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해외 사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주 재원인 국민건강보험(NHI,

NationalHealthInsurance)방식과,조세가 주 재원이며 모든 국민에게 국가

가 직 의료를 제공하는 국민의료서비스(NHS,NationalHealthSystem)방

식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의료보장체계는 미국, 랑스,일본 등이 국민건강보험(NHI)

체계를 택하고 있으며, 국,이탈리아 등은 국민보건서비스(NHS)체계를 따

르고 있다(<표 Ⅳ-1>참조).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방식이지만 단일보험자

체계로 운 되고 있어서 두 방식 모두가 유용한 참조사례가 될 것이다.

방 식 국 가

의료보장체계
국민건강보험(NHI) 한국,미국,일본,독일, 랑스,스웨덴,노르웨이

국민의료서비스(NHS) 국,뉴질랜드,이탈리아

<표 Ⅳ-1>자동차보험 의료보장체계 유형

가. 주요 NHS 국가(이탈리아, 국, 뉴질랜드)

NHS체계 하에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료를 자동차보

험회사에 납부하면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NHS에 납부하고 NHS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며 진료비 심사 지 도 NHS에서

담당하고 있다.따라서 의료서비스의 공 방식은 제3자 지 제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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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자동차보험은 별도의 진료수가체계와 심사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건강보

험과 일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Ⅳ-1>참조).의료기 은 국민건강

보험환자와 자동차보험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진료를 한다(김진 ,2005).NHS

는 자동차보험환자에 한 모든 진료비를 의료기 에 지불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와 분담 을 상하여야 한다.

진료비청구

자동차보험 의료기

NHS

소비자

자동차보험료의

일정비율 납부

자동차보험료

진료비 지 (기왕증포함)

의료서비스

<그림 Ⅳ-1>이탈리아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 체계 심사제도

국은 1999년 'TheRoadTrafficAct'개정 이후 모든 진료비를 NHS에서

부담한다. 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동차보험환자의 모든 진

료비는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NHS에서 지 하고 있는 것이다.6)이탈리

아의 경우와 다른 이 있다면 국은 소비자가 진료비에 한 자동차보험료

를 자동차보험회사에 지 하지 않으며,따라서 자동차보험회사가 NHS에 분

담 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NHS는 진료비에 해서는 소비자로부터

조세의 형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의료기 에게 진료비를 지 한다.자동차보

험회사는 인· 물손해에 한 보상 만을 보장하고 있다.따라서 국에서

진료비심사 진료수가체계는 일원화 되어 있다.

NHS방식의 뉴질랜드의 경우 국과 유사한 체계로 운 되고 있다.국민

6)비 여항목의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회사에 직 청구하게 되나,자동차보험회사도 무

한책임은 아니며 책임한계에 한 법 근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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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의 구분이 없으며 모든 상해 질병을 1972

년에 설립된 정부기 인 ACC(AccidentCompensationCorporation)보험에서

담한다.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신체상해와 자산손실을 분리

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신체상해는 ACC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며 자산손

실은 민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따라서 ACC에서 신체상해와 련

된 진료비 보상을 담하므로 진료수가는 일원화되어 있다.

나. 주요 NHI 국가(독일  스트리아, 일본)

NHI방식 하에서도 부분 국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진료수

가와 일원화되어 있다.독일은 조합방식의 NHI제도를 운 하고 있다(김진 ,

2005).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강보험조합에서 일차 으로 진료비를 심

사 지 하고 피해자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상환을 요구하는 체계

이다.따라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심사체계는 동일하다.건

강보험조합이나 다른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자동차보

험에서 지 한다(<그림 Ⅳ-2>참조).

오스트리아에서도 진료수가와 심사체계가 건강보험조합을 심으로 일원화

되어 있다.자동차 사고 시 NHI에서 모든 진료비를 의료기 에 지 하고 이

때 의료기 은 피해자의 건강보험조합에만 진료비를 청구한다.오스트리아는

자동차보험가입자의 자동차사고 귀책유무에 계없이 청구된 진료비를 자동

차보험 회사에서 65%,건강보험조합에서 35%를 부담하는 일 계약 방식도

운 하고 있다.

NHI제도를 운 하는 국가 일본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 이 별

도로 존재하여 진료수가가 이원화되어 있다.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진료수가

가산율은 건강보험의 140%이다.일본의 경우 독특한 은 자동차 사고가 발

생하면 소비자는 건강보험과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다.소비자가 건강보험

선택 시 NHI에서 진료비를 지 한 뒤 자동차보험 회사에 진료비 구상권을

행사하고,자동차보험 선택 시 의료기 은 자동차보험 회사로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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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료비심사는 건강보험을 선택할 경우 건강보험조합에서,자동차보험

선택 시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다.

자동차보험 의료기

NHI

소비자

진료비지

구상권

(기왕증제외)

자동차보험료

진료비청구

진료비 지 (기왕 포함)

의료서비스

<그림 Ⅳ-2>독일 오스트리아의자동차보험진료비지 체계 심사제도

자동차보험 의료기

NHI

소비자

진료비지

구상권

(기왕증제외)

자동차보험료

진료비청구

진료비 지 (70~80%)

의료서비스

본인부담 (20~30%)

<그림 Ⅳ-3>일본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 체계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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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미국의 경우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수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

동차보험진료수가와 건강보험진료수가는 동일하다.그러나 심사체계는 보험회

사를 심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재 15개 주에서는 무과실책임(No-fault)7)제

도가 도입되어 있는데,동 제도에 의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 을 청구하고 있다.자동차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

는 진료비는 다른 의료보험의 가입유무와는 상 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일차

으로 지 하게 된다.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의료서비스를 자동

차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며,자동차보험회사가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여 지

하는 방식이다.

7)무과실책임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책임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과실입증의 문제,불공평

한 보험 지 ,소송 차를 통한 비용의 낭비 등에 한 불만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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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요양 여
심사 수가

비 고

국

(NHS)
일원화

자동차보험환자의 모든 진료비는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

로 NHS에서 지 하므로 진료수가체계,진료비심사체계가

NHS를 심으로 일원화.

이탈리아

(NHS)
일원화

소비자가 자동차보험료를 자동차보험회사에 납부하면 보험

회사가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NHS에 납부하고 NHS는 자

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며 진료비 심사

지 도 NHS에서 담당

뉴질랜드

(NHS)
일원화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구분이 없으며

ACC(NHS방식)에서 치료비와 보상을 담

미국 일원화
별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존재하지 않으며,진료비심

사는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담당

랑스

(NHI)
일원화 진료수가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조합에서 담

오스트리아

(NHI)
일원화

자동차 사고 시 NHI에서 모든 진료비를 의료기 에 지

하고 진료수가와 심사체계가 건강보험조합을 심으로 일

원화

독일

(NHI)
일원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존재하지 않으며,NHI에서 모든 진

료비를 지 하고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

일본

(NHI)

건강보험과

이원화

별도의 자동차수가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심사도 이원화

되어 있음.그러나 환자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에서

선택

<표 Ⅳ-2>주요 선진국의 자동차보험 요양 여 심사 진료수가체계

자료 :김진 (2005)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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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보험

산재보상체계의 리운 방식에서는 공 담방식,민 사간 경쟁방식,민·

공 혼합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산재보험이 사회보험체계의 일부로 이루어

진 국가들은 주로 공 기 에서 리운 을 담하고 있다.단독으로 산재보

험을 운 하는 국가들은 민간이나 민·공 혼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표 Ⅳ

-3>참조).

방식 사회보험체계 단독 산재보험

공 담방식

랑스,일본,독일,오스트리

아, 국,한국, 만,스페인,

스웨덴,이탈리아,그리스,룩

셈부르크,아일랜드,아이슬란

드,멕시코,헝가리,체코,폴

란드,터키

미국,캐나다

민 사간 경쟁방식 네덜란드,벨기에 미국,포르투갈,스 스,핀란드

민·공 혼합방식 노르웨이,싱가포르 미국,호주,뉴질랜드,덴마크

주 :미국은 주별로 운용체계가 다름.
자료 :박찬임,2004.

<표 Ⅳ-3>산재보험 체계 리운 방식

산재보험에 한 고용주의 재정부담방식을 살펴보면 부분의 국가에서

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표 Ⅳ-4>참

조).이외에 근로자 소득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국가와 연 과 통합징수 하

는 국가도 일부 존재한다.

공·사 혼합방식이나 민 사간 경쟁방식을 운 하는 국가의 경우 주로 험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험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방

식은 시장원리에 보다 입각한 운 이며 정률부과 방식은 상 으로 재분배 기

능에 가까운 운 방식이다.따라서 공·사 혼합방식이나 민 사간 경쟁방식을 운

하는 국가의 경우 시장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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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NHI 국가

NHI국가인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여내용

과 내용상으로 상당히 복되는 요양 여(입원,치료,수술 등 의료 처치)의

경우 건강보험체계에서 지 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산재보험의 진료비 지 도 우선 으로 건강보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차후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자동차보험간

의 구상권 혹은 분담 정에 따라 진료비를 정산하는 체계이다(김진 ,2005).

따라서 진료수가체계와 심사체계는 건강보험조합을 심으로 일원화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표 Ⅳ-4>산재보험에 한 고용주의 재정부담방식과 리운 방식

공 담방식 민·공 혼합방식 민 사간 경쟁방식

험에

따라서 차등

독일, 랑스,룩셈부

르크,터키,스페인,이

탈리아,한국,일본,

만,캐나다,멕시코,폴

란드

호주,뉴질랜드,미국,

스 스, 벨기에(산재),

포르투갈(산재)

덴마크,핀란드,싱가

포르

정률
오스트리아, 스웨덴,

그리스,벨기에(직업병)

연 과

통합징수

국,아일랜드,아이

슬란드,체코,헝가리,

노르웨이,포르투갈(직

업병)

네덜란드

주 :벨기에와 포르투갈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분리하여 재정부담방식을 상
이하게 운 하고 있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4.

NHI국가인 랑스에서 산재보험 업무는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형식

이다.실질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 지 은 건강보험조합에서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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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

고용주 의료기

근로자

NHS
(의보,산재,연 )

재해보고

의료서비스

조세 보험료 진료비 지

조세

<그림 Ⅳ-4>스웨덴의 사회보험 진료비 지 체계 심사제도

고 있어서 일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사고발생의 유무,사고의 업무상

재해여부 인정에 해서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이의제기 주체는 건강보

험조합,피해자,고용주가 된다.

NHI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는 1967년부터 산재의 유무에 따른 장애와

질병 구분을 없애고 모든 산재 여는 의료보장과 연 제도의 사회보험 틀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으며,따라서 진료수가체계와 심사체계는 일원화되어

있다.네덜란드의 사회보험은 리운 기구와 정부기구인 사회고용부로 일원

화되어 있으며,국민건강보험과 근로자보험 모두 사회고용부의 리 감독을

받고 있다.

NHI국가인 스 스에서는 진료수가체계의 표 화를 해 진료수가조정

원회가8)운 되고 있다.진료수가조정 원회는 보험가입기 과는 무 하게

재해환자에 하여 동일한 수 의 의료가 공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의료

공 자와 진료수가 계약체결 시 개별 산재보험자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며,개

별보험자의 업무통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의료수가조정 원회의 원은 산재보험 표,민간보험 표,건강보험조합 표,장해연 보

험 표,군인보험 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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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체계의 결정에 있어서 공 산재보험과 타사회보험기 이 동일한

수 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따라서 진료수가체계와 진료비심사체계는

일원화되어 있다.

나. 주요 NHS 국가

NHS국가 스웨덴의 경우 산재보험은 선택 보상청구 방식에 따른다.

즉,근로상의 재해에 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의료기 에 보상하 다면,

이에 해 산재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체계이다.재해의 발생 이후 90일

까지는 NHS에서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산재보험에서 모든 의료서비스에

한 비용을 보장한다(<그림 Ⅳ-4>참조).

NHS국가 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국 등은 산재보험과 의료보장체

계가 긴 하게 연 되어 있으며,이들 국가에서는 진료비의 발생원인과 상

없이 공공병원에서의 진료비는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산재로 인한 사고로 진

료비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수가체계가 존재할 수 없다.

다. 일본

NHI국가인 일본의 산재 여에는 지정 의료기 을 이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물 여와 상환의 두 종류가 있다.산재보험 지정의료기 에서 진

료를 받을 경우는 물 여를 받게 된다.근로자가 지정 의료기 에 요양 부

청구서를 제출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지정 의료기 은 산재보험자에게 진

료비를 청구(제3자 지 제)하는 체계인 것이다(<그림 Ⅳ-5>참조).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 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는 상환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비지정 의료기 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진료비를 지 한 뒤 청구

서를 산재보험자에게 제출하여 진료비를 상환받는 체계(상환제)이다(<그림 Ⅳ

-6>참조).

산재보험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비용 산정방법에 의한 진료보수 수에 산



해외 사례 61

재진료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산재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과 이

원화되어 있다(김진 ,2005).

의료서비스

진료비 청구

고용주 지정

의료기

근로자

산재보험

청구서 증명

재해보고

요양 부청구서 제출

산재보험료 진료비 지

<그림 Ⅳ-5>일본의산재보험진료비지 체계 심사제도:

지정의료기

의료서비스

고용주 비지정

의료기

근로자

산재보험

청구서 증명
진료비지

요양비용

청구서제출 진료비 상환

<그림 Ⅳ-6>일본의 산재보험 진료비 지 체계 심사제도:

비지정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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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요양 여

심사 수가
비 고

독일·오

스트리아
일원화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담 정에 따라 진료비를 정산하는 체계이다.

랑스 일원화 건강보험조합에서 진료비 심사 지 을 담당한다.

네덜란드 일원화 산재보험을 사회운 부에서 리·감독하고 있다.

스 스 일원화
의료수가체계 표 화를 해 의료수가조정 원회가 운

되고 있다.

일본
건강보험과

이원화

산재의 진료비는 건강보험비용 산정방법에 의한 진료보수

수에 산재진료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표 Ⅳ-5>주요국의 산재보험 요양 여 심사 진료수가체계

이상에서 조사한 내용을 <표 Ⅳ-5>에 정리하 다.

3. 민 건강보험

보험자와 의료공 자 간의 계약 계에 따라 공ㆍ사건강보험은 개방형 혹은

통형(openorindemnity),계약형(contractual),통합형 건강보험(integrated

healthinsurance)으로 나 수 있다(OECD,2004).이들 모델은 한 국가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표 Ⅳ-6>참조). 를 들어,미국에서는 시장에서 모

든 유형의 모델이 발견되고 있고,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은 계약형,민 건

강보험은 개방형(혹은 통형)을 채택하고 있다.

가. 통  보험

통형 민 건강보험(indemnityprivatehealthinsurance)은 의료공 자와

진료수가,서비스의 양과 질 등에 해 직 계약을 하지 않고 피보험자와 계

약 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의료서비스 공 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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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피보험자에게 청구하고 피보험자는 의료서비스 공 자에게 진료비

를 우선 지 한 후 의료내역과 수증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 을 상환

청구(reimbursement)하게 된다(<표 Ⅳ-6>참조).

이 경우는 보험회사가 의료공 자와 진료수가,서비스의 양과 질 등에 해

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료수가는 의료서비스 공 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료비에 한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치료할 의사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의사는 의료서비스 공 량에

자율성이 보장된다.반면,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 청구에 필요한 구

비서류를 직 비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한

보상여부 등을 확인할 뿐 의료기 의 진료비 심사 의료내역의 정성 평

가가 불가능하여 허 ㆍ과잉청구에 한 제제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단일사고기 는 연간보상한도액 방식을 통하

여 보상한도를 정할 수도 있으며,의료행 에 한 최 보상수가표를 보험계

약에서 미리 정할 수도 있다.피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과하는 부분은 개인이

책임지게 되며,보험회사는 비용노출 험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이를 사용하기

도 한다.

미국에서는 민 건강보험은 과거에는 통형으로 주로 운 되었으나, 재

에는 비 이 축소되어 소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네덜란드에서는 보험사업자가

의료공 자와 개별 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으나 개의 민

건강보험이 통형으로 운 되고 있다.한국,벨기에, 랑스,독일,룩셈부르

크와 캐나다에서도 민 건강보험은 부분 통형으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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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 내 용

통형

￭보험자가 의료공 자와 직 계약이 없는 경우

-진료수가는 의료공 자에 의해서 결정

-진료비의 심사 요양 여의 정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해당국가

한국,네덜란드(미계약 의료공 자 이용 시),벨기에, 랑스(극히 일부 미

계약 의료공 자),독일,룩셈부르크,캐나다 등의 민 건강보험(미국은

진 으로 비 축소)

계약형

￭보험자가 의료공 자와 직 계약 체결 후 보상

-진료수가는 의료공 자와 보험자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

-진료비의 심사 요양 여의 정성 평가는 계약내용을 기 으

로 보험자가 담당

해당국가
아일랜드,호주, 랑스,오스트리아,포르투갈,네덜란드, 국 미국

HMO의 일부 옵션

통합형

￭보험자가 제휴병원 네트워크를 구축 는 소유하고 계약자에게 모든 범

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의료기 을 소유한 경우 진료수가는 사 으로 결정될 필요가 없고,

심사도 없음.

해당국가 랑스,스페인,그리스 미국의 스태 형 HMO

<표 Ⅳ-6>건강보험형태별 진료수가 심사평가

나. 계약  보험

계약형 건강보험은 계약 혹은 당연(강제)지정에 의해서 일단 의료기 으로

지정되면 보험자가 의료공 자와 진료수가,서비스의 양과 질 등에 해 직

계약을 하고 의료서비스에 해 보험자가 의료공 자에게 직 보상(의료서

비스 공 방식은 제3자 지 제)하는 체계의 건강보험을 말한다.보험자가 의

료공 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의료공 자에

한 진료비의 심사 진료의 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외 사례 65

보험자가 의료공 자에게 행 별(fee-for-servicebasis)로 진료비를 지 하

게 되는 경우는 진료수가가 계약 상의 심이 되며9),의료의 공 량이나

질,유형의 문제는 계약이나 정에서 요성이 다소 떨어진다.의료공 자

와의 상은 개별기 는 단체기 (보험 회와 의료공 자 회)으로 이루

어질 수 있다.일부국가에서는 정에 민 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까지

참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일부 민 건강보험회사만이 의료공 자와 개별 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보상하고,비계약 의료공 자를 이용시 피보험자에게 통형 보험

체계로 보상한다.진료수가는 의료공 자 회와 보험회사(공 건강보험자인

질병 고와 민 건강보험회사가 공동 참여)간 단체 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상은 정부가 지정한 요한 몇몇 라메타에 해 진행되며 국가에서 정한

수가 한도를 과할 수 없다.

호주에서는 보험회사가 의료공 자와의 개별 인 상에서 수가가 결정되

나 상과정이 표 화되어 있다.보험회사가 일부 의료공 자와 개별 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비계약 의료공 자에게는 기본수가(default

payment)를 지 한다.보험자는 단체를 구성하여 상하는 것이 가능하나 자

유경쟁을 진하기 한 규제 때문에 의료공 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보험사

업자와 상하는 것은 지되어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보험회사나 보험회사 단체가 모든 의료공 자와 개별계약

을 체결하고 있다.호주에서와 같이 의료공 자와의 개별 인 상에서 수

가가 결정되나 상과정이 표 화되어 있다.자유경쟁을 진하기 한 규

제 때문에 보험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하여 상하는 것이 가능하나 의료공

자가 단체로 상하는 것은 지되어 있다.공 건강보험사업자(statutory

corporation)인 VHI(voluntaryhealthinsurance)가 보상수 을 결정하는데

결정 인 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보험사업자는 VHI가 결정한 수가

체계를 따르게 된다.

랑스의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은 단체 상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질병

9)호주에서는 진료비 통제를 해 일부 형 보험사업자 심으로 민 병원과 이스별 지

체계로 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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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와 보험 회 간에 진료수가를 계약하여 진료수가가 정해진 후 국

정을 주무장 이 고시하게 된다.OBD(office-baseddoctor)회의 구성원이 되

면 의료기 은 자동 으로 참여 의료기 이 되게 된다. 약의 가입여부는 개

개의 의사의 자유이지만 2002년 기 으로 체의사 114,225명 비 약의는

780명(0.5%)에 불과하다.10) 약의와 비 약의의 차이는 질병보험 고로부터

지 되는 진료보수,즉 환자가 고에 상환 청구할 수 있는 진료보수의 단가

에 있다.

오스트리아,포르투갈, 국 등 국가에서는 보험회사와 의료공 자 간 선택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 통합  보험

통합형 건강보험은 보험회사가 계약 혹은 당연(강제)지정에 의해서 의료기

을 지정하지 않고 통상 으로 제휴 병원·의료공 자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소유하여,회원들에게 모든 범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이 제도는 보

건의료의 재원조달(financing)과 의료 달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결합한 것이다.

미국 스태 형(staffmodel) 리의료(managedcare)11),멕시코, 랑스,스

페인,그리스에서 병원과 련된 보험회사가 통합형에 속한다.

통합형 모델의 원천인 미국의 스태 형 HMO(staffmodelHMO)는 보험자

10) 약의사 에는 약요 을 바탕으로 하지만 별도로 환자에게 요 을 받을 수 있는

Secteur2나 DP라고 불리는 의사가 있다.

-1980년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의 비용통제에 한 정책의 일환으로 secteur2

제도를 시행

-secteur2참가 의사들은 세 사회복지분담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신에 환자

에게 공식수가 이상의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secteur2의사들을 이용한 환자들은 공 건강보험으로 공식 인 진료수가 이상의 액

을 후불보상받지 못함.

-2003년 재 일반의의 14%와 문의의 38%가 secteur2를 선택

11) 리의료 랜(managedcareplan)은 3가지 주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제공된 의료

행 에 한 심사,의료행 를 제공하는 의료공 자와의 계약 계, 리의료규정에 부합

하는 여의 보장이 주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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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공 자를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 하여 의료서비스 공

패턴을 통제하도록 하여 의료공 자의 의료서비스 공 을 리하고 조정

한다.스태 형 HMO는 피보험자에게 계약된 서비스를 직 공 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진료비 감이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 인센티 와

형 진료방법,가이드라인을 혼합하여 용한다.12)보험자가 의료공 자를

고용한 경우는 진료수가를 결정할 필요는 없어지고 진료비를 약해야하는

과 피보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을 고려하여 운

하게 된다.계약에 의한 경우는 진료수가가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 심사

는 보험회사가 담당한다.

오늘날에는 스태 형 HMO와 같은 완 통합형 모델은 미국에서도 소수를

차지하는 보험제도로 락하 다.통합형 모델 내에서도 업무상의 개선이 이

루어져 의료 달패턴 통제를 한 경제 버리지 사용의 요성이 떨어졌

고,의료의 질,환자의 안 ,성과의 보상,환자 주도의 의료와 의료공 자의

참여에 보다 많은 비 을 두는 추세에 있다.

멕시코에서는 1999년 말의 규제개 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기

에 업화가 요구되어 건강보험 문기 (specializedHealthInsurance

Institution,ISES)들이 탄생했다.13)ISES는 미국 HMO의 그룹모델과 유사

하게 운 된다.의료공 자 네트워크를 소유(통합형)하거나 네트워크와 계

약(계약형)을 체결하여 방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며,제공된 의료서

비스의 효용을 심사하며,진찰 후 환자를 문의에게 보내는 방식 등을 채

택하고 있다.

12)HMO는 의료공 자에게 월 ,인두제,혼합형 인두제(blendedcapitation),의료행 별

보수,할인 는 액 행 별 수가 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한다.

13)2004년에 12개의 ISES가 활동 이다.ISES가입자는 2002년 기 민 건강보험 가입자

의 2.9%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일반보험사업자의 catastrophichealthproduct(GMM)에

가입한 상태에 있다.GMM은 공제 액이 매우 크며,피보험자가 보험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된 의료공 자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 액 용이 유 되거나

공제 액이 축소된다.후자의 경우 보험사업자는 미국의 PPO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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