개 안 제안,그러나 모든 국민을 상으로 하는

기본 건강보험에 한 내용은 빠짐

1996-
2005

특별한 변화 없었음

2006민 건강보험의 경쟁체제를 도입한 하나의 질병 고로 통합

<표 Ⅲ-10>네덜란드 건강보험체계의 주요변화,1941-2006

1941-2005 2006- 재

비 여 보충형 건강보험(자발) 비 여 보충형 건강보험(자발)

공 질병 고

( 소득층,강제)

민 건강보험

(고소득층,자발)

정부 규제방식의 기본 여에 한

민 건강보험(강제)

장기간병보험(강제) 장기간병보험(강제)

자료 :BradWright,HealthCareintheNetherlands:AModelforU.S.Reform?,2008,p.3

<그림 Ⅲ-16>는 네덜란드의 일인당 의료비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최근까지

가 르게 상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가 른 의료비 상승은 1980년 부터

의료개 의 논의를 불러 왔으며 모든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 건강

보험으로 개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재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운 체계는 의료비를 감하면서 국민

이 의무 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형태로 발 하 는데 의료비 감을 한

가장 큰 특징은 경쟁 민 건강보험시장을 택하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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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네덜란드의 일인당 의료비 추세,1972-2007

(단 :미국달러)

자료 :OECD,HealthData,2009

나. 민 건강보험의 역할과 운 체계

1)민 건강보험의 역할

2006년 개 후의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운 체계는 경쟁 민 건강보험회사

의 도입으로 인해 민 건강보험시장이 크게 확 되었다.개 의 고소득층

을 한 집단가입형태의 민 건강보험으로 국한되었던 민 건강보험시장이

국민을 상으로 민 건강보험이 운 되면서 민 건강보험 시장이 커졌다.

민 건강보험시장이 확 되었지만 험 리기 의 역할을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리 원회(CVZ)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민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리 원회에서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기본보장(basicpackage)을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따라서 기본보장에 한 경쟁은 가격경쟁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12) 한 민 건강보험은 기본보장(basicpackage)이외의 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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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보충형 건강보험시장에서는 자율 으로 경쟁하고 있다.<그림 Ⅲ

-17>는 보듯이 국가가 기본보장범 만을 책정하고 있으며 험조정방식을

통해 민 건강보험회사에 하여 의료비를 상환해주고 있다.건강보험의 운

은 순 히 민 건강보험회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민 건강보험

은 의료공 자에 한 선택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의료공 측면에서 의

료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가격경쟁을 통한 상품 매가 가능

하므로 수요측면에서도 의료이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Ⅲ-17>네덜란드 민 건강보험의 역할

2)민 건강보험의 운 체계

네덜란드 건강보험의 운 주체는 민 건강보험회사,후원자인 건강보험 리

원회,의료소비자,의료공 자로 이루어져 있다.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주체

12)기본보장이 의료수요를 받을 수 있는 양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민 건강보험회

사는 가격이나 질을 통해 경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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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 건강보험회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른 국가와 가장 다른 이다.

운 체계의 기본 구조는 건강보험 리 원회의 통제하에서 민 건강보험회사

가 경쟁을 하며 의료공 자는 민 건강보험회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하

여 경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따라서 의료비는 건강보험 리 원회의 험

조정,민 건강보험회사간의 경쟁,의료공 자간의 경쟁으로 다단계에 걸쳐 통

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림 Ⅲ-18>는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운 체계를

나타낸 것으로 이런 통제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18>2006년 개 후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운 체계

자료 :vandeVan,W.andSchutF.T.,RiskEqualizationInAnIndividualHealth

InsuranceMarket:TheOnlyEscapeFrom TheTradeoffBetweenAffordability,

EfficiencyAndSelection:TheNetherlandsAsA CaseStudy,RobertWood

JohnsonFoundationFRESH ThinkingProject,2007,p.45

가)건강보험

2006년 개 이후 민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보장(basic

package)에 하여 경쟁 으로 보험료를 제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따라서 보장범 에 한 경쟁보다는 보험료에 한 경쟁을 하는데

주로 소비자가 의료공 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범 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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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거나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의료공 자를 이용할 때 높은

본인부담 을 용하는 방법 등으로 경쟁하고 있다.

의료 이용 가격과 의료의 질에 한 경쟁은 의료공 자간의 경쟁을 허용

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민 건강 랜이 의료공 자와 선택

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 의료공

자와 건강보험간의 통합된 조직형태인 미국식의 HMO와 비슷한 조직형태

도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은 2006년 개 이후로 질병 고와 민 보험회사의

구분은 사라지고 리추구가 허용된 민 건강보험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부분의 민 건강보험회사는 비 리형태의 상호보험회사의 형태가

지배 으로 많다.건강보험을 매하는 건강보험회사 수는 2007년 재 32

개이지만 Achmea,Uvit,Menzis와 CZ같은 4개의 규모가 큰 건강보험회

사의 유율이 높은 과 형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피보험자 수(명)
보험회사 수

2006 2007

1,000,000이상 5 5

500,000-1,000,000 5 3

400,000-500,000 3 4

300,000-400,000 4 5

200,000-300,000 1 0

100,000-200,000 6 7

50,000-100,000 5 5

50,000이하 4 3

계 33 32

<표 Ⅲ-11>네덜란드 민 건강보험회사의 시장 유정도

자료 :Maarse,H.,PrivateHealthInsuranceintheNetherlands,2009,p.7

민 건강보험회사의 두 가지 큰 수입원은 소비자에게서 직 거둬들이는

정액 보험료(flat-ratepremium)와 건강보험 원회(CVZ)에서 받는 험조정

(Riskadjustedcontribution)이다. 험조정 은 보험회사가 험군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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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얼마나 많이 계약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험군의 소비자

와 상 으로 더 많이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재정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따라서 험조정 의 액수는 보험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소

비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나)후원자

경쟁 민 보험시장의 도입으로 후원자가 실질 으로 의료비를 통제하

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네덜란드 건강보험에서 후원자의 역할은 상당히

요하다.이들은 험조정(RiskAdjustment)을 통해 민 건강보험회사에게

지불해야하는 의료비 상환액을 통제하고 있다.

험조정의 방식은 소비자로부터 소득에 따라 거둬들인 재원을 보험회사

에 재배분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험군에 한 선택과 조정을 통해

의료비를 통제하는 것이다.네덜란드의 경우 험조정은 회계연도 시작

에 험조정액을 미리 정하는 사 (ex-ante)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

해서 보험회사가 정해진 험조정 을 최 한 효율 으로 운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소 보상(Retrospectivecompensations)도 같이 운 되

고 있으며 이는 사 비용과 실제비용의 차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기회주

의 행동을 방지하기 함이다.

험조정을 해 험 리기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 원회(CVZ)는

험군을 분류하여 상비용과 험조정 을 계산하고 있다. 험조정을

한 주요 기 으로 나이와 성별,소득원천,지역,약품비용군(PharmacyCost

Groups),진료비용군(DiagnosticCostGroups)등이 이용되고 있다.

다)소비자

2006년 개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소비자의 선택범 가 넓어진 것

이다.건강보험회사간의 경쟁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

는 보험회사와 건강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2006년 개 법은 소

비자가 자유롭게 매년 보험 랜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랜과 계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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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허용하 지만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하고

있다.소비자의 가장 큰 제약은 네덜란드에 합법 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

인은 기본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가장 큰 특징 의 하나는 미국처럼 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2006년 이 에는 노동자의 보험료 인하를 해 주로 고

용주가 단체가입계약을 상하 으며 질병 고부분에서는 단체가입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2006년 개 법은 단체가 단체가입을 해 계약 상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본보장 랜에 하여 최 1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반면 보충형 민 건강보험에 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표 Ⅲ-12>는 건강보험개 후의 단체가입비율과 보충

형 민 건강보험의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다.

단체가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단체가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고

용주 기반의 단체가입과 개방형 단체가입이 존재한다.개방형 단체가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노인,조합원,일반 소비단체,지방정부에 의해

지정된 소수계층 등이 있다.특이한 으로 환자들도 조직을 만들어 단체

계약을 하는데 보통 조직원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보충형

보험과 함께 계약한다.

가입유형 2005 2006 2007

질병 고

질병 고 가입자 단체가입 비율 16%

질병 고 가입자 보충형 건강보험 가입비율 92%

민 건강보험

민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입 비율 52%

민 건강보험 가입자 보충형 건강보험 가입비율 98%

개 후 민 건강보험

개 후 민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입 비율 48% 56%

개 후 민 건강보험 가입자 보충형 건강보험 가입비율 92% 92%

<표 Ⅲ-12>네덜란드의 단체가입비율과 보충형 건강보험가입비율

자료 :Maarse,H.,PrivateHealthInsuranceintheNetherlands,2009,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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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한 18세 이상의 소비자는 두 가지 종류의 보험료를 내는

데 건강보험에 소비자가 직 납부하는 정률의 보험료(flat-ratepremium)

와 후원자인 건강보험기 에 납부하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존재한다.정

률보험료(flat-ratepremium)의 차이에는 의료비용의 지역 간 차이만이 반

되어 있다.

다. 민 건강보험의 상품종류  상품 황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상품은 정부에서 정한 기본보장을 제공해야만 하기

때문에 상품의 종류는 보험료의 차등과 보험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

공 자와의 선택범 가 다른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기본보장범 를 벗어

난 의료이용에 해서 이용하는 보충형 보험상품은 정부가 여를 하지 않

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와 보험료에 따라 상품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1)상품의 종류

가)기본보장(BasicPackage)상품

기본보장 상품의 경우 보장 여가 정부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 건

강보험상품은 보험료와 이용 가능한 의료공 자의 선택범 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보장에 하여 보험회사가 의료공 자와 어느 정도 계약을 했는가와 의료

비용지 방식에 따라 상품이 달라지는 특색이 있다. 를 들어 Natura로 분

류되는 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특정의료공 자와 기본보장에 하여 모두 계

약한 상품으로 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의료소비자는 보험 여를 받기 해서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의료공 자에게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표 Ⅲ-13>

는 상품의 종류에 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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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종류 주요내용

Natura

∘모든 기본보장에 하여 보험회사가 특정 의료공 자와 계약

∘보장 받기 해서는 보험회사와 계약한 의료공 자만을 이용

할 수 있음

∘보험회사와 계약하지 않은 의료공 자 이용 시 본인부담

용

∘상 으로 보험료가 렴

Restitutie(상환상품)

∘의료공 자에 한 선택제한이 없음

∘기본보장에 하여 보험회사가 의료공 자와 계약을 하지

않음.

∘보험회사가 의료이용에 한 비용을 상환

∘상 으로 보험료가 높음.

MixvanNaturaen

restitutie

(혼합상품)

∘Natura와 Restitutie의 혼합상품

∘기본보장의 일정부분만 의료공 자와 계약체결

<표 Ⅲ-13>네덜란드의 기본보장 민 건강상품의 종류

Restitutie로 분류되는 보험상품은 기본보장에 하여 보험회사가 특정의료

공 자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품으로 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의료소비자는 모

든 의료공 자 선택하여 의료이용을 할 수 있다.지불한 의료비용은 보험

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환해주는 형태로 재 우리나라의 실손보험과 비슷한 형

태이다.의료공 자의 선택범 가 크므로 보험료도 Natura에 비해 상 으로

높은 편이다.

Natura와 Restitutie의 혼합형 상품도 존재하는데 보험회사가 기본보장에

하여 일부분만을 의료공 자와 계약하는 형태이며 의료비용에 한 지불형태

가 혼합된 상품이다.Restitutie의 상환제 성격을 가지면서 기본보장에 한 의

료공 자 선택범 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과 보험회사가 의료공 자에게 직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성격을 가지면서 기본보장에 한 의료공

자 선택범 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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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충형 상품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은 2006년의 건강보험법(ZVW)이 한가지만을 제외하고

직 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 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92%가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을 같이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

회사가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에 해서는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따

라서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은 보장범 에 따라 종류를 달리한다.

여드름치료

안경

해외여행 한 방주사

암환자 몸조리

건강생활 로그램

정 제술

치과치료

발치료 발 리

건선치료

1인 입원실

체의학

체약품

해외치료

종교 할례

비만치료

성형수술

방치료

건강검진

언어장애치료

Davos천식센터

만성질환자를 한 운동 로그램

환자후송

다이어트 조언

어린이와 장애자를 한 휴일캠

<표 Ⅲ-14>보충형 상품의 보장내역

자료 :Maarse,H.,PrivateHealthInsuranceintheNetherlands,2009,p.10

<표 Ⅲ-14>은 보충형 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의료서비스를 보여주고 있

다.의료비용 상환액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보장하는 병에 한 확진인정

요건을 정하고 있다.보충형 건강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의료비용의 상환 상

한액과 보장하는 병이 다르다.

보험회사가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에 하여는 보험료를 자율 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용되며 보

험회사에 따라 험선택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상품의 황

<그림 Ⅲ-19>은 보험회사가 기본보장에 하여 의료공 자와의 계약정도에

따라 상품을 구분 하 을 때 체상품수에 한 해당상품의 수를 백분율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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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이다.기본보장에 하여 보험회사가 의료공 자와 체 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품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상 으로 싼

보험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의 의료공 자에 선별이 보험료인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림 Ⅲ-19>의료공 자와의 계약정도에 따라 구분한 기본보장 상품

비 추이

자료 :Nza,MonitorZorgverzekeringsmarkt2009,2009,p.24

<그림 Ⅲ-20>은 상품별 가입자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분이 Natura

상품에 가입하고 있지만 2008년 이후 상당히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이

에 비해 Natura와 Restitutie의 혼합형 상품이 상 으로 약진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림 Ⅲ-21>은 기본보장을 해주는 일반보험상품 가입자가 보충형 상품을

얼마나 가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체 가입자의 약 92%가 일반건강보험

과 함께 보충형 상품을 함께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개인과 단체가입

별로 보면 개인가입자의 경우 보충형 상품의 가입추세가 낮아지고 있으며

단체가입을 한 경우 보충형 상품을 상 으로 더 많이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단체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

타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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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0>상품별 가입자 분포 추이

주 :완 계약,무계약,부분 계약은 의료공 자와 보험회사간의 네트워크 계약을

의미함.

자료 :Nza,MonitorZorgverzekeringsmarkt2009,2009,p.24

<그림 Ⅲ-21>기본보장 건강보험가입자의 보충형 보험상품 가입률

자료 :Nza,MonitorZorgverzekeringsmarkt2009,2009,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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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는 보험료와 본인부담 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보험료

는 계정보험료와 조정보험료로 구성이 되며 조정보험료는 주로 보험회사의 운

비로 산정되는 것이다.2009년 용된 보험료는 평균 1059유로(947+112)로

2008년의 1,049(970+79)유료보다 10유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보험료는 명

목상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본인부담 의 경우 2007년 이후 소폭 감

소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소비자가 본인부담 이 없는 보험상품을 상 으

로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22>보험료,본인부담 변화추이(2006-2009)

자료 :Nza,MonitorZorgverzekeringsmarkt2009,2009,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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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가. 건강보험의 개 추  원인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1961년부터 국민이 의무 으로 가입하는 ‘국민 개보험제

도’로 연령 소득에 계없이 원칙 으로 모든 의료(치료 약제)를 사회보험 방식

으로보장받는체제로되어있다.일본도다른선진국가와유사하게지속 인의료비

증가로 인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최근 본인 부담 비율의 확

등과같은보장범 축소등을통한건강보험개선을지속 으로추진하고있다.

<그림 Ⅲ-23>일본 1인당 의료비 증가 추세

(단 :미국달러)

자료 :OECD,HealthData,2009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향을 많이 받은 일본은 제도 도입 기 시 환

경변화에 따라 직업이나 지역을 기 으로 한 다양한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었

다.일본 최 의 건강보험법은 1922년에 제정된 건강보험법이다.이 법률은

행 근로자 상의 직장건강보험의 기본 근거가 되는 법률이며,이후에 도입된

선원보험 지역건강보험의 근거법 제정에 많은 향을 미쳤다.지역건강보

험의 가입자로 구성된 행 국민건강보험은 1938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

었으나 가입자 제한이 많아 1958년 동법을 면 개정하면서 1961년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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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으로 가입하는 국민 보험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그림 Ⅲ-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의료기술의 발 과 고령화

사회에 진 등으로 2000년 까지 의료비가 격하게 늘어났다.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2000년부터 재정안정화를 한 건강보험 개 이 시

작되었다. 한 인구고령화에 응하기 하여 기존의 노인보건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고령자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 다.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령자

의료보험제도는 기존에 실시하던 노인보험을 65세에서 75세미만을 기고령

자,75세 이상을 후기고령자로 분리하여 노인보험의 재정악화를 개선하기

해 각각 별도로 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이에 따라 70세 이

상의 기고령자의 경우 자기부담 이 종 의 10%에서 20%로 인상되는 반면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 경우 종 의 자기부담 비율(10%)을 따르게 되었

다.75세 이상 약 1,300만 명을 상으로 하고 있는 후기고령자보험제도의 경

우 도도부 별의 역단체연합이 보험자가 되어 보험료 10%,정부․지자체 지

원 50%,공 건강보험 지원 40%로 재정이 운 되고 있다.

연도 주요 제도변화 비고

1922 건강보험법 제정 시행(1927) 정부 장건강보험의 근거법

193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국민건강보험의 근거법

1939 선원보험법 제정 선원보험의 근거법

1949 공무원공제조합법 제정 공무원공제조합의 근거법

1961 국민 보험제도 시행 1958년 개정

1972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의료 무료 실시

1983 노인보건제도 실시

1984 퇴직자의료제도 도입 고령자 의료 분리 실시

1984 100% 여 폐지 본인부담 10%도입

1997 본인부담 10%→20%로 인상(근로자 상)

2001 노인보건 외래약제 본인부담 폐지

2002 본인부담 30%인상,상여 에 보험요율 부가 재정부담 확

2005 도도부 조정교부 창설,국고부담 인사

2006 의료제도 개 련법 제정

2008
노인보건법 폐지,고령자의료보험 도입,고령자

자기부담비율 세분화 실시
고령자보험을 2가지로 분리

<표 Ⅲ-15>일본 공 건강보험 체계와 근거법

자료 :厚生勞動省(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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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 건강보험의 역할과 운 체계

1)민 건강보험의 역할

일본의 공 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 여로서 물 여를 심으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로 체 의료비의 약 70%를 담당한다.이에 반해 민

건강보험은 공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 과 비 여 항목을 담보해 주는 보

충형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Ⅲ-24>일본 민 건강보험의 역할

주 :좌측 부분의 화살표는 의료비의 가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측 부분의 화살

표는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 문제 을 기술하기 해 쓰인 것임.

<그림 Ⅲ-24>은 일본 민 건강보험의 역할을 도식화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민 건강보험과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국가가 운

하는 공 건강보험에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민 건강보험은 단순히 공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비 여부분과 본인부담 부분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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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따라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의료비용이 민간부분으로 가될 가능성이

많이 존재한다.하지만 일본 민 건강보험회사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실손형

보다는 정액형 상품 매의 비 을 높여 민 건강보험회사에게 가될 수 있

는 의료비용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고 있다.즉 여 상에 하여 자유로이 사

용할 수 있는 정액만을 지 함으로써 손해율을 낮추고 있다. 한 민 건강보

험은 과도하게 높은 험을 인수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 능력이 부족한 소

득 계층에게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손해율을 낮추고 있다.

독일,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일본 한 국민이 의무 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공 건강보험이 의무 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을

100% 담당하고 있다는 에서 민 건강보험과 공 건강보험이 본질 으로 다

른 역할을 하고 있다.<표 Ⅲ-16>은 일본 공 건강보험과 민 건강보험의 본

질에 하여 비교한 표이다.

민 건강보험 공 건강보험

가입자 자유성 임의가입 강제가입

여수

계약에서 약정한 여수

(개인의 니즈 부담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 가능)

법률에서 정한 여수

(상 으로 정해진 통일 수 )

험집단 동질 험집단 동질 험집단

보험료 설정 리스크에 따른 개별보험료 소득에 근거한 평균보험료

험선택 원칙 으로 자유 원칙 으로 불가

역선택 발생 가능성 있음
원칙 으로 없음

(강제 가입이므로)

모럴해 드 발생 가능성 있음 발생가능성 큼

제도이념 자기책임․자조노력 사회연 성․소외계층 구제

지향성 차별(개별)화 평등(균등)화

제도성격 개인주의에 의한 경제제도 연 주의에 의한 사회제도

<표 Ⅲ-16>일본 공 건강보험과 민 건강보험의 본질 비교

2)민 건강보험의 운 체계

<그림 Ⅲ-25>는 일본 민 건강보험의 운 체계를 나타낸 것으로 민 건강보

험이 의료공 자와 직 으로 계를 맺고 있지 않다.따라서 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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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료공 측면에서 의료비를 통제하는 기능이 무하다.이 은 우리나라

와 매우 흡사하다.

민 건강보험의 운 주체는 민 건강보험과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후

원자와 의료공 자는 사실상 운 체계에서 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언 하 듯이 민 건강보험이 공 건강보험의 보충 인 역할을 하

고 있다는 과 민 건강보험과 의료공 자간의 직 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이다.

<그림 Ⅲ-25>일본 민 건강보험의 운 체계

가)건강보험

일본의 건강보험은 독립 인 건강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

라와 유사하게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와 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에서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일본의 건강보험은 2001년에 국내 형 생명 손해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을 포함한 제3보험13)의 취 이 면 허용되면서 내국사

외국사의 차별 없이 모든 보험회사가 주보험 는 특약으로 매가 가능하

게 되었다.그 이 까지는 건강보험 는 암보험의 주계약 상품은 외국계 생

명보험회사와 일부 소형 생명보험회사로 제한하고 국내 생명 손해보험회사

는 취 하지 못하 다.

13)제3보험이란 상해보험,건강보험,간병보험,암보험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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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일본의 건강보험은 정액보험 주로 업을 하면서 의료 여 증가

험에 처하고 있다.이와 같은 일본 건강보험의 업방식은 정액형 상품이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응하기가 쉽고,고객들 한

상품내용이 간단하고 쉬운 정액형 상품을 선호하는 데 따른 것이다.특히 일

본 보험회사는 실손형 상품을 취 할 경우 의료기술 발 과 고령화 진행 등에

따른 의료비 등 험에 그 로 노출되어, 처하기가 곤란하다는 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결국 실손형 상품을 다루기 해서는 의료 리를 한 네트워

크 구축 등이 필요하나,공 건강보험과의 계,의사단체의 반 등 실

어려움이 있어 실손형 상품을 많이 취 하지 않고 있다.14)

재 일본은 2006년부터 보험종목별 상세한 수입보험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

확한 건강보험시장의 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생보사의 보유계약 비 을 감안

할 경우 2008년도의 건강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하여 6.1조 엔 이

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생보사(44개사)의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21.5조

에서 약 5.1조를 차지하며,손보사의 건강보험은 약 1조 엔 이상일 것으로 추정

된다.건강보험의 시장 유율은 생보사의 건강보험의 수입보험료 유율이 84%

를 차지하여 생보사의 건강보험에 한 시장 지배력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FY2004 FY2005 FY2007e FY2008e FY2004 FY2005

체시장 17.7 18.4 21.0 21.5 8.7 6.6

건강보험시장 4.1(23.9) 4.4(23.9) 4.9(23.3) 5.1(23.7) 1.4(16.9) 1.3(17.0)

<표 Ⅲ-17>일본 건강보험시장 규모

(단 :조 엔,%)

주 : 체시장은 개인보험시장이며,()안은 비 임.

자료 :일본보험연구소,일본생명보험 회

14)1985년 손보사에 실손형상품이 인가되었으나 재 매량은 극히 미미한 수

으로,2004년 동경해상이 8억 엔 정도 매한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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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비자

일본의 민 건강보험에서 소비자는 공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 여

부분과 본인부담 을 보장 받고 싶은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즉 민 건

강보험은 소비자의 자율 단에 의해 선택된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 건강보험의 보장 내용은 공 건강보험의 환

자 법정본인부담 (공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서비스로 환자가 일부를 부

담하는 의료비),공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서비스,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취업불능 소득보장 등이다.보험기간은 부분 장기이며,보험기간이 5년

으로 비교 단기인 상품과 보험기간이 종신인 상품도 선택할 수 있다.

민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공 보험과 같이 서비스 여 방식15)이 아닌

여방식16)으로 여를 제공 받는다.하지만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해

보험 을 지 받는 실손형 방식이 아니라 입원․수술․통원에 하여 하루당

정액 여 는 일시 을 지 받는 정액형 방식에 의해 여를 제공받는다.

가입자는 한 보험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민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은 보험기간에 따라 정기형과 종신형으로 구분된다.정기형 보험은 건강

보험의 보험기간이 일정기간 는 일정 연령 등으로 제한되는 건강보험상품이

며,종신형은 보험기간이 평생 동안인 건강보험상품이다.정기형의 경우 보험

기간의 종료시 건강상태에 계없이 종 까지 동일한 보장내용 보험 액으

로 보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형 상품이 많으며,이 경우 계약자의

계약갱신에 한 거부의사가 없는 한 자동 갱신하는 것이 일반 이다.<표 Ⅲ

-18>은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강보험상품을

나타낸 것이다.

15)서비스 여방식은 보험자가 의료제공자에 보험 을 직 지불하고 가입자가 의

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16) 여방식은 보험계약자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 에 직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후 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을 지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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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기형 종신형

갱신형 만기형 종신

납입보험료 갱신시 에서 보험료가 인상 계약종료까지 보험료 일정
보험료 일정
(정기납․종신납)

보험기간

∘보험회사에서 정한 연령

까지 갱신 가능

∘80∼90까지 갱신가능

∘계약시 약정한 연령

∘60∼80세까지가 부분,

90세,100세 만기형 회

사도 있음

종신

<표 Ⅲ-18>보험기간 납입기간 종류

다. 민 건강보험의 상품종류  상품 황

1)상품종류

앞서 언 하 듯이 일본에서 민 건강보험은 생보사와 손보사에 의해 매될

수 있다.따라서 보험회사의 종류에 따라 민 건강보험상품의 종류가 다르다.

한 상품의 종류가 주계약과 특약의 구분에 의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생보 상품의 종류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취 할 수 있는 민 건강보험에는 일반 건강보험

과 특정질병보험,의료보장보험,개호보험,단체의료보장보험 등이 포함된다.

주요 건강보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건강보험은 암보험 등 질병보험을 포함한 개념으로 질병 상해를

원인으로 입원,수술 등을 할 경우 의료비용의 보장을 으로 고도장애보

장 사망보장까지 보장하는 종합 인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이다.입원

여액 설정은 통상 으로 1회 120일을 입원지 한도(총입원일수 700일 한

도)로 하여 입원 일수당 일액을 지 하는 정액형 여방식이다. 한,사망보

험 고도장애보험 의 여설정은 일액에 100을 곱하며,수술 여 은 일

액에 수술종류에 따라 40/20/10을 곱하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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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특징

의료보험(질병보험)입원,수술, 담간호 등 의료경비의 보장에 을 두고 있은 보험

특정질병보장보험
특정질병으로 인해 소정의 상태가 되었을 때 특정질병보험 을

지 하는 보험

의료보장보험
공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개발된 보험으로

치료,입원,간호 여 등이 지 됨

간병보험
보험기간 피보험자가 일정한 개호상태에 있게 될 경우 개호

여가 지 됨

단체의료보장보험
단체를 한 종합의료보험상품으로 그 취지나 내용은 개인보험

과 동일함

<표 Ⅲ-19>생명보험회사가 취 하는 건강보험 종류

의료보장보험은 공 건강보험의 입원 등으로 본인 부담 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공 보험의 보완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이다.그러

나 일본의 공 건강보험은 담보범 가 넓고 본인 부담률이 낮아 우리나라보다

극 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나)손보 상품의 종류

재 일본 손해보험회사가 취 할 수 있는 건강보험에는 의료비용보험과

손보형 건강보험,소득보상보험,간병비용보험,상해보험,해외여행상해보

험 등이 있다.

손보사의 주요 건강보험상품인 의료비용보험은 공 의료보험 등에서 보장하

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 지출에 비하는 보험이다.이 상품은 질병 부상으

로 입원했을 경우 치료비 자기부담 병실차액비용,입원시 교통비,거

액 자기부담이 필요한 고도의 선진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 건강보험에

가입한 세 주와 부양가족이 가입할 수 있다.손보사에서는 실손보상이라는

에서 합리 인 보상이지만 의료보험과 비교할 때 보험 액을 얼마나 수령하

게 될지 복잡하고 알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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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특징

의료비용보험
치료비용 보험 고도 선진의료비용 보험 입원 제비용 보

험 (병실특별 요 ,간병인 고용 비용,입․퇴원 교통비 등)

손보형 의료보험 생보형 의료보험 암보험과 유사(2001.7~)

소득보상보험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게 되어 수입이 감소하

는 것에 비

간병비용보험 간병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의 비용부담에 비

상해보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상해,입원,통원에 비

해외여행상해보험 해외여행 의 질병 부상에 비

<표 Ⅲ-20>손해보험회사가 취 하는 건강보험 종류

다)주계약과 특약의 구분

일반 인 보험상품은 계약형태를 기 으로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주계약

상품과 주계약에 부 하여 가입할 수 있는 특약상품으로 구분된다.건강보험

의 주계약 상품은 단독상품으로 질병 상해 등으로 입원시 입원 여 는

약정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여 이 지 되는 보험상품과 일반 으로 소액

의 사망보험 을 보장하는 상품을 포함한다.생보사는 주계약 상품과 특약상

품으로 매할 수 있으나,손보사의 부분은 건강보험상품을 주계약 상품으

로 매하고 있다.일본의 민 건강보험으로는 기존의 정액 여방식 이외에

1986년부터 매된 생명보험의 의료보장보험과 손해보험의 의료비용보험이 주

종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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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주계약

입원 부담보

기간

∘1박 2일형:질병이나 상해로 계속

해서 2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

첫날부터 보장

∘5일형:질병이나 상처로 5일 이상

계속해 입원할 경우 5일째부터

보장(4일 이내입원 지 상제

외)

∘1박 2일형:좌동

∘5일형:좌동

∘8일형:질병으로 8일 이상 계속입원

할 경우 상해로 5일 이상 입원할 경

우 입원 첫날부터 보장

입원일수

한도

∘1회 입원 120일 한도,

∘총입원 700일,730일 한도가 일반

∘1회 입원 60일,120일,180일,360일,

730일,1000일,1095한도 등

∘총입원 700일,730일,1000일,1095

한도 등

가입연령

제한

∘보험회사별 65세∼75세 정도

※주계약의 종류에 의해 가입 연

령 차이

∘보험회사별 65세∼75세 정도

보장연령

∘원칙 으로 80세까지가 부분

※주계약이 종신의 경우 도 에

종신보장으로 변경 가능 회사도

있음

※가입 시부터 종신보장의 특약

을 취 하는 회사도 있음

∘기간만료(갱신)형은 80∼90세까지

∘연령만기형은 60∼80세까지가 부분

이지만 90세∼100세까지 회사도 있음.

∘종신형은 평생

보험기간

∘양로․정기보험 등 보험기간이

일정한 상품이 주계약의 경우는

주계약과 동일기간이 일반

∘종신보험이나 개인연 보험의 종

신연 등의 경우는 원칙 80세까

지(※정기보험특약부종신보험 등

의 경우 갱신형․ 기형을 선택)

∘기간만료(갱신)형은 10,15년 등

∘연령만기형은 60,70,80세 만기 등

∘종신형은 평생

<표 Ⅲ-21>일본 생명보험회사 민 건강보험과 주계약과 특약의 비교

2)상품의 황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의 취 이 자유화되기 인 1998년에 개인생명보험

에서 19.1%를 차지하 으나 2008년말 재 유율이 34.4%까지 확 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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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율이 가장 높은 표 인 보험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8년도 개인생명보험의 종목별 구성비를 보유계약 기 으로 살펴보면 암

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이 34.4%로 가장 높고,다음으로 종신보험(14.7%),정

기부종신보험(11.8%),정기보험(11.1%),양로보험(7.5%),이율변동 립형보험

(7.0%)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암보험은 제3보험의 취 자유

화가 시작된 직후 형 보험회사가 주계약 는 특약상품으로 암보험을 극

으로 매하면서 암보험이 크게 성장하 다.성별 보험종목별 건수 비 은

남성 여성 모두 암 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기타가 각각 47.8%와

48.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 별의 보험종목별 건수 비 은 암 보

험이나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기타는 30 까지 미미하지만 40 로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Ⅲ-26>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보유계약건수)

자료 :일본생명보험 회(2009)

건강보험시장 황을 주요 보장별로 살펴보면,건강보험(개인보험 개인

연 보험의 입원·수술 보장)은 2008년도 수술보장이 65.9%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으며,다음으로 재해입원이 50.0%,질병입원이 48.5%의 순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 다.특히,최근 3년간 재해 질병입원보장의 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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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술보장의 니즈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입원보장을 으로 보장하는 의료보장보험은 보유계약이 165만건,

계약 액이 85억엔에 불과하는 등 낮은 시장 유율 차지하고 있으나 년 비

각각 100%이상 성장하는 등 입원보장에 한 니즈가 확 되고 있다.

<그림 Ⅲ-27>입원․수술보장 보유계약 건수 추이

자료 :일본생명보험 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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