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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017년 4/4분기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2016년 4/4분기 10.9%에서 1.3% 포인트 상승한 12.2%임. 특

히 미국 하위계층을 구성하는 집단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크게 상승함. 2018년 오바마케어 신규 등록자는 

약 1,176만 명으로 전년대비 3.73% 감소함. 2019년 오바마케어 폐지 시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률 더 상승

할 것이며,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7년 4/4분기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12.2%로 전년 10.9% 대비 1.3%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이는 약 320만 명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가 증가함을 의미함

 ‘오바마케어’란,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2014년까지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1) 

 주요 집단별로 살펴보면 젊은 청년층, 흑인, 히스패닉계, 저소득층 등 미국 하위계층을 구성하는 집단

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가장 크게 증가함

 건강보험 미가입률 상승은 특히 젊은 청년층, 흑인, 히스패닉계,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짐

1) 정식명칭은 환자보호 및 적정부담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으로, 흔히 약칭 ‘ACA’

로 쓰임(이하 ‘오바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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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년 4/4분기(%) 2017년 4/4분기(%) 변화(%p)

성인 10.9 12.2 +1.3

나이

18세 이상 64세 이하 13.1 14.8 +1.7

18세 이상 25세 이하 14.7 16.7 +2.0

26세 이상 34세 이하 18.9 20.1 +1.2

35세 이상 64세 이하 11.0 12.8 +1.8

65세 이상 2.3 2.1 -0.2

인종/민족

비히스패닉계 백인 6.9 7.6 +0.7

비히스패닉계 흑인 12.5 14.8 +2.3

히스패닉계 27.4 29.6 +2.2

1년 가족 수입

36,000달러 이하 20.8 22.8 +2.0

36,000달러 이상 90,000달러 이하 9.2 10.6 +1.4

90,000달러 이상 2.7 3.5 +0.8

자료: Gallup-Sharecare Well-Being Index(2018. 1. 16)

<표 1> 집단별 미국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

 2019년 오바마케어 폐지 시 향후 수년간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Gallup-Sharecare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오바마케어 가입 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함

 최근 NASHP의 보고서2)에 따르면 2018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1,176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7년 가입자 수 1,221만 명 대비 약 3.73% 감소, 2016년 가입자 수 1,268만 명 대비 약 

7.27% 감소함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케어 광고 예산을 90% 삭감하고 가입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함

 미국 의회 예산국 일부 분석가들은 향후 10년 간 1,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함3) 

2) NASHP(2018. 2. 7), “State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Enrollment(Plan Selections) 2017 and 2018”
3) CNBC(2018. 1. 16), “Number of Americans without health insurance jumped by more than 3 million under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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