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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중국의 헌법은 “국민이 노령, 질병 혹은 노동력을 상실한 상황에
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들이 이런 권리를 누리는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부조와 의료
위생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1950년대 사회의료보험은 노령연금, 사회의료보험, 산재
보험, 출산보험 등과 함께 도입하였는데 당시의 계획경제체제 하에
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에서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기업이 전
액 부담하는 복지정책과 농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본
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한 노
동시장의 변화와 농촌에서의 공동체 붕괴,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 등
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보장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실행된 의료기관의 민영화로 인하여
의료비가 급증한 반면 국민소득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느렸고, 특히
농촌주민들의 소득으로는 도시의 상급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것의
불가능하였으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싼 의료비로 인하여
다시 빈곤으로 전락하는 문제(看病難看病貴)가 심각하였다. 뿐만 아
니라 농촌의 1차 의료기관들은 시설이 낙후되고 의료인들의 수준이
낮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사회의료보험을 개혁하
려는 노력들이 꾼히 진행되었는데 농촌의 시범사업들은 모두 실패
하였다.
이후 1994년 도시직장인의료보험인 ‘양강모델’이 성공하면서

1999년부터 전국에 도입되었다. 농촌의 사회의료보험도 그동안의
시범사업 경험과 도시직장인의료보험의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신형농촌합작의료(이하 신농합으로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까지 전국의 모든 농촌지역에 도입되었다. 반면 도시의 아동
과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이하 도시주
민의료보험으로 사용)도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
까지 전국에 도입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진행한 여러 차례의 경제개혁과 지역위생계
획의 도입 이후 사회의료보험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데
이로 인하여 각 성마다 시범사업의 시작 시기가 다르고 성 내부에
서도 지역마다 도입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신
농합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은 시범사업 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가입

자와 정부가 분담하기 때문에 각 정부의 재정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고 이에 따라 보상수준도 다르게
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제도가 도입
되면서 제도의 유사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
국의 두 가지 사회의료보험이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고 이
런 차이들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시작
하였다.
중국의 사회의료보험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은 모두
국가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회의료보험의 발전이나 보급률의 확산,
사회의료보험의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Xiaoyun Liu et al., 2012;
Jun Gao et al., 2001; Mingshan Lu et al. 2008). 중국과 같이
영토가 넓고, 지역의 사회경제 수준의 차이가 큰 국가를 연구할 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면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사회적 맥
락이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한 제도적 차이나 문제를 파
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세 가지 사회의료보험 가운데 직장인들
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직장인의료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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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즉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를 대상으로 지역
간의 제도적 차이와 유사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논
문에서 도시직장인의료보험을 배제한 원인은 이 보험은 보험료를
가입자와 가입자의 고용주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정부는 제도의 운
영만 담당하기 때문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
로 약하다. 그러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는 정
책대상자가 미취업자이거나 미성년자, 노인들로 이들은 보험료를 공
동 부담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며 전반적인 경제수준이 직장가입자
들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
하여 각급 정부에서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재정으로 지원해주고 있
다. 따라서 이 두 의료보험의 운영에서 정부는 보험료도 부담하고
운영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역
마다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도 있다.
중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흔히 중앙정부가 비교적 모호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정
책을 모색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혁신이 진행된다. 또 후발
주자로 정책을 도입한 지역들은 앞서 시작한 지역들의 정책을 학습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혁신과 확산으로 인하여 지역 간의 정책
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비슷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중앙집권적인 단일체제로 지역 간의 제도의 차이는
형평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제도적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전반적인 의료체계
에 어떤 발전 계획을 갖고 시범사업 기간에 발생한 지역 간의 제도
적 차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는 중국의 의료체계의 발전
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사회의료보험
이 시범사업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체계로 자리 잡기까지 어떻게
발전하였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정책혁신과 확산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갖고 본 논문은 중국의 세 개 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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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두 가지 사회의료보험이 지방정부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계속하여

커지는지 아니면 다시 수렴하는지, 그리고 차이가 계속 확대되거나
혹은 수렴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자인

발전계획을

갖고

중앙정부는

어떻게

사회의료보험에

정책결정을

대하여

하였는지를

어떤

분석하고,

사회의료보험을 직접 집행하는 현정부는 어떠한 정책결정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혁신이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현정부 사이에서 성정부는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자체 지역 내부의 정책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분석한다. 더
나아가

중국정부가

목표에

비추어볼

의료위생
때

현재

분야에서
중국의

궁극적으로

사회의료보험은

달성하려는
어느

정도

발전하였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신형농촌합작의료는 2002년부터 논의되어 2003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고,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은 200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두 제도 모두 2009년부터 90% 이상의 가입률을 기록한 점을 감안
하여 본 논문은 연구의 시간범위를 2002년부터 신 의료위생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4년까지로 정한다. 이유는 2009년 신
의료위생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 의료보험 모두 제도
내용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고, 점차 통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성급 지방정부가 31개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세 개
성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하려고 한다. 세 지역은 각각 동부
연해지역에 속하는 쟝쑤성, 중부에 속하는 후베이성, 서부에 속하는
구이저우성이다. 두 제도 모두 시(市)와 현(县)을 기준으로 운영되
고, 구체적인 보조금도 시와 현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제도가 성숙
되면서 신형농촌합작 의료도 점차 시를 단위로 운영되었고,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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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성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
와 현을 단위로 분석할 경우 사례선정이 어렵고, 자료 확보가 어렵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을 단위로 분석을 하되 개별 시와 현의
운영사례들을 참고하려고 한다. 이 세 개 지역의 제도적 차이에 대
한 분석은 주로 기존에 발표된 법규와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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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사회의료보험의 개념과 의의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소득이 적거나 실업, 질병, 노령, 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이라는 명칭은 193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
작되었는데 당시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뉴딜정책을 채택하였
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루즈벨트 행정부가 임금비례세
(payroll tax)를 토대로 하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였다.

당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노령부조(Old-Age

Assistance), 실업보험, 미성년 아동에 대한 지원 등 일곱 가지 사
회보험 프로그램과 사회부조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사회보장제도는 소수의 백인남성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었고, 흑
인 근로자들과 여성들에게는 제외되었다. 또한 사회보장에 의료보장
은 제외되었다. 이후 십여 차례에 걸쳐 사회보장법을 개정하면서 사
회보장 대상을 점차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였고, 의료보장인 메디케
어와 메디케이드 제도도 1965년에 사회보장체계에 들어갔다.
한편, 뉴질랜드는 미국에 뒤이어 1938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
였으며, 여기에는 의료보장제도가 포함되어 일반재정으로 국민들의
의료를 보장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
는 1898년도에 제정된 노령연금법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법은
시민들이 노령기에 자신들의 노력으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
을 때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아이디어에서 도입되었다. 이후 노령
연금법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연금, 전역군인,
장애인, 가족수당 등 제도가 점차 도입되었는데 이런 제도들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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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도입된 보험의 형태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국
가의 책임을 강조하여 기여식 사회보험이 아니라 소득세로 운영하
였다. 때문에 연금(penshions)이라는 용어보다는 혜택(benefits)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38년의 사회보장법은 세 가지 주요 목
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국민들의 수요에 근거하여 자산조사를
통해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적인 퇴직
연금(superannuation)을 제공하고, 또 하나는 보편적인 의료혜택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1938년도 사회보장법에는 10가지 다양한 현금
혜택과 복지 서비스, 의료혜택이 포함되었다. 특히 의료혜택은 조세
로 운영되고, 출산, 외래와 입원을 포함한 병원서비스, 약제혜택 등
을 1939년부터 실행하여 가장 먼저 국민건강서비스(NHS)를 도입
한 나라가 되였다(A. H. McLintock, 1966).
이후

1942년에

발표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도 사회보장을 “실직, 질병이나 사고, 퇴직, 부양자의 사망
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중단과 출산, 결혼 혹은
(본인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특별 지출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또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과 국가
부조, 자발적인 보험과 같은 부수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여
식 사회보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보험이 포괄하지 않는 수
요는 사회부조로 충족시켜야 한다. 사회부조는 필요한 수요를 최저
수준 이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사회보험 급여보다 적어야 하고, 사
회부조를 받으려면 수요를 증명하고, 자산조사를 해야 하며, 자활
노력을 해야 한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발표 당시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비교적 전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산조사
나 수혜자의 자활 노력을 강조하면서 맹목적인 국가지원을 경계하
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을 사회보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사회보험에 대하여 여섯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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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의 생활급여원칙으로 실업이나 폐질로 중단되었거나 퇴직으로
종결된 근로소득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균일률의 보험급부를 마련하
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균일한 갹출제도원칙으로 수혜자의 부담은 자
선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수입의 다소에 구애받지 않고 갹출액
은 동액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세 번째는 관리책임의 단일화로 사
회보장의 실시에 있어서 제도 상호간의 모순을 제거하고 경비절약
을 위해서 운용기관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급부의
충분성으로 모든 사회보장에 있어서 급부는 금액과 기간 모두 수혜
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적정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적용범위 및 사고의 포괄성으로 사회보장의 대상은 신분이
나 수입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보장범위를 넓게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피보험자의 계층분류로 피보험자의 최저생활 유
지비의 차이나 발생할 사고종류에 따라 각 계층의 환경과 필요에
맞도록 보험을 조정해야 한다(김용하, 2008). 영국은 베버리지 보
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놓고 수많은 논쟁을
벌였고, 이후 2차 대전을 전후하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는 매
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ILO는 1936년부터 수차례의 국제회의를 진행하면서 사회보장제
도의 원칙을 발전시켰고, 1952년에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대한 협정」1)에서는 사회보장에 포함되는
9개 분야, 보건의료, 질병, 실업, 노령, 산재, 가족, 출산, 폐질, 생존
에 대한 혜택을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사회보장 원칙은 대상의
보편적 보호원칙,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그리고 보험의 급부수준
에 관한 원칙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의 경우 1951년에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를 제정
하였는데 이는 건국이후 처음으로 제정한 체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규였다. 이 조례는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
1) The ILO Social Security
No.102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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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들과 출생, 노령, 질병, 사망, 장애 등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규정하여 당시 사회보장 규범의 기본 틀을 형성하였고, 오늘날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체계의 형성에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전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문화대혁명과 같은 사
회적 혼란상황, 그리고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분화 등으
로 인하여 노동보험조례의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었다. 1990년대
에 들어서면서 일련의 사회보장법들이 다시 제정되기 시작하였는데
「장애인보장법」, 「기업양로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 「노동
법」, 「전국에서 도시최저생활보장제도를 구축하는데 관한 통지」,
「통합적인 기업직원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는데 관한 결정」,
「사업보험조례」 등 일련의 법률규범들이 제정되었다. 2000년 이
후 「도시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하는데 관한 시범방안」, 「공상보험
조례」, 「농촌5보공양조례」등 조례들은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틀
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체계적인 사회
보장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사회보장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2000년에 발표한 「도시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하는데 관한 시
범방안」에서는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 군
인과 군인 가족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양로원 등 시설제공(优抚安
置), 공제제도 등 내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사회보장제도에서 의료보장은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제도로 매우
중요하면서 특수성을 갖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노화와 질병을 피하
지 못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나 장애를 입을 수 있는
데 이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과 근로소득의 상실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따라서 질병의 발병률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둘 경우 위험과 재정이 섞이고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과정을
거쳐 기부금을 낸 각 참여자가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적절한 서
비스를 권리로서 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회의료보험을 운영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다. 하나는 의료보험의 긍정적

- 9 -

외부성에 의한 것으로 백신접종의 경우 전염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가난한 사람과 노약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이
불규칙적이며, 예상이 불가능하고, 의료의 성격 자체가 소비자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역할이 합
리화될

수

있다(Edgar

K.

Browning

et.

al.

김원식

역,

2005:159).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시장의 실패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질병에 걸릴지를 모르고, 질병치료에 얼마만큼의 비용
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역선택

문제

(adverse selection)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낮은 수준의 의료보
험만 제공한다. 역선택 문제는 건강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에 비
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더 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민간보험
회사는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
만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정 집단의 사람들, 예를 들어 질병
을 갖고 있거나 혹은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 질병에 걸릴 확
률이 높은 노인들을 배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비례세를
통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역선택 문제를 줄이
고, 건강취약집단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Neil Bruce,
2001:280-281).
정부가 사회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는 의료보험 영역에서 주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자
신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일부 사람들은 자
신이 병에 걸렸을 때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셋째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시장의
실패로 보험비의 증가를 가져온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보험가입자도 일정부분 공동부담 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회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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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의료비의 상승과 과도한 진료로 인하여 의료보험의 부담에
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의료보장제도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흔히 사회보장의
일반적 개념 속에서 정의하지만 의료보장제도는 타 사회보장제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특성이 있다. 의료보장제도란 질병
으로 인한 수입의 중단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출이 생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수입 중단에 대처하는 경제보장으
로서의 소득보장과 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의료비보장이라는 두
가지 역할이 포함된 개념이다(이규식, 2013:43-44). 또한 연금제
도, 실업보험 등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의료서비스라는 현물을 주요급여로 한다. 즉,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자체가
제공된다.
많은 국가들이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있는데 크게 국가의 의료
보장체계에 의하여 직접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재원은 국가의 조
세에 의존하는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과 피보험자와 고
용주, 국가가 보험료를 공동부담하고 의료보험행정기구가 민간의료
기관과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하여 피보험자에게 간접적으로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험 방식이 있다.
건국초기 중국은 계획경제를 실행하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국가소
유나 집단소유로 되어 있어 의료서비스의 직접제공이 가능하였지만
공무원에 속하는 공공기관과 사업단위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게는 공비의료를 도입하여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가예산에서 부담하
고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NHS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었지
만, 일반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노동보험의료를 적용하여 보
험료를 기업에서 전액 부담하는 의료보험방식을 선택하였다.

2. 사회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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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사회의료보험은 1883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에 의하
여 도입되었는데 당시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운동을 억제하
고, 강력한 독일제국을 설립하기 위한 제도였다. 비스마르크는 직업
에 기초한 독립적인 건강보험기금을 만들고 정부의 지도하에 움직
이도록 하였다(Saltman, Busse, Figueras, 2004:22). 당시 독일의
상호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 근로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질병에 따르는 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
작되었다. 질병에 따르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병으로 인
하여 일을 못함에 따른 임금의 상실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이며, 둘째
는,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비 보장이었다. 초기의 의료보험은 근로자
에 한정하였으며 그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의료보험의
비용부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였으며, 정부도 정부
가 해야 할 복지사업을 공적기관에 위임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일부
를 부담하였다(Roemer, 1985; 이규식, 2013:82 재인용). 근로자
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위험률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소득에 기
초하였다.
사회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현물급여의 원칙을 적
용하는 방법이다. 가입자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보험료
는 가입자들의 건강수준이 아닌 소득과 연결되고, 국가의 일반 소득
과는 별도로 관리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단독으로 혹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고,

보험료는 직접 질병기금으로 모여지거나

혹은 중앙정부기금에서 여러 개의 질병기금으로 분리되기도 하는데
이런 질병기금은 가입자들이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
스를 받을 때 지급된다(Saltman, Busse, Figueras, 2004:7). 이러
한 제도에서 가입자는 요양기관과 진료관계를 가지며, 보상관계는
보험자와 요양기관간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 현물급여의 원
칙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가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된다. 가입자는 보상의 부담이 없거나 혹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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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인 부담을 하고 건강보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보상관계는 가
입자와는 관계없이 보험자와 요양기관간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형성
된다. 따라서 진료행위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통제의 과제를 보
험자가 부담하며, 가입자는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면제된다. 때문에
건강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진료를 받는 가입자
는 진료비용이 자신의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진료남용 등의 위험에 민감하지 않게 된다(전광석, 2004:42).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의료보험은 사회소득정책의 일부분으로
재분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적보험과의

차이점이다(Glaser,

1991). 이는 단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아픈 사람에게로 재원을 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로, 젊은
이들로부터 노인들에게로,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의 교차보조를 통
해 사회 전체로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합의로, 단순한 보험
이 아닌 삶의 방식(way of life)이 되었다.
이러한 의료보험법과 기금의 설립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서

일어났다.

오스트리아는

1887년과

1888년에(Hofmarcher,

Rack, 2001), 덴마크는 1892년에 정부에서 자발적인 건강보험 기
금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Abel-Smith, 1988; Vallgarda et al. 2001). 벨기
에도 1894년에 비슷한 법을 도입하여 정부에서 질병기금에 보조금
을 지원하였고(Veraghtert, Widdershoven, 2002), 스위스의 경우
비록 1899년 국민투표에서 독일식 건강보험의 도입이 기각되었지
만 1911년 법에서는 자발적인 기금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등
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Minder et al.
2000). 영국에서도 같은 해에 로이드 조지(Lloyd George)가 의료
보험법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Saltman,

Busse,

Figueras,

2004:23-24).
그러나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등 국가들은 의료보험을 사용한다
는 점에서는 독일과 비슷하지만 급여의 종류가 현물급여가 아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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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상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가
입자에게 자신이 직접 지불한 진료비용(전부 혹은 일부)이 보상된
다는 점에서 민간보험의 기능방식과 동일하다. 진료에 대한 통제의
부담이 가입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의료보장의 공적 과제에 충실하
지 못하는 현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적 부담이
경감되고 개인의 책임에 기초하여 제도가 기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전광석, 2004:42-43).

3. 사회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을 실행한다(권순만, 2015). 사회의료보
험도 공공정책으로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다.
의료서비스는 전문성이 강한 분야로 시장실패의 발생에 따른 비효
율이 생기기 쉬운데 의료기관의 이윤추구와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경쟁의 실패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경제수준
이 낮은 지역일수록 의료기관의 수는 매우 적고, 특히 상급 의료기
관은 더욱 적다. 이 경우 의료서비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도
받지만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는 과대진료나 혹은 높은 의료서비스
가격 책정을 야기한다. 이 경우 사회의료보험은 보상범위나 진료비
지불제도, 수가제도와 같은 수단으로 의료비를 조절하고,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행위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제 2 절 사회의료보험의 구성요소
사회의료보험은 보건의료체계의 일부로 가입대상, 정부 및 운영기
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의약품을 제공하는 제약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의료
보험제도에서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얽혀있는데 어떤 방식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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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사회의료보험제도가 다르게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의료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지방정부에서
사회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선 사회보험
제도의 구성요소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의료보험의 재원조달방식과 운영
사회의료보험은 의료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인 제도
로서 보험료의 징수를 토대로 성립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적용
자는 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수급권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는 지불
능력을 기초로 부과된다(Ron et al., 1990; 이규식, 2012:203 재
인용) 보험료 부과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
는 사회적 연대의 기준을 임금이나 소득과 같은 경제력을 근거로
하는 임금기준 보험료(payroll tax)와 사회적 연대의 기준을 건강에
두고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정액을 보험료로 부과하는 정액보험
료(flat rate contribution) 방법이 있다. 임금기준 보험료는 부유한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지만 건강에 꼭
필요한 의료이용은 모두가 비슷한 정도로 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원리에 기초한
다. 다만 임금기준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보통
고용관계를 맺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함께
부담한다. 반면 정액보험료는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농사를 짓는 지
역주민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워 능력에 기초하여 보
험료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액으로
부과하게 된다. 정액보험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지만 건강한 사람은 의료이용을 적게 하는 데 반하여 허약한 사
람은 의료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을 기준으로 사회적인 연대
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Glaser, 1991; Normand
and Weber, 1994; 이규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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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방식은 보험료 책정의 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사회의료보험

기금의 안정성과 제도에 대한 가입

자들의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보험료 부과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상여금 등 비정기적 소득 때문에 매년 4월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은
물로 재산과 자동차도 부과대상으로 하여 공평하지 못하고, 젊은 사
람에게 높은 점수를 매기는 문제 등이 있다(신기철, 2015). 또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중국의 신형농촌합작의료는 보험료의 대부분
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데 이로 인하여 경제수준의
차이에 따라 보험기금의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의 운영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경
우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공공기관에서 사회의료보험을 총괄하
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2006년에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통해 공적의
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하나의 단일 위험분산 체계로 통합하고,
민간보험사에서도 사회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최인덕,
2011). 사회의료보험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민간보험
회사에서 운영하는지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
다.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할 경우 건강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자칫 가입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보상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 수도 있다.

2. 의료서비스 제공방식
사회의료보험은 추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사회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정부가 민영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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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
급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제공방법에는 크게 직접제공방식과
간접제공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제공방식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적고, 의료기관이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진료나 예방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 혹은 보
험자가 사회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동시에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반
면 간접제공방식은 보험자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어 가입자에게
간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크게 후불상
환제와

제3자

지불제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후불상환제

(reimbursement)는 사회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먼저 가입자가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보
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고, 제3자 지불제도(third-party payment)
는 가입자가 진료비를 결제할 때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보험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료기관이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여 돌려받는
방식이다. 후불상환제의 경우 환자가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 모두 의료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지
만 돈이 없을 경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제3자 지불제도는 의료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만 있어
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와 의
료기관

모두

진료비

억제유인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이규식,

2013).

3. 의료비 지불방법
의료비 지불방법은 주로 행위별수가제, 일당진료비제, 건당진료비
제, 인두제, 총액예산제, 봉급제, 보너스제 등이 있다. 행위별수가제
는 의료서비스 행위 하나 하나에 대하여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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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방법이다. 일당진료비는 진료 1일당 수가를 책정하여 진
료기간에 따라 진료비총액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건당진료비제는 단
일질병건을 토대로 산정되는 지불제도로 대표적으로 포괄수가제
(DRGs)가 있다. 인두제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등록한 사람
1인당 정액을 지불하는 진료비지불제도이다. 총액예산제는 진료에
사용될 예산을 사전에 의료기관에 배정하여 해당 예산 내에서 진료
비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봉급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보
험자간에 노동계약을 근거로 보험자가 의료공급자에게 매월 일정액
의 봉급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보너스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규식, 2013). 이런 다양한 지불제도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해
당 국가의 의료체계의 발전배경, 질병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적
용되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지불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
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사회의료보험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인들은 모
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의료보험을 처음 도입
하거나 혹은 개혁할 때에는 다양한 논의들과 시도들이 일어난다. 사
회의료보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상의 요인들을 어떻게 정하는지
에 따라 사회의료보험 모델이 다른 형태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은 모든 사회적 환경에서 모두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조건, 보험 업무에 필요한 인프
라 등에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제3장의 연구분석
모형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사회의료보험의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중국의 3개 성의 의
료보험 구축의 결과를 분석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 3 절 정책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의 혁신과 확산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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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책혁신이다. 혁신이란 흔히
기존에 이용되거나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의 도입을 의미한다
(이승종,

김혜정,

2006).

조직에

혁신의

개념을

적용한

Mohr(1969)는 ‘특정 환경에 새로운 수단이나 목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조직혁신(organizational innovation)
은 전통적 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강조하는
조직의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혁신의 개념을 정책에 적용한
Walker(1969)는 혁신을 정부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도입
하는 것으로 이는 정책 자체가 오래 되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정부들이 해당 정책을 도입 했는가와 무관하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Rogers(2002)는 혁신을 새로운 것으로 인지된 아이디어, 방식, 기
술 등이 잠재적 채택자에 의하여 채택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Gray(1973)는 지방정부에서 새롭게 채택하는 법을 혁
신의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혁신이란 채택하는 주체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수단, 관련된 조직, 정책, 법 규정
등을 새롭게 창출하고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책의 혁신은
정책의 발명(policy invention)과 다르다. 예를 들어 A 정부가 B
정부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 A 정부는 정책의 혁신
을 가져왔지만 정책의 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Gray, 1973;
Berry & Berry, 1990; Zhu Xufeng, 2014). 또한 새로움의 범위
에 있어서도 독창적이고 파격적이며 근본적인 변형만을 혁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의미 있는 변화도 혁
신으로 볼 수 있다(이승종, 김혜정, 2006). 따라서 정책 영역에서의
혁신은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는 정책제정 과정이자 관련된 정책시
스템의 변동과정이기도 하다.
혁신은 기존의 시스템이나 제도, 조직, 정책이 문제 해결에 한계
를 드러내고 있을 때 시작되지만(Rogers, 2002) 기존의 제도가 문
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Mohr(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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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직의 규모, 재정, 조직의 주변 환경, 지배이데올로기, 동기, 경
쟁력, 전문성, 분권화, 여론 선도력 등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조직이 혁신을 하려는 동기가 있을 때, 혁신을 저애하는 장애물이
적을 때,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이용 가능할 때 혁신
이 일어나기 쉽다고 설명한다. 이는 주로 정책혁신을 정책 채택집단
이나 조직의 내부 요인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다. 정책혁신에 영향
주는 내부 요인은 또 인적 요인과 조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적 요인은 조직 내의 개인을 정책혁신의 주요 동인으로 보는 관
점으로 대표적으로 정책창도자(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이다.
정책창도자란 정책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자신이 선호
하는 정책의 채택에 필요한 노하우와 끈기를 가진 개인으로서, 자신
에게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없더라도 자신들이 가진 자원들을 아낌
없이 사용하여 의욕적으로 정책변동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정의할
수 있다(Mintrom, 1997; F.S. Berry & 김대진, 2010). 정책창도
자는 정치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나 관
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정책의 제정, 집행, 변화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한다.
인적 요인 외에 정책을 채택하는 조직이나 정부의 내부 요인도 정
책혁신에 영향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조직의 규모, 재정, 지배이데
올로기, 전문성, 분권화, 복잡성 등은 혁신의 주요 영향변수가 될 수
있는데 Walker(1969)는 정책채택의 동인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
로 내부결정요인모형과 지역확산모형으로 설명하면서 내부결정요인
모형에 경제학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리더십이나 정치이념, 정
당경쟁과 같은 정치적 요인, 지역의 문화적 요인 등이 정책의 채택
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보았다.
내부적 요인 외에도 외부적 요인들도 정책혁신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거나 다른 지역과의 경쟁이 치열할 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책혁신을 한다. 이밖에도 외부적 요인
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바로 다른 지역의 정책혁신이다. 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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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
아지고, 중요한 정책결정자가 혁신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하면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Walker, 1967). 특히 문제 해결
이 절실하거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때, 혹은 외압에 의해서도
다른 지역의 정책혁신을 모방하거나 학습을 통해 적절하게 변형한
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때문에 정책혁신을 연구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정책혁신의 이전이나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Walker, 1967; Gray, 1973; Berry & Berry, 1990; Dolowitz,
Greenwold, Marsh, 1999).1)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급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학자인 Rogers(1995)는 확산을 새로운 아이디어가 혁신
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 특정 소통경로를 통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 시스템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특정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패턴으로 전파가 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혁신을 채택한 빈도는 정규분포를 따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S모양의 누적 정규분포 형태를 따른다고 설명한다(Rogers, 1995;
Gray, 1973).
반면 Dolowitz & Marsh(1996)는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이
라는 용어 대신 정책이전(policy transf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다. 그들은 이전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들은 시간, 가까운 지리적
환경, 비슷한 자원 등으로 정책의 확산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정책
의 내용이 아닌 과정에 집중하였다’고 비판하고 이런 문제로 인하
여 이후의 연구들은 정책의 이전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주장한다. 그
들은 정책의 이전을 정책, 행정적 처리방식, 제도 등에 관한 지식이
1) 이승종, 김혜정(2006)은 타 지역이나 타 조직 혹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
거나 이미 시행한 기존 사례나 기법일지라도 해당 조직이 새롭게 도입하는 것
은 혁신으로 취급하는 관점(Mohr,1969, Rogers,1995)을 채택하여 정책혁신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사회의료보험이 시범사업부터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연구하기 때문에 정책의 혁신과 확산을 별도
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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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이나 장소에서 다른 시점이나 장소로 이전되어 발전시키
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개념화하였는데 이는 Rose(1993)가 제시한
교훈도출(lesson-drawing)과 비슷하지만 교훈도출은 자발적인 학
습을 설명하는 용어인 반면 정책이전은 자발적인 정책이전과 비자
발적인 정책이전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정책이전과

정책확산을

혼용하는

연구들도

있었는데

Newmark(2002)는 정책이전을 정책확산의 한 유형으로 보았고,
Busch & Jorgens(2005)는 정책확산을 정책이전의 한 유형으로
보았으며, Stone(2001)는 두 가지 모두 교훈도출에 속한다고 주장
하였다. 정책혁신과 정책이전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Marsh &
Sharman(2009)은 정책혁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정책을 도입
한 주체들의 구조적 환경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확산된 패턴을 분
석한 반면 정책이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정책의 도입에 연관된
조직들 간의 정책학습이 진행된 과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고 설명
하면서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을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정
책확산과 정책이전은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동일
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논의의 초점을 달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이전이나 정책확산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 Dolowitz & Marsh(1996)는 새로운 정책이 장점이 있을
때 진행되는 자발적인 학습을 통한 정책확산, 외부의 압력 하에 진
행되는 강제적 정책확산, 그리고 의무적 정책확산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완
전한 이성에 따른 자발적인 교훈도출, 제한된 이성에 따른 자발적
교훈도출, 자발적 학습이지만 수요에 따른 정책이전, 의무적 정책이
전, 조건부 정책이전, 강요된 정책이전 등으로 구분하였다.
Elkins & Simmons(2005)는 정책확산이 일어나는 기제를 변경
된 조건에 대한 적응(adaptation to altered conditions)과 학습으

- 22 -

로 분류하였는데 변경된 조건에 대한 적응은 외부의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적응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인데 문화적 규범, 지원집단(support groups), 경쟁 등 요인의 영
향을 받는다. 반면 학습에 의한 정책확산은 다른 국가의 정책변화가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책변화 자체가 갖는 장단점
등 정보를 제공하여 그 정보에 대한 학습으로 정책이 확산되는 경
우이다.
Simmons, Dobbin, Garrett(2006)은 전 세계에서의 자유주의 경
제정책의 확산원인을 분석하면서 네 가지 확산기제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강제적 확산(coercion)으로 외부의 압력 하에 도입한 경우
이고, 둘째는 경쟁(competition)으로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처
지지 않기 위해서 도입한 경우이다. 셋째는 학습(learning)으로 다
른 국가의 정책효과에 대한 정보의 영향을 받아서 도입한 경우이며,
넷째는 모방(emulation)으로‘비슷한’국가의 정책을 모방하여 국
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으로 정책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분
석은 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劉偉(2012)는 이런 논의들을 종합하여 정책확산이 일어나는 원인
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외부의 압력 하에 강제로 발생하
는 정책확산으로 이를 강권형 확산이라고 부른다. 둘째는 도의적,
상징적 혹은 합법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자발적인 정책확산으로
저자는 이를 도의적 확산이라고 부른다. 셋째는 이성적인 이익분석
을 통해 진행하는 자발적인 정책확산으로 이를 학습형 확산이라고
부른다. 강권형 정책확산이 발생하는 전제조건은 1) 계층적 구조의
사회체계, 2) 정책확산에서 정책지지자나 혹은 핵심 추동자가 존재
하고, 정책지지자가 계층구조의 상부에 위치하며, 3) 정책을 도입하
는 주체는 자발적으로 도입하려는 동기가 없고 외부의 압력 하에
도입하는 경우이다. 도의적 정책확산은 정책을 도입하는 주체의 신
분과 자아인식에서 시작되어 해당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적절
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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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확산과정은 정책을 도입하는 주체가 새로운 정책이 실제로
가져오는 수익에 관심 갖기보다는 해당 정책이 자신의 합법성을 높
여주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이 모델은 정책을 도입하는 압력
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입 주체 내부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
리고 학습형 정책확산은 정책을 도입하는 주체가 이성적인 태도를
갖고 다른 지역의 정책을 도입할 때 가져오는 효과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하고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한다. 이 모델은 도입
주체가 자발적으로 정책을 도입한다.
반면 Zhu Xufeng(2014)은 지역 내부의 상하급 정부 간의 정책
확산을 분석한 연구들에 기초하여 정책확산의 기제를 내부결정모델,
수평적 영향모델, 수직적 영향모델로 분류하였다. 내부결정모델은
정부조직 내부의 요인들이 정부의 혁신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하는데 주로 경제발전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중요함.),
선거, 정치인들의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 내부의 정책 네트워크 등
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수평적 영향모델은 다른
지역 정부와의 상호관계 (특히 지역적으로 가까울 때), 경쟁관계,
(국가 간의) 패권의 힘에 의해서도 강제로 특정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수직적 영향모델은 계층적으로 상위에 있
는 강한 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의 혁신과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한 국가나 지역에서 성공한 정책을 다른 지역에 도입하는 경우 반
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Dolowitz

&

Marsh(2000)는 정책이전이 실패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제시
하였는데 첫 번째는 준비가 부족한 이전(uninformed transfer)으로
이전될 제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경우이다. 두 번째
는 불충분한 이전(incomplete trasfer)으로 성공에 중요한 일부 요
소들을 제대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이다. 세 번째는 부적절한 이전
(inappropriate transfer)으로 정책수출국의 사회경제정치 제도 맥
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어 정책이 실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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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이다. Rose(2005)는 제도가 이전될 때 기존에 존재하고 있
는 다른 제도들과의 관계나 상충성 그리고 기존 정책·정치 행위자
들의 수용성 등이 성공적인 정책이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
는데 정책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정책환경의 유사성이 더욱 강할
경우에 정책이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영준, 곽숙영, 2012).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정책의 혁신과 이전은 기존 정책의 문
제점을 보완하거나 혹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위하
여 학습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다른 지역의 정책을
학습하여 도입하면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정책제정자들
이 자발적인 학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
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혹은 통치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
이전을 할 수도 있으며, 중앙정부나 초국가적인 국제기구를 통한 강
제적인 정책이전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정책이전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할 정책에 대하여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자체 지역의 기
존의 정책 환경에 어울리거나 혹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변형하였
는지는 정책이전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확산과 정책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정책이전의
다양성이나 효과적인 정책이전 조건들에 대해서 연구하였지만 정책
이전 과정에서 새롭게 정책을 도입한 지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이나 기존 제도들과의 융합과정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복잡한 정책이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
책을 도입하는 지역의 관련된 제도적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2. 역사적 제도주의와 제도변화
‘새로운 복지국가 정치(new politics of welfare states)’로
대변되는 신제도주의는 최근 복지국가 연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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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으로 평가받고 있다(Pierson,1993; 최영준, 곽숙영, 2012). 신제
도주의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국가별 정책의 특성을 개인
의 합리적 선택의 합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제도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제도를 주요한 독립변수로 파악하여
정책현상을 분석한다. 그러나 개별적 제도의 정태적 특성을 이해하
려는 구제도주의와 달리 보다 거시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정치제도의
구조적 틀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염재호,
1994). 신제도주의 가운데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현상
을 분석할 때 제도의 역사적·구조적 맥락을 중심으로 복잡하고 다
양한 요인들을 결합하여 이용함으로써 거시적인 인과관계의 설명력
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이준호, 정윤길, 2010).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모두 포함하
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 구조나 정치제도와 같이 가시적
이고 공식적인 제도도 포함하고, 정책참여자간의 역동적인 연결 관
계나 사회조직들 간의 관계도 제도로 간주한다. 따라서 제도는 단일
체라기 보다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체라고 볼 수 있다. 복
합체로서의 제도는 상호보완성과 위계성의 특징을 갖는다. 특정 제
도는 다른 제도와 독립적으로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도
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도는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들이 결합되어 상위개념의 제도를
형성하는 위계적 특성을 갖는다(하연섭, 2006).
역사적 제도주의는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제도적 관성에 의하여
경로의존성을 갖고 있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공고해지고
확대재생산 되는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현상이 발생하지만
(David, 1985; 이준호, 정윤길, 2010) 외부적 충격을 받으면 급격
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단절된 균형 모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최근
의 연구들은 제도변화가 급진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
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ampbell(2005)은 상황이 변화하거나 환경이 변화해서 기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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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화하는 경우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
존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결합하거나
혹은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여 재결합함으로써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한 영역
에서 변화가 발생하면 이와 연관된 제도들과 맞지 않을 경우 관련
영역에서의 대규모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North, 2005,
Thelen, 2004).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역할도 주목하기 시작하였는데 제도
의 형성과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새로운 방식으로의 구성은 오
직 행위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설계 과정에서 행
위자의 인지적 한계나 정치적 협상에 의하여 제도가 모호하게 제정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이후의 집행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자신들에
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면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Streeck & Thelen, 2005). 또한 제도 자체가 정치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으며 권력의 균형이 깨지면 제도도 변
화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제도를 다양한 구성요소의 복합체로 볼 때 제도는 경
로의존적인 동시에 점진적인 변화를 늘 내포하고 있으며, 행위자들
간의 권력균형이나 행위자와 제도의 상호작용 하에서 점진적인 변
화를 가져오거나 심지어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변화도 가져올 수 있
다.

3. 정책이전 이론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통합적 논의
정책의 혁신과 확산 이론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필요성과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행위자에 대한 논의는 이 두 가지 이론의 통합 가
능성을 시사해준다. 정책의 혁신과 확산을 주도하는 행위자는 단순
히 한 시점에서의 상황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학습하고 혁신하고 이
전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제정자인 행위자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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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요인들, 즉 주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복합체로서의 제도의 영
향을 받고, 그 제도들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오랜
역사 속에서 굴곡적이고 급진적인 발전을 거친 중국을 분석할 때에
는 제도의 역사적인 맥락과 그 속에서 정책결정자인 정부의 정책목
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전략과 수단 등 정책선호와 배
열에 대한 분석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제 4 절 중국의 사회의료보험의 제도적 환경
1. 중국의 정치·경제체제
중국은 비록 2000년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지역문화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완전한 집권
은 어려웠고, 중앙정부와 지방세력들 간의 권력다툼이 빈번하게 발
생하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국 이후 중앙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와 재정 배분을 조정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은 크게 1979년부터 1992년까지의 권한과 이윤의 이양
단계(放權讓利)와 1993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치적 집권과 경제적
분권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979년부터 1992년까지의 개혁의 목
적은 경제체제에서 계획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정치체제에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을 개혁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개혁은 지
방재정이 중앙재정과 분리됨으로써 지방정부로 하여금 재정자주권
을 갖게 하였다. 동시에 기업에 대한 관리권한도 지방정부로 이양하
고, 그와 관련된 인사, 재정, 물자에 대한 경영권과 관리권도 함께
이양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업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주적인
경영과 영리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전능력을 키우도록 하였
다. 경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개혁은 건국이후 전례 없던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이 중앙재정의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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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각 지역의 이익주체의 확장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의 자주
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간의 빈부격차
가 줄어들었다. 반면 기업과 지방의 권력이 확대되면서 중앙의 재정
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1978년
부터 1992년까지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30% 미
만에 불과하였다.
<표 2-1> 1978-1992 전체 재정수입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비중
(단위:%)

중앙
지방

1978
15.5
84.5

1980
24.5
75.5

1982
28.6
71.4

1984
40.5
59.5

1986
39.7
63.3

1988
32.9
67.1

1990
33.8
66.2

1992
28.1
71.9

자료: 财政部. 「中国财政年鉴」(2005卷).

개혁개방 이후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의 두 번째 단계는 1993년
부터 현재까지로 정치적인 집권과 경제적 분권이 결합된 형태를 띠
고 있다. 1993년 11월, 중국공산당 14기3중 전회에서 사회주의 시
장경제체제를 수립할 것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일련의 개혁들을
진행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4년에 분세제 개혁이었다. 이
개혁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의 수입과 지출범위를 정부기능과
연결시켜 분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안정적 수익항목은 국세로, 수익이 상대적으로 불안정
한 항목은 지방세로 분류하였다.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1994년에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비중은 55.7%를 차
지하였고,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44.3%를 차지하였다. 이후 2010
년까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
면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한 재정수입을 조정하기 위하여 세수반환
제도와 이전자금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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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1993-2010년 전체 재정수입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비중
(단위: %)
19

19

19

19

20

20

20

20

20

20

20

20

93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3

중앙

22.0

55.7

49.4

49.5

52.2

55.0

54.9

52.8

53.3

51.1

47.9

50.1

지방

78.0

44.3

50.6

50.5

47.8

45.0

45.1

47.2

46.7

48.9

52.1

49.9

출처: 财政部. 「中国财政年鉴」(2010卷).

반면 경제분야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였는데 1980년대 말부
터 상품의 가격, 유통체계에 대한 개혁과 금융증권, 노동력 등 자본
시장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헌법」에도 민영경제에 대하여 명확하
게 정의하였으며, 1992년에 계획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수정
하는 등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행정조직개편

을 통해 국가의 경제와 밀접히 연관되는 산업들, 예를 들어 전력,
석탄, 기계, 화학 , 임업 등을 중앙부처로 두던 것을 기업의 형태로
분리시킴으로써 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였다.
1990년대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기능배분에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하나는 입법권의 확정인데 「헌법」은 법
률의 제정권한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부여하는 동시에 전국인대에
서 제정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원칙 하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였다. 이후 2000년에 제정된 「입법
법」1)과 2004년에 수정된 「지방조직법」2)에서는 “성급 인민대
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서 자체의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
어 헌법, 법률, 행정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지방법규는 지방의 인민대표대회
1)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2) 「中华人民共和国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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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를 거치면 바로 실행에 들어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에는 자료를 제출하지만 법률의 실행에 영향주지는 않는다(王
琛伟，2014:55). 이로 인하여 한편으로 지방정부는 지방법규의 제
정을 통하여 다른 지역의 호적을 가진 주민들을 사회정책에서 배제
하는 지방보호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앙정
부의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을 경우 새로운 법규정을 제정하여 정책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인사제도의 경우 1979년에 「인대선거법」이 제정됨으로써 지방
인대에 차액선거제도가 형성되었고, 이후 1982년 「헌법」에 포함
되었다. 이는 1982년과 1986년의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직접선거를
현급 인대까지 확대되었다. 1984년 당중앙은 간부 임명권한을 상당
부분 지방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후로 부성장급 이상의 관
리와 중점대학 총장들의 인선에만 간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
방정부의 힘이 지나치게 커기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황에 따라서 성
장과 당위서기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타지역 출신 인사로 충원
하기도 한다(백승기, 1996). 중앙정부가 타지역 출신 인사를 배정
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일
곤 하는데 이는 흔히 중앙정부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인사
조치로 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중국의 정치경제체제는 개혁개방 이후 재정·인사·입법
등 분야에서 상당한 분권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재정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의 재정조절과 성장과 성당위서기의 임명권을 중앙정
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여전
히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요구와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성장이나 성 당위서기의 정책선호와 전략은
해당 지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001년 5월, 중앙정부는 농촌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공급환경과
지역 간의 의료환경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보건의
료 사업의 목표를 ‘예방과 기본 의료기능을 갖춘 보건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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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갖추고, 농촌주민들에게 맞는 다양한 건강보장방법을 실행하
여 누구나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차 보건의료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신농합 정책의 도입은 농촌주민들의
건강한 삶과도 연관되지만 중국의 중앙정부가 보건의료사업을 이끌
어갈 방향을 제시한다.

2. 중국의 보건의료체계
중국은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업무에서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때문에 중앙
정부부처에서 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1)가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병통제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전 농촌지역에서의 합작의료는
당시 농촌지역의 공동체인 생산대대를 중심으로 공익성 보건소를
운영하거나 맨발의 의사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제도였기 때문에 위생부가 주요 책임부처가 되었다. 이후 1990
년대에 있은 농촌지역의 의료보험 시범사업들도 대부분 위생부 주
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신형농촌
합작의료도 위생부가 주요 책임기관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반면 도시의 경우 1990년대까지 국유기업의 노동보험의료는 당시
의 노동부에서 총괄하고, 공무원들과 사업단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비의료는 국가인사국에서 관리하였다. 이후 1990년대 중반
부터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한 대량의 노동자들의 실직과 개혁개방
으로 인한 기업구조의 다양화로 인하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 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는 2013년에 진행된 행정개혁에서 원래의 위생부와 인구와
계획생육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로 명명하였다. 이는 노령화
사회의 도래와 계획생육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또 하위정부에서의 계획생육 기관
들이 대부분 의료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두 부처
가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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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험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웠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
여 연금을 비롯한 산재보험, 사회의료보험, 출산보험 등을 재구축하
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노동부와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직장인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였고, 1998년에 이르러 사회의료보
험 가운데 가장 먼저 노동계약을 맺은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직장인의료보험이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1998년 행정개혁에서 원래의 노동부에 사회보장 기능을 추가하여
노동과 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로
변경이 되었다. 이는 중국의 행정체계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이
라는 명칭을 가진 부처였다. 이후 2008년 행정개혁에서 노동과 사
회보장부는 공무원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부와 통합되어 인력자
원과 사회보장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로 통합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
는 공비의료 개혁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을 도시직장인
의료보험에 포함시켰다. 2007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도시주
민의료보험도 도시직장인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인력자원과 사회보
장부가 담당하였다. 따라서 사회의료보험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
여 도시의 직장인의료보험과 주민의료보험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며, 농촌의 신농합제도는 위생과 계획생육위원
회에서 운영을 책임진다.
그러나 최근에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농합제도를 성향주민의료보
험으로 통합하면서 어느 부처에서 관할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
었고, 중앙부처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
만 각 지방정부에서 상황에 맞게 부처 간에 업무를 조절하도록 하
였다. 이에 따라 톈진, 상하이, 저쟝 등 성의 대부분 시와 현에서 인
력자원과 사회보장국에서 담당하고 있다(南方都市報, 2016.01.13).
이밖에도 중앙부처 가운데 저소득층의 사회부조를 관할하는 민정
부(民政部, Ministry of Civil Affairs)가 있는데 이 부처는 주로 저
소득층의 의료부조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의료부조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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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 가운데 개인부담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
원해주고, 저소득층이 의료보험금 외에 자체부담 의료비 부담이 매
우 커서 일상적인 생황이 어려운 경우 자체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의료부조와 의료보험의 구분
이 모호하여 단일의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업무
집행 과정에서는 의료보험 가입기간에 민정부에서 저소득가구의 개
인부담 보험료를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는 의료보험
을 지급한 이후 자체부담 의료비는 민정부에서 심사를 거쳐 구체적
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또한 의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계획을 총괄하는 국무원
부처로

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Commission)가

있고,

재정을

Development
총괄하는

and

Reform

재정부(Ministry

of

Finance)가 있다. 이밖에도 국무원직속기구로 국가식품약품감독관
리총국(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있는데 주로 식
품과 약품에 대한 감독을 책임진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신농합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의 발전을 분석하기 때문에 주로 위생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의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중국의 행정체제는 수직적으로 중앙정부, 성정부, 시정부, 현정부,
향정부까지 다섯 등급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성급에 속하는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
표대회는 자체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요에 따라 헌법과 법
률, 행정법규와 저촉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조직법」에 따르면 가장 낮은 등급
인 향을 제외하고 현과 그 이상의 정부는 "자체 지역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사업, 환경과 자원보호, 도시와 농촌건설사업,
재정, 민정(民政), 공안, 민족사무, 사법, 감찰, 계획생육 등 기능을
집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향정부는 도시와 농촌건설사업과
민족사무, 감찰사무를 제외한 모든 기능을 집행한다. 즉, 성정부에서
향정부에 이르기까지 외교와 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을 중앙

- 34 -

정부와 마찬가지로 집행한다. 때문에

조직구조도 각 지방정부는 중

앙정부와 비슷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기관은 수
평적으로 해당 지역 정부의 관리를 받는 동시에 수직적으로 상위
정부에 위치한 해당 부처의 지시도 받는 매트릭스 구조를 갖고 있
다. 따라서 사회의료보험과 관련된 업무도 중앙부처의 업무분담에
맞추어 위생국이 신형농촌합작의료를,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이 도
시직장인의료보험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방정부와 상급 부처가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가질
때 지방정부의 특정 기관은 정책집행에서 혼란에 빠지기 쉽다는 문
제가 있다.
반면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1999년에 지역위생
계획(區域衛生規劃)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지역별로 자체 지역에 위
치한 모든 의료기관들을 지역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관리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분포가 불합리하
고, 의료서비스 이용 효율이 높지 못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의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구조, 지리적 환경, 질병상황, 다양한 집
단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군 소
속 병원과 기업의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들도 모두 지방정부에서
관할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서 상급 부처
와 동급 정부의 목표가 다를 경우 동급 정부의 지시를 우선 따르도
록 하여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보장해주었다.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폭넓은 관할권은 지역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다양하게 집행할 가능성을 초래한다. 특히 중앙정
부가 정책의 목표나 집행방식을 명확하게 제정하지 않은 시범단계
에서는 지방정부, 특히 일선집행관료들이 집행과정에서 정책을 자신
들의 이익이나 편이에 맞추어 집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정책의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신농합제도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현정부를 단위로 운영하였고, 도시주민의료보험은 시정부를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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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였는데 현과 시는 모두 중국의 행정체제에서 비교적 낮은 등
급에 속하여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이나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
에 정책의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 가운데서 성정
부는 지방정부 가운데 제일 높은 등급의 정부로 위로는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아래로는 자체 지역의 시정부를 직접
관할한다. 때문에 성정부는 일선집행기관은 아니지만 일선집행기관
을 직접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을 어떻게 조절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중심
으로 분석한다.

제 5 절 선행연구 검토
1. 중국의 정책혁신과 확산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중국 지방정부들의 정책혁신과 확산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정책확산의 패턴이나 과정보다는 특
정보다는 주로 특정 분야의 정책혁신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함으로
써 정책혁신 과정에서의 정책창도자의 역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
정, 중앙정부의 반응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조정과정 등
을 분석하고 있다.
Foster K.W.(2004)는 중국의 옌타이시가 홍콩의 행정서비스 개
혁 모델을 학습하여 도입한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우선 중국의 지방
정부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원인을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분권화가 지방정부에 힘과 책임을 부여하고, 두 번째는 중국이 비록
단일국가이지만 중앙정부는 정책을 모호하게 발표하여 지방정부들
이 재량을 갖고 집행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중앙정
부가 멀리 떨어진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어려우며, 네 번째는 지방정
부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격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옌타이시가 홍콩의 모델을 학습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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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정책의 도입이 기존의 권력과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둘째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정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매우 작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정보
네트워크가 국가 간의 정책이전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
장한다. 이 사례에서는 특히 기관장 개인의 용기와 능력이 정책혁신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당기관이 ‘정책창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정책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한다. 이는 공산당의 간부관리시스템
에서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가 정책혁신의 동력이 되기 때
문이다. 지방정부에서 정책혁신을 하면 지방정부 간부들은 이를 상
위 정부, 특히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보고하여 자신들의 실적에 관
심을 갖도록 한다. 그러나 다른 지방정부의 경우 옌타이시가 이미
중앙정부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을 메리트가 없다고
여겨 이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시가 내려온 이후에야
해당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한다.
Zhu Xufeng(2014)은 중국의 권위적인 구조는 1) 수직적으로 중
앙집권적인 행정체제와 경제 분권이 동시에 존재하고, 2) 지방정부
의 인사시스템에서 중요한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평
가시스템을 통해 지방 관료들을 평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
한다. 이런 구조 하에서 중앙정부는 두 가지 관여 방법을 사용하여
지방정부 간의 정책확산에 관여 하는데 하나는 행정명령을 통한 관
여이고, 다른 하나는 성과평가를 이용한 경쟁시스템을 통한 간접적
인 관여라고 주장한다. 행정명령 방식은 주로 중앙정부가 특정 지방
정부에서 실행한 성공적인 실험을 행정명령으로 다른 지역에 도입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자는 이를 의무적인 정책확산 (mandatory
policy diffusion)이라고 부른다. Zhu Xufeng은 기존의 많은 연구
들에서 제기한 강제적 정책이전(coercive transfer)은 강한 국가가
정책을 일찍 도입하여 성공한 경우 다른 국가에 도입하도록 강요하
는 것으로 의무적인 정책확산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의무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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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은 중앙정부가 제3자로서 기타 지방정부에 특정 지방정부의 정
책혁신을 학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정명령과 달리
성과평가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과평가체계의 영향을 받은
혁신과 정책학습 행위는 챔피언십 정책확산(Championship policy
diffusion)이라고 부른다(Zhu Xufeng, 2014). 특정 지방정부가 정
책혁신으로 성과를 올리면 인접 지방정부는 해당 정책을 도입하는
‘추종자’ 역할을 하는 대신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중앙정
부의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 연방국가의 경우 주민들은 자체 지역의
행정시스템이 좋은지에 관심이 있지 행정시스템을 먼저 개혁했는지
는 관심이 없는데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투표를 더 많이 받기 위하
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전체적으로 정책수단이 수
렴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반대로 중앙정부의 반응을 살피기 때문
에 정책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신 다양한 정책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馮鋒, 程溪（2009）은 건국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 관점에서
중국에서 정책이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분석하고 중국에서 정
책이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중국에서의 정
책이전체계를 구축하려고 시도 하였다. 저자는 중국에서의 정책이전
을 크게 네 단계로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는 1949-1950년대 후반
까지로 소련의 계획경제체제를 주로 도입하는 일방향의 자발적인
이전이었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는 단계는 1950년대 후기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정책이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단계는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로 다원화되고 자발적인
이전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한다. 네 번째 단계는 21세기 초부터 지
금까지로 혼합형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WTO에
가입한 이후 WTO의 규칙을 지키는 비자발적인 정책학습과 자발적
인 정책학습 모두 나타나고 있다.
馮鋒, 程溪（2009）는 중국에서 정책이전이 실패하는 원인을 인
지적 측면, 제도적 측면과 이전의 체계성과 전체성 측면에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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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외국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국내의 조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정책을 도입하여 정책이
전이 실패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정책을 이전함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고 관련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
장한다.

또한 정책 이전 이후 토착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

여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학습능력을 키
워 정책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체적인 정책제정능력을
키우며, 정책 엘리트들의 자질과 협력을 강화하며, 이전한 정책을
현지의 체제와 환경 등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Wei Liu(2016)는 중국에서 시범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과 그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Wei Liu(2016)는 정책시범사업 자
체를 정책결정 과정의 일부로 보고 시범사업을 전시범단계, 시범단
계, 후시범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시범단계는 상급 정부가 공
식적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지방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이 시기 상급 정부도 완전한 정책내용을
제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간단한 명령방식으로 정책목표를 실현하
려고 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갖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만약 상급 정부와 하급 정부의 정책목표가 같다면 하급 정부
는 해당 정책목표에 근거하여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
에서 지방정부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정책수단은 매우 다양해진다
고 설명한다.
두 번째 시범단계에서는 상급 정부의 시범사업과 지방정부의 자발
적인 시범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로 상급정부는 정책목표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정책내용을 제정하지만 정책수단은 여전히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전시범단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던 지방정
부는 상급정부의 정책내용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정책내용을 조정하
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들 간의 정책수단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단지 시범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경쟁한다. 이때 상급 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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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이 비교적 좋은 지역을 선발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후시범단계에서는 상급정부가 명확한 정책목표와 정책내용, 수단
을 갖고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정책이 확산된다. 이 시기 상급 정부
는 전체 지역에서 동시에 도입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도 있다. 저자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일종의 정책제정 과정이고, 후시범단계에
서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설
명한다. 저자는 이 모델의 한계를 상급정부와 하급정부가 모두 정책
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거나 혹은 적어도 상하급 정부 간에 정책
에 대한 이견이 적어야 된다고 설명한다.
Shih-Jiunn Shi(2012)도 중국의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
는데 지방정부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왜 재정적 수요가
많은 사회정책을 도입하는지,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사회정책은 두 가지 특징
이 있는데 하나는 대부분 지방재정으로 운영되어 지방보호주의가
강하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진행한 시범사업은 자체적으로 강
화되는 제도적 관성이 있어서 이후 중앙정부가 이를 약화시키기 어
렵다는 것이다. Shih-Jiunn Shi(2012)는 이런 특징 속에서 도시와
농촌의 사회정책은 정책의 학습에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도시의 복지정책 실험은 국유기업 개혁의 구성요소로 1990년대 중
요한 정치적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들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관심을 갖고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도시
의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재정을 갖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농촌지역의 사회정책은 농촌의 간부들이 도시 간부들의 지도를 따
라야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도시 직장인
연금 개혁 사례에서 비록 지방정부가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
지만 이를 조정하기 어려울 때 중앙정부가 새로운 시범지역을 지정
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였다. 이 과정
에서 위험분담과 재정분담 방식을 지방정부에서 독점적으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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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느슨한 지역복지집합체 (loosely coupled conglomerate of
welfare regions’)

형태의 복지체계를 구성하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잘 사는 지역은 자신들의 기금을 가난한 지역에 보조해주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간의 재정이전을 통해
이런 지역보호주의를 약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도시의 연금개혁에
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기능은 매우 약하고 중앙정부도 재정력이 충
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보호주의와 중앙집권은 사회보장 영역에
서 균형 잡기 매우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전국통합의 가능성도 매
우 낮다고 주장한다.
Yapeng

Zhu(2013)은

구이저우성의

주택공기금(housing

monettarization) 개혁 사례로 정책혁신 과정에서 정책창도자의 역
할을 분석하였다. 그는 정책혁신 과정은 혁신아이디어의 구상, 혁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의 집행, 프로그
램의 제도화 등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앞 세 가지 단
계에서 정책창도자가 핵심 역할을 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정책창도
자의 사회 평등을 강조하는 가치와 전문지식과 같은 내적인 요인들
과 과거의 경험과 정책창도자들 간의 연대와 같은 외적인 요인들이
정책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이 사례에서 정책창도자
가 정책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제약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
하고 있었으며, 제도의 제약에 굴복하지 않고 성 당위와 성 인대의
관련 인사들을 비공식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
써 최종적으로 승인을 얻었다고 설명하면서 비공식적인 협상은 중
국의 정책제정 과정에서 정책창도자들에게 중요한 정치활동 공간이
라고 주장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정책의 혁신과 확산을 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하
였다면 劉培偉(2010)는 중국의 시범사업을 중앙정부의 선택적 결
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들은 모두 시범사업들이 충분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점만
강조하지만 실제는 불충분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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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혁을 이해할 때 반드시 실제 일어난 행동과
그에 대한 설명 두 가지를 결합해야 하는데 외국의 경우 충분한 논
의를 거쳐 규정을 정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지만 중국은 사업을 진
행한 이후에 규정을 정하는데 규정을 정하는 것과 같은 개혁에 대
한 최종 설명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 명확한 원칙과 목표가 없이 시범사업의 진
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지방정부에 대하여 선택적인 통제를 진행한다
고 주장한다. 개혁 과정에서 정치권력을 수호하려는 의식만 명확하
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하여 명확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가 동원하는 방식의 개혁이 될 수도 있고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주
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다양한 개혁방식이
나타나지만 시범사업의 운명은 매우 불안정하며, 전적으로 중앙정부
의 수요를 만족시키는지와 중앙정부의 정치질서 유지에 효과적인지
에만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의 불확실한 태도는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
회정치적 체제의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劉培偉(2010)의 연구
는 시범사업을 비롯한 정책혁신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동적인 역
할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사업의 성패와 국가 전체로의 확산은 결국 중앙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설명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을 대상
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정치적 집권과 경제적 분권
으로 설명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사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Foster

K.W.

2004; Xufeng Zhu, 2014; Wei Liu, 2016; Shih-Jiunn Shi,
2012; Heilmann & Perry, 2011). 이런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일부
지방정부는 자발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일부 지역은 중앙정부
의 지시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劉培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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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의 경우 정치적 집권과 경제적 분권 역시 중앙정부가 결정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도 중앙정부의 인식
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인식과 판단은 궁
극적으로 정치경제체제의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기존 연구들의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정책창도자의 역할에 주목한
다는

점이다(Foster

K.W.

2004;

Wangshao

Guang,

2009;

Yapeng Zhu, 2013). 중국의 지방정부에서 정책창도자는 시장(市
長)이나 현장(縣長), 관련 부처의 기관장이 될 수도 있고, 공산당
기관 간부들이 될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시장이나 현장들이 해당 지
역의 공산당 기관 간부를 겸임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 추진력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독단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없
고, 당 위원회나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정치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설득과 협상이 필
요하다.

2. 중국의 사회의료보험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중국의 사회의료보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들은 연구대상에 따라
1990년대 이전의 사회의료보험과 이후의 공적의료보험에 대한 연
구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1990년대 이전 사회복지정책을 다룬 논
문들을 보면 주로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1990년대 이전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한 배경과 문제점을 분석한 연
구로 대표적인 논문들이 Deborah Davis(1989), Li Xing(1999),
Sheying Chen(2002)이다. 이 논문들은 주로 중국의 사회주의체제
와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 하에 도시 중심적이고 경제 중심적인 발
전과정이 보건의료사업의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Deborah Davis(1989)는 탈집단화와 경제의 분권으로 1980년대
까지의 중국의 사회정책의 발전을 설명하였다. 1950년대 이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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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탈집단화로 인해 비록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불평등은
줄었지만

복지수준의

불평등은

증가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1950년대 이후 중국의 특별한 사회복지정책과 계획경제 하에서 복
지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위가 정책제정 과정에서 불리하였기 때문
이라고 주장한다. 교육자원의 경우 도시와 농촌에서 불균형이 매우
심한데 반하여 보건의료는 당과 군에 주요 자원이 집중되었지만 소
득수준의 증가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의 조사망률 차이는 감소했는
데 이는 위생상태의 개선과 의료시설의 증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농촌에서의 ‘맨발의 의사’ 수가 급격히 줄
어들고, 합작의료보험1)의 가입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합작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까운 중소도시의
나아진 의료시설을 직접 이용할 수 있어서 1970년대에 비하여
1980년대 농촌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이 더 용이해졌다고
설명한다. 또한 1980년대에 도입된 근로계약의 도입과 노동보험의
실행으로 인하여 도시의 작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보험에
서 제외되기 쉬웠고, 이들은 농촌의 빈곤계층과 함께 비싼 의료서비
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한다. 탈집단화와 경제의 분권이
의료서비스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교육보다 적었는데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의료서비스는 공공안전의 일부인데 1950
년대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전염병의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농촌의 의료시설이 낙후하여 1980년대 초에 아이들 사이에
서 전염병이 유행하였는데 위생부에서 UNICEF에 도움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하였다. 세 번째는 의료서비스는 교
육에 비하여 쉽게 상품화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수준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전반적으로 분권화와 민영화로 인하
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벌어졌고 값비싼 의료서비스는 도시에 집
중되고, 도시 주민들과 부유한 농민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
1) 합작의료보험은 1960년대부터 농촌지역에서 마을단위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
하던 의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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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의료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하였는데 어떤 해
에는 진료소가 문을 닫을 경우 백신접종도 불안정하였다고 설명한
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이후 덩샤오핑 시대의 경제정책과 정치
적 타협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는 건국이후 프롤레타리아를 대상
으로 제공하던 모든 복지혜택을 유지하지만 복지시스템의 상품화를
통해 더 이상 계급이 아닌 “받아야 마땅할 모든 개인”들에게 제
공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런 복지혜택의 개인화는 모택동시대
의 집단 이념이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Sheying Chen(2002)은 중국이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어떻게 경
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저자는 사회주
의와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을 구분하면서 사회주의는 국가
를 전복함으로써 정치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국가사회주의는
국가를 받아들여 경제와 사회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고 설명한다. 또
한 사회주의는 경제발전을 사회의 기초라고 보고, 복지를 비롯한 사
회정책은 모두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저자는 중국의 경
제, 정치, 사회정책의 발전은 문화대혁명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면 문화대혁명 이후에는 서양의 다른 나라들
의 경험을 참고하여 경제와 사회체계를 발전시키려 했다고 설명한
다. 1982년 헌법에서는 경제발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
고, 정치가 더 이상 사회의 모든 방면을 군림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기타 환경보호, 교육, 의료서비스 등 내용들도 포함시켰다. 정
부의 지출을 보면 경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정책에 사
용하는 비용은 매우 적은데 이에 대하여 저자는 당시 중국의 복지
는 국가의 책임보다는 직업에 기초한 복지혜택에 의존하였다고 설
명한다.
Li Xing(1999) 논문은 모택동 시대와 등소평 시대의 이데올로기
차이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모택동시기에 장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평등과 복잡한 복지정책이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과 생산성을 가져온 반면 등소평 시대에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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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제성장과 개인의 부유함을 추구하여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
고, 근로자들은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으며, 농촌의 공동복
지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게 되어 사회모순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한
다. 저자는 두 시기를 비교할 때 등소평 시기가 중국의 장기적인 발
전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또 시장은 복지서비
스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대체할 수 없었고, 종전의 복지시스
템은 비판받고 분해되어 정치적 지지를 받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
였다고 설명한다.
Guanxin Ping(2001)은 1980년대부터 진행된 복지제도의 개혁
의 필요성을 글로벌화와 사회의 불평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개혁
개방과 경제개혁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는 더 이상 계획경제시대
에 구축한 복지제도에 어울리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제도의 균형을 맞추려는 개혁들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시기
의 개혁은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정부가 주도하는 모델에
서 정부, 고용주와 피고용인, 그리고 다양한 사회조직들이 참여하는
책임분담모델로, 단일 중앙정부의 계획 관리시스템에서 성급정부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번 개혁은 당시의 심각한 실업문제,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정부에서도 인건비를 줄이고 국제시장에서 경쟁과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
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용, 임금, 복지의 제공과 근
로환경에 대한 규제에 실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중국의 사회복지개혁의 목적은 경제개혁으로 인한 제도의 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였지만 오히려 사회평등, 정의, 재분
배와 같은 가치들이 사라지고 경제의 효율성과 사회의 균형유지를
강조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Guanxin Ping(2001)은 WTO에 가
입한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과 사회와 정치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설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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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들은 중국의 복지제도를 중앙정부의 역할과 사회의 변
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Yanhong Huang(2004)의 연구는 중앙정
부의 제도변화에 따라 지방정부, 특히 농촌간부들이 사회의료보험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는 1980년대 탈집단화와 비공
유화로 인하여 복지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사회의료보험 재정을 마련하였는데 이 시기에 발전한 향진기업
(township and village enterprises, TVEs)이 농촌지역의 중요한
자금원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농촌간부들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
회의 안정과 공공질서, 가족계획, 사회복지 등 다방면에서 자기 지
역의 발전을 도모하였고, 이는 재정분권과 맞물려 지방정부가 공공
서비스의 중요한 제공자로 부상하게 하였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
서 재정수준이 높은 지역은 외래와 입원치료를 모두 보상해주는 합
작의료를 발전시켰지만 재정이 취약한 지역은 합작의료를 비롯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Yanhong
Huang(2004)은 모택동 이후의 중국을 연구할 때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건국이후부터 1990년대 이전까지의 중국의 복지정책을 분석한 이
상의 논문들은 대부분 국내의 불안정한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 정부
의 발전전략이 국가주도에서 시장의 활성화로 전환함에 따라 사회
의료보험을 포함한 복지제도가 점차 약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의 불
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1990년대 중국에서 의료개혁
을 진행하고 사회의료보험도 재구축되면서 새로운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고, 의료보험의 발전, 가입률
증가, 역선택문제, 세 가지 의료보험의 통합, 의료보험의 효과 등 다
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중에서 사회의료보험의 발전을 연
구한 논문들은 1990년대 말부터 새롭게 구축된 사회의료보험의 유
형에 따라 크게 농촌, 도시 근로자, 도시 주민 세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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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anli Liu(2004)의 논문은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
까지 농촌의 의료보험이 부재한 원인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분석하고,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
험에 대한 정부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없이
는 농촌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설명
한다.
Xian Huang(2014)의 논문은 중국의 의료보험의 도입과정과 국
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우선 의료보험의 도입과
정을 1949년부터 2009년을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1990년대부터 도입된 세 가지 의료보험이 적용대상을 확대한 과정
을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의료보험 적용대
상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지만 가입자들이 도시와 농촌, 노동시장 내
부인과 외부인, 공공기관과 사적 분야로 분할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는 중국의 복지시스템이 권위주의 리더가 분할통치 전략을 통해 사
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2009년부터 일
부 지역에서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는 가입
자격, 재정체계, 사회적 관용 등을 뒷받침 되어야하기 때문에 정부
에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Nick Manning(2011)은 중국이 건국이후 1980년대까지 국민들
의 수명의 연장과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고, ‘한 자
녀 정책’으로 발전 과정에서의 인구부담을 줄여 경제성장에는 성
공하였지만 경제개혁과 의료민영화로 인하여 낮은 의료보험 가입률
과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등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였다
고 설명한다. 또한 경제수준의 증가와 사회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
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균형한 발
전으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이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 설명한다. 특히 농촌지역은 의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고, 의료
기관이 매우 적어 질병치료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중국정부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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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의료개혁을 시작하였는데 주로 의료보험의 강화와 의료서비스
제공, 약품규제 등을 포함한 다섯 가지 사업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한
다. Nick Manning(2011)은 신공공관리의 일환으로 많은 국가들이
의료분야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국가들은 의료시장이
다양화되어 있고 의료시장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규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중국은 의료시장이 상대적으로 단일화 되어있고 의
료시장에 대한 규제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실패하였
다고 설명한다.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료보험체계는
건국초기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되고 농촌은 공
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합작의료와 ‘맨발의 의사’에 의한 의료서
비스 제공에 따라 이전에 비하여 건강수준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
었지만 1980년대 이후 경제개혁의 진행과 지방정부에서 복지제도
의 운영을 책임지면서 지역간의 불평등과 직장 유무에 따른 불평등
이 심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런 상황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다양
한 사회의료보험의 개혁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새로 도입한 사회의
료보험체계는 여전히 도시와 농촌, 직업유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
회의료보험을 도입하였다. 또한 1980년대부터 진행한 의료민영화로
인하여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시사한다.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에의 함의
첫째, 중국의 정책혁신과 확산에 관한 연구들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정책확산 모델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정책창도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정책환경에 대
한 고찰은 다소 미흡하였다. 정책의 제정은 정책창도자들의 전문성
을 비롯한 개인적인 역량의 영향도 받지만 사회정책의 경우 인구학
적 요인과 사회경제학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중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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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의 경제적 차이가 크고, 인구의 이동이 많은 국가의 경우 유
능한 정책창도자가 정책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인도할 수도 있지
만 반대로 제도적 환경으로 인하여 정책창도자의 역할이 억제될 수
도 있다. 때문에 지방정부의 정책혁신과 확산을 연구할 때 지방정부
의 정책환경과 정책창도자의 역할, 다른 지방정부와의 관계와 중앙
정부와의 관계 등 역동적인 제도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회의료보험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
에서 의료보험을 연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의료보험의 도입과
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의료보험은 비록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책의 구체적인 내
용이 결정되고 집행된다. 또한 개혁개방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
왔지만 지역간의 경제수준이 매우 불균형하며, 이로 인하여 지역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 환경도 매우 불균형하게 발전하
였다. 따라서 성(province)과 성 간의, 성 내부에서도 시 혹은 현
간의 정책 환경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정책 환경은 그
지역의 사회의료보험의 구성요소들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Yanhong Huang(2004)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
정부의 간부들의 의지나 역량, 사회경제적 수준에 의하여 사회의료
보험이 잘 유지되기도 하고 유지되기 어렵기도 한다. 이는 새로운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도입한
의료보험은 시범기간이 길고, 시범사업을 언제 시작하고, 구체적인
보험료와 보상수준 등 내용을 여전히 지방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이
다. 또한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는 보험료의 상당부
분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간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보험료와 보상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보험기
금의 규모에 따라 자체 지역의 보상범위와 보상률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상수준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중국의 사
회의료보험에 관한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분석하는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사회의료보험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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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
를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분석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혁신이 되는 시범사업의 시작과 다른 지역으
로의 확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과 정책
확산의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에서 지방정부가 사회경제적인 제약을 어떻게 해결하고 중앙정부의
요구를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지
방정부간의 제도적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도적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점차
지역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세 번째는
이런 발전과정이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2002년에 제시한 ‘누구
나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목표와 이후 2009년에 제시한
‘누구나 기본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목표의 실현에 어느 정도 기
여하였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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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분석모형
본 논문의 분석틀은 <그림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분석틀

본 논문은 중국의 세 가지 사회의료보험 가운데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직장인기본의료보험을 제외한 신형농촌합작의료
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정책의 혁신과 확산과정을 지방정부 차원
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그림3-1>처럼 지역 수준의 사회의료보험
의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중앙정부 차원의 요인
과 지방정부 차원의 요인, 그리고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요인은 주로 중앙정부의 국가발전전략과 중
앙부처의 능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가발전전략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과 의료체계 속에서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발전계획과
전략 등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능력은 사회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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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재정·인적 자원과 지방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능력 등을 포함한다.
다음 지방정부 차원의 요인은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
심과 지방정부의 업무집행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의료보험
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은 지방정부가 자발적 학습을 통한 정책혁
신이나 정책이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비자발적인 학
습을 통한 정책이전일지라도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경
우 정책이전 과정에서 자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운영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적으면 강제적 정책이
전이 진행되더라도 맹목적인 정책모방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정책실패의 원인이 된다. 지방정부의 업무집행능력은 사회의료보험
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인적 자원과 각종 인프라(정부, 보험운영기
관과 의료기관간의 정보 공유에 필요한 인터넷망, 보험운영기관의
시설 등)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다.
사회경제적 차원의 요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 노동시
장 구조, 도시화 수준, 의료위생 환경 등 요인을 포함한다. 이런 요
인들은 사회의료보험의 가입대상 규모와 보험료 부담수준, 의료서비
스 이용의 접근성 등을 반영하여 사회의료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 차원의 요인과 지방정부 차원의 요인, 사회경제적 차원
의 요인들은 서로 단절되어 개별적으로 사회의료보험에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제도를 구성한다.
우선, 중앙정부는 국가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에 승진이나
재정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방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게
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의 혁신이나 집행성과를 통해 중앙정부의 인
센티브를 받으려고 한다. 반면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은 현지의 사회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정책의 집행은 또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지역 수준의 구체적인 사회의료보험 모델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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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역 수준의 의료보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제2장 2절에서 논의한 의료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가입대상과 가입
률, 재원조달방식, 재정관리, 거버넌스, 의료비 지불방법, 의료급여
등을 비교분석한다. 특히 가입대상의 경우 농민공과 같은 유동인구
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재원조달 방식은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가입자가 얼마씩 분담하는지를 분석한다.
재정관리는 보험기금의 수익과 지출 등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운영
기관은 어느 부처 혹은 기관에서 운영을 책임지는지를 분석한다. 그
리고 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는지, 어떤 항목에 대하여 얼마만큼
급여가 지불되는지 등 내용을 분석한다.

제 2 절 분석대상과 분석범위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의 사회의료보험은 도시직장인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
영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직장인기본의료보험은 비록 제일 먼저 도
입되었지만 보험료를 근로자와 직장에서 공동부담하고 정부는 제도
운영 외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없다. 반면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과 신형농촌합작의료는 미성년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가입자는 아주 적은 비용만 부담하
고 나머지 보험료는 각급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이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제도의 안정과 가입자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의료보
험 가운데 도시직장인기본의료보험은 논의에서 배제하고,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 두 제도만 분석하려고 한다.
분석범위는 중앙정부에서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시범사업에 진행하
려고 결정한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제도가 안정되던 2014년까지
를 분석범위로 한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은 시범사업이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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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제도가 안정기에 들어선 2014년까지를 분
석범위로 한다.

제 3 절 분석방법과 분석수준
본 논문은 사회의료보험의 지방정부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사례분석은 특정 사건에 대하여 깊이 있
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도입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사회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적합하
다. 사례의 선정기준은 크게 세 가지 조건, 즉 지리적 특성, 시범사
업 진행여부, 가입률에 따라 선정한다. 우선, 지리적 특성을 기준으
로 삼은 원인은 중국은 크게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부, 중부, 서부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과 사회발전 수준과도
맞물린다. 따라서 많은 사회정책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도입 시기를
차등하게 적용하거나 혹은 중앙정부에서 중서부 지역에 재정지원을
주기도 한다. 사회의료보험 중에서 신형농촌합작의료도 중서부 지역
의 가입자들에게 중앙정부가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있고,
2007년부터 동부지역의 경제수준이 낮은 시와 현에 대해서 중서부
지역보다는 적은 지원금을 지원해주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차
이는 2011년부터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중서부 지역의 재정지
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던 데로부터 차등하게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시범사업 진행여부를 사례선정 기준으로 삼은 원인은 세 지
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시간과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검
증되지 않은 사업을 먼저 도입하면 실패했을 때의 위험부담도 크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방식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고, 주민들
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시범사업을 빨리 확장하고 어떤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맞추어
진행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의 중점시범성과 다른 지역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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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료보험의 발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는 가입률인데 이는 사회의료보험 도입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형농촌합작의료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은 각 성마다
자체 규정을 발표한 시기도 상이하고 2011년도 기준으로 가입률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일찍 도입하였다고 해서 높은 가입률을 보
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왜 가입률이 높거나 낮은지를

분석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조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이저우성, 쟝쑤성, 후베이
성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려고 한다. 표3-1을 보면 쟝쑤성은 동부,
후베이성은 중부, 구이저우성은 서남부에 위치해있다. 2010년에 실
시한 전국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쟝쑤성은 총인구가 7,866만 명
이고 그중에서 소수민족은 0.5%에 불과하였다. 후베이성은 총인구
가 5,799만 명이고 소수민족은 4.63%에 달하였으며, 구이저우성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이 가장 많은 성 중의 하나로 전체 인구 3,475만
명 중 36.1%를 차지하였다. 각 지역의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2013
년 일인당 GDP는 쟝쑤성이 74,607위안이었고, 후베이성은 42,613
위안이었으며 구이저우성은 22,922위안이었다. 각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도 큰 차이가 났는데 쟝쑤성은 6,568.48억 위안이었고, 후베이
성은 2,191.22억 위안이었으며, 구이저우성은 1,206.41억 위안으
로 재정수입의 차이가 매우 컸다. 그중에서 의료위생분야에 대한 정
부의 재정지출은 쟝수성은 475.86억 위안으로 후베이성의 의료위생
분야의 지출은 322.08억 위안이었으며, 구이저우성은 더 적은
201.05억 위안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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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쟝쑤성, 후베이성, 구이저우성의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

지리적
위치

쟝쑤성
(Jiangsu)

동부

후베이성
(Hubei)

중부

2010년 인구
(소수민족)
7,866만 명
(38.49만 명)
0.5%
5,799만 명
(283 만 명)

서남부

4.63%
3,475만 명
(1,254.8만 명)

구이저우성
(Guizhou)

36.1%

2013년 일인당
GDP
74,607
(12,328.36
달러)

2013년 재정수입
(의료위생지출)

42,613
(7,041.54달러)

362.859억 달러
(53.22억 달러)

22,922

199.352억 달러

(3,787.72달러)

(33.22억 달러)

1,085.4억 달러
(78.63억 달러)

자료: 각 성의 통계연감 자료를 종합하였다.

<표 3-2> 쟝쑤성, 후베이성, 구이저우성의 두 의료보험 특성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

중앙재
정지원

외래보장
수준

입원
보장

여부
일부
지역만

(상한금액)
50%
(380위안,

수준

`05년부터
자체적으
로 진행

미지원

후베이
Hubei

`07년부터
진행

지원

$60.36)
50%
(450위안,

구이저우
Guizhou

`07년부터
진행

지원

지역

쟝쑤
Jiangsu

시범
사업

70%
이상

진행

중앙재
정지원

외래보장
수준

입원
보장

여부
일부
지역만

(상한금액)

수준

(480위안,
$76.24)

미지원

75%

70%

중앙시
범지역

지원

60%

70%

70%

진행

지원

(400위안,
$63.53)

75%

$71.48)
50%
(500위안,
$79.42)

시범
사업

주: 두 제도의 외래보장수준과 입원보장수준은 모두 2011년도 기준이다.

이 세 성은 또 사회의료보험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쟝
쑤성은 도시직장인기본의료보험의 모델을 발전시킨 지역으로 다른
두 성에 비하여 신형농촌합작의료를 성 전체에 먼저 도입하였고 도
시주민의료보험 시범사업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앞서 실행하였다. 후
베이성은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 시범사업에서 국가중점시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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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되어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밀접한 연계를
갖고 사업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
경우 2007년 베이징시, 상하이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세 개의
국가급 시범도시를 지정하였고 2008년에 시범지역의 범위를 확대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시범 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이저우성은 신
형농촌합작의료를 비교적 빨리 진행한 지역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
인 반면에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은 비교적 늦게 진행하고 가입률도
낮은 편이다. 때문에 두 가지 비슷한 성격의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 보장수준을 살
펴보면 보장수준은 비슷하지만 보장상한금액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는 현지의 경제수준과 연관될 것 같지만 표
3-2를 보면 경제수준이 제일 높은 쟝쑤성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의 외래상한금액이 세 개 성 가운데서 제일 적다. 이는 다른 성에
비하여 많은 보험료를 내는 쟝쑤성의 도시주민들이 외래비용부담이
가장 큼을 의미한다. 이런 차이는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분석이 필
요하다.
이상의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쟝쑤성, 후베이성, 구이저
우성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농촌합작의료보험의 도입과 발전과
정을 자세히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두 가지 제도를 구성하는 세부
적인 내용들, 즉 보험료의 구성, 보상범위와 보상수준, 진료비 지불
제도 등 내용들이 세 지역의 의료위생환경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주로 문
서정보를 사용하려고 한다. 주로 기존에 발표된 각종 법규와 정부부
처 보고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 당대표대회의 발표자료,
그리고 관영매체의 기사와 사설, 학술논문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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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회의료보험의 지역 간 제도적
발전과정분석
제 1 절 2003년 이전의 사회의료보험제도
신 중국이 건립된 이후 사회의료보험의 발전은 1950년대부터 지
금까지 크게 네 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51년부
터 1970년대까지로 이 시기 도시에서는 일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보험의료(Labor Insurance Scheme)와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하는 공비의료(Government Insurance Scheme)를 도입하였
고, 농촌에서는 농촌합작의료(Rural Cooperate Medical Scheme)
을 운영하였다. 그중에서 노동보험의료와 공비의료는 노동계약에 기
초하여 정부가 운영하던 의료보험이고, 농촌합작의료는 농촌의 공동
체 중심으로 형성되어 공동체 내부에서 운영하던 비교적 느슨한 의
료보험제도였다.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로 이 시기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면서 민영기업과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수많
은 국유기업이 파산하거나 민영화 되면서 이전의 노동관계가 붕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노동보험에서 배제되었다. 농촌에서도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가족 단위의 생활과 경제활동이 자리를 잡았다. 1980
년대 중반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민영화 개혁을 진행하면서 의료비
가 급증하였다. 또한 ‘맨발의 의사’제도를 점차 없애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의사자격증을 부여하면서 농촌에서의 의료서비스 이
용이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합작의료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의료비 지원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합작의료 가
입률이 매우 낮아졌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내외의
연구기관들이 다양한 새로운 사회의료보험을 모색하려는 시범사업
들이 도시와 농촌에서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큰 성과를 가져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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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로 이 시
기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
와 노력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990년대
중반부터 갹출식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98년에 처음으
로

도시직장인의료보험(Urban

Employee

Based

Medical

Insurance)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후 2000년대
에 들어서면서 2003년에 농촌에서 신형농촌합작의료(New Rural
Cooperation Medical Scheme, 이하 신농합) 시범사업을 본격적으
로 시작하고 2007년부터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Urban Residence
Based Medical Insurance, 이하 도시주민의료보험) 점차 자리를
잡았다.
네 번째 단계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로 중앙정부에서 세 가지 의
료보험제도를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6년 1월
부터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농합을 통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
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도 두 제도를 통합하기 시작하였다.

1. 1950-1978년 중국의 사회의료보험
중국의 의료보장제도는 항일전쟁 시기부터 점차 형성되었는데 해
방된 일부 지역에서 농민들이 자금을 모아 함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보건소를 운영하였다. 1922년 중국공산당 창립초기에 중국노
동조합 서기부에서 제정한 노동법 강령에서 처음으로 노동보험을
도입할 것을 언급하고, 1928년 동북해방지역에서 먼저 노동보험을
도입하였다. 건국이후 1951년 당시의 중앙정부인 정무원에서 「중
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1)를 발표하고, 100인 이상의 국영기
업, 민영기업, 국영사영합작기업, 철도, 해운, 우정 등 기업과 그 산
하기업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민족,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노동보
1) 《中華人民共和國勞動保險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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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발표한 첫 보험법이었
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
된 「노동보험조례」는 비록 의료보험, 양로보험(퇴직연금), 공상보
험(산재), 생육보험(출산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등 폭 넓은 내
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적용대상 범위는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이
후 경제가 점차 호전되면서 1953년 1월에 조례를 수정하고, 적용대
상을 공업, 광산업, 교통사업의 기초시설 건설기관과 국영건축회사
로 확대하였다. 또한 노동보험조례를 실행하지 않은 기업의 직원들
은 집단가입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56년 말 노동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1,600만 명에 달하여
1953년에 비하여 네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집단노동보험에 가입한
직원도 700만 명에 달하여 1953년에 비하여 열 배 가까이 증가하
여 국영기업, 국영민영합작기업, 민영기업의 전체 직원수의 94%에
달하였다(王占臣等，1995:6; 刘翠霄，2014 재인용).
이 시기 공무원 의료보험은 일반 기업의 노동자들과는 별도로 제
정되었다. 1952년 6월, 정무원은 「전국의 각급 인민정부, 당파, 단
체와 소속 사업단위의 국가공작인원에 대하여 공비의료예방조치를
실행하는데 관한 지시」와 「국가공작인원의 공비의료예방 실행방
법」1)을 제정하였는데 이 두 가지 행정규범은 공비의료(公费医疗)
의 실행범위를 원래의 혁명근거지의 공직자들에서 전국의 정부, 당
파, 단체와 문화, 교육, 위생, 과학기술연구, 경제건설 등 사업단위의
국가공직자와 장애군인으로 확대하여 공비의료제도가 구축되었다.
공비의료는 정부기관과 일반 공공기관인 사업단위 직원들을 대상으
로 하는 사회의료보험이지만 고용주인 정부가 피고용인들과 그 가
족들의 의료비 대부분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국가의료서비스 형태에
가까웠다.
1)《關於全國各級人民政府、黨派、團體及所屬事業單位的國家工作人員實行公費醫療
預防措施的指示》, 《國家工作人員公費醫療預防實施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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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경우 건국초기에 토지개혁과 농촌합작운동이 활발하게 진
행되면서 산시, 허난, 쟝쑤, 저쟝 등 지역에서 합작의료가 발전하였
다. 이들 지역에서는 농업생산합작사, 농민,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보
건소를 세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재정은 주로 농민들의 진료
비, 농업합작사의 복지기금과 약품 판매로 충당되었다. 이후 1965
년 6월, 모택동이 대부분의 의사와 의료재정이 도시에 집중된 점을
비판하면서 농촌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조한 이후 상하이를 시작
으로 합작의료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시기 합작의료는
점차 개인의 가입비와 집단의 복지기금으로 운영되었다(歷史上的今
天, 2015). 합작의료는 1978년 「헌법」에 포함되었고, 1979년
12월 위생부, 농업부, 재정부, 국가의약총국 등 부처가 공동으로
「농촌합작의료장정(시행초안)」1)을 발표하여 전국에서 각 지역의
실제상황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농촌합작의료는 제
도적으로 매우 미성숙한 단계에 있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었고 각각의 공동체가 하나의 공제조합이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공동체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갹출하고,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체적
으로 심거나 캐낸 약재로 보험기금을 일정부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합작의료 모델들이 나타났다. 또한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보다는 몇 개월 동안 가장 기초적인 의료기술만
배운 젊은이들이 평일에는 밭에서 일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방문
하여 치료해주는 맨발의 의사(barefoot doctor)들이었다.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의료서비스 수준도 매
우 낮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사회발전수준과
특히 농촌의 가난하고 낙후한 환경에서 수많은 농촌주민들에게 가
장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1979년 합작의료의

가입률은 92.8%에 달하였다(Shaoguang Wang, 2009).
그러나 이 시기 직장이 도시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의료보험은 없었다. 따라서 공무원 가족들을 제외한 미취
1) 《農村合作醫療章程(試行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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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은 사회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이 시기 계획
경제로 인하여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이 있었고, 미취업자들은 극소
수였으며, 의료서비스 가격도 낮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공비의료와 노동보험의료, 합작의료의 도입과 백신
접종과 같은 기초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수준
이 크게 향상되었다.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건국초기의 35세에서

1980년에는 68세로 증가하고, 영아사망률은 천 명당 250명에서
50명으로 하락하였다(Shaoguang Wang, 2009).

2. 1978-2000년 사회의료보험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개혁이 진행
되었는데 그중에서 농촌의 가구도급책임제의 실행이었는데 1982년
부터 종전의 인민공사를 단위로 생산하던 제도를 가구별로 토지를
분배받아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1978년 하반기 중공산당 중앙위원
회에서 덩샤오핑은 비생산성 지출을 줄이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일
부 지역에서 합작의료를 인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로 인식하였
다. 따라서 1978년 「헌법」에 합작의료를 포함시키고, 1979년 12
월 위생부, 농업부, 재정부, 국가의약총국 등 부처가 공동으로 「농
촌합작의료장정(시행초안)」1)을 발표하여 전국에서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지역을 비롯
하여 합작의료의 가입률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합작의료의
주요 근간이 되는 인민공사의 해체는 합작의료의 급속한 와해를 가
져왔다. 다만 여전히 집단경제가 발전한 상하이 외곽지역과 쟝쑤성
의 남부지역에만 1980년대 말까지 합작의료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1985년부터 의료개혁을 시작하면서 위생부는 ‘맨발의 의사’라
는 호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모든 농촌의 의료인
들은 반드시 시험을 보고 합격자들에게만 의사 자격증을 발급하기
1) 《農村合作醫療章程(試行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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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하면서 ‘맨발의 의사’는 점차 의료시장에서 퇴출되었다.
따라서 인민공사 단위로 운영되고 맨발의 의사에 의존하던 합작의
료는 1989년에 와서 전국 농촌의 4.8%의 지역에서만 운영되었다
(夏波光, 2009). 그러나 농촌은 의료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여 의료시설이 매우 낙후되었다. <표4-1>을 보면
농업인구 천 명 당 농촌의사 수는 1980년 1.79명에서 2003년에는
0.98명으로 하락하여 의료공급수준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자체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매우 어려워졌고,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도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되지만 그들의 낮은 소득으로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기에
는 매우 어려웠다.
<표 4-1> 1980-2003년 농업인구 천 명당 농촌의사 수
1980 1985 1990 1993 1995 1996
1.79 1.55 1.38 1.47 1.48 1.46
자료: 「2004중국의료위생통계연감」

1997
1.45

1998
1.46

1999
1.45

2000
1.44

2001
1.41

2003
0.98

http://www.nhfpc.gov.cn/htmlfiles/zwgkzt/ptjnj/year2004/p53.htm

이와 동시에 의료기관의 민영화가 진행되었는데 운영비 전액을 정
부재정에서 부담하던 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대
폭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농촌의
공공진료소도 개인진료소로 바뀌면서 진료비가 크게 상승하였고 의
료보험이 없는 국민들의 의료부담이 커졌다. 이 문제는 1990년대
의료분야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더

심각해졌다(劉洪清,

2009).
<그림 4-1>을 보면 1978년부터 2001년까지 의료지출비중을 보
면 정부의 재정지출은 1982년에 전체 지출의 38.9%로 정점을 찍
은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여 2000에는 15.5%로 최저치를 기록하였
다. 의료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서 부담하는 사회지출도 1978년에는
47.4%로 전체 의료지출의 절반 가까이 부담하였지만 2001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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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로 감소하였다. 반면 개인들이 부담하는 의료지출은 1978년
20.4%에서는 2001년 60.0%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1970년대 말
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전체 의료지출에서 정부와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전체 의료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인들의 부담이 적었
지만 1980년대 중반 의료개혁을 진행한 이후에는 의료비에 대한
개인부담이 점차 커졌다.
<그림 4-1> 전체 의료지출 구성

자료: 「2004중국의료위생통계연감」
http://www.nhfpc.gov.cn/htmlfiles/zwgkzt/ptjnj/year2004/p79.htm

반면 공비의료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까지 모두 보장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남용이 심각하였다. 1984년 위생부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공비의료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데 관한 통
지」1)를 발표하고 공비의료제도를 개혁한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공
무원 가족들은 보장대상에서 배제되고 본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도시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노동보험의료도 개혁을
맞이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국유기업의 경영악화를 해결하

1) 《關於進壹步加強公費醫療管理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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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권력확대와 이윤이양’개혁을 시작하였는데 정부는 이
개혁을 통하여 수많은 국유기업들을 민영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
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노동보험의료의 남용을 줄이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직장인 의료보험을 개혁하
려고 하였다. 실제로 1978년 국유기업의 의료비 지출은 28.3억 위
안이었지만 1985년에는 64.6억 위안으로 국유기업의 운영에 막대
한 재정부담을 안겨주었다(陳佳貴，呂政，王延中,2001).
1982년 12월,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공비의료와 노동보험의료를
개혁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후 1983년 9월, 노동인사부는 일부 성
과 시의 영도들과 의료개혁 좌담회를 열고 각 지방정부에서 적극적
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1985년 3월, 국가체제개
혁위원회, 국가계획생육위원회와 노동인사부는 공동으로 「사회보장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개요(초안)」1)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의 중
점은 직원 개인이 일부분의 의료비와 사회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姚力, 2009). 중앙정부가 의
료보험 개혁을 제시한지 얼마 안되어 지방정부들에서 다양한 시범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 허베이성 스쟈좡에서는 1985년 11월부터 6
개 현과 시에서 퇴직근로자들의 의료비를 사회통합기금으로 마련하
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베이징시 둥청구는 1987년 5월부터
‘중증질병의료보상’모델을 도입하였다.
1988년 3월, 위생부의 주관 하에 국가체제개혁위원회, 노동부, 위
생부, 재정부, 의약관리총국 등 여덟 개 부처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고 논의 끝에 7월에 「직장인의
료보험제도 구상(초안)」2)을 발표하였다. 1989년 3월 국무원은
「국가체제개혁위원회의 1989년 경제체제개혁 요점」3)을 발표하고
랴오닝성의 단둥(丹東)시, 지린성의 스핑(四平)시, 후베이성의 황스

1) 《關於改革社會保障制度的研究提綱（初稿）》
2) 《職工醫療保險制度設想(草案)》
3) 《國家體改委1989年經濟體制改革要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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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石)시, 후난성의 주저우(株洲)시에서 의료보험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광둥성 선전(深圳)시와 하이난성에서 사회보장제도 종합
개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지린성 스핑시는 1990년에 공
비의료개혁방안에 제정하고, 1991년에 하이난성과 선전시에서 각각
직장인의료보험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러나 이런 시범사업들은 시범사업마다 모델이 다르고 강한 지역 특
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
를 들어 선전시의 사회의료보험은 유동인구의 호적에 따라서 종합
의료보험(외래, 입원 포함), 입원의료보험, 특별의료보험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선전시의 유입인구가 매우 많았기 때문인 것으
로 풀이된다. 반면 하이난성의 사회의료보험 모델은 가입대상을 호
적의 구분이 없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외래와 입원치료
비 모두 포함하였으며, 보상비율도 입원치료의 경우 일반 직장인은
95%에 달하였다. 다만 이 두 지역 모두 통합기금과 개인계좌를 도
입하여 본인부담 진료를 개인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중앙정부는 또 다시 사회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는데
1994년 국무원체제개혁위원회, 재정부, 노동부, 위생부는 공동으로
「직장인의료제도개혁의 시범사업에 관한 의견」1)을 발표하고, 쟝
쑤성 전쟝(鎮江)시와 쟝시성 지우쟝(九江)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하였다. 이 두 도시에서의 시범사업은 ‘양강모델’(兩江模式)로 불
리며 이후의 도시직장인기본의료보험의 도입모델이 되었다(王虎
峰，2008). 이 두 지역에서 진행한 의료보험 시범사업은 보험료 전
액을 기업이 부담하던 이전의 노동보험의료와 달리 직장가입자들
본인들도 보험료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위험분산 방식의 의료보험이
었다. 또한 보험료를 통합기금과 개인계좌로 분리하여 통합기금은
중증질병치료나 거액의 의료비에 개인계좌는 외래진료비 혹은 거액
의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부분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
들의 과잉진료를 억제하려고 하였다.
1) 《關於職工醫療制度改革的試點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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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국가체제개혁위원회, 재정부, 노동부, 위생부는 공동으로
「직장인의료보장제도개혁 시범확대에 관한 의견」1)을 발표하고
‘양강모델’을 전국의 58개 도시로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리
고 1998년 12월 국무원은 전국의료보험제도 개혁사업회의를 개최
하고 「도시직장인기본의료보험제도를 수립하는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2)을 발표하여 전국에서 ‘양강모델’을 도입하기로 발표하였
다. 이 결정에는 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 목표와 기본원칙 등을 규
정하고 1999년에 전국 범위에서 기본의료보험제도를 수립할 것을
제기하였다(王虎峰，2008). 이 법률은 각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운영방식은 각 지방정부에서
제정하도록 하였다. 보장대상은 도시의 모든 기업과 정부기관, 사업
단위로 정하였지만 향진기업(鄉鎮企業)3)과 자영업을 포함시킬지는
각 지방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의료보험 개혁도 진행하
였는데 도시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주축이 되어 개혁이 진행된 반면
농촌지역은 국제기구와 위생부, 지방정부가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하
였다. 1985년 World Bank는 중국 농촌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
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지린성과 같은 지역에는 의료
시설 개선과 의료인 교육 등에 대하여 투자였고, 쓰촨성에서는 의료
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1985년 World Bank는 중국의 농촌지역에서 사회의료보험
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Rand회사의 기술지원 하에 쓰촨성 메
이산을 비롯한 일부 농촌지역에서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는
데 이는 농촌에서 진행한 첫 의료보험 시범사업이었다. 이 시범사업
을 위하여 중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task force를 꾸려 26개월동안
1)《關於職工醫療保障制度改革擴大試點的意見》
2)《國務院關於建立城鎮職工基本醫療保險制度的決定》
3) 향진기업이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이나 혹은 농민이 투자하여 농촌에 설립하여
농업을
지원해주는
기업을
말한다.
乡镇企业-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link?url=esF9dqfKzk6G7hRK3w0fUBEW8DB
FooNo_eW1MeO5joJI55cFYoXLo6URWgYQI4sBv4auOeqxHkYrZukfqzzuw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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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두 지역의 네 개 행정촌에서 먼저 시범사
업을 진행하고 다음 26개 행정촌으로 확대하였다. 이 사업은 합작
의료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첫째, 위험분담을 위하여 행
정촌이 아닌 향을 단위로 진행하고, 둘째, 자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역선택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구를 단위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셋째, 보험료는 집단이나 혹은 개인, 혹은 함께
부담하도록 하였다. 넷째, 외래진료보다는 주로 중증질병에 대한 보
상을 위주로 하였다. 이런 특성들은 이후의 시범사업들에 중요한 영
향을 주었다. 이후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범사업들을 진행하였는
데 대부분 90%의 비용을 가입자들이 지불한 소액의 가입료로 운영
하였다(Shaoguang Wang, 2009).
중앙정부는 1986년에 열린 제5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2000년
까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전체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발표
하는 등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구상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91년 중앙정부가 합
작의료의 개혁을 위하여 2천만 위안을 지원하고, 이듬해에 7,500만
위안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28개 성정부에서도 25억 위안의 지
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여전히 ‘이용
자 부담, 집단 지원,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이라는 전략을 고수
하여 정부의 지원이 있을 때면 가입률이 증가하고 지원이 없으면
하락하면서

가입률이 안정적이 못하였다. 1998년에 진행한 2차 전

국 위생 서비스 서베이에서 가입자는 6.5%에 불과하였다. 합작의료
를 운영하는 지역도 상하이, 쟝쑤, 광둥, 저쟝, 산둥 등 동부 연해의
일부 부유한 지역에서만 유지되었다.
중앙정부는 1993년에 국무원 정책연구실과 위생부가 전국에서 광
범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1994년에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시범
사업을 연구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했
다. 1997년 1월, 중앙정부는 「위생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1)을
1) 《關於衛生改革與發展的決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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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는데 농촌의 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개인이 주로
부담하고, 집체경제에서 지원하고, 정부가 적절히 지원해주는 합작
의료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발표하였다.
1997년 티베트에서 새로운 의료서비스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공
공의료기관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였다. 중앙정부의 이전자금으로 합작의료기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연간 15~30위안을 지원해주고, 가입자들은 연간 10~20위안의 가
입비만 지급하면 되었다. 가입비를 내기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향과
촌에서 가입비를 분담하였다. 이 제도는 티베트에서 금방 높은 가입
률을 기록하였다. 이 시범사업은 합작의료가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
으면 저소득 지역에서도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농촌지역에
서의 여러 차례의 시범사업의 실패와 티베트의 시범사업이 진행되
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농촌의료서비스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
에서 합작의료에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는데

Shaoguang Wang(2009)은 그 원인을 이 시기 정부의 재정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시기 정부의 재정은 전체
GDP의 10%에 불과하였고, 중앙정부의 재정은 5%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부담할 재정력이 안되었다. 1994년 분
세제 개혁 이후 정부의 재정예산은 점차 증가하여 2002년 전체
GDP의 16%를 차지하였고, 중앙정부는 9%를 차지하였다.
재정의 증가에 따라 재정의료지출이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지
방정부의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4-2>를 보면 1998년부
터 2003년까지 의료위생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여전히 90%이상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였다. 또한 1997
년 1월에 발표한

「위생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1)에서는 지역위

생계획을 거시적 조절통제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언급하고, 지방정부
가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
1) 《關於衛生改革與發展的決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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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의료기관과 병상 수, 의료 관련 인적자원, 설비와 예산 등
의료보건 자원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상급 위생부처와 동급 정부의 두 가지 지시를 받
던 지방 위생국들이 동급 정부의 지시만 받음으로써 업무상의 혼란
을 줄이고, 기업의 보건소와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군병원까지도 모
두 자체 의료위생계획에 포함시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로서 중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區域醫療衛生體系)를 형성하게 되었다.
<표 4-2> 1998-2010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생지출규모
단위: 억 위안, %

연도

총지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13.53
445.32
489.71
569.09
627.02
772.20
847.58
1036.81
1320.23
1989.96
2757.04
3994.19
4745.00

중앙정부지출
지출액
비율
8.00
1.93
7.03
1.53
7.49
1.53
11.98
2.11
13.15
2.10
22.07
2.86
22.39
2.64
21.26
2.05
24.23
1.84
34.21
1.72
46.78
1.70
63.50
1.59
73.56
1.55

중앙 이전지출
지출액
비율
9.82
2.37
10.76
2.42
16.80
3.43
36.07
6.34
10.87
1.73
37.59
4.87
55.11
6.50
62.21
6.00
113.80
8.62
630.00
31.66
780.02
28.29
1209.71
30.29
1411.79
29.75

지방정부지출
지출액
비율
395.71
95.69
427.53
96.01
465.42
95.04
521.04
91.56
603.00
96.17
712.54
92.27
770.08
90.86
953.34
91.95
1182.20
89.55
1325.75
66.62
1930.24
70.01
2720.98
68.12
3259.65
68.70

자료: 「중국재정연감」, 劉麗杭，王小萬 (2013)재인용

2002년 중앙정부는 정부지원을 위주로 하고 가입자가 소액의 보
험료를 부담하는 사회의료보험 방식의 신형합작의료보험을 추진하
기로 하였다. 여러 차례의 실패로 인한 가입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하여 직장인의료보험처럼 가구계좌를 두어 가입자가 지불한 보험
료 전액을 가구계좌에 넣어 약품구매나 외래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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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 시
범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종합하면 개혁개방 이후 도시직장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
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어렵게 구축되었다. 특히 재원조달이
가능한 도시직장인의료보험은 지방정부를 시작으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재정자원이 적은 농촌지역은 중앙정부와 국제
기구, 지방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러나 가입자 개인의 낮은 소득수준, 정부의 취약한 재정상황, 무엇
보다도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의 부재로 인하여 시범사업
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제 2 절 신농합 시범사업의 도입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의료보험을 재구
축하려는 시도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
었다. 이런 시범사업들은 개혁개방이라는 사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직장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대상으
로 하는 공비의료보험,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작의료까지
다양한 사회집단을 위한 사회의료보험 개혁이었다. 그중에서 농촌의
합작의료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의 단일 모델을 확정짓
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개혁방향만 정하였다. 그러나 농촌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지만 의료서비스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따라서 2003년부터 중앙정부는 이전의 합작의료
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신형농촌합작의료(신농합) 시범사업을 시
작하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제정과 지방정부의 협력과 조
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시범사업 초기에 중앙정부가 신
농합 정책을 어떻게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어떻게 지도하였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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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지방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는지를 분
석한다. 특히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혁신이 있었
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성정부는 어떻게 사업을 지도하고 조정하였는지를 분
석한다.

1. 중앙정부의 신농합 시범사업 구상과 도입
1990년대 중반부터 농촌의 사회의료보험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
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점차 이전의 합작의료와는 다른 새
로운 모델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7년 1월에 발표한 「위
생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에서 농촌의 보건의료사업의 비용을
개인이 주로 부담하고, 집체경제에서 지원하고, 정부가 적절히 지원
해주는 합작의료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발표하면서 중앙
정부의 정책방향이 확정되었다. 또한 2000년까지 다수의 농촌 지역
에서 다양한 방식의 합작의료제도를 만들어 시행범위를 점차 확대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상하이, 쟝쑤, 광둥 등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높은
동부 연해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정
책이 제정되기 전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을 위한 모델구축
이 전체 의료체제의 개혁구상과 함께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1년 5
월,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1), 국가발전계획위원회2), 재정부, 농업

1)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는 1980년에 설립되어 1997년에 폐지되었고, 주로 경
제체제개혁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기구의 주요 기능 중의 하
나가 도시개혁과 농촌개혁의 관계를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기
구는 여러 차례의 개혁을 거쳐 2003년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통합되어 국가발
전과 개혁위원회로 전환되었다.
2)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1952년에 국가계획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립되어
중국의 경제발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정부개편을 통해 2003년에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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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위생부는 공동으로 「농촌위생개혁과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1)
을 발표하여 신농합 시범사업에서 자발적 가입의 원칙, 현지 실정에
맞게 개혁하는 원칙, 집단경제와 정부지원을 결부시키는 원칙을 강
조하고, 2002년 1월에는 「농촌위생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관
한 결정」2)을 발표하여 2010년까지 농촌위생서비스체계의 구축과
중증질병에 대한 위험분담을 위주로 하는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와
의료부조제도를 수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신농합에 대하
여 성정부에서 사업에 관한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성, 시, 현정부에
서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매년 일인당 10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
며, 중앙정부는 중서부 지역의 가입자들에 한하여 일인당 10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런 내용은 2003년 1월에 위생
부, 재정부, 농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수립하는데 관한 의견」3)에 포함되었는데 이 문서에서는 신농합에
대하여 “신형농촌합작의료는 정부가 조직하고, 지도하고, 지원하며,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개인과 집단, 정부가 함께 자금을
모아 중증질병의 위험을 분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민
의료 상호공제제도이다.”고 정의하였다.
신농합의 정의와 업무원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
었다.
첫째, 정부의 역할은 신농합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고, 지원한다
는 것이다. 이는 이전의 합작의료가 인민공사가 조직하였던 것과 달
리 정부의 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정부가 사업의 발전을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신농합 이전에 도입된 도시직장인의료보험과
달리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의 지원금은 성, 시, 현
정부가 분담하고, 중앙정부가 중서부 지역의 가입자들의 정부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신농합을 운영하는 정부의

1)《關於農村衛生改革與發展的指導意見》
2)《關於進壹步加強農村衛生工作的決定》
3)《關於建立新型農村合作醫療制度的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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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현정부로 정하여 이전의 촌이나 향보다 위험분산 기능을 강
화하였다.
둘째, 신농합의 가입대상인 농촌주민들은 가구를 단위로 자발적
참여를 원칙을 적용받는다. 이는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외국과 달리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
여 신농합에 대한 가입자들의 우려를 줄이려고 하였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보상범위는 주로 중증질병치료나 입원치료이
고, 조건이 되는 지역은 외래진료도 보상한다. 따라서 보상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지방정부가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년 중 보험금
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방기능을 포함시켰다.
넷째, 보험료는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통합기금과 가구
계좌를 두어 가입자의 보험료를 가구계좌에 넣어 외래진료나 혹은
중증질병치료의 개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후 위생부 부장직을 맡은 우이(吳儀)부총리가 위생사업회의에서 경
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가구계좌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기금의 운영은 ‘수익에 근거한 지출과 적절한 보장원
칙’(以收定支，保障適度)을 두어 과도한 지출로 인한 재원고갈을
예방하려 하였다.
여섯째, 도시직장인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포함될 약물목
록을 지방정부에서 제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인 약물을 제
공하는 동시에 보험료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이었다.
「의견」이 발표된 이후 중앙정부는 5월 말까지 중서부 지역의
성정부는 시범현의 명단과 구체적인 시범방안 등을 위생부와 재정
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그해 3월부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
군(SARS)이 중국 전역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의 의료체계의 전
반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고 신농합을 비롯한 사회의료보험은
물론 질병예방이나 의료시설 개선과 같은 사업들이 정부의 중요한
사업을 떠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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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8월, 위생부는 재정부, 농업부 등 11개 부처들의 부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국무원 신농합 부처 간 합동회의를 구성하고 당시
부총리 겸 위생부 부장인 우이가 의장직을 맡았다. 그리고 저쟝(浙
江), 후베이(湖北), 윈난(雲南), 지린(吉林) 네 개 성을 국가시범성
으로 지정하고, 네 개 성에서 각각 한 개 현을 선정하여 중앙정부와
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위생부가
전문기술지도팀을 구성하여 이 네 개 성의 시범사업을 지도하고 평
가하며, 전국의 성급 책임자들을 교육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
다. 동시에 성급 정부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11개 부처들로 구
성된 신농합 조질지도팀과 성급 위생청에 전문기술지도팀을 구성하
여 현의 시범사업을 지도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성정부는 시범현
을 지정할 때 현정부의 자발적인 신청, 현정부의 재정상황과 농민들
의 지불능력, 위생행정부처의 관리능력과 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 능
력, 농촌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리더십과 농촌주민들의 적극성 등
네 가지 방면을 모두 고려하여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정부, 위생부, 재정부는 공동으로 「농촌의료부조제도의
실행에 관한 의견」1)을 발표하였는데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지 못하는 빈곤가정들이 의료보
험제도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저소득 계층인 우바오
가정(五保戶)2)과 빈곤가정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제도는 신
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할 때 필요한 보험료의 개인부담금을 민정부
에서 정부재정으로 지원해주고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신형농촌합
작의료로 보상을 받은 후에도 의료비로 인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
운 경우 적절한 부조를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로서 의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의료보험과 의료부조가 모두 제정되었다.
1) 《關於實施農村醫療救助的意見》
2) 우바오(五保)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과 병을 치료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고아
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다섯 가지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주
로 농촌 지역의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없고, 법적인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노인이거나 장애인, 미성년자일
경우에 우바오가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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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들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
다. 2004년 10월까지 전국의 31개 성의 333개 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10,691.09만 명의 농촌주민들 가
운데 8040.01만 명이 가입하여 75.20%의 가입률을 기록하였다.
그중에서 중서부 지역은 22개 성의 233개 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
하여 75.16%의 가입률을 달성하였다(衛生部新聞辦公室, 2005a).
그러나 모든 성들이 재빠르게 성의 규범을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진
행한건 아니었다. 일부 성들은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서 성정
부 차원의 규정을 발표하기도 하고, 성 내부의 시범현 들 간에도 내
용면에서 편차가 있었다. 아래의 표를 보면 각 성마다 성정부 차원
에서 구체적인 신농합 정책을 제정한 시점은 모두 다른데 상하이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2002년에 제정한 반면 광시의 경우
2007년 3월에야 정책을 제정하였다. 이는 비록 모든 성에서 2003
년부터 일부 현을 선발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성정부는 구
체적인 규정은 시간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보상모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광둥과 베이징만 중증질병치료와 입
원치료만 보상하고 쟝쑤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통합기금으로
중증질병과 소액의 진료비를 보상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구계좌와 통합기금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이 경우는 성 내부의 현
들에서 가구계좌를 설치한 현과 설치하지 않은 현이 혼재하는 경우
이다. 따라서 시범사업 진행초기에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전국 지방정부의 신농합 시범사업 진행상황
정책제정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시점
2003.06
2004.03
2003.07
2004.04

정책제정

보상모델
중증질병
계좌+기금
계좌+기금
계좌+기금

후베이
후난
광둥
광시

- 77 -

시점
2003.07
2003.02
2003.03
2007.03

보상모델
계좌+기금
기금
중증질병
계좌+기금

네이멍구
랴오닝
지린
헤이룽쟝
상하이
쟝쑤
저쟝
안후이
푸지엔
쟝시
산둥
허난

2006.11
2006.01
2003.09
2004.05
2002.09
2003.07
2003.08
2003.04
2006.05
2004.12
2003.02
2003.05

계좌+기금
계좌+기금
기금
계좌+기금
기금
기금
기금
계좌+기금
기금
계좌+기금
계좌+기금
계좌+기금

하이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티베트
산시(陜西)
간쑤
칭하이
신쟝
닝샤

2003.11
2004.02
2003.03
2003.11
2003.06
2003.07
2004
2003.04
2004.04
2004.02
2005.02

기금
계좌+기금
계좌+기금
계좌+기금
계좌+기금
계좌+기금
계좌+기금
계좌+기금
계좌+기금
계좌+기금
계좌+기금

주: 시점은 성정부 차원의 규정을 발표한 시기로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한 시점과
다르다. 모델에서 중증질병은 중증질병이나 입원 치료비를 통합기금으로 보상하
는 경우이다. 계좌+기금은 통합기금과 가구계좌를 모두 도입한 경우이다. 기금은
통합기금으로 중증질병과 입원치료, 외래진료를 모두 보상하는 경우이다.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도 발생하였다.
신형농촌합작의료는 이전의 합작의료처럼 촌마을을 단위로 주민들
의 가입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성정부의 재정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현정부 차원에서 상급정부의 지원금을 노린
불법행위와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로 가입시키거나 혹은 촌
간부들이 먼저 가입비를 대주는 상황도 발생하고, 성정부와 중앙정
부의 재정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가입자 수를 부풀리는 사건들도 발
생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후난성(湖南省) 구이양현(桂陽縣)과 윈난성
(雲南省) 광난현(廣南縣) 아커향(阿科鄉) 사건이다. 2003년 하반
기, 후난성 구이양현은 9월 20일까지 각 현의 가입율을 40%로 정
하고, 이 기준을 향 간부들의 성과평과와 연결시킨다고 발표하자 많
은 향에서는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향 간부들과 보건소의 재정을
먼저 투입하여 가입율을 부풀리고 다시 주민들을 동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후난성 위생청에서 신농합 시범현에 대한 조사과정
에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을 가입자 수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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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었다. 윈난성 아커향도 향 간부나 교사들과 같은 공직자들에
게 임무를 주고, 미완성 시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하였다. 이 두 사건이 알려지면서 위생부는 두 지역에 대하여 공개
비판하고, 시범사업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앙정부
는 2004년 5월 긴급통지를 발표하여 각 성정부에서 시범사업의 진
행과정에서 편법이나 보험금을 횡령하는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성정부의 조사상황을 위생부와 재정부에서 임의로
검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8월에는 부처 간 연합회의를 거쳐
2004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의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8월 말까지 각 성에서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9월에 부
처간 연합회의에서 중서부 지역의 시범지역에 대하여 임의로 조사
한다고 밝혔다.
신농합을 도입하면서 중앙정부는 관련된 의료개혁도 함께 진행하
였는데 2004년 「농촌 약품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에 관한 의
견」1)을 발표하여 농촌지역의 약품유통시장과 약품의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약품 가격의 인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단체구매 방
식을 점차 도입한다고 규정하였다.

2. 구이저우성의 신형농촌합작의료 시범사업
구이저우성은 중국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충칭, 스촨, 윈난, 광시
등 지역들과 인접해있으며, 지형은 고원과 산지가 위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원이 없는 지역이다. 행정구역으로는 9개 지급 행정구역
(6개 지급시, 3개 자치주)과 88개 현급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었다.
구이저우성은 인구가 비교적 적은 지역에 속하며 2000년 전국인구
센서스에서 농촌인구는 2,680.2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6.04%를
차지하였고,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5.9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8.2%로 증가하여
1) 《關於加強農村藥品監督和管理工作的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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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었다.
농촌지역의 높은 인구비중과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의
료수요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이저우성의 농촌지역은
의료환경이 매우 취약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병원 수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특히 농촌의사 수는 매년 큰 폭으로 하락
하였다. 다만 전문의 수가 증가여 천 명당 전문의 수는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매우 낮았다. 특히 산지대의 경우 이런 더욱
심각하였다.

<표 4-4> 2003-2005년도 구이저우성 의료 환경
병원 수 (개)
의원 수 (개)
천 명당 전문의 수 (명)
전문의 수 (명)
농촌의사 수(명)

2003
390
1465
0.97
28,327
22,631

2004
391
1459
0.96
28,781
20,791

2005
383
1456
1.06
32,116
19,614

자료: 2003-2005년도 「중국위생통계연감」참고.
http://www.nhfpc.gov.cn/mohwsbwstjxxzx/s8208/list_5.shtml

농촌의사 수가 감소하면 농촌주민들은 도시의 값비싼 의료기관에
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구이저우성 농촌주민들의 소득수준은 매
우 낮았다. <그림4-1>에서 보듯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일인
당 GDP가 평균 14.25%의 속도록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전국 일인
당 GDP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고 그 차이도 점차 커지
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였는데
이 시기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소득은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
득의 2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농촌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사회의료보험의 도입
이 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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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02-2005년 구이저우성 경제발전상황

자료: 국가통계국
National Data.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낮은 경제적 수준과 농촌의 높은 인구비중으로 인하여 구이저우성
은 신농합 시범사업을 도입하기 이전부터 중앙정부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는 서남
부지역의 대규모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3년 7월부터
World Bank의 경제지원과 기술지원을 받아 윈난, 구이저우, 광시
세 개 성에서 종합적인 빈곤부축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貴州省扶貧
開發辦公室, 2010.12.21.)1).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구이저우성의
166개 촌에서 합작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촌 간부들이 관심
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한 지역은 가입자가 비교적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보험료가 매우
낮고 가입자만 부담하였기 때문에 보상수준도 매우 낮아 점차 가입
률이 하락하였다(朗曉東，王軍, 1998).

1) 이 사업은 교육, 위생, 노동력 수출, 기초시설 건설, 농경지개발, 향진기업, 행정기
관 건설, 사업과 빈곤측정 등 8개 항목이 포함되었고, 구이저우성에서는 다섯 개
지급시의 13개 빈곤현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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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구이저우성의 국가빈곤현인 나융현(納雍縣)과 정안현(正
安縣)은 1999년에 ‘위생Ⅷ프로젝트’1)의 일환으로 향에서 운영하
고 관리하는 합작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재
정투입이 적고, 집체경제의 지원이 적었으며, 지불방식 또한 주민들
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다(肖詩順，
蔣遠勝, 2005). 또한 유엔국제아동기구(UNICEF)는 중국의 ‘위생
과 영양’연구계획의 세부과제인 ‘중국빈곤농촌위생 자금모금과
대책’(Health Financing and Policy in Poor Rural China)사업2)
에 자금을 지원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의 8개 성 가운데 10개 빈
곤현을 선발하여 5년(1996~2000년)에 걸쳐 농촌의 합작의료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구이저우성은 두산현(獨山縣)에서 사
업을 진행하였는데 일인당 합작의료 모금액이 10위안에 불과하고,
정부와 집체경제의 자금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비율이 낮고 범
위가 작아 가입률이 매우 낮았다.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한 촌이 매우
적어서 위험분산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기 어
려웠다(肖詩順，蔣遠勝, 2005). 즉, 구이저우성은 1990년대부터 국
제기구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사회의료보험 시
범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정부나 집단경제의 재정지원이 없이 빈곤한
농촌주민들의 모금액으로는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시범사업들
이 성공하기 어려웠다.
2003년 1월, 신농합 시범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실행의견이 발
표된 이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들 가운데 8개 현3)을
1) ‘위생Ⅷ프로젝트’란 ‘중국농촌빈곤지역 기본위생서비스프로젝트’의 약칭으
로 중국정부가 World Bank의 대출을 받아 1998년부터 실행한 여덟 번째 보건
의료 프로젝트이다. 이는 농촌의 빈곤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능력을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수준을 높이며, 현지 주민들이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빈곤현의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
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사업은 중국의 중서부 지역의 7개 성(시)
의 71개 국가급 및 성급 빈곤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劉嶽, 2005).
2) 이 사업은 위생부 계획재무사에서 주최하고, 10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참여했
으며,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기술지원을 하였다.
3)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8개현은 銅仁，赤水，息烽，普安，平壩，納雍，凱裏，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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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현으로 확정하고, 성정부 차원의 준비작업도 시작하였다. 위생
청은 성재정청, 농업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구이저우성 실행방법1)
을 제정하고, 성정부 판공실은 이를 11월에 하위 지방정부에서 실
행할 것을 통지하였다. 중앙정부의 실행방법이 이미 발표된 상황에
서 일부 시범현들은 성정부의 실행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일찍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일부 지역은 성정부의 실행방법이 발표된 이
후에야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츠수이시(赤水市)의 경
우 2003년 4월에 시작하였지만 핑바현(平壩縣)은 2004년 2월이
되어서야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구이저우성은 서부내륙에 위치한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
에 농촌지역의 가입자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10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2) 이와는 별도로 성과 시, 현정부가 각각 4위안, 3위안, 3위
안을 지원하고, 가입자가 10위안을 부담하여 일인당 연간 30위안의
보험료를 모금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한도의
금액이었다. 구이저우성은 가구계좌를 도입하여 개인부담 보험료
10위안 중 8위안을 가구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2위안은 통합기금
에 포함시켜 외래진료와 입원치료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
다.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신농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현정부는
적지 않은 문제에 부딪혔다. 1)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입자의 보험료
를 중앙-성-시-현정부가 분담해야 했는데 경제수준이 낮은 구이
저우성의 지방정부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담이었는데 특히 8개 시
범현 가운데 두 개 현은 국가급 빈곤현3)에 속하였다. 때문에 일부
山이다.
1) 《貴州省新型農村合作醫療管理試行辦法》
2)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중서부지역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업호구를 가진 가
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3) 국가급 빈곤현은 빈곤퇴치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무원 빈곤부축개발영도소
소판공실에서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데 일인당 연간 순소득이 1,300
위안 이하인 현, 일인당 순소득이 비교적 낮은 현, 일인당 GDP가 낮은 현 일인
당 재정수입이 낮은 현을 지정하였는데 2012년에 전국에서 592개 현을 지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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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금을 배정하지 못하는 문
제가 발생하였다. 2) 신농합 사업을 위생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시범
현들도 위생국에서 담당하였는데 시작 초기에 구체적인 인력배정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범현들은 새로운 인력을 추가하지 않
고 기존의 위생국 산하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였다. 또한 제대
로 된 업무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일부 지역은 보건소 직원이 담당
하는 일도 발생하였고, 신농합 관리기관과 의료기관과의 온라인 정
보공유가 안되었다. 때문에 가입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보상은 제3자
지불제도가 원칙이었지만 실제는 후불제로 진행되었고, 이마저도 신
청한지 몇 달이 지나서야 보상이 이루어졌다. 3) 담당 인력의 부족
과 보상의 지연은 신농합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가입대상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가입률의 증가
에 영향 주었다. 4) 현정부는 신농합기금의 고갈을 우려하여 보상수
준을 매우 낮게 정하였는데 카이리시(凱裏市)의 경우 입원보상비율
을 시급 의료기관의 경우 35%로 정하였고, 츠수이시도 31.4%로
정하는 등 기타 지역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입자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농합에 대
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구이저우성은 농촌
인력을 배출하는 주요 지역인데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도시나 다른
성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기존의 도시와 농촌, 서로 다른 성 간의
지역장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농합도 근무지의 의료서비스
를 이용할 경우 보상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농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향진보건소나 현의료기관의 의료시설이 낙
후되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적게 이용하고 따라서 신농합에 가
입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農工民主黨貴州省委員會, 2004).
시범사업 시작 초기 지방정부의 여건과 주민들의 지지가 높지 않
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성정부는 신농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
가 매우 높았다. 2003년, 성정부는 성신농합영도소조를 구성하고
성에서부터 향에 이르는 정부영도자들이 책임지는 신농합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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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고 목표책임제를 도입하였다(何崇遠, 2007). 또한 전반적인
의료위생분야에 대한 예산을 점차 늘리고, 전체 예산항목에서의 비
중도 2002년 8위에서 2003년 7위, 2005년 6위로 인상하였다.
중앙정부도 시범사업 진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2004년
10월, 전국정협교과문위체위원회(全國政協教科文衛體委員會)의 부
주임이자 위생부 전 부부장인 쑨룽춘(孫隆椿)을 단장으로 하는 신
농합 시범사업 조사팀 17명이 구이저우성을 시찰하였다. 조사단은
조직영도기구와 사무기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가입자들이 실질적
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수준을 높이라고 주문하였다(貴州
政協報, 2004.10.29.).
이런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현정부는 신농합 정책의 집행
을 자체 재원확충의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일부 지역은 가입률에
관한 목표를 매우 높게 정하였는데 츠수이시(赤水市)의 일부 향에
서는 자발적으로 가입한 주민이 많지 않았지만 중앙정부의 50%의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은 80~90%로 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먼저 향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여 상급 재정지원을 받는 수법을 사용하기
도 하였다(農工民主黨貴州省委員會, 2004). 따라서 2004년 츠수이시
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농합 이전자금은 전체 농촌주민들이 가입할
때 규모인 2,200,000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구이저
우성의 신농합 시범사업에서 감독역할을 하던 농공당1) 구이정성위
원회는 허위보고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농공당 소속 정협위원
황쓰팅(黃泗亭)은 츠수이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는 츠수이시가
앞으로 22만 명의 농촌주민 전부가 신농합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으로 당분간 20~30%의 주민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여 가입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모두 가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1)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제와 정치협상제도는 정치체제의 일부
분이다. 즉, 중국공산당이 유일한 집권당이고,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국민당),
중국민주동맹(민맹), 중국민주건국회(민건),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농
공당), 중국치공당, 93학사, 대만민주자치동맹 등 8개 민주당파들로 구성된 정
치협상제도가 국정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중에서 중국농공민주당(농공
당)은 주로 보건의약, 인적자원, 생태환경 영역의 지식인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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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은 2004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성-시-현 정부의 재정정책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하면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상급 정부의 이전자
금 중 초과된 부분도 신농합 기금에 포함시켜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黃泗亭, 2005). 이는 현정부가 실제
가입자보다 많은 인원을 상급 정부에 보고하여 받은 지원금을 받으
려 하고, 이렇게 받은 지원금을 기금에 포함시켜 정당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차치하면 츠수이시는 다른 시범현들에 비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 7월 말까지 64.05%의 가입률을 기
록하고, 보험료 가운데 가입자 본인부담금은 1,371,870위안, 중앙성-시-현정부의 재정지원 4,400,000위안, 사회모금 11,000위안을
모금하였다. 당해연도 기금총액은 5,872,879위안이었고, 외래진료
16,000차례, 입원치료 2,092차례 보상하였다. 다만 입원치료에 대
한 보상비율이 31.4%에 불과하여 누적 기금총액은 4,350,000만
위안에 달하였다.
카이리시의 경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택하였다.
카이리시는 츠수이시와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
였지만 2004년 가입률은 33.20%에 불과하였다. 카이리시 정협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시정부에 입원치료의 자기
부담금, 보상비율, 보상상한선 등을 조정할 것을 건의하였고, 시정부
는 이를 받아들여 2005년에 향-시-주급1) 병원의 입원치료의 자기
부담금을 50위안, 100위안, 300위안에서 20위안, 50위안 200위안
으로 인하하고, 보상비율은 45%, 35%, 25%에서 60%, 45%,
35%로 인상하였다. 또한 입원치료비의 보상상한선인 매년 일인당
누적 2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하였다. 그 결과 가입률이
1) 카이리시는 치엔둥난묘족뚱족자치주의 수도이기 때문에 병원등급에 주급이 포
함되고, 이는 지급시 등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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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70%라는 목표치와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정협은 2005년 6-7월에 또다시 조사를 진행하고,
2006년 1월부터 보상비율을 다시 조정하였는데 이때는 6,000위안
이하의 입원비에 대하여 80%, 60%, 45%로 인상하고, 6,001위안
이상부터는 85%, 65%, 50%를 적용하고, 보상상한선은 5,000위안
에서 12,000위안으로 인상하였다(貴州政協報, 2006). 두 번의 조정
을 거친 후 카이리시의 보상수준은 전국에서도 높은 편이었다.
츠수이시와 카이리시의 시범사업에서 비록 같은 성에 속하지만 가
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다르게 나타났다. 츠수이시는 가입률은
빨리 올릴 수 있었지만 허위보고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이전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이 부실할 경우 지방 관료들의 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였다. 따라서 신농합 정책을 집행하면서 감독
이 매우 중요하였다. 그러나 구이저우성에서 중요한 감독 역할을 담
당한 농공당의 정협위원들도 카이리시의 이런 방식에 대하여 허위
보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추가로 받은 이전자금
을 기금에 포함시켜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
고 있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로 후난성 구이양현의 경우 2003년
9월 20일까지 각 현의 가입률을 40%로 정하고, 이 기준을 향 간부
들의 성과평가와 연결시킨다고 발표하자 많은 향에서는 이를 완성
하기 위하여 향 간부들과 보건소의 재정을 먼저 투입하여 가입률을
부풀리고 다시 주민들을 동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후난성 위
생청에서 신농합 시범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밝혀졌으며, 이에 따
라 정부의 보조금을 가입자 수에 맞추어 축소되었다. 이 사건이 알
려지면서 중앙부처인 위생부는 공개 비판하고, 2004년 5월 긴급통
지를 발표하여 각 성정부에서 시범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편법이나
보험금을 횡령하는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
건과 비교했을 때 츠수이시는 보험료에 대한 사용이 적절했거나 적
어도 횡령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카이리시는
보상수준을 계속하여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입률을 올렸는데 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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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차이는 시정부와 정협 영도자들이 신농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구이저우성 성도인 구이양시의 농공당은 구이양시의 농촌
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따라 두 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구이저우성의 시범지역은 2005년에
10개 현으로 확장되었다.
구이저우성 전체를 보면 가입률은 2004년의 49.03%에서 2006
년 62.48%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당해연도 기금총액과 기
금지출 모두 증가하였고, 더 많은 가입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었다.
다만 일인당 보험료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제시한 최저수준으로 유
지되었다.
<표 4-5> 2004-2005년 구이저우성 신농합 시범사업 상황
시범 현의 수
가입인원수(만 명)
가입률 (%)
일인당 보험료
당해연도 기금총액 (만 위안)
당해연도 기금지출 (만 위안)
당해연도 기금 순수익 (만 위안)
보상횟수 (만 차례)

2004
8
113.94
49.03
30
5,100
1,300
3,800
90.43

2005
10
225.51
62.48
30
6,200
4,400
1,800
131.66

자료: 「2011구이저우통계연감」

구이저우성은 신농합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의료체계의
개선도 매우 시급하였다. 2003년의 SARS의 공포와 각종 풍토병,
높은 전염병 발병률1)을 억제하기 위하여 질병예방통제체계와 돌발
성 보건의료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구조체계와 감독체계를 구축
하고, 농촌지역의 낙후한 의료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주력하였다.
1) 2003년 구이저우성에서 보고된 전염병은 22가지로 모두 142,765건이 보고되
었고, 발병률은 10만 명당 380.05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0만 명당
192.18명의 1.97배에 달하는 숫자로 2003년 8월 위생부로부터 전염병 예방을
강화할 것을 요구받았다(何崇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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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성, 시, 현 질병예방통제시스템
을 개혁하기 시작하였고, 1억 여 위안을 투입하여 관련 시설과 실험
실 설비를 개선하였다(何崇遠, 2004).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
에는 성급 질병예방퇴치센터와 24개 시, 현급 질병예방퇴치센터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6개의 빈곤현 병원과 12개의 현급 부유보건원
을 리모델링하였다. 2004년에는 9개 시의 전염병원과 응급구조센터
를 건설하고, 76개 현 전염병과를 건설하여 현급 응급구조체계와
전염병예방체계를 구축하였다(趙家興, 2005). 또한 2004년부터 중
앙재정 2.86억 위안을 받아 908개의 향보건소를 건설하기 시작하
였다. 이밖에도 에이즈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성정부에
서 1,344만 위안을 마련하여 에이즈 예방사업에 사용하였다. 2004
년 초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성재정에서
275만 위안을 마련하여 예방사업에 사용하고, 중앙정부에 조류독감
백신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적극 신청하여 일부 정부기금과 행정사
업경비 우대혜택을 받았다(李隆昌, 2005). 2002년부터 결핵예방정
책을 진행하고, 결핵, 백일해, 소아마비, 홍역의 예방접종 비율을
85%로 정하고, 대장전염병, 기생충병과 만성병의 예방을 강화하였
다(何崇遠, 2006). 이밖에도 구이저우성은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
기 위하여 대외교류를 강화하고, World Bank와 북유럽의 외국정부
로부터 4.1억 위안의 대출을 받아 88개 현에서 위생환경을 개선하
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신농합 시범사업의 시작과 사회 전반적인 경제성장, 의료
환경의 개선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였다. 2003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전체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일인당 외래 방문횟
수와 입원률은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신농합의 주요 적용기관인 현
급 병원의 외래 방문횟수와 입원률은 농촌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소폭 상승하였다(<표4-6>, <표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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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2003-2005 구이저우성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 상황
외래진료 (만 차례)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입원 (만 차례)
입원률
전체인구 (만 명)

2003
1501.9
0.38809
78.1
0.02018
3870

2005
1500.3
0.40223
93.1
0.02496
3730

자료: 「2004-2006전국위생연감」 참고.

<표 4-7> 2003-2005 구이저우성 현급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
상황
외래진료 (만 차례)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입원 (만 차례)
입원률
농촌인구 (만 명)

2003
571.99
0.201
32.37
0.0114
2845.5

2005
590.60
0.205
43.48
0.015
2886.9

자료: 「2004-2006전국위생연감」 참고.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비용의 변화를 보면 이 시기 일인당 외래
의 약제비와 검사료는 모두 소폭 증가하였고, 입원치료의 경우 약제
비는 증가하였지만 입원 검사료는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구이저우
성 정부가 신농합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서비스 가격을 통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8> 2003-2005 구이저우성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비용
단위: 위안

외래
외래
입원
입원

약제비
검사료
약제비
검사료

2003
47.4
27.4
1321.7
1158.5

자료: 「2003-2005 전국위생연감」 참고
주: 2002년 기준 실질가치로 환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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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2.774
31.612
1489.26
1136

종합하면 구이저우성은 낮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신농합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1990년대에 진행한 여러 차례의 시
범사업이 실패한 이후 자체적으로 제도를 혁신하려는 시도는 없었
지만 중앙정부에서 신농합 시범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현정부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자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중
요한 유인이 되었다. 반면 1990년대의 여러 차례의 시범사업의 실
패와 농민공들의 타지로의 유출로 인하여 시작초기에 주민들의 자
발적인 가입은 적었지만 보상수준을 꾸준히 인상하는 등 현정부들
의 다양한 노력으로 인하여 가입률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전
문적인 운영인력을 배정하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인터넷망의 부재
등은 사업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반적인 의료체계를 관리하는 성정부는 신농합 시범사업 뿐만 아
니라 전반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
서 빈곤지역이라는 특징은 중앙정부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성정부 영도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였다.
정책의 학습과 확장의 관점에서 볼 때 급진적인 학습보다는 중앙
정부가 제시한 정책적 틀에 맞추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창도자인 현 정부, 현 정협 등 영도들이 자체적인 조사와 연구
를 통한 점진적인 학습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확장은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은 상황에서 현정부들이 자발적인 신청과 성
정부의 선발을 거쳐 시범지역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볼 때 완전히
자발적이거나 완전히 강제적인 확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범 초기
단계이고, 대부분 지역들이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준자발적인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3. 후베이성의 신형농촌합작의료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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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은 중국의 중부내륙에 위치하고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장강을 끼고 있어 자원이 풍부하지만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2005년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2,465만 명이고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3,242만 명으로 도시화 수준은
43.2%였고,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여 곧
노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 시기 후베이성은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전국 수준보다는 낮았다. 또한 도시주민들의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들의 순소득 간에 차이가 매우 컸으며, 농촌
주민들의 순소득의 증가는 비교적 느렸다(<그림4-3> 참고).
<그림 4-3> 2002-2005 후베이성 경제발전상황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2003년 후베이성은 종합병원 458개와 향진위생원 1,103개가 있
었고, 주민 천 명당 전문의 수는 평균 1.45명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
한 수준이었다. 다만 도시지역은 1.63명인데 반해 농촌지역은 1.12
명으로 평균에 조금 못 미쳤지만 구이저우성보다는 많았다. 주민들
의 보건의료지출은 도시는 370.60위안이고 농촌은 90.50위안으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컸다.
후베이성은 건국 후에 가장 먼저 합작의료를 도입한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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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에 창양토가족자치현(長陽土家族自治縣)에서 합작의료를 시
작하여 당시 마오쩌둥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농촌
에서 가구별 도급책임제를 실행하면서 농촌합작의료가 점차 해체되
었다. 1992년 창양현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농촌합작의료에 관한 지
방법규인 「창양토가족자치현 농촌합작의료조례」1)를 발표하고 다
양한 형태의 의료보장제도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후
1997년에는 중증질병 입원치료에 대한 보상을 위주로 하는 보상제
도를 만들었는데 현정부에서 매년 8만 위안을 부담하고 농촌주민들
이 매년 일인당 3~5위안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정부의 재
정부담이 크고, 자금이 여전히 부족하고, 위험분산 능력이 약하였다
(楊小兵等, 2004a). 후베이성 동남부에 위치한 우쉬에(武穴)시도
합작의료를 47년 동안 이어오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지만 농촌주
민들에게만 의존하고, 집체경제의 자금이 줄어들면서 위험분산 기능
이 약해지고, 농촌주민들에 대한 혜택도 점차 줄어들었다(楊小兵等,
2004b).
후베이성은 2003년 1월, 중앙정부의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수립하는데 관한 의견」이 발표된 이후 비교적 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4월에 우쉬에(武穴), 창양(長陽) 등 8개 현을 시
범현2)으로 지정하고 기술지도팀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기술
지도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7월 1일에 「후베이성 신형농촌합작의
료 시범사업방안」3)을 발표하였고 8월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린성,
저쟝성, 윈난성과 같이 국가신형농촌합작의료 시범성으로 지정되었
다. 위생부는 원래 지린성, 저쟝성, 윈난성만 시범성으로 지정하였는
데 후베이성이 나중에 포함되었다. 중앙정부는 기술지도팀을 구성하
여 네 개 성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에 사

1) 《農村土家族自治縣農村合作醫療條例》
2) 시범현으로 지정된 지역은 우쉐(武穴), 창양토가족자치현(長陽土家族自治縣),
궁안(公安), 따이에(大冶), 윈멍(雲夢), 라오허커우(老河口), 단지앙커우(丹江
口), 구청(谷城)이다.
3) 《湖北省新型農村合作醫療試點工作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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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진행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후베이성은 중앙정부
의 꾸준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후베이성은 2010년까지 전체 농촌
주민의 90% 이상이 신농합의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시범현은 현정부의 지도와 관련부처의 책임자, 농민대
표로 구성된 농촌합작의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규
정과 지도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관리위원회에 합작의료 운영기관을
설치하여 일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운영기관의 인력
은 현 위생계열에 속하는 인력에서 조절하여 배정하였다. 현정부는
관련 정부부처와 인대대표, 정협위원, 신농합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농촌합작의료 감독위원회를 구성하되 가입자 대표는 전체 구성원의
20% 이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신농합 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감
독위원회에 기금의 수지와 사용상황을 보고하고, 심계기관은 반년에
한 번씩 기금수지와 운영상황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
하였다.
후베이성의 신농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험료는 가입자가
10위안을 부담하고, 중앙재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일인당 10위안을
지원해주고, 성 재정에서 일인당 5위안을 지원해주고, 시와 현 정부
에서 함께 일인당 5위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시와 현 정
부의 분담비율은 시정부에서 정하고, 경제가 발전한 지역은 가입자
개인 부담금과 지방정부의 지원금을 조금 높게 책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부지역의 경우 농촌 지역의 노동력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데 타지에서 일하는 농촌주민들을 신농합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지는 현정부에서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신농합 기금의 운영은 농촌합작의료관리위원회와 운영기관에서 관
리하되 조절지도팀 사무실에서 입찰을 통해 중국농업은행 후베이성
지점을 대리은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가입자들과 향촌
집단경제의 지원금은 향재정소(鄉財政所)에서 대신 수납하여 사회
보장기금계좌에 입금하고, 시와 현의 재정지원금은 재정부처에서 가
입자 수에 따라 현급 신농합 사회보장기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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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했다. 이는 촌간부가 아닌 재정부처 직원이 모금을 하게 되면 기
존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촌간부보다는 강제성이 더 있
었다. 중앙과 성정부의 재정지원금은 성 재정청과 성 위생청에서 각
시범현의 가입자 수와 시와 현 재정 지원금의 배정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 각 시 재정의 사회보장기금 계좌에 입금하고, 시 재정에서
다시 현 재정의 사회보장기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후베이성은 중증질병에 대한 보상을 위주로 한다는 중앙정부의 지
침을 지키는 원칙 하에서 기금을 크게 외래보상기금, 입원보상기금,
건강검진기금과 위험준비금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2003
년 8개 시범현의 기금 배분을 살펴보면 그중에서 외래기금은 평균
27.4%, 입원기금은 평균 62.2%, 위험기금과 건강검진기금은 5%
정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쉬에시의 경우 외래진료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상해주었지만 기타 시범현들은 모두 가구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외래진료를 보상해주었다(楊小兵 et al.
2004b).
2004년, 후베이성은 시범범위를 더 확대하였는데 뤄칭취안(羅清
泉) 성장은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에서 한 정부사업보고에서 2,000
만 위안을 투입하여 신농합 시범범위를 확대할 것이며 가입자 수를
440만 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하였다(羅清泉, 2004). 또한 성 인민
대표들이 건의한 336건의 의견 중에서 둥한칭(董漢卿) 등 대표가
건의한 신농합 보급 속도를 빨리는 의견은 다른 9개 건의와 함께
2004년도 후베이성 중점 관리감독 사업에 포함되었다(湖北人大網,
2004). 또한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하여 시범사업
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고, 후베이성 위생청도 성 인민대표대회의
요구에 따라 신농합 시범사업을 농촌의 보건의료 중점사업에 포함
시켰다(湖北省衛生廳, 2005a). 또한 2005년에는 시범현을 대폭 증
가하였다.
신농합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성 위생청은 의료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2005년 4월부터 성 관할 범위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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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에 대하여 92가지의 대형의료설비를 사용한 검사치료항
목의 가격을 40~60%까지 인하하고 의료기관의 가격공시제도를 실
행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와 의료안전감을 높
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종합지표와 각 질병에 대한 정보를 매년
두 차례씩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불법의료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대신 농촌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향(진)보건소
수를 2003년의 1,103개에서 2005년의 1,156개로 늘렸다.
후베이성은 국가시범성으로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
도와 감독을 받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급 시
범현 외에 우한시(武漢市), 스이엔시(十堰市), 이창시(宜昌市) 등
후베이성의 중요한 도시들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을 위해 신농합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전체 시범현
은 52개에 달하였다(湖北省衛生廳, 2005b). 가입인구는 2004년
14개 시범현의 636만 명의 농촌인구 가운데 378만 명이 가입하여
60.85%의 가입률을 기록하였다. 2005년에는 41개 국가급 시범현
에서만 1,435만 명이 가입하였고 추가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1개
현에서도

153만

명이

가입하였다(湖北省衛生和計劃生育委員會,

2007). 가입률은 2004년에 평균 60.85%에서 2005년에는 78.5%
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당해연도

기금수익이

68,700만 위안에 달하였고, 보상횟수도 559만 차례 진행되어
2004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입원비에 대한 보상비
율은 30%에 불과하여 여전히 매우 낮았다. 따라서 당해연도 기금
순수익이 20,100만 위안에 달하였다.

<표 4-9>2004-2006년 후베이성 신농합 시범사업 진행상황
2004
시범현
가입인구 (만 명)

14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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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국가급 시범현)
41
1,435

가입률 (%)
당해연도 기금수액 (만 위안)
당해연도 기금지출 (만 위안)
당해연도 기금 순수익 (만 위안)
보상횟수 (만 차례)
입원비 보상비율 (%)

60.85
6694.72
247.49
25.11

78.5
68,700
48,600
20,100
559
30

자료: 2004년과 2006년도 후베이성 위생사업발전공보(湖北省衛生事業發展簡
報)를 참고. http://www.hbwsjs.gov.cn/izwgk/%E7%BB%9F%E8%AE%A1%E6
%95%B0%E6%8D%AE/8/00020011.html

그러나 시범사업의 진행은 현마다 불균형하였다. 8개 시범현의 가
입율의 차이는 매우 컸는데 따이에는 32.19%, 궁안은 39.31%, 단
쟝커우는 57.35%, 우쉬에는 60.91%, 라오허커우는 64.7%, 창양은
66.7%, 구청은 67.33%였다(胡柏枝等, 2005).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첫째, 신농합이 강제적인 가입이
아닌 자발적인 가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입률이 높고, 건강한 사람들의 가입률이 낮은 역선택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이다(胡柏枝等, 2005). 구청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고 있
는 사람들의 가입률은 95%에 달하였다. 특히 산지에 거주하는 경
제수준이 낮은 주민들의 경우 질병이 없으면 가입을 꺼려했다(彭光
華等, 2004). 둘째, 이 지역들은 농촌주민이 다른 도시에 가서 일을
하는 비율이 20% 가까이 되고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신농합 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셋째, 의료비
에 대한 보상비율이 15~25%밖에 안되고, 빈곤가정에서 의료부조
를 받을 경우에도 4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胡柏枝等, 2005).
신농합 운영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중앙정부와 후베이성 정부의
실행의견 모두 신농합 운영기관의 인력을 기존 위생계열의 인력에
서 조절하여 배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8개 현 대부분
이 신농합 운영기관을 향(진)보건소에 설치하고, 향(진)보건소 인력
을 신농합 운영기관에 배치하였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향(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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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원장이 신농합 운영기관의 책임자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의료보험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료보
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이익에 손해를 줄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운
영기관에 배정된 인력들은 대부분 임시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공무
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되지 않아 업무 적극성이 낮았다. 이밖에도
운영기관의 운영경비 문제도 매우 심각하였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신농합 보험금을 수금하기 위하여 향재정소가 아닌 몇 명 안되는
운영기관 직원들이 가가호호 찾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
이 들었다(胡柏枝等, 2005).
의료서비스 이용을 살펴보면 병원의 경우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와 입원률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또
한 신농합의 주요 적용대상이 되는 현급 병원도 일인당 외래 방문
횟수와 입원률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4-10> 2003-2005 후베이성 병원 이용 상황
외래 (만 차례)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입원 (만 차례)
입원률 (%)
전체인구 (만 명)

2003
4524.2
0.7958
169.1
0.0297
5685

2004
5036.2
0.8838
199.36
0.0350
5698

2005
5345.5
0.9362
219.7
0.0385
5710

자료: 「2004-2005전국위생연감」 참고

<표 4-11> 2003-2005 후베이성 현급 병원 이용 상황
외래 (만 차례)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입원 (만 차례)
입원률 (%)
전체인구 (만 명)

2003
666.0312
0.3139
30.8725
0.0145
2122

2005
751.7856
0.3554
39.1408
0.0185
2115

자료: 「2004-2005전국위생연감」 참고

후베이성은 국가시범성으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기술지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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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관심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범현을 확대하는 과
정에서 중앙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제약도 있었다. 또한 재정지
출의 항목별 규모를 보면 위생지출은 2003년 10위, 2005년 9위로
구이저우성의 7위, 6위보다 낮았다. 이는 구이저우성보다 총 재정지
출규모는 크지만 성 내부에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이 더 많음을
설명한다.
현정부 차원에서는 이 시기 후베이성의 경제수준이 높지 못하고
불균형하였기 때문에 시범현으로 지정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범사
업을 지정할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성정부의 재정지원을 받
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현정부가 비교적 소극적
으로 대처하고 다른 성에 비하여 정책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
하였다.

4. 쟝쑤성의 신농합제도 도입
쟝쑤성은 중국의 동부 연해 지역에 위치하고 상하이시랑 인접한
성으로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를 제외하고 일인당 GDP가 가장 많은
성이다. <그림4-4>을 보면 이 시기 쟝쑤성 GDP는 빠르게 성장하
여 2005년에는 25,000위안 가까이 되어 전국 일인당 GDP를 훨씬
뛰어넘었고, 그 차이도 점차 커지고 있다.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은 12,000위안1)을 넘어섰고, 농촌주민 순소득은 5000위안을
조금 넘었다. 이는 구이저우성과 후베이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비록 인구는 2003년 7,405.82만 명으로

3,870만 명인 구이저우

성과 5,685만 명인 후베이성보다 훨씬 많지만 도시인구와 농촌인구
가 비슷하다가 2005년부터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초과하게 된다.
즉, 다른 두 성에 비하여 도시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다
른 두 지역에 비하여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었는데 2005년 65
1) 2016.12월 환율로 계산하면 1,727.46달러이다. 그리고 5000위안은 719.77달
러이다.

- 99 -

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0.87%를 차지하였다.
<그림 4-4> 2002-2005 쟝쑤성 경제발전상황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쟝쑤성은 다른 두 성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높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1) 다른 지역에서 취직을 위
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매우 많고, 성 내부에서도 취업
으로 목적으로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촌주민들이 매우 많기 때
문에 사회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정책 전반에 대한 부담이 크
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쟝쑤성의 유입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표 4-12> 쟝쑤성의 인구 상황
단위: 만 명
상주인구
호적등록

2000
7,327.24
7,069.28

2001
7,354.92
7,097.00

2002
7,380.97
7,127.33

2003
7,405.82
7,163.93

2004
7,432.50
7,206.05

2005
7,474.50
7,252.88

1) 2003년 1차 산업 종사자는 전체 근로자 중 39%를 차지하고 2차 산업은
30.6%, 3차 산업은 30.4%였다. 이후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1차 산업이 감소하면서 2006년부터 1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30% 이하로 감
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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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입인구

257.96

257.92

253.64

241.09

226.45

221.62

자료: 2006년 쟝쑤성 통계연감

쟝쑤성의 보건의료 환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2003년 천 명당 전문
의 수는 1.44명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도시
는 1.8명, 농촌은 0.81명으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매우 컸으며,
농촌은 후베이성 농촌보다도 천 명당 전문의 수는 더 적었다. 그러
나 전문의 수, 농촌의사 수, 종합병원 수, 향(진)위생원 수는 세 개
성 가운데 가장 많았다.
1990년대 개혁개방에 힘입어 농촌지역에서 집체경제가 발전하였
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쟝쑤성이었다. 농촌의 집체경제의 발전은 쟝
쑤성 농촌의 합작의료 개혁에 중요한 자원이었다. 1994년부터 쟝쑤
성의 일부 지역에서 농촌합작의료를 개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전의
규범화되지 않고 촌(村)을 단위로 운영하던 합작의료제도를 현(縣)
정부가 주도 및 관리하고 농촌주민들의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투입
으로 구성된 보험형태의 합작의료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거액

의료비

합작의료보험제도’(大額費用合作醫療保險制度)도

함께 도입하여 중증질병이나 입원치료로 인한 거액의 의료비를 보
상해주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2001년 「쟝쑤성 농촌 초급위생보
건조례」1)를 제정하여 합작의료와 거액 의료비 합작의료보험제도를
지방 법규로 규정하고 2002년에는 성정부가 거액 의료비 합작의료
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2,000만 위안의 지원금을 마련하여 쟝쑤
성 북부의 경제가 취약한 지역과 황챠오(黃橋), 마오산(茅山) 두 혁
명근거지의 거액 의료비 합작의료보험제도에 지원해주었다(江蘇省
衛生廳, 2004b). 그러나 이 시기 농촌합작의료는 제도 모색 단계에
있었고, 농촌 주민들의 적극성도 약하여 가입률은 35.36%에 불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신농합 모델과 비슷하여 쟝쑤
1) 《江蘇省農村初級衛生保健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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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 신농합을 비교적 순조롭게 도입할 수 있었다.
쟝수성 정부는 이전의 합작의료 시범사업의 경험과 막강한 재정력
을 바탕으로 신농합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2003년 신농합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신농합 사업을 성정부의 다섯 가지 농촌사
업1)

가운데 첫 번째 사업으로 지정하고, ‘두 가지 우선’2)의 목

표에 따라 2005년까지 전체 현의 80% 이상의 지역에서 시범사업
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8월 위생청 부청장을 조장으로 하는
사업지도소조를 구성하여 시범사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현지 조
사연구, 현장 지도, 이론연구와 기술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9월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26개 현들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이안현(海安縣)을 비롯한 10 개 시와 현을 성 시범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9월 말에는 시범지역의 위생국 책임자들과 관련
관리인 등 80여 명을 상대로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쟝쑤성 정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험을
연동시켜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험 간에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도시와 농촌을 모두 포괄하는 전국민 사회의료보험
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혀 일부 시범지역에서 다양한 모델을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신농합 도입 이전의 합작의료는 신농
합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어 제도
적으로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시범사업의 시작 초기에 쟝쑤성은 중앙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
되었다. 또한 쟝쑤성 내부에서도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비교적 큰데
성정부는 재정수준이 낮은 32개의 현과 두 개의 혁명근거지의 가입

1)

다섯 가지 농촌사업에는 중증질병 보상을 위주로 하는 신형농촌합작의료의 도
입, 농촌의 수질개선사업, 농촌 위험주택 개조, 농촌 도로건설, 농촌의 세수개혁
등이다. 쟝쑤성은 이상의 다섯 가지 사업을 3년에 걸쳐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웠
다.
2) ‘두 가지 우선’(Two priorities)은 2003년 쟝쑤성에서 자체적인 경제사회
발전수준에 근거하여 세운 발전목표로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샤오캉사회(초요사
회)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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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성정부가 매년 10위안씩 지원해주고, 그 외의 지역은 시
정부와 현정부, 가입자가 보험료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정
부와 현정부의 분담규모를 시정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넉넉지 않은 현정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2003년 심계서
의 조사결과 일부 지역에서 미처 조달하지 못한 정부지원금이 총
153만 위안에 달하였다(朱堯平, 2004).
성정부는 2005년까지 80%의 가입률을 달성하는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 2005년부터 재정지원금을 기존의 2.3억 위안에서 1.2억
위안을 추가로 배정하여 기존의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일인당 15위안으로 인상하고, 그 외의 경제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서도 보조금 대신 장려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
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정부에서 지정한 시범지역인 하
이안현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시범방안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보상
을 하였다. 즉 보험기금으로 중증질병치료에 대한 보상만 지원하고
외래진료는 신농합 도입 이전에 운영하던 합작의료로 보상하였다.
합작의료는 향정부에서 운영을 책임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상기준
은 향정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농합 보상기준을 엄격하
게 정하였는데 자해를 하거나 음주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등은 보상
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하이안현이 성정부의 이전자금을 지원받는
빈곤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와 성정부가 제시한 중증질
병치료에 대한 보상만 지원하였다. 그리고 외래진료는 여전히 하위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반면 성정부의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제수준이 가
장 높은 쿤산시의 경우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
고 다른 시범지역들과 다른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쿤산시
는‘신형합작의료보험’이라는 공식 명칭 대신 ‘농촌주민기본의료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적용대상을 일반 주민임을 명시
하고 의료보험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직장인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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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함께 관리하여 통합형 사회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시
작하였다. 동시에 2006년부터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을 포괄하는 사
회의료보험의 도입을 계획하였다. 또한 보건소 외래 진료비와 입원
치료비를 보상하는 주민의료보험과 중증질병 부조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60세 이상의 가입자들에게 외래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계좌를 도입하여 매년 150위안을 입금해주었다(江蘇省衛生廳
2004c).
쿤산시의 과감한 개혁에 성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도시
와 농촌의 의료보험의 통합계획에 대하여 쿤산시와 같은 경제수준
은 높은 지역은 가능하지만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5년 3월, 성정부는 의료비 보상에 대
하여 특수질병의 경우 외래치료를 보상범위에 포함시키지만 가구계
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쿤산시는
성정부의 의견과는 별도로 연령에 따라 개인계좌를 도입하였다. 이
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쿤산시가 성정부가 지정한 시범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정기적인 상황보고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쿤산시는 성정부와 중
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재정의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쟝쑤성
의 제도개혁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쟝쑤성 정부는 시범사업 시작 초기인 2003년에 기본약물목록을
제정하고, 하위 정부에서 해당 목록에 근거하여 자체 목록을 제정하
도록 함으로써 하위 정부에 자율권을 주었다. 그리고 온라인 업무처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의 제3자 지
불방식을 실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
안 성정부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현정부들의 경험을 공유하였
고, 보험기금의 사용을 심계서의 감독 범위에 포함시켜 부정사용을
제때에 시정하였다. 다만 일부 현정부에서 전문 담당 인력을 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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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전반적으로 쟝쑤성은 이 시기 신농합 시범사업을 성 전체로 확대
하고 제도를 규범화하는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 말까
지 88개 현에서 신농합제도를 도입하고, 71.8%의 농촌주민들에게
신농합제도를 보급하고, 성재정에서 2.3억 위안을, 지방재정에서
6.5억 위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가입비까지 모두 13.8억 위안의
기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금으로 68.91만 차례의 입원치
료 보상을, 2240만 차례의 외래진료 보상을, 그리고 510만 명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았다(王湛, 2005).
이 시기 의료서비스 이용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쟝쑤성의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는 병원과 현급 병원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병원
의 경우 2005년에 일인당 1.8795차례 방문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을 방문하였고, 현급 병원도 0.523차례로 다른 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입원률도 다른 두 지역보다 높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쟝쑤성이 다른 성들에 비하여 신농
합 시범사업을 일찍 확장하여 2005년에 성 전체 도입하여 대부분
의 농촌주민들이 신농합제도의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3> 2003-2005 쟝쑤성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 상황
외래 (만 차례)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입원 (만 차례)
입원률 (%)
전체인구 (만 명)

2003
7812.2
1.6084
234.7
0.0483
4857

2004
8538
1.7336
289
0.0587
4925

2005
9380.8
1.8795
310.8
0.0623
4991

자료: 「2003-2005 전국위생연감」 참고

<표 4-14> 2003-2005 쟝쑤성 현급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 상황
외래 (만 차례)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2003
1105.8
0.4274

- 105 -

2005
1245.5
0.5230

입원 (만 차례)
입원률 (%)
현 거주인구 (만 명)

41.7904
0.0162
2587.4

54.3678
0.0228
2381.5

자료: 「2003-2005 전국위생연감」 참고

종합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쟝쑤성의 신농합 시범사업은
높은 경제수준과 재정력, 199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한 합작의
료의 개혁 등 요인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었
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체 농촌지역에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성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현정부간의
경험교류와 기금사용에 대한 감독, 단계적 사업계획, 하위 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한 지원방식 등은 다른 두 지역에서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이 시기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현들은 여전
히 관망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에 대하여 성정부가 시범사업을 빨
리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쟝쑤성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성
정부가 정책확산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급 차원에서 지역간의 빈부격차와 현정부의 영도들의 시범사업
에 대한 구상 등에 따라 구체적인 신농합 내용이 달랐다. 하이안현
은 성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재정력이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제시한 내용 안에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전체
적으로 보상수준과 보상기준이 까다로웠다. 반면 쿤산시의 경우 시
범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의 사회의료보험과 통합할 계획을
미리 세우고, 연령에 따라 개인계좌를 도입하는 등 비교적 파격적인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정부가 하위 정부에 대
하여 비교적 느슨한 관리방식을 취하여 현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함
으로써 하위정부의 제도혁신을 유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5. 맺음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농촌지역에서 신농합 시범사업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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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이저우성, 후베이성, 쟝쑤성 세 지
역 모두 8~10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시범
지역을 선발함에 있어서 이 세 개 성들은 모두 시범사업 신청을 받
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범지역을 선정하
였다. 다만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실행에 관한 성정부의 의견을 발표
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시간적 차이가 있었다. 쟝쑤성의 경
우 2001년부터 성정부 차원의 농촌 의료보험 개혁이 진행되어 성
정부의 재정투입과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고, 개혁 내용도 거액의 의료비에 대한 보상으로 신농합제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 성정부 차원의 개혁이 진행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신농합제도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준비
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신농합제도의 도입도 성정부의
중시를 받을 수 있었으며, 농촌주민들도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구심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2005년 신농합 가입률은 전체 농
촌주민들의 80%를 넘어서 기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았다. 반면
구이저우성과 후베이성은 비록 이전의 합작의료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지만 모두 성정부의 차원이 아닌 현이나 촌을
단위로 진행되어 재정투입의 한계가 있었고, 적은 보험료로만 운영
하여 의료비에 대한 보상이 적고 위험분산 효과가 약하여 모두 실
패하였다. 때문에 2003년부터 신농합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었
고, 이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였다.
신농합 시범사업은 이전의 농촌합작의료처럼 마을을 단위로 자발
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이
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시작은 의무적이었다. 특히 SARS의 공포
로부터 금방 벗어났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
하려는 의지가 강하였고,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위생부부장이자
국무부총리로 강한 추진력으로 사업을 밀어붙였다.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의 신농합 집행을 위해 교육반을 개설하고, 지도팀을 구성하여
네 개의 시범성과 수시로 연락하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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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특정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에서 농촌
위생사업회의를 개최하고 신농합 시범사업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
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보험료나 보상범위, 보상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시범현의 자율에 맡겼고, 대신 성정부
에서는 목표책임제를 도입하여 관련 책임자들의 평가에 적용하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상급정부의 중시를 받고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신농합 시범사업 초기 중앙정부에서는 지린성, 저쟝
성, 윈난성을 중앙시범성으로 지정하려고 하였는데 막판에 후베이성
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최종 네 개 성이 중앙시범성으로 지정되었
다. 이들 네 개 성은 시범사업의 진행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중앙정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사업 추진에 유리하였다. 그러나
다른 성들은 신농합을 빨리 확장할 수 있었던 데 비하여 후베이성
은 시범지역의 확대를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등 제약이 있었다. 따라
서 구이저우성과 쟝쑤성은 정책의 내용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지만 후베이성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사업
을 진행하여 정책의 혁신과 확산 모두 어려웠다. 대신 후베이성 인
대대표들이 시범사업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역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신농합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
체적인 집행기관인 현급 정부 관료들에게는 정책을 남용하여 이득
을 취할 수 있는 유혹이 존재하였다. 시범사업 기간에 여러 지역에
서 가입률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감독하기 위하여 쟝쑤성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기금의 모금과 사용
을 심계서의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하도
록 하였다. 반면 구이저우성은 참정당인 농공당이 시범사업을 감독
하는 역할도 하였지만 정협의 특성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였고, 또한
정책창도자로서 중앙재정을 활용하여 가입률을 올리려는 인식도 갖
고 있었다. 후베이성의 경우 국가시범성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직
접적인 감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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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지역의 재정지출을 살펴보면 구이저우성은 전체 재정지출 항목
들 중에서 의료위생지출이 차지하는 순위가 점차 상승하지만 후베
이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인당 재정지출도
2002년부터 구이저우성이 후베이성보다 많았다. 이는 후베이성에서
의료위생보다는 다른 항목에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였음을 설명한
다. 쟝쑤는 의료위생지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4-15> 세 지역의 의료재정지출 현황
구이저우
재정지출
순위

2001
2002
2003
2005

7
8
7
6

일인당

재정지출
(위안)

35.67
40.15
44.70
69.21

후베이
재정지출
순위

7
8
10
9

일인당

재정지출
(위안)

쟝쑤
재정지출
순위

38.00
37.34
40.40
54.57

일인당

재정지출
(위안)

7
8
7
7

50.87
56.70
75.03
100.41

주: 재정지출 순위는 전체 재정지출 항목들 중 재정지출규모 순위이다.
자료: 중국재정연감

신농합의 구체적인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가입대상인 농촌주
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고,

2005년

구이저우성은

62.40%, 후베이성은 78.5%, 쟝쑤성은 80% 이상을 달성하였다.
보험료는 가입자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구이저우
성과 후베이성은 중앙재정으로부터 일인당 10위의 지원금을 받고,
성정부와 시, 현정부가 10위안을 분담하고, 가입자가 10위안을 부
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높은 쟝쑤성은 중앙정
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주로 성정부와 시, 현정부, 가입자가
보험료를 분담하였다. 2005년부터 중앙정부는 동부지역의 빈곤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 쟝쑤성의 일부 현에서도 중서부지역에서
받는 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신농합의 운영은 정부의 영도자와 관련부처의 책임자, 농민대표로
구성된 농촌합작의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운영기관을

- 109 -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운영기관은 모두 위생국에서 관
리하고, 추가적인 정규인력 투입이 없이 기존의 위생국의 인력을 배
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세 지역 모두 운영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이 부족하여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의료급여는 주로 입원치료와 거액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 초기
의 목표였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농촌주민들의
적극성을 동원하기 위하여 도시직장인의료보험의 개인계좌 방식을
모방하여 가구계좌를 만들어 외래진료를 보상하였다. 가구계좌는 주
로 가입자들이 지불한 보험료로 구성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손해
볼 걱정은 없었다. 가구계좌를 도입한 지역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통합기금을 구성하여 입원치료를 보상해주었다. 전체 보험료를 통합
기금으로 두어 입원치료를 보상해주거나 혹은 입원치료와 외래진료
모두 보상해주기도 하였다. 구이저우성의 경우 세 가지 모델이 모두
존재하였고, 후베이성은 입원통합+외래통합 모델과 입원통합+가구
계좌 모델만 있었다. 반면 쟝쑤성은 2005년부터 성정부 차원에서
가구계좌의 개설을 반대하여 입원통합모델과 입원통합+외래통합 모
델 두 가지가 주를 이뤘지만 쿤산시의 경우 특정 집단에 대하여 가
구계좌를 도입하였다.
이 시기 신농합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금수익이 꾸준히 증가
하였다. 그러나 시범사업단계에서 보험료가 낮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여 의료비에 대한 보상수준은 세 지역 모두 30% 미
만에서 낮게 책정되었다(<표4-16> 참고).

<표 4-16> 2002-2005년 세 성의 신농합 시범사업 비교
구이저우
(貴州省)
보험료

후베이성
(湖北省)

쟝쑤성
(江蘇省)

중앙정부: 10위안

중앙정부: 10위안

성정부:

성정부: 4위안

성정부: 5위안

32개 현+2개 혁명

시, 현정부: 6위안

시, 현정부: 5위안

근거지 주민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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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0위안 지원
시, 현정부:
1)32+2지역은 10위
안
2)기타 지역 15위안
가입자: 10위안

가입자:10위안

이상
가입자:
1)32+2지역 10위안
이상
2)기타 지역 15위안
이상

입 원 통 합 기금 + 가

우쉬에(武穴)시만

입원통합기금

모

구계좌 모델, 입원

입원 통 합 기 금 + 외

델, 입원통합기금+

의료보험

통 합 기 금 +외 래 통

래통합기금

모델

외래통합기금 모델

모델

합기금 모델, 입원

도입;

기타지역은

모두 존재, 가구계

비만 보상하는 모

입원 통 합 기 금 + 가

좌 도입은 권유하

델 모두 존재.

구계좌 모델 도입.
향재정소에서 모금

지 않음.

하도록 규정하였지
보험료
모금방식

촌간부들이 집집마

만 많은 지역에서

다 다니면서 모금

인력을

고용하여

미확인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금
신농합 관리기관에
서 병원에 지불하

가입자가 관리기관

의료비

는 제3자 지불제도

에서 보험금을 돌

지불방식

를 권장하지만 실

려받는 후불상환제

제는 후불상환제로

를 실행

후불상환제

운영됨

이 시기 신농합 시범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어 제도적으로나 운영환
경에 있어서 모두 미성숙하였는데 전산시스템이나 관리기관과 의료
기관간의 협력,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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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못하였다. 때문에 보험료를 모금함에 있어서 촌간부들이 집집
마다 방문해서 모금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후베이성의 경우 비록
향재정소에서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실제 집행과정에
서는 별도로 인력을 고용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료비에 대
한 보험료의 지불방식은 구이저우성의 경우 현 내부의 의료기관에
서 발생한 의료비는 환자가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신농
합 관리기관에서 지급하는 제3자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타지에서 발
생한 의료비는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갖고 관리기관에서 청구하
는 후불상환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신농
합 관리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정보공유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후불상환제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후베이성과
쟝쑤성도 모두 후불상환제 방식을 도입하였다. 다만, 쟝쑤성의 경우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온라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계획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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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신농합 시범사업의 확대와 도시주민의료

보험의 도입
신농합 정책은 3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전면적
으로 확장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2008년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에
도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범지역의 확장과 제도의 규범
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중앙정부는 신농합 보험료를 단
계적으로 인상하고 보상과 관련된 규정들을 조정하였고, 지방정부는
시범지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현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
면서 정책혁신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7년부터 중앙정부는 도시의 미취업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주민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비교적 긴 시간에
거쳐 시범사업을 확장하던 신농합과 달리 2010년까지 전체 지역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위생부에서 책임지는 신농합과 달
리 도시주민의료보험은 도시직장인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노동과
사회보장부에서 책임지도록 하였다.
본 절에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지방정부의 시범사업 진행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방정부가
신농합 시범사업을 어떻게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혁신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현정부의 정책혁신에 대하여 성정부와
중앙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지방정부는 상위정부의 반응에 어
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그중에서도 성정부는 시범사업의 확
장과 보험료의 인상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제도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도시주민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
작된 후 성정부에서는 두 가지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어떻게 조절하
여 진행하였는지를 분석한다.

1. 두 가지 의료보험의 시범사업과 신 의료개혁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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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중앙정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왔던 신 의료개혁에 관한
논의를 더욱 치열하게 진행하였다. 신 의료개혁은 2006년 말에 구
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로 계획하였지만 정부부처들 간에 의료개혁
에 관하여 의견이 서로 달라 개혁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의료개혁의 내용은 크게 정부주도의 의료개혁과 시장주도의 의료개
혁으로

의견이

갈렸다.

2005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State

Council's Development Research Centre, DRC)가 작성한 보고
서에는 1980년대부터 진행해온 의료분야의 시장화 개혁이 실패하
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국민들이 의료비 지불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 위생부는 2006년
말부터 작성한 의료개혁 초안에서 정부가 다시 의료기관의 운영비
용을 전액 지원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의료비를
줄이는

정부주도의 개혁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대안에 대하여 재정

부와 노동사회보장부, 민정부 등 기관들은 이 대안을 너무 급진적이
라고 여겼다. 그들은 의료비 지불이 불가능 한 것은 위험분산 메커
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모든 국민을 사회의료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포괄적 의료보험체계의 구축을 통해 해결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시장경쟁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의료비를 낮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Gu
Xin, 2010).
부처들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당시 국가의료개혁조정팀
(National Healthcare Reform Coordinating Group)은 2007년 5
월에 7개 기관1)을 초청하여 이틀 동안 의료개혁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다수의 참가자들이 의료분야에 대한 공공
재정의 투입이 너무 적다고 여겼는데 재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앞으
로 의료분야에 대한 투입을 더 증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재
1) 7개 기관은 북경대학, 복단대학, 북경사범대학, 국무원 발전연구센터(DRC),
World Bank, World Health Organization, Mckinsey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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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투입 방식에 대하여 다섯 개 기관은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의료보험에 대한 투입과 의료서비스의 질의 향상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곱 개 기관들 전부 중국의 의료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낙후한 의료보장체계와 비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구매체계라고 주장하였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서 배제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Gu Xin,
2010). 다행인 것은 이 시기 도시직장인의료보험과 신농합 시범사
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시작하였다.
정부주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국의 재정능
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을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
가능 하다는 이유로 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의료서비스(basic healthcare)는 1차 의료기관인 지역구보건소
가 담당하고 환자는 20-30%의 의료비를 분담하고 나머지는 정부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다만 개인의원은 여기에서 배제되었
다. 그리고 비기본의료서비스(non-basic healthcare)는 입원치료를
중심으로 공립병원에서 제공하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의료분야의 또 하나의 문제는 상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지만 공
중보건서비스와 기본적인 1차 진료를 제공하는 보건소가 매우 부족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생부와 같은 정부주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보건소를 설립하여 기본적인 공중보건서
비스와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
라서 정부주도의 의료개혁 방안을 실행하려면 보건소를 설립하고,
의료보험의 가입률을 높여야 하며, 개인병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필요하였다. 또한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의료기관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약품판매를 통해 얻는 현상을 차단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가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ke Blogmqvist & Qian Jiwei, 2010). 따라서 이 대안은 의료분
야에 대한 예산 투입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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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Gu Xin, 2010). 또한 의료기관의 수익이 의료서비스와 직결
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
력하지만 정부가 의료기관에 직접 예산을 지원할 경우 의료서비스
와 의료기관의 수익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해지고, 서비스 제공자
들도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높이려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는 단점
이 있다(Ake Blogmqvist & Qian Jiwei, 2010).
반면 시장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을 주장하는 노동사회보장부의 경
우 사회의료보험의 가입률을 높이면 의료보험 관리기관에서 의료기
관과 외래진료와 입원치료를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방식은 기본의료서비스인지 아니
면 비기본의료서비스인지, 공립병원인지 개인병원인지를 구분할 필
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World Bank도 이 주장에 동의하였는데
의료기관은 독립적인 주체로 의료시장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고, 정
부에서도 의료분야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이었다(Gu Xin, 2010). 이에 대하여 정부주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위생부는 의료보험금으로 의료비를 충당할 경우 국민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이는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를 하면 의료비
가 상승해 의료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국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
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Ake Blogmqvist & Qian Jiwei, 2010)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의료비 지불방식의 개혁이
었는데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이윤을 올
리기 위하여 과잉진료를 할 수 있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
태의 지불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장지향파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Gu Xin, 2010).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당시 정부주도의 의료개혁이든 아니면
시장주도의 의료개혁이든지를 막론하고 전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인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었다. 따라서 신농합 시범상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도시주민들
중에서 직장인 의료보험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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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해야 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신농합제도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단계
에서 각 시범지역들마다 구체적인 모델을 모색하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었다. 때문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섣불리 사업을 확
장할 수 없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쌓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2005년은 또 중국공산당 제16기 5중 전회에서 2006년부터 실행될
11차 5개년계획을 제정해야 되고, 2006년 1월부터 2000여 년 동
안 내려오던 농업세를 전국적으로 취소하는 해였기 때문에 농촌의
발전 문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3년
차에 들어선 2005년에 중앙정부는 신형농촌합작의료 시범사업을
한 단계 도약할 준비를 하였다.
2005년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6기 5중 전회에서 제정한
11차 5개년계획에서는‘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제기하고 농촌에
대한 공공재정의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의 공공서비스 역량을 강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원쟈바오 총리는 “우리나라는 현재의 발전단
계에서 공업으로 농업을 지원하고 도시가 농촌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건국이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도시에 집중시켜 산업발전을 이루고, 도시의 기초건설
에 투자하던 발전전략에서 점차 농업과 농촌,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을 시사한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사업에는 신농합제도의 발전도 포함되었
는데 2005년 12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는데 관한 약간의견」1)에서는 농촌의 의료보건사업에 대하여
2006년부터 중앙과 지방재정에서 신형농촌합작의료 시범사업에 대
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2008년까지 전국의 농촌에서 기본적으로
신형농촌합작의료를 보급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신농합 시범사업
을 처음 계획할 때보다 2년 앞당긴 것이었다. 또한 농촌의 3급 의
1) 《關於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若幹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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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건서비스체계1)와 의료구조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주민들의 소
득수준에 맞는 의약품 공급과 그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서비스를 규범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발전계획에 따라 위생부도 신형농촌합작의료
사업을 점차 확대하였다.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시범사업에 관
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부터 매년 한 차례씩 전국신형농촌합작의료 시범사업회의를 개최하
였는데 2005년 9월에 열린 전국시범사업회의에서는 2006년과
2007년 시범사업의 가입률 목표를 성 전체를 기준으로 각각 40%
와 60%로 정하고였다. 이후 2007년 2월에 열린 전국신형농촌합작
의료사업회의에서는 이 목표를 앞당겨 80%의 현에서 신농합 사업
을 추진하고 2008년에 전국의 모든 현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
웠다. 다만 위생부 부장인 가오챵(高強)은 80%의 목표는 무조건적
인 지표가 아니라 각 지역의 실제상황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중요하고, 조건이 허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되는
만큼 하길 바란다고 설명함으로써(健康報, 2007) 밀어붙이기식의
정책도입보다는 안정적인 도입을 강조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일부 부유한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상
하지는 않았고 오로지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시작에 집중하였다. 그
러나 이 시기 중앙정부는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기 시작하였
다. 2007년에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보험료 지원금을 일인당 10위
안에서 20위안으로 인상하고, 지방정부의 지원금도 20위안으로 인
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지원금을 성-시-현 정부가 함
께 분담하되 성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
다. 이후 2008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금을 각각 40위
1) 농촌의 3급 의료보건서비스체계란 현급 의료위생기관, 향진 위생원, 촌 보건소
로 구성된 의료보건 서비스체계를 말한다. 이는 주로 보건예방, 기초의료, 위생
감독, 건강교육, 계획생육 기술지도 등 업무를 담당하며 농촌주민들에게 기본적
인 의료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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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인상하였다. 따라서 2003년 일인당 최저 보험료가 30위안
에서 2008년에는 일인당 최저 보험료가 90위안으로 대폭 인상되었
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서부 지역
의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으로부터
중서부 지역의 중앙빈곤부축개발사업에 속하는 14개 시 직할구와
농업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 직할구,
그리고 랴오닝, 산둥, 푸지엔 세 개 성에서 농업세 취소 보조금을
받는 12개 시의 83개 현도 중앙재정의 지원범위에 포함시켰다. 이
후 2007년부터는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 직할구도 중앙재정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는 더욱 커졌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은 매년 가입자
들의 가입기간이 끝나고 지방재정 지원금이 지불된 이후에 중앙재
정 지원금을 각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던 관례를 없애고 2007년부
터 당해 연도의 중앙재정지원금을 우선 내려 보내고 다음 연도에
실제 결산금액에 따라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다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지방정부는 다양한 모델들을 도입
하였는데 특히 지불방식에 있어서 중증질병에 대한 통합기금 보상
과 외래진료에 대한 가구계좌 지불방식, 통합기금으로 입원비와 외
래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그리고 통합기금으로 중증질병만 보상하
는 방식 세 가지가 존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한 개 성에
서 하나 혹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점차 줄일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에
점차 가구계좌를 없앤다고 발표하였다.
보상금액은 같은 성 내에서 경제수준이 비슷한 지역들은 보상금액
을 비슷하게 정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향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비 보상은 단일 보상비율을 적용하고 현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서 발생한 입원비만 규모에 따라서 단계별로 보상비율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합기금의 잔액은 15%이하로 통제하고 잔액이 너
무 많은 지역은 2차 보상을 통해 가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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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농
촌주민들을 위하여 현지의 주민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도시에서 의
료기관을 지정하여 협약을 맺음으로써 신농합에 가입한 농민들이
도시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비용와 보험금 지불을 통제하기 위하여 총액예산제
(global budgeting, 總額預付),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 다양한 의료
비 지불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결산에 대한 심사, 보상에 대
한 공시제도 등 조치를 통해 의료비 수금행위를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통합기금을 상업보
험회사에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격려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지는 효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
다고 설명하였다(江蘇省衛生廳, 2005a).
2006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6기 6중전회에서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을 포괄하는 기본위생보건제도를 만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은

2007년

5월에

위생부가

제정한

「위생사업발전

‘11.5’계획」1) 에도 포함되었다. 그 일환으로 2007년부터 도시
의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 사업을 사회보장제도를 주로 담당하는 노동사회보장부
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2007년 7월에 발표한 「도시주민기본의료보
험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 관한 지도의견」2)에서는 2007년에 각
성에서 2개 혹은 3개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2008년에 시
범사업을 확대하여 2009년에 80%이상의 보급률을 달성하며 2010
년부터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 사업
의 주요 대상은 초중고 학생들과 아동, 미취업 성인이었고, 신농합
사업처럼 자발적인 가입이 원칙이었다. 반면 자영업자, 도시에 진출
1) 《衛生事業發展“十壹五”規劃綱要》
2) 《國務院關於開展城鎮居民基本醫療保險試點的指導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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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있는 농민공, 파산된 국유기업 퇴직자 등은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
가지로 도시직장인기본의료보험의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들의 고
용관계가 불안정하거나 고용주가 보험료 납입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도시직장인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이 도시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았고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결정하도록
하였다.
도시주민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신농합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가입자
에게 재정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만 신농합제도의 경우
정부지원이 주요 재원이지만 도시주민의료보험은 가입자들의 보험
료가 주요 재원이었다. 정부지원금은 최저 일인당 40위안으로 그중
에서 중앙재정이 중서부지역의 가입자들에게 20위안씩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20위안을 지원해주도록 하였다. 이는
이 시기 신농합제도의 재정지원금과 같았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학
생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정부에서 일인당 10위안씩 더 지
원해주고, 중앙정부에서 그 중의 5위안을 지원해주었다. 그리고 저
소득층, 노동력을 상실한 장애인가구, 저소득 가구에 60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 추가로 일인당 60위안을 지원하고 중앙
정부에서 중서부 지역에 30위안의 지원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
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은 신농합에서는 없
는 부분이었다. 그리나 이 문건에서는 정부지원금만 명시를 하고 가
입자 부담금은 명시하지 않고 각 지방정부에서 결정하게 하였다. 때
문에 지역 간의 일인당 보험료의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
였다. 의료비에 대한 보상은 입원과 중증질병의 외래진료에 대한 보
상을 위주로 하고 여건이 되는 지역은 점차 일반 외래진료 비용도
보상하도록 하였다.
중앙정부는 도시주민의료보험의 시범사업을 매우 빨리 진행하였는
데 이 실행방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 9일 만에 국무원은 각 성
에서 신청한 시범사업 지역명단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79개의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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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을 선정하고 10월 이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라고 제안하였
다. 또한 신농합과 마찬가지로 부처 간 연석회의사무실을 두어 시범
사업을 지휘, 감독, 평가하는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2009년 2
월에는 또 전국의 229개 시를 추가로 선정하여 2분기부터 도시주
민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 구이저우성의 신농합 시범사업의 확장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의 도입
이 시기는 중국 전체가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였는데 구이저우성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림 4-5>를 보면 전국 일인당 GDP
가 빠르게 상승하였고 2009년에는 25,000위안을 넘어섰다. 구이저
우성도 2006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그러나 2006년 전국
일인당 GDP가 15,000위안 이상인데 반하여 구이저우성의 일인당
GDP는 5,000위안을 조금 넘었고, 도시주민 가처분 소득도 10,000
위안을 넘지 못하였다. 이런 차이는 2006년 이후에 더욱 커졌다.
또한 농촌주민 일인당 순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
폭이 매우 작았고,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 일인당
순소득의 차이는 점점 더 커졌다.
<그림 4-5> 2002-2009 구이저우성 경제발전상황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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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의료환경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병원 수는 크게 증가하
였지만 정부의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는 이전시기에 정부의 투자가 보건소와 같은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과 의료장비 교체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 전문의 수와 농촌의사 수는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이에
반해 천 명당 전문의 수는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천 명당 전문의 수는 2008년 0.61명
으로 매우 낮았고 2006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구이저우성의 의료
인이 주로 도시에 집중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커짐을 설명한다.
또한 전체 전문의 수와 농촌의사 수의 감소는 구이저우성이 전체적
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외부로의 유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7> 2006-2008년도 구이저우성 의료 환경
병원 수 (개)
의원 수 (개)
천 명당 전문의 수 (명)
농촌지역 천 명당 전문의 수 (명)
전문의 수 (명)
농촌의사 수(명)

2006
394
1460
1.05
0.64
32,056
21,465

2007
482
1,462
0.95
0.61
29,795
20,771

2008
475
1,459
1.37
0.61
30,806
21,133

자료: 2003-2005년도 「중국위생통계연감」참고.
http://www.nhfpc.gov.cn/mohwsbwstjxxzx/s8208/list_5.shtml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였다. <표
4-6>을

보면

농촌주민들은

2002년의

32.4위안에서

2004년

40.59위안으로 큰 변동이 없다가 2005년부터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133위안에 달하였다. 농촌주민
들에 비하여 도시주민들의 의료비는 2002년 265위안으로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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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그러나 도시주민들의 의료비는 2002년에 비하여 2003
년에 소폭 하락하였다가 2005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500위안을 넘어섰다.
<그림 4-6> 2002-2009 구이저우성 일인당 의료비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주: 2002년 기준 실질가치로 환산하였음.

의료공급 인력의 감소와 의료비의 증가는 구이저우성 정부로 하여
금 신농합 시범사업을 비롯한 의료체계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
다. 실제로 구이저우성은 이 시기 자체적인 재정 투입을 대폭 늘렸
는데

2007년

구이저우성의

의료위생지출은

48.79억

위안에서

2009년에는 102.84억 위안으로 두 배로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102.84억 위안으로 두 배로 증가하였다. <표4-18>에서 구이저우
성 의료위생 재정지출 상황을 보면 2005년, 2007년, 2008년 의료
위생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재정지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6.40%에 달하였
다. 이는 전체 재정지출에서의 비중이 5.76%인 후베이성과 4.58%
인 쟝쑤성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이며, 구이저우성이 비록 경제
수준은 낮지만 의료위생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재정투자를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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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18> 2002-2008 구이저우성 의료위생 재정지출 상황
증가율
전체
재정지출에
서의 비중

2002
13.68

2003
12.29

2004
12.99

2005
32.07

2006
16.35

2007
62.42

2008
38.22

4.86

5.21

4.67

4.96

4.92

6.13

6.40

자료: 2003-2009 중국재정통계 데이터에 기초하여 계산
.

구이저우성은 신농합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중앙정
부는 2008년까지 시범사업을 전국에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구
이저우성은 2007년

2월 17개

현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을 시작하

면서 전체 88개 현 모두 신농합 정책을 도입하였다.
2006년 중앙정부는 신농합 가입자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금을
일인당 10위안에서 20위안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구이저우성
정부에는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구이저우성
정부는 2006년에 15위안(성정부 9위안, 지급시 정부 3위안, 현정
부 3위안)으로, 2007년에는 20위안(성정부 10위안, 지급시 정부 7
위안, 현정부 3위안)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인상된 부
분을 성재정에서 부담하고 하위 지방정부로 분배하지 말 것을 요구
하였지만 구이저우성은 2007년에 인상된 5위안 중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남부, 동남부, 서남부의 세 개 소수민족자치구와 퉁런지구(銅
仁地區)에 대해서만 5위안씩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성재정
에서 1위안을, 지급시 정부에서 4위안을 부담하였다. 이는 구이저우
성 정부가 중앙정부의 강제적인 지시가 아닌 상황에서 자신들의 재
정수준에 따라 조절하여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
서 서부지역의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20위안에서 40위안으로
인상하고 지방정부도 상응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2008년 신
농합제도의 일인당 보험료는 90위안이 되었다. 2008년 중앙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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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보험료의 개인 부담금을 20위안으로 인상하였지만 구이저우
성 정부는 이를 한 해 미루어 2009년부터 실행하기로 하여 2008
년 일인당 보험료는 90위안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보험료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최저수준을 정하고 있지만 각 성의 예산제정 상황에 맞
추어 조금씩 조정할 수 있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중앙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조정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특정 성에 직접 연락하여 지시하기도 하였다.
중앙정부는 신농합 시범사업 도입초기인 2003년부터 약물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약물목록 작성을 제시하였지만 구이저우성은 2006
년에야 구체적인 신농합 약물목록을 발표하였다. 약물목록은 의료기
관의 등급에 따라서 약물목록을 차등하게 적용하였는데 촌보건진료
소에 적용하는 약물은 243가지, 향(진)보건소에서 적용하는 약물은
330가지, 현급 병원에 적용하는 약물은 1,046가지였다. 그리고 현
급 병원에서 그 이상 등급의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도시직장인의료
보험 약물목록1)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약물사용, 진
료항목, 의료비 등을 검사하여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성적이 낮
은 의료기관은 다음 연도의 신농합 지정 의료기관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何崇遠, 2007).
또한 성정부는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보상하한선2)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보상비율과 보상상한선에 관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보상상한선이 높은 경우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높고, 보상상한선이 낮은 경우 자기부담금도 낮게 규정하였다. 현정부들은
자체 실정에 맞게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다른 성에서 일을 하는 구이저우성 출신의 농민공3)은
1) 신농합 약물목록은 각 성정부에서 제정하는데 반해 도시직장인의료보험 약물목
록은 중앙정부에서 제정하고, 목록에 포함된 약물의 종류도 신농합 약물목록보
다 더 많다.
2) 입원치료의 의료비에 대한 보상은 주로 보상하한선과 보상상한선 기준을 두고
보상하한선 이하의 의료비와 보상상한선 이상의 의료비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3) 농민공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이 아닌 기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지역
출신 사람들로 자체 성 내부에 있는 도시로 이동한 경우와 다른 성의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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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타지에서 근무하는
농민공이 많은 상황에서 그들의 의료보험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구이저우성 정부는 이들의 상황에 맞게 도시직장인의료보험, 도시주
민의료보험과 신농합 가운데서 선택하여 가입하거나 중복가입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중복 가입의 경우 신농합은 다른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후의 나머지 의료비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중복가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농촌주민이 많은 지역에서
중복가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구이저우성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민공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민공들이 질병에 걸
렸을 때 해당 근무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이저우성 출
신 농민공들이 집중된 도시의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비를 바로 감면받을 수 있게 하라고 명시하였다. 구
이저우성 수도인 구이양시는 매년 160만 명의 농민공들이 거주하는
데 이들이 신농합에 가입한 이후 질병치료를 위해서는 고향에 돌아
가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부가 23개 사립병원을 신농합 지정
병원으로 정하였다(貴陽晚報, 2008.06.12.).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때에는 도시에서 실직한 농민공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감안하
여 신농합 가입을 독려하는 정책도 실행하였다.
시범사업을 일찍 진행한 현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진행하였
는데 성에서 가장 먼저 신농합 시범사업을 진행한 츠수이시는 비교
적 높은 경제수준과 의료수준에 힘입어 신농합 사업에 대한 재정투
입을 증가하고 새로운 정책시도를 하였다. 2005년부터 신농합에 가
입한 산모들이 향진급 이상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 하는 경
우 의료비를 면제해주고,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진료비의 일정 부분
을 보상해주었다. 이는 집에서 분만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산모와 아기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입원하여 분만하기
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貴州政協報, 2007.05.24.). 또한
이동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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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국, 빈곤부축판공실, 장애인연합회 등 부처들과 연합하여 장애
인가구, 극빈가구 등 저소득계층을 전부 신농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런 노력으로 2007년 가입률은 95.77%에 달하였고
2006년에는 전국신농합사업 선진현에 당선되었다. 이후 2008년 구
이저우성 위생청은 각 현정부가 향급 의료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
산모의 의료비를 면제할 것을 권장하고, 현급 의료기관부터는 입원
출산을 일반 입원치료와 마찬가지로 보상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이나 행정명령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약하였다.
이후 이 정책은 전국에 확산되어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신농합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던
시기로 구이저우성도 정책의 확장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표4-19>를 보면 구이저우성은 2007년부터 모든 현에 신농합 제
도를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입률도 2008년에 90%를
넘어서면서 거의 대부분의 농촌주민들과 도시에 거주하는 농업호적
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였다. 이 시기 중앙정부는 가입자들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인상하고, 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도 인상하면서 당
해연도 기금수익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이 당해연도 기금총액보다 많다는 것은 앞으로 신농합 제
도의 운영에 있어서 보험료의 인상이 더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표 4-19> 2006-2009년 구이저우성 신농합 가입상황
시범현
가입인원수 (만 명)
가입률
당해연도 기금수익(만 위안)
일인당 보험료 (위안)
당해연도 기금지출(만 위안)
보상횟수 (만 차례)

2006
34
918.81
72.32
36,800
30
22,200
526.22

자료: 「2011구이저우성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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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8
2608.93
84.92
126,296
50
81,100
1314.90

2008
88
2831.87
92.12
251,547
90
162,100
1874.61

2009
88
2912.38
94.25
301,300
100
307,800
3573.96

이 시기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도시의 미성년자와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주민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구이저
우성은 2007년 7월에 구이양시(貴陽市)와 준이시(遵義市)를 첫 시
범지역으로 선택하여 도시주민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비
록 2007년에 성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들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하였지만 도시주
민의료보험 시범사업에 관한 지도의견은 2008년 5월에 시범지역을
확대할 때에야 발표하였다. 이는 신농합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와 비
슷한 움직임으로 시범사업 시작초기에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 이후에 상황에 맞추어 성정부의 규정을 제정한
다고 볼 수 있다.
구이저우성은 미성년자와 무취업자 외에도 도시직장인의료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국유기업과 집단기업의 직원과 퇴직자들도 본
인들의 의견에 따라 도시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
업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장기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이들
에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주었다.1) 또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민공들도 도시직장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도시주민의
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였다.
도시주민의료보험은 적용대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규정도 매우 복잡하고, 미성년자와 성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이 차등하게 책정되었다. 예를 들어 미성
년자들의 경우 일인당 매년 120위안의 보험료 중에서 개인부담은
50위안이고, 70위안을 각급 정부에서 분담하였다. 그러나 일반 가
입자들은 200위안의 보험료 중에서 개인부담금은 160위안이었다.
즉, 미성년자들은 근로소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재정지
1) 이전의 도시직장인의료보험의 규정에 따르면 파산한 국유기업 직원들과 퇴직근
로자들은 도시직장인의료보험의 가입대상으로 국유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나머지
자산으로 직원들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
현되기 매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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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실행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
인다. 도시주민의료보험은 2008년에 시범사업을 안순시(安順市)를
비롯한 다섯 개 시와 자치구에 확장하고, 2009년에는 성 전체에 도
입하였다.
중앙정부의 실행의견에는 도시주민의료보험은 입원치료와 중증질
병 외래치료에 대한 보상을 위주로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실제는 외
래진료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졌다. 중앙정부의 규정상 도시주민의료
보험은 도시직장인의료보험과 같은 노동과 사회보장청에서 운영하
였기 때문에 보상질병항목과 약물목록, 지정 의료기관 등은 도시직
장인의료보험을 참고하도록 하여 신농합보다는 적용받는 약물숫자
가 더 많았다.
또한 노동과 사회보장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사업인 진바오공정(金保工程)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주민의료보험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농합보다는 업무여건이 더 좋은 상황에서 출발하
였다.
신농합과 도시주민의료보험 두 제도가 모두 성 전체 지역에 도입
되면서 구이저우성의 의료서비스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는
2008년 0.572회에 그쳤다. 즉, 일인당 2년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또한 입원률은 2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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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2006-2008 구이저우성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 상황
2006
외래 (만 차례)
1602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0.434
입원 (만 차례)
95
입원률 (%)
0.026
전체인구 (만 명)
3690
자료: 「2003-2005 전국위생연감」 참고

2007
2029.2
0.559
124.5
0.034
3632

2008
2054.3
0.572
148.1
0.041
3596

신농합제도의 주요 적용대상인 현급 병원의 경우 현의 거주인구
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와 입원치료 모두 2007년까
지 증가하다가 2008년에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농
촌의 의료시설과 의료인의 감소와 주민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도시
의료기관의 선호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1> 2006-2008 구이저우성 현급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
상황
2006
외래 (만 차례)
642.1325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0.219
입원 (만 차례)
42.5545
입원률 (%)
0.015
현 거주인구 (만 명)
2926.1
자료: 「2003-2005 전국위생연감」 참고

2007
836.9813
0.282
54.7177
0.018
2973.2

2008
91.2623
0.030
3.5618
0.001
3013.1

전반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구이저우성의 신농합과 도시
주민의료보험은 시범사업의 확대와 가입률 측면에서 큰 발전을 가
져왔다. 특히 신농합 제도의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에서 2007년까지
80%의 지역에서 도입하라고 요구하였지만 구이저우성은 2007년에
이 목표를 완성하였다. 또한 도시주민의료보험도 시작한지 2년만인
2009년에 전체 지역에 도입하여 2009년 전체 주민들의 사회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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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신농합 시범사업은 조금 더 규범화되었다. 첫 번째는 가
구계좌를 점차 없앤다는 중앙정부의 발표에 따라 2008년부터 성정
부 차원에서 가구계좌를 없애고 통합기금으로 외래와 입원치료를
보상하였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가입
자 부담 보험료를 두 차례 인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가
제시한 최저한도로 책정되어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매우 낮았다. 세
번째는 운영관리 측면에서 의료기관과 신농합 운영기관의 정보공유
와 제3자 지불제도에 필요한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
였다. 네 번째는 2006년 성정부 차원의 첫 신농합 약물목록을 발표
하였다. 다섯 번째는 입원치료에 대한 보상비율과 보상상한선에 대
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각 현정부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원하여 분만하는 경우 병원 등급에 따라
의료비를 면제하거나 일정 비율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기 구이저우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는 자율성을 부여하면
서도 사업의 최저기준에 맞춰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예
를 들어 중앙정부가 입원치료에 대한 보상상한선을 3만 위안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이저우성에서 제정한 두 가지 보상 대안 중
하나는 보상상한선이 3만 위안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3만 위안에 많
이 못 미쳤다. 그러나 이에 대ㅏ여 중앙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
지 않았다. 이는 구이저우성 정부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현
정부에 결정권을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지 않았을 때에는 중앙정부가 구이저우성에 지원금
을 인상하도록 지시하였다.
구이저우성 성정부는 의료위생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
하고, 두 가지 사회의료보험의 확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농촌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은 구이저우성은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자기 부담 보
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가 도입한 입원
출산비 지원 정책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성정
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성 전체에 확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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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는데 제10기 전국인대 2차 회의에서
구이저우성 대표가 빈곤가정의 산모들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해줄 것
을 제안하였고, 이후 중앙정부는 농촌의 산모들에게 입원 출산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하였다(湯力, 2007). 따라서 출산비 지원은 현정
부의 정책을 성정부가 성 내부에 도입하고, 다시 전국으로 확대 적
용한 사례로 이 과정에서 구이저우성 정부의 관료들과 농공당 소속
인대대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면 출산비 지원정책을 처음 시작한 츠우이시는 구이저우성의 현
들 중에서 농업인구가 많고, 의료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경제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신농합 시범사업 초기부터 시범지역으로 선
정되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
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과감하게 진행하였다. 동시에 성정부와 긴밀
히 연락하고, 성정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즉, 현정부에서 진행
한 정책혁신은 성정부의 지지를 받고, 인대대표들에 의하여 중앙정
부에 전달되어 전국에 확산되었다.

3. 후베이성의 신농합 시범사업 확대와 도시주민의료보험의
도입
이 시기 후베이성도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림4-7>을
보면 후베이성의 일인당 GDP의 성장곡선은 전국 일인당 GDP와 규
모상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형태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 비록 도
시주민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 순소득도 2002년에 비하여 크게 증
가하였지만 GDP의 성장과는 점차 차이가 커졌다. 이 시기에 경제발
전과 함께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2005년 농촌인구의 비중
은 56.8%에서 2009년에는 54%로 하락하였다. 이는 농촌의 인구
가 도시로 몰려드는 동시에 도시와 인접한 농촌지역들이 점차 도시
로 변화해가기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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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2002-2009년 후베이성 경제발전상황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이 시기 후베이성의 의료환경은 병원 수와 전문의 수 모두 안정적
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차 의료기관인 의원 수와 천 명당 전문의
수는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농촌의사 수
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농촌의 천 명당 전문의 수도
크게 줄어들어 농촌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이 점차 악화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22> 2006-2008 후베이성 의료 환경
2006

2007

2008

병원 수 (개)

575

580

593

의원 수 (개)

1195

1,213

1203

천 명당 전문의 수 (명)

1.49

1.52

1.51

농촌의 천 명당 전문의 수 (명)

1.11

1.09

1.05

전문의 수 (명)

73,303

76,527

77,046

농촌의사 수(명)

40,128

37,095

36,351

자료: 2003-2005년도 「중국위생통계연감」참고.
http://www.nhfpc.gov.cn/mohwsbwstjxxzx/s8208/list_5.shtml

이 시기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의료보건 지출도 증가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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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도시주민들의 보건의료지출은 691.14위안으로 2002년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후베이성도 구이저우성과 마찬가
지로 도시주민들과 농촌주민들의 의료비 모두 2005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2006년에 다시 하락하였고, 이듬해부터 상승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농촌주민들의 의료비는 2002년부터 완만하게 상승
하다가 2005년부터 상승폭이 비교적 컸고, 2009년에는 200위안을
넘어섰다. 그러나 도시주민들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4-8> 2002-2009 후베이성 일인당 의료비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주: 2002년 기준 실질가치로 환산하였음.

지역 풍토병과 에이즈 등 질병의 발병률이 비교적 높은 후베이성
은 이 시기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공중보건체계의 구축과 질병통제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촌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과 신농
합 중점시범지역으로서 신농합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진행 등 막중
한 임무를 짊어지었다. 특히 신농합 시범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중점시범지역으로 2005년까지 사업의 적극적인 확장보다는 안정적
인 운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다른 두 성에 비하여 시범지역의 확
장이 비교적 느렸다. 따라서 2007년까지 80% 이상의 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는 중앙정부의 요구를 맞추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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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후베이성 정부는 의료위생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였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위생 분
야에 대한 후베이성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보면 2006년부터 2008
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의료위생 재정지출이 전체 재
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점차 감소하
고,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재정지출 항목 중 의료위생 지출의 크기 순위는
10위에서 7위까지 올라섰다. 이는 전체 재정규모와 의료위생 지출
의 규모가 함께 증가하고, 후베이성 정부가 의료위생 분야에 대하여
점차 중시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표 4-23> 2002-2008 후베이성 의료위생 재정지출 상황
단위: %

증가율
전체
재정지출
에서의

2002
3.98

2003
8.45

2004
8.77

2005
18.14

2006
44.33

2007
47.00

2008
43.81

4.37

4.49

4.08

4.00

4.30

5.18

5.76

비중
자료: 2003-2009 중국재정연감

후베이성 성정부는 시범사업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제도 도
입여건이 되는 5개 현과 농업인구의 비율이 50%를 넘는 10개 도
시지역을 시범지역에 포함시켜 2007년부터 모두 82개 현에서 신농
합 사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성 전체 인구의 80.4%의 인구가 신
농합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전체 농업인구의 98%
를 차지하였다. 다만 아직 시범단계에 있었고, 자발적 참여의 원칙
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때문에 보험
료의 가입자 부담은 여전히 10위안이었고, 중앙정부와 성정부 재정
에서 가입자들에 한하여 일인당 20위안씩, 모두 40위안을 지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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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荊楚網, 2007). 또한 일 년의 최고 보상한도는 2만 위안을 유지
하여 저 보험료 저 보상의 원칙을 유지하였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의 지원금은 2008년에 각각 40위안으로 인상되고, 가입자 부담금
도 20위안으로 상향조절 되었다. 그중에서 지방재정 지원금은 지역
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빈곤현은 성정부가 일인당 32위안, 일반현은
일인당 30위안을 부담하고, 지급시 정부와 현정부에서 8~10위안을
부담하여 일인당 최저보험료가 90위안이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지
역에 따라 일인당 보험료가 다르게 정해졌다. 2008년 4월, 후베이
성 정부는 2008년까지 전국의 모든 현에 신농합 제도를 도입한다
는 중앙정부의 목표에 맞춰 후베이성의 전체 현으로 사업을 확대하
였다.
이 시기 후베이성도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시작하였는데 많은
시범지역에서 기금을 보건소 직원들이 관할하던 데로부터 2008년
에는 신농합 관리기관을 조속히 설립하고, 관련 인력과 사업경비를
조달할 것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
년 연말까지 신농합 관리기관과 지정 의료기관 사이에 온라인 심사
와 온라인 결제, 정보 전송과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농합 제
도를 점차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들을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후베이성은 장강을 끼고 있어 장강삼협댐의 건설
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농촌주민에서 도
시로 이주하여 도시 호적을 갖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신농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즈구이현(秭歸縣)만 이민자가 10여만 명
에 달하였는데 이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강제로 도시생
활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보장도 잃게 되었다. 즈구이현은
2006년에 전국신농합시범현에 포함되어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즈
구이현 인대대표들은 이민자들을 신농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견
을 현 정부와 현 위생국에 제안하였는데 현 위생국과 신농합 사무
실은 상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민국에서 구체적인 이민
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업무분담을 통하여 2007년 4월부터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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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모두 신농합에 가입시켰다(宋秀萬 2008). 이는 삼협댐 건설이
라는 중요한 국가건설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
려는 즈구이현 정부와 인대대표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
였다. 또한 시범사업을 비교적 늦게 시작하였지만 지역 특수성을 고
려하여 자체 지역에 맞게 정책을 조정한 것이다.
신농합 제도가 전국의 농촌지역으로 확장할 때 도시에서는 2007
년부터 도시직장인의료보험에서 배제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
시주민의료보험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후베이성은 2007년 우
한(武漢), 샤오간(孝感), 징먼(荊門) 세 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시
작하였다. 그러나 많은 성들이 2007년에 도시주민의료보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것과는 달리 후베이성은 2008년에 성 전체 도시로
확대할 때에야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1)을
발표하였다. 이 의견에서는 우한, 샤오간, 징먼 세 도시는 2008년
말까지 가입률 60%를 달성하고, 기타 지역은 2008년 6월 이전에
제도를 도입하여 연말까지 50%의 가입률을 달성하라고 요구하였
다.
도시주민의료보험의 대상은 아동과 미취업 도시주민이고, 도시에
거주하는 농촌 호적의 학생과 도시계획에 포함된 원 농촌지역의 주
민들도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여건이 되는 지역은 장기간 도
시에 거주하는 농민공 가구 중 미취업 가족구성원도 도시주민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경우 신농합에 이중으로 가입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도시주민의료보험의 보험료는 해당지역의 경제발전수준과 도시주
민의 가처분소득수준, 기본의료수요에 기초하여 정한다고만 발표하
고 구체적인 금액은 각 시정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주민
의료보험은 가구의 보험료를 위주로 하고 정부가 적당히 지원한다
고만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위주로 하고 가구의 보
험료를 보충한다는 신농합과는 정부와 가입자의 분담비율이 다름을
1) 《關於建立城鎮居民基本醫療保險制度的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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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2008년 성 재정의 지원금은 일반 주민에 대하여 일인
당 20위안,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은 일인당 100위안, 저소득 가구
의 60세 이상 노인은 일인당 50위안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각 시의 재정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최소 30위안씩 지원하라고 요구
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주민의료보험의 가입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최소 50위안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같은 시기 신농합에
비하여 지장정부의 재정지원이 조금 높은 편이었다.
도시주민의료보험의 보상범위는 신농합과 마찬가지로 입원과 중증
질병 외래치료에 대한 보상을 중점적으로 하고 일반 외래진료는 통
합기금의 10% 내외에서 통합기금으로 보상하고 별도의 개인 혹은
가구계좌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입원치료에 대한 보상은 병
원의

등급에

따라

보상

하한선은

100~500위안,

보상비율은

40~65%로 차등하게 정하였다.
후베이성은 도시주민들의 이탈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 가입 기
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최고보상한도를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의 3배
로, 연속 3년 이상 가입 시 최고보상한도를 더 높게 정한다고 밝혔
다. 뿐만 아니라 보험을 중단했다가 다시 가입할 경우 3개월의 대기
시간을 설정하여 연속가입에 대한 인센티브와 중간이탈에 대한 패
널티를 두었는데 이는 세 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정부의 실행규정
으로 명시한 것이었다.
도시주민의료보험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기
존에 도시직장인의료보험을 운영하던 의료보험 관리기관에서 운영
하게 되었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2003년부터 사회보험과 노
동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전자정부
구축사업인 진바오공정(金保工程)을 진행하였는데 후베이성은 도시
주민의료보험을 도입할 때 바로 진바오공정에 포함시켜 온라인 정
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은행, 지정병원, 세무서 등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였고, 가입자들도 병원
에서 본인부담금만 결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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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08년까지 후베이성의 신농합 시범사업은 95개 현
에서 운영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농촌지역을 포괄하였다. 2007년 시
범현은 전체 102개 현 가운데 91개 현이 포함되었고, 가입률은 시
범현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들의 81%를 기록하였다. 4개의 현
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2008년에는 3,543.49만 명의 농
촌주민들이 가입하여 2007년도보다 300만 명 정도 증가하였다. 일
인당 보험료는 2008년에 93.25위안으로 2007년보다 크게 증가하
였고, 2009년에는 106.19위안을 기록하였다. 일인당 보험료와 가
입인구의 증가에 따라 보상횟수도 크게 증가하다.

<표 4-24> 2006-2009 후베이성 신농합 가입상황
시범현
가입인구 (만 명)
가입률 (%)
당해연도 기금총액 (만 위안)
당해연도 기금지출 (만 위안)
일인당 보험료 (위안)
보상횟수 (만 차례)
입원비 보상비율 (%)

2007
91(102)
3246.5
81
176,000
54.21
2078.5
31.63

2008
95(102)
3543.49

2009
96(102)
3714.50

330,446
93.25
2698.94
-

394,436
106.19
3364.38
-

자료: 「2006-2009 후베이성 위생사업발전연보」와 「2007-2010중국위생
통계연감」을 참고.
http://www.hbwsjs.gov.cn/izwgk/%E7%BB%9F%E8%AE%A1%E6%95%B0
%E6%8D%AE_8.html
http://www.nhfpc.gov.cn/zwgkzt/tjnj/list.shtml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병원의 외래진료의 이용과 입원치료 모
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는 2007년에 1회를 초
과하여 일인당 매년 한 차례씩 병원의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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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2006-2008 후베이성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 상황
외래 (만 차례)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입원 (만 차례)
입원률 (%)
전체인구 (만 명)

2006
5,415
0.951
233
0.041
5,693

2007
6,031.7
1.058
274.6
0.048
5,699

2008
6,502.6
1.139
316.2
0.055
5,711

자료: 「2003-2005 전국위생연감」 참고

현급 병원의 경우 2007년에 잠깐 외래이용이 증가하였다가 다시
원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입원치료는 2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농촌주민들의 현급 병원 이용이 크게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26> 2006-2008 후베이성 현급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
상황
외래 (만 차례)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입원 (만 차례)
입원률 (%)
현 거주인구 (만 명)

2006
789.5954
0.37
43.1545
0.020
2,135.0

2007
902.4332
0.419
52.7050
0.024
2,153.6

2008
794.7863
0.367
81.623
0.038
2,165

자료: 「2003-2005 전국위생연감」 참고

종합하면 이 시기 후베이성은 두 가지 사회의료보험 모두 시범사
업의 확대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후베이성 성정부는 의료위생 분
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증가하고 관련된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등 노
력을 기울였다. 다만 농민공이 많아 서로 다른 사회의료보험 간의
중복가입을 허용한 구이저우성과는 달리 후베이성은 성정부 차원에
서 중복가입을 제한하였다. 또한 도시주민의료보험은 중간 이탈자를
막기 위하여 패널티를 주고 몇 년 연속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상상
한선을 높여주는 등 정책을 통해 가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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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경우 다른 두 성에 비하여 새로운 정책혁신을 찾기 어
려웠다. 다만 즈구이현의 경우 장강삼협댐 공사로 인한 이민자들에
게 신농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신농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시도는 일반 이민자들이 아
닌 특정 집단에게만 적용되었고, 장강삼협댐 공사로 인한 이민자들
을 받아들인 다른 지역에까지는 확대되지 않았다.
후베이성은 국가시범성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규정 범위 안에
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중부 지역들 가운데서도 경제발전이 빠
른 편이었지만 보험료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최저수준과 같거나 조
금 높게 책정되고 보상수준도 비슷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정기
적으로 사업의 진행상황을 감독하는 외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4. 쟝쑤성의 신농합 시범사업 확대와 도시주민의료보험의 도
입
2002년 쟝쑤성의 일인당 GDP는 전국 일인당 GDP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이후 2009년까지 이 차이는 점점 더 켜졌고, 베이징
과 상하이를 제외한 성들 중에서 경제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 시기
도시주민 가처분소득도 크게 증가하여 2009년에는 2만 위안을 넘
어섰다. 그러나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에 비하여 농촌주민들의 순소득
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다른 성에 비하여 훨씬 높은 편이었고 구
이저우성 농촌주민 순소득의 2.6배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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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2002-2009년 쟝쑤성 경제발전상황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쟝쑤성 의료 환경은 의료기관 수와 전문
의 수, 천 명당 전문의 수 모두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촌지
역의 천 명당 전문의 수는 0.8명으로 매우 낮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매우 컸다. 그러나 전체 농촌의사 수는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농촌의사 수가 줄어드는 구이저우성과 후베이성과는 대조
적이다. 이는 쟝쑤성의 유입인구가 많아 그들이 상대적으로 소비수
준이 낮은 도시 외곽이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의
료원을 이용하면서 의료시장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7> 2006-2008년도 쟝쑤성 의료 환경
병원 수 (개)
의원 수 (개)
천 명당 전문의 수 (명)
농촌의 천 명당 전문의 수 (명)
전문의 수 (명)
농촌의사 수(명)

2006
1,061
1,407
1.57
0.84
98,722
22,631

2007
1,085
1,384
1.62
0.87
103,324
39.106

자료: 2003-2005년도 「중국위생통계연감」참고.
http://www.nhfpc.gov.cn/mohwsbwstjxxzx/s8208/list_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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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94
1,429
1.62
0.86
105,767
49,620

쟝쑤성은 높은 경제수준으로 인하여 일인당 의료비 지출도 다른
성에 비해 높았는데 도시주민들의 경우 2008년 의료비 지출이
793.8위안이었고

농촌주민은

291.78위안이었으며

2009년에는

2008년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다만 2008년 후베이성 농촌주민들의
일인당 의료비 지출이 209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주민들 간의
경제수준의 차이에 비하여 의료비 지출 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의료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도시주민은 2006년까지 완만하게 증
가하다가 2007년부터 크게 증가하였고, 농촌주민들의 의료비는
2005년부터 증가폭이 커졌다. 비록 쟝쑤성은 세 개 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경제수준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주민
들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수준의 차이는 매우 컸고,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의 차이도 매우 컸다. 이는 농촌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여
전히 매우 적음을 보여준다.
<그림 4-10> 2002-2009 쟝쑤성 일인당 의료비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주: 2002년 기준 실질가치로 환산하였음.

이 시기 다른 성에서는 2008년까지 80%의 가입률을 달성한다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범사업을 점차 확대하였지만 쟝쑤성은
2005년까지 85.5%를 달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입율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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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신농합을 성 전체에 확대하였다(郭興華,
2006). 따라서 쟝쑤성은 가입률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이에 추가로
중앙정부에서 2006년부터 쟝쑤성을 비롯하여 랴오닝, 저쟝, 푸지엔,
산둥, 광둥 여섯 개 성의 시범현에 대하여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지원
금의 일정 비율로 지원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시범사업이 더욱 탄력
을 받았다.
2006년 초, 쟝쑤성 정부는 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1)를 2010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농촌
주민들의 건강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건강 프로젝트에는 신농합제
도의 공고화와 보장수준의 제고, 새로운 농촌위생서비스체계의 수
립, 기층 의료보건기구의 설비개선과 의료인의 능력제고 등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신형농촌합작의료는 보급률의 확대에서 보장수준의 제
고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2006년부터 중앙정부는 2년에 한 번씩 보험료를 인상하고, 다양
한 의료비 지불방식의 모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쟝쑤성
정부는 2010년까지의 발전계획을 작성하고 남부, 중부, 북부의 일
인당 모금액을 200위안, 100위안, 80위안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2008년에 최저 보험료를 100위안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보상상한선은 중앙정부에서 3만 위안 이상으로 인상하였는
데 쟝쑤성은 2007년에 4만 위안으로 정하여 중앙정부의 규정보다
높게 정하였다. 또한 쟝쑤성은 다른 성 출신의 농민공도 많지만 성
내부의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들도 많았다. 이들을 위
하여 타지에서 치료받아도 신농합 가입지역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
상하도록 규정하였다.
신농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인력과 운영비를 위
생국의 인력과 재정에서 지불하도록 한 이전의 규정에서 벗어나 각
급 재정에서 운영기관의 인력과 운영비를 매년 예산에 포함시키도
1) 새로운 다섯 가지 프로젝트에는 농촌의 도로개선사업, 교육양성사업, 건강사업,
환경정돈사업, 문화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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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함으로써 기금의 남용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또한 신농합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제
공 과정에서 약물 사용을 규범화하고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하여 신
농합 기본약물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약물의 처방을 10%로 제한하
였다.
2007년 7월, 중앙정부는 도시직장인의료보험을 도입하였다. 그러
나 쟝쑤성은 그 이전인 2004년부터 전쟝(鎮江), 옌청(鹽城), 쑤저
우(蘇州), 화이안(淮安), 타이저우(泰州) 다섯 개 도시에서 노인, 아
동과 청소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주민의료보험제도 시범사
업을 진행하여(周文燕, 顧海, 2008) 2006년 말에는 다섯 개 도시
에서 100여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詹長春, 2009). 그리고
2007년에 13개 도시 전체에 확대하였다.
2007년 4월에 중앙정부의 발표에 앞서 이미 「도시주민기본의료
보험제도를 수립하는데 관한 성정부의 의견」1)을 발표하였는데 이
의견에 따르면 도시주민의료보험의 가입대상은 도시직장인의료보험
에서 제외된 도시주민들 전부라고 규정하였다. 보장방식은 신농합과
마찬가지로 중증질병에 대한 입원보상과 중증질병 외래치료를 위주
로 하고 여건이 되는 지역은 일반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에 대한 보
상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료는 일인당 최저 150위안으로 정
하고 가입자와 정부재정에서 함께 부담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같은
시기 신농합보다 높았고 다른 두 성의 도시주민의료보험의 보험료
보다도 높았다. 이로서 쟝쑤성에서 도시의 미취업자와 직장인, 농촌
주민 등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형성되
었는데 이는 다른 성들보다 훨씬 일찍 전체 주민 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쿤산시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기본주민의료보험에 도시의 미취
업자와 청소년들까지 포함시켜 도시와 농촌의 통합된 사회의료보험
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가입대상을 쿤산시의 호적을 갖고 있는 주민
1)《省政府關於建立城鎮居民基本醫療保險制度的意見》

- 146 -

으로 제한하여 타지의 호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배제하였다. 또한
다른 지역은 위생청과 노동사회보장청 두 부처에서 관리는 것과 달
리 노동사회보장청에서 기본주민의료보험을 담당하도록 하여 노동
과 사회보장청이 사회보장정책을 담당하는 유일한 정부부처가 되었
다. 쿤산시의 이런 개혁은 2007년 1월 중앙정부의 선진시범지역이
라는 상을 받으며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았다.
반면, 쟝인시(江陰市)는 2004년부터 신농합 운영을 공공기관이
아닌 상업보험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쟝쑤성 정부는 지방정부와 보험회사가 모두 협력 할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통해 위탁업무를 진행하되 해당 보험회사가 현지
에 여러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완전한 서비스망을 갖고 있어
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정부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상급 정부에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위탁관리만 가능하고 상
업보험회사가 기금의 손익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밖에
도 소수 지역에서는 도시직장인의료보험 관리기관에서 신농합을 운
영하기도 하였지만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위생청 산하의 신농합 관
리기관에서 운영하였다.
시범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쟝쑤성 성정부는 하위 정부에 대
한 성과평가 항목을 더욱 구체화시켰는데 예를 들어 규범적인 운영
에 관하여 정책제정 2.5%, 엄격한 운영 2.5%, 보험금 바로결제와
기금관리 2.5%, 상급 정부에 대한 보고 2.5%로 규정하였다. 또한
옌청시의 빈하이현(濱海縣), 서양현(射陽縣) 등은 신농합 관리기관
과 인터넷망을 연결하여 의료비용 결제 시 보험금이 바로 차감되도
록 하였는데 성정부는 이후 각 하위정부의 정보시스템을 단일 시스
템으로 교체하면서 현급 신농합 관리기관에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
급하였다. 따라서 진료비에 대한 제3자 지불제도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쟝쑤성의 사회의료보험
은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신농합 가입상황을 보면 전체 10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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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가운데 도시지역에 포함된 현을 제외하고 모든 현에서 신농합을
도입하였고, 가입률은 꾸준히 95% 이상을 기록하였다. 전체 가입인
구를 살펴보면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에 소폭 하락하였다.
일인당 보험료의 꾸준한 상승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기금총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보상횟수와 평균 입원비 보상비율도 증가하였
다.

<표 4-28> 2006-2009 쟝쑤성 신농합 가입상황
시범현
가입인구 (만 명)
가입률 (%)
당해연도 기금총액 (만 위안)
당해연도 기금지출 (만 위안)
일인당 보험료 (위안)
보상횟수 (만 차례)
입원비 보상비율 (%)

2007
96(106)
4,344.66
95
336,815
76
5,853.51
30

2008
90(106)
4,408.55
95
553,867
487,735
125.63
7,076.08

2009
88(101)
4396.26
95
651,164
148.12
8,323.16
40.87

자료: 「2006-2009쟝쑤성위생사업발전통계연보」와 「2007-2010중국위생통계연감」
데이터를 참고.
http://www.jswst.gov.cn/wsxx/nrglIndex.action?classID=8aa880753827a302
013827eaf615003f
http://www.nhfpc.gov.cn/zwgkzt/tjnj/list.shtml

2007년부터 도시주민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일반
주민들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성인들이 도시직장인의료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도시주민의료보험
은 가입인원이 적고 기금규모도 작았다. 때문에 비록 일인당 보험료
가 신농합보다는 높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금액이 신농합보다
낮아 도시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았고,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편법으
로 신농합에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쥐룽시(句容市)는 2009년 1월부터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농
합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두 기금의 운영은 모두 시의 신농
합 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보험료 기준과 보상기준을 동일하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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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며, 동일한 온라인 운영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최종적인 책임기관
은 노동사회보장국과 위생국이라는 점에서 관련 통계만 별도로 진
행하였다(句容市衛生局, 2008). 쿤산시는 두 가지 의료보험을 완전
히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였지만 쥐룽시는 두 가지 의료보
험의 내용을 동일하게 만들고 여전히 두 개의 의료보험으로 운영하
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만 쥐룽시의 이런 시도는 두 가지
의료보험의 통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
는다.
이 시기 병원과 현급 병원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외래와 입원 서
비스 이용 모두 안정적으로 증가하는데 특히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는 2008년에 1.65로 세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표 4-29> 2006-2008 쟝쑤성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 상황
외래 (만 차례)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입원 (만 차례)
입원률 (%)
전체인구 (만 명)

2006
10,473
1.368
346
0.045
7,656

2007
11,656.2
1.509
391.8
0.051
7,723

2008
12,809.7
1.65
438.7
0.057
7,762

자료: 「2003-2005 전국위생연감」 참고

뿐만 아니라 현급 병원의 외래 방문횟수도 0.914로 구이저우성의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보다도 높았고, 후베이성의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보다는 조금 낮았다. 현에 거주하는 인구가 일정한 상황에서 외
래 방문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한편으로 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
하여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였음을 보여주지
만 이는 쟝쑤성의 현급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과도 관련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표 4-30> 2006-2008 쟝쑤성 현급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 상황
외래 (만 차례)

2006
1,34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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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499.7624

2008
2,189.9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입원 (만 차례)
입원률 (%)
현 거주인구 (만 명)

0.561
61.4219
0.026
2,390.6

0.627
70.8308
0.0295
2,393.7

0.914
14.2819
0.0059
2,395.2

자료: 「2003-2005 전국위생연감」 참고

종합하면 이 시기 쟝쑤성은 현정부 차원에서 온리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포괄수가제 도입, 도시와 농촌주민 사회의료보험의 통합, 민영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등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특히 쿤산시의 도
시와 농촌주민 사회의료보험의 통합은 초기에 다른 지역에 도입하
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쥐룽시에서 두 가지 의료보험의
내용을 같게 하고 동일한 부처에서 운영하면서 통합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현정부의 정책혁신에 대하여 성정부는 비교적 민첩하게 대처하였
는데 쿤산시와 쥐룽시의 정책시도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이
는 2006년 중앙정부에서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험 통합을 모색하라
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두 제도의 통합이 불가피할 거라
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쟝인시가 상업보험회사에 신
농합을 위탁하여 운영한 것은 신농합의 기금안정성과 가입자들 관
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쟝쑤성 정부가 성정부 차원에서 가이
드라인을 발표하여 하위 정부의 정책혁신을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2006년에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발표만 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지방정부의 시범사
업을 지켜보았다. 반면 상업보험회사가 신농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은 2005년 전국신농합시범사업회의에서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위생부 부장인 가오챵(高強)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상업회사의 위탁운영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전국적으
로 확대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만 주의하면 큰 문제가 없
을 거라고 주장하였다. 첫째, 정부가 시범안을 제정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불에 대한 심사와 지불업무만 담당하고, 둘째, 기금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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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을 강화하여 기금의 안정을 보장하며, 셋째, 기금과 이자를 모
두 진료비 보상에 사용하고 기금의 관리비용은 정부가 지불하며. 넷
째, 가입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섯째,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몇 가지 원칙만 지
키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사회조직의 역량도 이용하
는 동시에 정부의 사무를 줄여 정책연구와 감독에 더 많은 정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상업의료보험회사의 위탁업무는 현정부에서 정책혁신을 한
이후 중앙정부에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중앙정
부의 고위관료의 의견이 발표된 이후 다시 성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동안 상업의료보험회사가
위탁운영 하는데 관한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
다.

5. 맺음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의 의료위생 분야에서는 수많은 시
범사업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
행되었다. 특히 위생부를 비롯한 정부주도의 의료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싼 의료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의료기관
의 영리추구 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투입과 비교적 강한 규제
를 강조하였다. 반면 재정부와 노동과 사회보장부를 대표로 하는 시
장주도파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편적 사회의료보험의 보
급과 시장에서의 의료기관의 경쟁과 규제를 강조하였다. 이들은 비
록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병원의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첨예하
게 대립하였지만 의료보험의 비교적 낮은 가입률과 취약한 1차 의
료체계, 특히 지역 간의 의료기관의 불균형한 분포 등은 모두가 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공감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신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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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시범지역을 꾸준히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
80% 달성, 2010년까지 전체 현에서 실행한다던 계획을 앞당겨
2007년까지 80% 달성, 2008년까지 모든 현에서 실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지방정부들도 신농합 시범사업
을 자체 지역의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자체 실정에 맞추어 실행하였
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4-31> 2006-2008년 세 지역의 신농합제도 비교
구이저우성

후베이성

쟝쑤성

2006: 67개 현

시범현

2006: 34개 현

2007: 82개 현 (10

2007: 88개 현

개 도시지역 포함)

(전부 도입)
2008: 88개 현

2006: 전체 현

2008: 102개 현급
행정기관

중

95개

현

가입률

보험료

2007: 84.91%

2007: 81.6%

2007: 95%

2006: 중앙정부 10

2006: 1)성정부 25

위안, 성정부 9위안,

위안, 성정부

10위

위안, 시+현정부 15

지급시 정부 3위안,

안,

지급시+현정부

위안, 가입자 10위안

현정부 3위안, 가입

5위안, 가입자 10위

2) 성정부 20위안,

자 10위안 ⟹ 총 35

안 ⟹ 최저 35위안

시+현정부

위안

2007: 중앙정부 20

가입자 10위안

2007: 중앙정부 20

위안, 성정부

3) 성정부 15위안,

위안, 성정부 14위안

안,

(대부분 지역 10위

5위안,

안), 지급시 정부 3

안 ⟹ 최저 50위안

⇒ 최저 50위안

위안(대부분 지역 7

2008: 중앙정부 40

2008:

위안),

위안, 성정부 30위안

35위안,

안, 가입자 10위안

(빈곤지역

20위안, 가입자 15

⟹ 총 50위안

지급시+현정부

10

2008: 중앙정부 40

위안(빈곤지역

8위

위안, 성정부 34위안

안), 가입자 일부 지

시+현정부

(대부분 지역 30위

역 10위안, 일부 지

가입자 15위안

2008: 92.12%
2006: 중앙정부 10

현정부

3위

15위

지급시+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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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10위

32위안),

시+현정부

20위안,

25위안,

가입자 10위안
1)

성정부

시+현정부

위안
2) 성정부 25위안,
30위안,

안), 지급시 정부 3
위안(대부분 지역 7
위안),

현정부

3위

안, 가입자 10위안

역 20위안 ⟹ 최저
95위안

⇒ 최저 70위안, 이
후 100위안으로 수
정

⟹ 총 90위안
2008: 입원치료비의
35%
의료기관의

등급에

입원치료

따라 차등하게 규정

및

인구가 40만 명 이

중증질병

상 혹은 누적금액이

외래치료

20%이상 되는 현은

보상비율

보상비율

5%씩 인

2006: 입원치료비의
평균 30.13%
2007: 입원치료비의

2006: 40% 이상

평균 30.39%

상, 인구가 15만 명
이하인 현은

5%씩

인하.
일부 지역: 가구계좌

일반외래
진료보상

위험기금

2008년부터

통합기

금으로 일반외래진료
보상

이용
일부
금,

지역:

통합기

향(진)보건소와

촌보건지소만 보상

전체 기금의 3% 배

전체

정
성에서 제정한 신농

배정

기금의

10%

2007: 전체 기금의
25~30%를 외래 통
합기금으로 보상

전체

기금의

10%

배정

합 기본약물목록 사
용(2006년 처음 도
입)

기본약물

현급

목록

가지,

병원:

향(진)보건소:

1,046
330

가지
촌보건지소:

2008년 성, 시급 병
원, 현급 병원, 향급

2003년 처음 도입,

의료기관,

촌보건소

2006년 1차 수정

에서 사용하는 약물

2009년 2차 수정

목록을 각각 규정.

243가

보상상한

지
2008:

선

등급에 따라 차등하

의료기관의

2007: 연 2만 위안

2006: 연 3만 위안

(입원치료)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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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하고, 보상비율
과 보상상한선 설정
방식을 두 가지 제시

2008: 연 3만 위안

2007: 연 4만 위안

(입원치료)

(입원치료)

<표4-31>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 지역의 신농합 제
도가 가입률이나 보험료, 보상기준 등 부분에서 모두 발전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우선 신농합 시범사업을 도입한 지역을 보면 중앙시
범지역인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모두 2008년 이전에 성 전체에 도
입하였고, 특히 쟝쑤성은 2005년도에 전체 현에 도입하였다. 후베
이성은 중앙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2008년에 성 전체에 도입하였다. 가입률은 쟝쑤성에서 가장 먼저
90%를 넘어섰고, 구이저우성도 2008년에 92.12%를 기록하였다.
후베이성의 경우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입인구와
농촌인구를 비교했을 때 2008년에 90%를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
다.
다음 보험료의 구성을 보면 구이저우성과 후베이성은 모든 가입자
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쟝쑤성은 2005년부터 일부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들만 소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지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면 세 지역 모두 경제수준 따라 성정부의 재
정지원을 차등하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구이저우성과 후베이성을 비
교해보면 경제수준이 더 높은 후베이성의 성정부 재정지원금이 구
이저우성보다 조금 많고, 시와 현 정부의 재정지원금은 후베이성이
구이저우성보다 조금 낮다. 그리고 가입자 부담금은 구이저우성은
성 전체에서 동일한 반면 후베이성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경제수준이 높은 쟝쑤성은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신 중앙정부에서 규정한 최저 보험료보
다 일인당 최저 보험료를 높게 설정하고, 성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금을 성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정하였다. 때문에 쟝쑤성은
지역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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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주요 보상대상인 입원치료와 중증질병 외래치료의 보상
비율을

살펴보면

구이저우성은

보험기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30~40%로 정하였지만 후베이성은 평균 30%로 정하고, 쟝쑤성은
최저 40%로 현마다 다르게 정하였다. 일반 외래진료는 구이저우성
과 후베이성 모두 성 내부에서 가구계좌와 통합기금을 통한 보상방
식이 공존했었지만 구이저우성은 2008년부터 가구계좌를 없애고
통합기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쟝쑤성
은 일찍이 가구계좌를 없애고 통합기금의 25~30%를 일반 외래진
료의 보상에 사용하였다. 입원치료와 중증질병에 대한 보상상한선은
구이저우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여 현정부에서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두 가지 방식 모두 의료기
관의 등급에 따라 보상하한선, 보상상한선, 보상비율을 다르게 규정
하였다. 반면 후베이성과 쟝쑤성은 해마다 보상상한선을 점차 인상
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쟝쑤성은 2008년에 일인당 4만 위안으로
정하여 후베이성보다 높았다.
2003년 신농합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의료비 증가의 억제와 약제
비 보상을 위해 각 성마다 자체적으로 신농합 약물목록을 제정하였
는데 후베이성과 쟝쑤성은 신농합 도입초기에 약물목록을 제정하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약물을 포함시켰고, 구이저우성은 2년 동안의 연
구를 거쳐 2006년에 처음 약물목록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 도시의 미취업자들을 위한 도시주민의료보험도 새롭게 도
입되어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도시주민의료보험은 도시직장인의료
보험과 마찬가지로 노동과 사회보장부에서 담당하였는데 제도적 측
면에서 신농합과 비슷하고, 기존의 도시 사회보험 운영기관에서 운
영하여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앙정
부의 발표가 있고나서 며칠 후에 각 성에서 두 세 개의 도시를 선
발하여 모두 79개 도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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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2007-2008 세 지역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 내용
구이저우성

후베이성

쟝쑤성
2004년부터 5개 도

2007: 구이양시, 준
이시

시범시

2007:우한,

샤오간,

징먼

2008: 7개 시
2009: 전체 도시에
도입 계획

2008: 전체 도시에
도입

시에서 시범사업 진
행
2007:

13개

도시

전체 도입. 중앙시범
지역은 우시, 옌청,
타이저우

가입률

2007: 84.91%
2007: 미성년자 총
120위안

(개인부담

금 50위안, 중앙정부
20~25위안),
일반 성인 200위안
(개인부담금
안, 중앙정부

160위
20위

안),
저소득층과 중증장

보험료

애인

(개인부담금

10위안, 중앙정부50
위 위안)
3무인 전액 정부
부담.
기타 정부 부담금
은 지역에 따라 성정
부가

20%,

30%,

35%, 40%로 차등

2007:

2007 샤오간: 미성
년자 총 70위안 (개
인부담금 10위안, 정
부지원금 60위안)
일반주민: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의

2%

(180위안)(개인부담
금 120위안)
2008: 일반주민: 성
재정 20위안, 시 재
정: 30위안;
저소득층,

중증장애

인: 성재정 100위안,
저소득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 성 재정

2007: 1) 성 재정에
서 일반 지역은 지역
경제수준에

따라

5~30위안까지 네등
급에 나눠 차등지급
2)

빈곤지역을

두

개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100위안, 80위
안 지원
⇒ 일인당 최소 150
위안
2008: 일인당 최저
150위안 유지

50위안

하게 지급.

<표4-32>를 보면 2007년 세 지역에서 모두 국가시범도시를 지
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구이저우성과 후베이성은
2007년에 국가시범도시에서만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다른 지역은
도시주민의료보험을 도입하지 않았다. 반면 쟝수성은 2005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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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체적으로 5개 도시에서 도시주민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
였고, 2007년에는 성 내부의 전체 도시에서 도시주민의료보험을 운
영하였다. 다만 국가시범도시를 별도로 지정하였을 뿐이다.
보험료를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일인당 보험료를 120~200위안
사이로 정하고 미성년자와 일반주민, 저소득층과 장애인가구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일인당 보험에 대한 재정투입도 각자의 실정
에 맞추어 다르게 규정하였다. 전반적으로 미성년자와 저소득층, 장
애인가구에 대한 정부투입이 많고, 일반 성인은 보험료의 개인부담
금을 비교적 높게 설정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 낮추었다. 이는
개인부담금을 낮게 설정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농합과 다른 점이다. 그중에서 구이저우성과 후베이성은 일인당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지만 쟝쑤성은 일인당 보험료 최저기준
과 정부의 재정지원만 규정하고, 하위정부의 재정지원과 개인부담금
은 규정하지 않고 각 시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의료보험의 보상은 일반 외래진료도 보상범위에 포함시킨 신농합
과 달리 도시주민의료보험은 주로 입원치료와 중증질병 외래치료에
대한 보상을 위주로 하였으며, 일반 외래진료 보상에 관하여 세 지
역 모두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외래진
료도 보상하였다. 또한 보상비율, 보상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2000년 처음으로「국가
기본의료보험약물목록」을 제정하여 도시직장인의료보험에 적용하
였는데 도시주민의료보험도 같은 부처에서 담당하는 사회보험으로
서 이 목록을 사용하게 되었다. 각 성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보
험료 수준이 낮은 신농합 의료보험과 달리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약물목록으로 약품의 종류가 신농합 약물목록보다 더 많았
다.
두 의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기관과 관련 시설도 이 시기에
크게 개선되었다. 신농합제도의 경우 위생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관
리기관에 배정하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계약직으로 충당하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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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점차 정식 인력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관리기관을 규
범화하였다.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전산망의 구축은 세 지역 모두
2008년까지 성 내부의 전산망 구축작업을 거의 마무리하여 의료기
관과 신농합 관리기관을 연결하는 전산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각 현들 간의 보험료나 의료서비스 가격 등으로 인하여 현
과 현 사이의 의료비 바로결제는 여전히 쉽지 않았고, 타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여전히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후불상
환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발전은 중앙-성-현 정부의 의료위생 분야에 대한
꾸준한 재정투입, 제도혁신과 규범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중국의 경제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신농합과 도시주민의료보험 시범사
업의 시작, 그리고 다양한 의료위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이저우성,
후베이성, 쟝쑤성의 의료위생 지출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비록 의
료위생 분야에 대한 전체 재정지출 규모는 구이저우성이 가장 낮고
쟝쑤성이 가장 높았지만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료위생 분야에 대한
지출비중은 2003년 구이저우와 쟝쑤성이 비슷하다가 점차 차이가
커져 구이저우성이 세 지역 가운데 가장 높고 쟝쑤성이 가장 낮았
다. 이는 두 지역의 재정규모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반면 후베이성은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료위생 재정지출이 차지
하는 비중이 구이저우성보다 낮았는데 200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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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2003-2008 세 성의 의료위생지출 상황

자료: 구이저우성 데이터는 구이저우성 통계국 통계월보(2003-2008) 참고.
http://www.gz.stats.gov.cn/web62/List_News1.aspx?cid=972
후베이성 데이터는 국가통계국 지역통계 데이터 참고
http://data.stats.gov.cn/ easyquery.htm?cn=E0103
쟝쑤성 데이터는 쟝쑤통계연감(2004-2009) 참고.
http://www.jssb.gov.cn/tjxxgk/tjsj/tjnq/jstjnj2015/index_212.html

<그림 4-12>를 보면 세 지역의 일인당 의료재정지출은 모두 빠
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이저우성은 2003년 일인당 의료
재정지출이 5위안에도 못미쳤지만 2008년에는 18위안을 넘어서 쟝
쑤성이랑 비슷해졌다. 반면 경제수준이 구이저우성보다 높은 후베이
성은 일인당 의료재정지출이 세 지역 가운데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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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2003-2008 세 지역의 일인당
의료재정지출추이

자료: 구이저우성 데이터는 구이저우성 통계국 통계월보 2003-2008 참고.
http://www.gz.stats.gov.cn/web62/List_News1.aspx?cid=972
후베이성 데이터는 국가통계국 지역통계 데이터 참고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쟝쑤성 데이터는 쟝쑤통계연감(2004-2009) 참고.
http://www.jssb.gov.cn/tjxxgk/tjsj/tjnq/jstjnj2015/index_212.html

이 시기 제도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정책혁신이 일
어났는데 구이저우성은 농촌지역 산모의 출산비용 지원정책과 의료
보험 가입대상의 느슨한 적용, 후베이성은 중간이탈자들에 대한 패
널티 적용과 장강삼협댐 건설 사업으로 인한 이민자들의 신농합 적
용, 쟝쑤성은 두 가지 사회의료보험의 통합과 상업회사의 위탁운영
등 정책혁신이 있었다. 이러한 시도들에 대하여 각 성정부와 중앙정
부는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 우선 구이저우성은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수준을 높이
고 가입조건을 느슨하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전보다 많은 산모들
이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었고, 타지에서 일을 하는 농민
공들이 고향의 사회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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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농합 정책 내용에 포함되었다.
후베이성은 중복가입을 불허하고 중간에 탈퇴하였다가 다시 가입
하는 주민들에게 패널티를 줌으로써 안정적인 가입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연결된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
가입자를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패널티를 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입이 중단된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
은 부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가입은 정부재정을 낭비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유리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주장하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삼협댐 건설로 인한 이민자들에게 신농합에 가
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삶의 터전을 잃은 그들에게 사회보장
정책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이 정책은
특정 사회집단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
지는 않았다.
쟝쑤성은 도시와 농촌의 사회의료보험의 통합은 쿤산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불가능해 보였지만 2007년 도시주민의료보험 시범사업
이 시작된 이후 중앙정부에서도 꾸준히 논의되었다. 때문에 이후에
쥐룽시에서 두 가지 의료보험을 같은 기관에서 같은 수준으로 운영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료보험을 완전히 통합하는 전단계로 통합의
성패를 가늠하는 데 유리하였다. 특히 이 시기 도시와 농촌의 연금
제도 통합도 함께 시작되면서 사회의료보험의 통합도 점차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상업보험회사의 위탁운영도 정부의 사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신농합 시작 초기부
터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신농합 시범사업회의에서 꾸준히 논의되었
고, 중앙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
다.
이상의 여섯 가지 정책혁신 중에서 삼협댐 건설로 인한 이민자들
의 신농합 적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들은 모두 중앙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다만 삼협댐 건설 이민자들의 경우 정부사
업으로 인한 강제적 이민과 그로 인하여 농촌호적이 도시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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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사례로 소수집단인 점이 감안되어 성정부나 중앙정부의 반대
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도시주민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두 가지 정
책의 적용대상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일반 도시주민들이 신농합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상업보험회사의 위탁운영은 비록
신농합 제도 전체는 아니지만 이후 중증질병보상이 추가되면서 중
앙정부는 중증질병보상을 상업보험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
였다.

제 4 절 신 의료개혁의 시작과 보편적 의료보험제
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중국의 보건의료 발전에서 매우 중요
한 시기였다. 중앙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의료보험을 비롯한 다섯 가지 중점사업을 계획하여
보건의료 전체의 전략적인 발전을 모색하였다. 그중에서 사회의료보
험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는데 보상수준을 대폭 높이는
대신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였다. 또한 중서부 지역에 동등하
게 보험료를 지원하던 데로부터 차등하게 지원하고 동부지역에 위
치한 빈곤지역 가입자들에 대하여 차등하게 지원하면서 중앙재정지
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 하였다.
이 시기 모든 지방정부에서 신농합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의 시범사
업을 끝마치고 80% 이상의 가입률을 기록하면서 사회의료보험이
안정단계에 들어섰다. 2011년부터 일부 지방정부에서 신농합과 도
시주민의료보험을 통합하는 시도를 하였고, 이는 점차 전국으로 확
산되었다. 2016년 1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두
제도를 통합한다고 발표하였다.
본 절에서는 중앙정부의 신 의료개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 그중에서 의료보험은 어떤 발전목표와 발전전략을 갖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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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한다. 다음 세 지역에서 신 의료개혁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를 분석한다. 또한 신 의료개혁을 집행하면서 세 지역의 사회의료보
험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1. 신 의료개혁의 시작
2005년부터 작성 중이던 신 의료개혁 방안은 국무원에서 2006년
에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계속해서 부처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선후하여 열 개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개혁안들을 수집하였
다. 그리고 2008년에 의료개혁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
고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2009년 3월에 의약위생체제개혁 최종안
인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는 데 관한 의견」1)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개혁은 의료개혁의 방향을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시장화에서 다시 의료위생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본의
료보건서비스를 공공재로 보고 전체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모두
가 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기본적
인 의료서비스 수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었
다(新華網, 2009).
신 의료개혁은 2020년까지‘도시와 농촌 주민들을 포괄하는 기본
의료위생제도의 수립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편리하고 저렴한
의료위생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만족시켜 국민의 건강수준
을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위생
서비스체계, 의료서비스체계, 의료보장체계, 약품공급보장체계 등 보
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또한 2008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2011년까지‘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
로 줄여 질병 치료가 어렵고 비싼 문제를 해결한다.’는 단기목표를
추가하였다.
1) 《中共中央國務院關於深化醫藥衛生體制改革的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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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1년까지의 단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중
점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기본의료보장제도의 빠른 추진,
국가기본약물제도의 초보적인 형성, 기층의료위생서비스체계의 개
선, 기본공공위생서비스의 균등화, 공립병원개혁의 추진 등이었다.
이 다섯 가지 개혁안에 대해 정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재정투입을
한다고 밝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급 정부에서 8,500억 위
안을 투자하고, 그중에서 중앙정부가 3,318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의 투자는 주로 의료보장제도와 공공의료체계, 농
촌과 도시 지역구 보건소와 같은 1차 의료체계의 구축과 서비스의
제공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중앙정부는 국가면역계획, 지
역 간 중요한 전염병 예방퇴치 등 공공의료와 도시와 농촌의 기본
의료보장과 공립의료기관의 건설 등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본의료보장제도는 중증질병에 대한 보상에서 점차 일반 외래진
료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와 진료비에 대한 보상비율, 보상
상한선을 점차 높이기로 하였다. 그중에서 도시직장인 의료보험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의 연간 최고지불한도는 현지 직장인 평균 연봉과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의 6배로 정하고, 신농합제도는 연간 최고지불
한도를 현지 농촌주민 순소득의 6배 이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농합 가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일인당 120위안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통합기금의 안정
을 위해 기본의료보험 기금위험조절금 제도를 운영하고, 위험분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도시직장인의료보험과 도시주민의
료보험의 통합등급을 지급시로 높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유동인구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생들을 소속대학
이 위치한 지역의 도시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도시와 농
촌을 오가는 농민공들을 위해 서로 다른 의료보험 간의 관계이전
방식을 개선하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퇴직근로자들이 타지에서 치료
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
다. 또한 도시에서 근무하더라도 기업들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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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공들은 도시직장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못하
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농민공들은 호적지의 신농합이나 근무지의
도시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농민공들의 선택권을 넓
혀주었다.
이번 의료개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국가기본약물제도의
도입이었다. 이 부분 또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논쟁이 가장 많았던
내용이다. 개혁안은 기본약물을 정부가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중앙정부는 기본약물의 권장가격을 제시하고, 권장가격 이내에서 성
정부가 단체구매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시 지역구 보
건소와 향(진)보건소, 촌보건지소 등 의료기관은 반드시 국가기본약
물을 전부 마련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해 9월, 국
가발전과 개혁위원회와 위생부 등 9개 부처에서 「국가기본약물제
도를 수립하는데 관한 실행의견」1)발표하여 국가기본약물제도가 정
식으로 실행에 들어갔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의 단기계획이 끝나고 2011년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실행하던 의료개혁을 더 강화하기 시작하
였다. 2011년

2월에

열린

전국의약위생체제개혁

사업회의에서

2011년 의료개혁의 다섯 가지 내용을 논의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지
난 3년 동안의 개혁을 더 강화하는 정도였다. 첫째는 의료보험의 보
험료 인상과 보상비율의 인상, 둘째는 전체 의료기관에서의 국가기
본약물제도의 도입, 셋째는 기층의료기관의 의료인원에 대한 교육
강화과 중의약의 발전, 넷째는 기본공공위생서비스의 확대, 다섯째
는 공립병원 개혁이었다. 그중에서 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과 관련
하여 신농합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의 가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12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인상하고, 가입자 부담금도 기존의 30위
안에서 50위안으로 인상한다고 결정하였다. 정부지원금 120위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전의 방식대로 분담하고, 추가된 80위안
은

중앙정부가

서부지역에는

80%(64위안)를,

1) 《關於建立國家基本藥物制度的實施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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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에는

60%(48위안)을, 동부지역에는 일정한 비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부지역은 2005년부터 일부 지역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
던 데로부터 모든 지역에서 10~50% 범위에서 차등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12년 중앙정부는 신농합제도와 도시
주민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일인당 200위안에서 240위안
으로 인상하고 개인부담금은 50위안에서 60위안으로 인상하였다.
이듬해인 2012년에 발표한 제12차 5개년계획 동안의 의약위생체제
개혁안에서는 ‘12.5’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5년까지 도시주민의
료보험과 신농합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일인당 360위안까지 인
상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중부지역이지만 경제수준이 낮은 243개
현과 네 개 자치주는 서부지역의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시켰다.
정부재정의 지원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앙정부는 도시주민의료보험
과 신농합 제도의 지원금을 지방정부의 지원금 조달과 연결시켜 매
년 9월 말까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조달비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9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두 제도
에 가입한 주민들의 숫자만큼 지방정부의 지원금을 조달하면 중앙
정부가 지원금을 전부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지원금 일부를 마련하
지 못하면 그에 따라 중앙정부도 지원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삭감
하는 방식을 택했다. 삭감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삭감된 만큼 지
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재정여건이 넉
넉지 못한 지방정부에 더 큰 부담이 되었다.
이번 개혁에서는 또 두 가지 제도의 의료비 보상비율과 지불방식
에 대한 개혁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보상비율은 두 제도
모두 입원치료비의 70%까지 인상하고, 보상한도는 도시주민가처분
소득과 농촌주민순소득의 6배 이상으로 정하되 5만 위안 이상이어
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1). 5만 위안이라는 기준을 둔 것은 농
촌주민들의 순소득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보상상한선이 낮게 책정
1) 2011년 중국의 도시주민들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21,809.8위안이고 농촌주
민들의 일인당 순소득은 6,977.3위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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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외래진료의 경우 정신과 질병치
료에 사용되는 약물과 장애인 물리치료 중 9가지 항목을 외래치료
보상에 포함시켰다. ‘12.5’계획에서는 일반 외래진료에 대한 보
상비율을 50% 이상으로 인상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일반 외래진료의 보상비율을 제시한 것이었다.
보험기금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하여 지불방식 대한 개혁을 추
진하였는데 중앙정부는 보험기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하는 예산
총액제(global budgeting)를 도입하고 외래진료에 대하여 인두제를,
입원치료와 중증질병의 외래치료에 대하여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기
로 하였다. 예산총액제를 도입할 때 의료기관의 등급, 유형, 특징과
최근 3년 동안의 서비스 건수와 의료비 등 요인들을 고려하여 의료
기관과 협의하고 사회의 발전과 소비자 물가지수 등 요인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외래진료에 대한 인두제 도입은 이전에 사용하던 가구계좌를 없애
고 외래통합기금을 도입한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인 향과 촌의 의
료기관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질병범
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백혈병이나 선천성 심장병과 같이
현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질병들은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도
입하고, 출산보험에 속하는 입원분만비용도 포괄수가제에 포함시켰
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유방암, 중증 정신질환, 약제내성 결핵, 말기
신장병, 에이즈 등 질병들을 점차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
직 인두제나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지역은 과도기에 예산
총액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행위별수가제와 일당진료비제도를 혼합
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불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불방식에 따라 다
양한 감독과 평가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이번 개혁에서 도시와 농촌의 의료개혁을 통합하고,
의료보험을 등급별로 나누어 보험료에 따라 대우를 차등하게 정하
는 성향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城鄉居民基本醫療保險制度)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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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표하였다. 제도의 통합을 위해 우선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험
운영기관과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각 의료보험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중복가입과 의료보험의 중복지불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간의 차이와 지역 간의 차이를 줄이고 2011년에
시정부 차원에서의 통합을 완성하여 같은 시에 속하는 현(구) 간에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주민의료보
험과 중증질병에 대한 의료부조를 연결하여 중증질병 환자들의 의
료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도시와 농촌, 서로 다
른 지역 간에 존재하던 제도적 차이를 줄이고 점차 통합된 의료보
험 제도를 만들려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또한 중앙정부는 정부가 상업보험회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
으로 각종 의료보험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고 설
명하였다. 이는 사회의료보험의 운영과 관리를 분리하여 사회의료보
험의 운영기관에 자주권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는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정책의 제정과 감독에 집중하려는 의도였
다. 이로서 쟝쑤성 쟝인시가 처음 시작한 상업보험회사의 위탁운영
은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공식 문건에 포함되었다.
신농합 시범사업이 시작되어서부터 새로운 의료체계의 구축까지
정부와 사회, 주민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전체 의료위생지출 비중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04년 정부의 의료지출비중은 17%에 불과
하였지만 2014년에는 30%로 증가한 반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지
출은 전체의 53.6%에서 32%로 크게 하락하였다.
<표 4-33> 정부, 사회, 개인의 의료지출비중
단위: %
정부
사회
개인

2004
17.0
29.3
53.6

2005
17.9
29.9
52.2

2006
18.1
32.6
49.3

2007
22.3
33.6
44.1

2008
24.7
34.9
40.4

2009
27.5
35.1
37.5

자료: 국가위생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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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8.7
36.0
35.3

2011
30.7
34.6
34.7

2012
30.0
35.6
34.4

2013
30.0
35.7
34.3

2014
30.0
38.1
32.0

2. 구이저우성의 신 의료개혁의 도입과 보편적 의료보험의 발
전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구이저우성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
였는데 특히 2006년 이후 일인당 GDP와 도시주민들의 일인당 가
처분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국 일인당 GDP에 비하여 여
전히 매우 큰 차이가 있었고 차이가 점차 커졌다. 또한 도시주민들
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반하여 농촌주민들의
일인당 순소득은 발전이 매우 느렸고, 2014년에도 6,671위안에 불
과하였다. 이는 농촌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이저우성의 경
제발전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임을 설명한다.
<그림 4-13> 2008-2014 구이저우성 경제발전상황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2014년 농촌주민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97%로
도시화 수준이 여전히 매우 낮았다. 그러나 65세 인구는 2015년
기준 9.2%로 다른 성에 비하여 높지 않았지만 노령화가 빠르게 진
행되고 있었다. 방대한 농촌인구 규모와 낮은 소득수준, 빠른 노령
화는 구이저우성 농촌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여전히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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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임을 보여준다.
소비수준의 증가와 전국민 사회의료보험의 도입에 따라 의료서비
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의료비지출도 증가하였다. 도시와 농
촌 모두 일인당 의료비가 2008년부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2013
년에는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주민들 간의 의료비 차이
는 여전히 매우 컸지만 그 차이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림 4-14> 2002-2013 구이저우성 일인당 의료비지출추이

자료: 국가통계국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주: 2002년 기준 실질가치로 환산하였음.

2009년 중앙정부에서 신 의료개혁을 발표함에 따라 구이저우성도
의료체계의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였다. 사회의료보험에서는
2011년까지의 단기계획을 세우고 신농합과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모두 90%의 가입률을 달성하고, 일인당 보험료는 정부지원금을
120위안으로 인상하며, 입원치료의 보상비율은 도시주민의료보험은
65%, 신농합은 52%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단기계획이
끝나는 2011년 두 가지 의료보험의 가입자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200위안으로 인상하였는데 정부지원금 중에서 이전의 120위안은
예전 방식에 따라 지급하고 추가되는 80위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서부지역에 80%(64위안)를, 중부지역에는 60%(48위안)를, 동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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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는 일정한 비율로 지원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농촌주민들의
보험료 부담금도 50위안으로 인상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구이
저우성은 신농합 가입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일인당 124위안의 지
원금을 받고, 성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로부터 76위안의 지원금을
받고, 가입자 본인이 50위안을 부담하게 되어 일인당 보험료는 170
위안이 되었다.
신 의료개혁이 첫 단계가 끝난 이후 중앙정부는 2012년에 보험료
를 또 인상하였는데 정부의 재정지원을 일인당 240위안으로, 개인
부담 보험료를 60위안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구이저우성은 개인 부
담 보험료를 2012년에는 50위안을 유지하고 이듬해에 60위안으로
인상하였다. 따라서 2012년 구이저우성의 일인당 보험료는 290위
안, 2013년에는 300위안이 되었다.
입원치료에 대한 보상은 중앙정부가 발표한대로 도시주민의료보험
과 신농합 모두 2011년에 70%로 인상하고, 보상상한선은 기존에
규정하였던 도시주민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순소득의 6배 이상이라
는 규정 외에도 5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2012년 도시주민의료보험의 입원 보상비율은 여전히 70%를 유지
하였지만 신농합은 75%로 인상하고, 보상상한선도 도시주민의료보
험은 일인당 가처분소득의 6배 이상을 유지하였지만 신농합은 일인
당 순소득의 8배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두 제도 모두 보상상한
선이 6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농촌주민들의
일인당 순소득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도시주민의료보험과의 형평성
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료보험금 지불은 통합지역 내에서 기본적으로 바로결제가 가능
하게 함으로써 환자는 자기부담금만 지불하고, 성 내부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도 바로결제가 가능하게 결제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발표하
였다.
또한 의료비 지불방식과 관련하여 2011년 계획에서는 인두제, 포
괄수가제, 총액예산제 개혁을 진행하고 의료보험 관리기관과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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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약품 공급기관과의 협상기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고 밝혔다.
2009년에 신 의료개혁을 시작할 때 중앙정부는 국가기본약물제도
를 도입하고 의약분업 개혁을 시작하면서 의사들이 직접 약을 판매
하는 대신 약처방을 하는 비용에 대한 약사서비스요금을 받기로 하
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의료비 지불방식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면
서 기층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불방식을 또 다시 개혁하였다. 즉, 이
전의 접수비, 진료비, 주사비, 약사서비스를 모두 별도로 결제하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반진료비라는 명목으로 징수한다고 밝혔다.
구이저우성도 이 규정에 따라 일반진료비로 변경하였다.
중증질병 치료에 대한 신농합 제도의 보상에 대하여 두 가지 시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하나는 성인들과 관련된 질병이고 다른 하나
는 아동과 관련된 질병이었다. 구이저우성은 성인들과 관련된 질병
을 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판현(盤縣)을 포함한 여섯 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여
섯 가지 중증 정신질환, 말기 신장병 등 질병은 2011년에 50% 이
상의 현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는 성 전체 도입하였는데
보상비율은 70%였다. 또한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 치료가 가능한
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보상비율은 기존의 신농합 보상비율에
서 5%~10% 인상하였다. 아동과 관련된 질병 중에서 아동 급성 림
프구성 백혈병을 포함한 여섯 가지 질병을 중증질병 의료보험에 포
함시켜 2011년에는 50%의 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12년에
성 전체로 확대하였다. 시범사업은 14세 미만(14세 포함)의 아동들
이 이 여섯 가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성 위생청에서 지정한 7개 지
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신농합에서 치료비용의 80%를 지
원하고, 의료부조에서 나머지 20%를 지원하여 환자의 본인부담을
없앤다고 규정하였다. 2012년 중앙정부는 아동 백혈병과 같은 중증
질병에 대한 보상을 기존의 6가지에 혈우병, 폐암 등 12가지 질병
을 추가하였는데 구이저우성 정부도 같은 12가지 질병을 중증질병
보험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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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앙정부는 신 의료개혁에서 사회의료보험과 상업보험의 연
결을 언급하였는데 2012년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즉,
공적의료보험을 상업보험회사에 운영을 맡기고 위생부처는 정책의
제정과 보험제도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지방
정부들이 신농합 기금으로 중증질병보험을 운영하거나 신농합에 가
입한 주민들에게 상업보험을 대신 구매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
색하라고 설명하였다. 구이저우성도 2012년도 의약위생개혁에 이와
같은 언급은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
이 시기 신농합 제도는 시범사업이 끝나고 전국의 모든 농촌지역
에서 운영되었고 보장수준도 이전보다 인상되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구이저우성은 88개 현에서 모두 신농합을 운영하였고,
가입자 수도 3,200만 명을 넘어 2014년에는 99.2%의 가입률을 기
록하였다. 일인당 보험료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09년 일인당
보험료는 103.44위안에서 2014년 393.61위안으로 세 배 넘게 인
상되었고, 2003년 처음 시작할 때의 11배에 가까웠다. 그러나 동시
에 농촌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기금지
출도 대폭 증가하였는데 당해연도 기금사용률은 2009년과 2013년
에는 100%를 초과하였다.

<표 4-34> 2009-2014 구이저우성 신농합 가입상황
신농합 현
가입자 수
(만 명)
가입률 (%)
일인당 보험료
(위안)

2009
88

2010
88

2011
88

2012
88

2013
88

2014
88

2,912.38

3,029.17

3,074.8

3,112.21

3,213.95

3,200

94.3

96.3

97.1

98.0

98.7

99.2

103.44

146.40

225.35

291.50

334.00

393.61

301,254

443,469

692,900

907,000

1,073,400

1,278,200

당해연도
기금총액
(만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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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기금지출
(만 위안)
보상횟수
(만 차례)
기금사용률
(%)

307,800

371,200

522,500

857,500

1,164,000

1,232,184

3,573.96

3,949.88

4,408.91

4,890.82

5,520.51

5,755.3

102.17

83.70

75.40

94.54

108.44

96.4

자료: 2009-2013년 데이터는「2014년국이저우통계연감」참고.
2014년 데이터는 「2015중국위생계생통계연감」참고.
주: 2009-2011, 2013년 기금사용률을 당해연도 기금수익과 기금지출로 계산
한 숫자이고 2014년 기금지출은 기금수익과 기금사용률로 계산한 숫자이다.

도시주민의료보험도 2011년부터 안정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2011년부터 가입인원 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료가
증가하면서 기금수익도 증가하였고, 보상비율이 증가하면서 기금수
익과 기금지출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었다.

<표 4-35> 2011-2014 구이저우성 도시주민의료보험 가입상황
가입인원 수 (만 명)
당해연도 기금수익
(만 위안)
당해연도 기금지출
(만 위안)
누적금액 (만 위안)

2011
314.9

2012
319.0

2013
327.4

2014
332.4

69,509

71,796

80,109

78,578

37,774

49,143

59,572

70,604

70,643

93,291

113,634

119,235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두 가지 사회의료보험이 모두 도입되면서 구이저우성 주민들의 의
료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4-36>을 보면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는 0.68회에서 1.28회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매년 일인당 한 차례 이상 외래진료를 받
음을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입원율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이전에
비하여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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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사회의료보험의 도입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36> 2009-2014 구이저우성 의료서비스 이용상황
외래 (만 차례)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차례)
입원 (만 차례)
입원률 (%)
전체인구 (만 명)

2009
2,414.0

2010
2,536.8

2011
2,910.5

2012
3,464.0

2014
4,480.7

0.68

0.73

0.84

0.99

1.28

194.4
0.055
3,537

211.9
0.061
3,479

243.3
0.070
3,469

324.3
0.093
3,484

445.6
0.127
3,508

자료: 2010-2015 중국위생통계연감

전반적으로 이 시기 구이저우성의 사회의료보험은 중앙정부의 신
의료개혁의 내용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신농합과 도시주
민의료보험 모두 시범사업이 끝나고 구이저우성의 전체 지역에 도
입되어 95% 이상의 가입률을 기록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회의
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시기 중앙정부가 신 의료개혁
을 시작하면서 의료위생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하
였고 지방정부도 제도의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정책혁신은 매우 적었다. 다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
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
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3. 후베이성의 신 의료개혁의 도입과 보편적 의료보험의 발전
이 시기 후베이성은 중부에 위치한 성들 가운데서 경제발전 속도
가 매우 빨랐는데 2013년에는 성 일인당 GDP가 전국 일인당 GDP
를 따라잡았다. 경제발전에 힘입어 주민들의 소득수준도 크게 증가
하였고, 그중에서 도시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은 동부지역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동부지역에 밀집한 기업들이 비싼 인건비로 인하

- 175 -

여 점차 중부 내륙으로 이동하고, 중앙정부에서 중부궐기를 제기하
면서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진행하여 중부의 경제발전을 가져온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림 4-15> 2002-2014 후베이성 경제발전상황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후베이성 주민들의 일인당 의료비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주민의 일인당 의료비와 농촌주민 일인당 의
료비는 201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농촌주민의 경우
열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주민도 2011년부터 급격하
게 증가하여 2002년의 세 배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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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2002-2013 후베이성 의료비지출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주: 2002년 기준 실질가치로 환산하였음.

2009년 중앙정부는 신 의료개혁을 발표하면서 의료보장제도에 대
하여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상에서 점차 일반 외래진료까지 보상범
위를 확대하고 보상비율도 점차 높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에서 일반 외래진료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
데 후베이성도 2009년 8월 지도의견1)을 발표하여 신농합제도의 가
구계좌를 없애고 통합기금으로 외래진료를 보상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도의견에서는 전체 기금의 20~25%를 외래통합기금으로 배정하
고 그중에서 10~20%는 만성병기금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외래진료의 보상은 향과 촌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경우만 보
상하고 현급 및 그 이상의 의료기관에서의 외래진료는 원칙상 보상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향과 촌보건소의 의료기술의 제약으로
인하여 만성병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성병
의 외래치료는 현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
다.
그러나 외래진료에 대한 보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일반 외래진
1) 《省衛生廳關於推廣新農合門診統籌補償模式的指導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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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보상은 보상하한선은 두지 않은 대신 보상비율이 진료비
의 20~30%로 비교적 낮았고, 일일 보상한도는 6~15위안으로 제
한하였다. 또한 만성병의 외래치료를 받는 환자는 일반 외래진료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밖에도 일반 외래에 대
한 보상은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결제할 때 바로 지급되어 환자가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되지만 만성병 외래치료에 대한 보상은 환
자가 먼저 전액 부담하고 다시 신농합 운영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
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였다. 대신 외래치료가 보험이 적용
되는 만성병의 종류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인당 보험료는 2010년에 150위안으로 인상하되 그중에서 중앙
재정과 지방재정에서 각각 60위안씩 지원해주고 가입자 본인이 30
위안을 부담하였다. 2012년에는 일인당 보험료를 농촌주민들의 일
인당 순소득의 5%로 인상하고 가입자들의 보험료 비중을 신농합
전체 기금의 20~30%로 통제하고 나머지는 정부재정으로 충당하기
로 결정하였다. 이는 2012년 중앙정부가 규정한 일인당 보험료
300위안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에도 중앙정부는 보험료를 여러
차례 인상하였는데 2014년 후베이성의 일인당 보험료는 400위안을
넘어섰다.
입원치료에 대한 보상은 중앙정부의 규정에 따라 2009년 농촌주
민들의 일인당 순소득의 6배 이상으로 인상하였지만 후베이성은 추
가로 50%의 지역에서 보상비율을 5% 인상하였다. 이 기초에서
2010년에는 입원 보상상한선을 일인당 순소득의 8배 이상으로 인
상하고 보상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13년 평균 입원 보상비율은 56%에 달하였다. 입원치료는 보상
하한선을 전년도 외래진료의 2-4배로 설정하지만 농촌우바오가구
와 빈곤가정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보상하한선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비율과 상한선을 더 인상하고 보상범위도 확대하여 저
소득층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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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경우 출생연도에 신농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엄마가 신농
합에 가입이 된 경우 출생한 날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농촌주민들의 입원출산을 격려하기 위하여 출산비
에 대한 보상 외에도 별도로 2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입원출산 정책이 이 시기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지역마
다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2010년부터 시급 지정 의료
기관에서 보험금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퇴원
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만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고 계획하고
2011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였다. 이는 다른 두 지역보다 늦
게 시작하였다.
또한 연속가입을 격려하기 위하여 연속 3년 가입한 이후에 1년
더 가입한 경우 입원치료에 대한 보상은 원래의 보상비율에서 1%
를 인상하고 5년 연속 가입한 경우 원래의 보상비율에서 10%를 인
상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단했다가 다시 가입한 경우는 처음
가입한 것과 보상혜택이 같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후베이성에서 보
험가입에 대한 장려와 패널티를 두어 중간이탈자를 막는 방식을 계
속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 9월, 후베이성 위생청은 신농합 지불방식의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1)을 발표하였는데 입원치료와 외래진료 모두 다양한 총액
예산제(global budgeting, 總額預付)를 모색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한
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의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 인두제, 일
당진료비제 등 방식의 총액예산제로 대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의
료비에 대하여 신농합제도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사업이었다. 다만
시범 시작단계인 만큼 특정한 방식을 지정하지 않고 각 시범지역에
서 자체의 상황에 맞춰 여러 가지 방식을 함께 도입할 수도 있고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도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만약 여
1) 《關於開展新農合支付方式改革試點工作的指導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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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방식을 함께 도입할 경우 외래진료비는 현지의 인구, 의료
기관의 서비스 능력, 의료비 수준 등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하고,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경우 현지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고, 진
료방법이 명확하며, 의료비용이 적절하고 치료 후 효과가 좋은 질병
15개 이상을 선택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하였다. 후베이성은 이 시범
사업을 지급시의 추천을 받아 26개 현급시를 선택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14년부터 성 전체에 도입하였다. 포괄수가제를 적용 받
는 질병군은 2014년에 150가지에 달하였다.
이 시기 후베이성의 도시주민의료보험은 신농합과 달리 보험료와
보상기준을 두 개 등급으로 나누어 적용하였는데 첫 번째 등급은
보험료가 정부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현지의 도시주민 가처분소득1)
의 1%를 지불하고 두 번째 등급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도시주
민 가처분소득의 2%를 지불한다고 규정하였다. 보상기준은 첫 번째
등급은 향(진)보건소와 1급, 2급, 3급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비의 80%, 60%, 50%, 40%를 보상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등급은
첫 번째 등급보다 15% 높은 95%, 75%, 65%, 55%라고 밝혔다.
다만 두 등급 모두 보상상한선이 현지 주민의 가처분소득의 6배로
정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두 번째 등급
을 적용하고, 미성년자는 보험료는 첫 번째 등급을 적용하지만 보상
기준은 두 번째 등급을 적용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와 보
상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도시주민의료보험의 경우 후베이성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에서
2012년부터 일반외래진료에 대해서 통합기금으로 진료비의 50%이
상, 일인당 매년 200위안 한도에서 보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만
성병의 외래치료비는 치료항목을 지정하여 보상하고 점차 보상 수
준을 높인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성의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에서
정한 만성병 유형과 보상수준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서 성정부의
1) 2009년 후베이성 도시주민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4367.50위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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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다 보상수준을 높게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주민의료보험
의 가입자는 일반외래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만성병 외
래치료를 받는 환자는 추가로 다른 병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시 이전수속을 거쳐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2012년 중앙정부는 기존의 신농합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이 여전히
보장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 두 제도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성향주민 중증질병보험(城鄉居民大病保險)을 도입하고 이를 상업보
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신농합과 도시주민의
료보험의 보상을 받고 나머지 개인부담분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부담금의 50% 이상을 2차 보상하는 제도로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고 기존의 의료보험 기금에서 일정부분을 상업보험회사
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다. 후베이성은 이 제도를 2013년 1월에 실행
방안을 발표하여 실행하였는데 1년 누적 개인부담금이 8,000위안
이상일 경우 금액을

50%, 60%, 70%로 등급을 나누어 보상한다

고 밝혔다. 성향주민중증질병보험을 도입하면서 2015년까지 도시주
민의료보험과 신농합 중증질병보험 기금을 성급 차원에서 통합하여
성 전체에서 하나의 성향주민중증질병보험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
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후베이성의 신농합제도는 이미 2012년부터 중증질병보상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22가지 질병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었
다. 2013년 후베이성은 신농합 중증질병보험의 보상범위를 구체화
하면서 말기신장병, 혈우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I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들에게 70%의 보상을 지원한 후에 나머지 개
인부담 외래비용을 중대질병보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국가기본약
물과 후베이성 성정부에서 추가한 비기본약물, 22가지 중증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포함시키고, 신농합 범위 내의 일상적인 검사
항목도 포함시켰다. 다만 PET-CT와 캡슐 내시경검사 등 비싼 특
수검사 비용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타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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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나 음주, 자살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성형, 교정, 불임치료, 장
기이식 등 보상범위에 포함되는 않는 여덟 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후베이성 신농합 가입
자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일인당 보험료도 2011년부터 신 의료개
혁을 시작한 이후 중앙정부의 보험료 증가 정책에 따라 대폭 증가
하였다. 이와 더불어 당해연도 기금총액도 2014년에 2010년의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보상횟수도 2009년의 세 배로 증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표 4-37> 2009-2014 후베이성 신농합 가입상황
가입자 수
(만 명)
일인당 보험료
(위안)
당해연도
기금수익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700

3,800

3,890.0

3,877.6

3,900

3,951.3

106.20

150.33

235.24

298.00

365.10

401.10

-

57.62

915,10

1,155,0

1,433,2

1,584,8

0

00

00

00

-

-

-

4,300

8,700

10,900

-

-

-

(만 위안)
당해연도
기금지출
(만 위안)
보상횟수
(만 차례)
기금사용률

1,144,6
05
13,854.
6
99.1

14,300
-

1,557,8
58
13,619.
3
98.3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이 시기 도시주민의료보험도 시범사업을 끝내고 직장가입자들을
제외한 모든 도시주민들에게 도입되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주민의료보험 가입자는 1,030만 명 이상을 유지하였다. 보험기
금 수익도 보험료의 증가로 인하여 2014년에는 405,568만 위안에
달하였고, 이에 따라 기금지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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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2011-2014년 후베이성 도시주민의료보험 가입상황
가입자 수 (만 명)
보험기금 수익 (만 위안)
보험기금지출 (만 위안)
누적금액 (만 위안)

2011
1029.7
259678
133075
338228

2012
1039.1
292123
192529
435152

2013
1037.8
372197
260311
533599

2014
1034.7
405568
306465
605823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두 가지 사회의료보험의 보상수준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후베
이성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도 크게 증
가하였다. 이 시기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는 2009년에 1.27차례였
지만 2014년에는 1.93차례였고, 입원률도 0.066%에서 0.126%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4-39> 2009-2014 후베이성 의료서비스 이용 상황
외래 (만 차례)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차례)
입원 (만 차례)
입원률 (%)
전체인구 (만 명)

2009
7,288.6

2010
7,354.1

2011
8,400.7

2012
9,470.4

2014
11,218

1.27

1.28

1.46

1.64

1.93

378.44
0.066
5,720

424.33
0.074
5,728

480.5
0.083
5,758

576.3
0.100
5,779

733.8
0.126
5,816

자료: 2010-2015 「중국위생통계연감」

종합하면 이 시기 후베이성의 신농합과 도수주민의료보험은 제도
를 구체화 하는 측면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포괄수가제의
실행에서 많은 질병군을 포함시키고, 신농합 중증질병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들을 하였다. 또한 도시주민의료보험은 보험료와
보상수준을 연결시켜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시기는 중앙정부의 신 의료개혁이 발표되어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이 개혁안에 맞추어 조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혁신은 발견
하기 어려웠다. 포괄수가제나 신농합 중증질병보상과 같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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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시도는 현 정부보다는 성 정부가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시범지역들이 조금씩 조정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4. 쟝쑤성의 신 의료개혁의 도입과 보편적 의료보험의 운영
쟝쑤성은 이 시기에 꾸준히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일인당 GDP는
여전히 전국 일인당 GDP보다 더 많았고,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졌
다. 도시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은 3만 위안을 기록하였고, 농촌주민들
의 순소득도 만 위안을 넘어서 같은 시기 구이저우성 농촌주민들의
순소득의 2.5배에 달하였다. 인구구조는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보다
더 많았고, 도시화수준은 63%에 달하였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
령인구는 2010년에 전체 인구의 10.9%를 기록하여 다른 지역보다
일찍 노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림 4-17> 2002-2014 쟝쑤성 경제발전 상황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주: 2013년부터 농촌주민들의 소득은 순소득이 아닌 가처분소득이다.

쟝쑤성은 이 시기에 보편적 사회의료보험의 도입, 소득수준의 증
가와 노령화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비지출도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 농촌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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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인당 의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소비지출의 8%를 차
지하였다. 도시주민들의 의료비지출도 2008년부터 3년 동안 일정하
게 유지하다가 201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4-18> 2002-2013 쟝쑤성 의료비지출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주: 2002년 기준 실질가치로 환산하였음.

쟝쑤성의 신농합 정책은 안정기에 들어서 5년 연속 95%의 가입
률을 유지하였다. 운영과 보상제도가 비교적 성숙한 상황에서 몇 가
지 행정규범에만 의존하는 것은 신농합의 운영에 충분한 법적 근거
가 부족하고, 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판단 하에 쟝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교육과학문화위생
위원회는 2009년부터 신농합 입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新華
日報, 2010).1) 2년의 연구를 거쳐 2011년 3월 「쟝쑤성신형농촌
합작의료조례」2)가 쟝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여 6
월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이는 전국에서 성급 지방정부가 신형농촌
합작의료에 관한 법규를 제정한 첫 사례가 되었다.
1) 2010년 10월, 중앙정부가 「사회보험법」을 발표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실
행하였지만 이는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생육보험(출산
보험)을 모두 포함한 법으로 의료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없었다.
2)《江蘇省新型農村合作醫療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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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2003년에 발표한 실행의견에 비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새로운 특징들이 있었다. 첫째
는 신농합 보험료와 보험금은 더 이상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농촌주민들의 전년도 순소득에 비례하여 규정하였다. 즉, 보험
료는 농촌주민들의 전년도 순소득의 3%로 정하고, 그중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보험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
고 보상상한선은 전년도 순소득의 8배 혹은 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험기금이 농촌주민들의 순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농촌주민들이 취업이나 학업 등 원인으로 호적을 타지로 이
전하였다가 다시 원래 호적지로 이전하는 경우와 전역군인은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신농합 관리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고, 영아도 출생
후 15일 이내에 가입한 경우 출생한 이후의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타지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선 치료 후 통보의 방식으로 입원 후 15일 이내에 신농합 관리기관
에 고지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신농합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 여덟 가지 경우를 명시하여
보상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제3자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될 경우 제
3자가 불분명 하거나 혹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신농합에서 우선
지불하고 후에 제3자가 배상하는 방식을 규정하여 우선 치료를 받
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의료행위의 유형과 약물에 따
라서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사회의료보험의 특성과 달리 제3자로 인
한 상해는 제3자가 보험금을 부담하는 상업 의료보험과 비슷한 특
성을 띄었다. 이는 또한 앞서 쟝쑤성 하이안현에서 보상예외규정을
둔 정책을 성 전체에서 법규정으로 제정한 것이었다.
다섯째, 신농합 기금을 현을 단위로 운영하도록 하였지만 구(區)
를 설치한 시의 경우 시를 단위로 통합 운영하도록 명시하여 기금
의 통합수준을 점차 높여 기금의 통합운영과 의료서비스 자원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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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신농합 운영과 관련된
위생, 재정, 심계부처와 신농합 운영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쟝쑤성신형농촌합작의료조례」는 ‘당해 연도 기금 잔액이 당해
연도 전체 기금의 10%를 초과하거나 혹은 누적잔액이 당해 연도
전체 기금의 20%를 초과하면 거액의 의료비를 지출한 가입자들에
게 2차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거액의 의료비에 대한
2차 보상이나 혹은 비용부담이 큰 중증질병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모색하는 과정이었고,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 하나는 성정부
가 제시한 방식으로 아동 선천성 심장병, 아동 선천성 백혈병, 말기
신장투석,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질병들은 신농합에서 우선 보상
하고 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부조를 한 이후에 나머지 금
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추가 보상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과 신농합 가입자가 추가로 중증질병보상보험
기금을 만들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창수시(常熟市)의 경우 가입자가
25위안, 재정에서 일인당 15위안을 지불하여 중증질병보상보험 기
금을 만들었다. 세 번째는 신농합 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중증질병보
상보험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타이창시(太倉市)의 경우 신농합 기
금으로 상업보험회사의 의료보험을 구매하여 2차 보상을 진행하였
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이 진행된지 얼마 안되어 중앙정부는 2012년
8월에 성향주민중증질병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쟝쑤성 정부는 그동안의 경험과 중앙정부의 의견에 맞추
어 2012년부터 중증질병보상보험 실행방안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1월 도시와 농촌을 모두 포함하는 「성향주민중증질병보험
사업을 진행하는데 관한 실행의견」1)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년여
의 시범기간을 거쳐 2014년 말까지 성 전체에 도입한다고 계획하
였다. 이 실행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정책의 제정, 보험료의 수
1) 《關於開展城鄉居民大病保險工作的實施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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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보험기금 운영에 관한 감독을 담당하고, 실제 보험기금의 운영
과 지급은 정부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상업보험회사에서 담당
하도록 하였다. 보상범위는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농합에서 보상한
이후 나머지 본인부담금의 1년 누적금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상하도록 하였다. 그 기준은 전년도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과 농촌주민의 연 순소득을 기준으로 각 지방정부에서 정하도
록 하였다. 그리고 보험료는 도시주민의료보험기금과 신농합기금이
잔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서 중증질병보험을 만들고, 잔액이 없
으면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농합 보험료를 수금할 때 함께 수금하
도록 하였다. 쟝쑤성 정부는 이 제도가 성 전체에 도입되면 성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었다. 성 정부 차원에서 중증질병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한 것 역시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쟝쑤성의 신농합 가입자 수는 4,400만
명에서 4,100만 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도
시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인당 보험료는 2010년
의 191.97위안에서 2014년의 457.53위안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료의 인상과 보상비율의 인상, 중증질병보상 등 정책의 도
입으로 인하여 2010년에 비하여 보상횟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표 4-40> 2010-2014 쟝쑤성 신농합 가입상황
2010
86

2011
83

2012
81

(105)
4,370.6
98%

(104)
4,265.5
98%

(102)
4,089.3
98%이

일인당 보험료 (위안)
당해연도 기금수익

이상
192.0
839,02

이상
272.96
1,164,3

상
327.80
1,341,0

(만 위안)
당해연도 기금지출

9
807,98

00
1,079,3

00
1,345,0

(만 위안)

5

06

23

도입한 현 (전체 현)
가입자 수 (만 명)
가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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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100)

(99)

4,016

4,076.1

99.95

99.96

394.60
1,600,0

457.53
1,864,9

00

00
1,820,1

-

42

보상횟수 (만 차례)

8,956.7

9,698.0

96.3

92.7

12,271.
6
100.3

14,400

15,747.
6
97.6

-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2010-2012년 가입률, 보상횟수는 「쟝쑤위생연감」 참고.

도시주민의료보험은 가입자 수가 2013년 소폭 감소하였지만 전반
적으로 1,400만 명 수준에서 안정적인 가입률을 유지하였다. 비록
2013년에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이때 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
문에 전체 기금수익은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지출과 누적금액도 안
정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4-41> 2011-2014년 쟝쑤성 도시주민의료보험 가입상황
가입자 수 (만 명)
당해 기금수익 (만 위안)
당해 기금지출 (만 위안)
누적금액 (만 위안)

2011
1,488.1
373,341
296,756
297,067

2012
1,453.4
519,960
466,340
352,414

2013
1,152.9
646,542
550,372
444,297

2014
1,435.7
741,037
664,430
506,760

자료: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E0103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외래 방문횟수와 입원률 모두 크게 증가
하였다. 2009년 외래 방문횟수는 일인당. 1.84회로 2014년 후베이
성의 방문횟수보다도 많았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2.89회를

기록하였다.

입원률도

2009년

0.063%에서

2014년

0.11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경제수준의 증가와 의료
보험의 보상수준의 제고, 증증질병보험의 추가 도입 등으로 인하여
과잉진료를 받기 때문일 수도 있고, 쟝쑤성과 가까운 다른 지역 주
민들이나 혹은 쟝쑤성에 장기 거주하는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종합하면 이 시기 쟝쑤성은 신농합과 도시주민의료보험 모두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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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2009-2014 쟝쑤성 의료서비스 이용 상황
외래 (만 차례)
일인당 외래
방문횟수 (차례)
입원 (만 차례)
입원률 (%)
전체인구 (만 명)

2009
14,231.7

2010
12,789.6

2011
16,694.4

2012
19,368.2

2014
23,003.1

1.84

1.63

2.11

2.45

2.89

489.5
0.063
7,725

558.8
0.071
7,869

643.4
0.081
7,899

759.9
0.096
7,920

942.6
0.118
7,960

자료: 2010-2015 「중국위생통계연감」

적인 가입률을 유지하고, 제도적으로도 질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
히 중앙정부의 보험료 인상 요구에 따라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
하는 동시에 신 의료개혁의 발전계획에 맞추어 총액예산제, 중증질
병보상 등 제도들의 자체적인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켰다. 중증질병보상의 경우 자체적으로 현정부 차원에서 다양
한 2차 보상 모델을 모색하여 중증질병보상의 도입에 경험을 쌓았
다. 또한 신농합 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에 앞서 성정부 차원에서 지
방법규를 제정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규정을 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신농합 법규정
으로 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중앙정부의 경우 2011년 사회보험법을 실행하였지만 의료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쟝쑤성 정부의 법규정
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쿤산시처럼 주민의료보
험의 가입조건에 해당지역의 호적을 가진 주민들로 제한하거나 난
징시처럼 타지의 호적을 가진 주민들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정부
의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고 가입자 본인이 전체 보험료를 부담하도
록 하는 데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호적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동부지역에서 두 가지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매우 적고 대부분 성정부와 시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
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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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2009년 중앙정부에서 신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의료위
생체제는 큰 전환을 맞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2020년까지 도시와
농촌주민들을 포괄한 기본의료위생제도를 구축하여 누구나 기본의
료위생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편적인 의료보험제도의 구축과 국가기본약물제
도의 구축, 1차 의료서비스체계의 개선, 기본공공위생서비스의 균등
화, 공립병원개혁의 추진 등 다섯 가지 개혁을 제시하였다. 그중에
서 보편적 의료보험제도의 구축은 도시직장인의료보험, 도시주민의
료보험, 신농합 세 가지 의료보험의 가입률을 꾸준히 높이는 동시에
점차 통합된 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의료보험제도
의 통합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보험료와
보상수준의 차이, 지역 간의 경제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현되
기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도시주민의료보험
과 신농합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도들을 하면서 두 제도의 통
합이 가능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 의료개혁에서는 성정부 차원에
서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험 간의 연결, 보험료와 보상수준, 구체적
인 제도운영 등에 관한 차이를 점차 줄여 통합된 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통합되기 이전의 신농합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을 보면 신농
합 제도는 보험료 금액이 결정되었고, 조달방식이 중앙정부, 지방정
부, 가입자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부터 일인당 보험료
를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책정하면서 구이저우와 후베이성이 쟝쑤성
과의 보험료 차이는 점점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4년 세 지역의 일인당 신농합 보험료는 구이저우성이 393.61위
안, 후베이성은 401.10위안, 쟝쑤성은 457.53위안으로 구이저우성
과 후베이성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도시주민의료보험은 정책
집행 기관인 학생,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험료 가운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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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담금을 차등하게 적용하여 보험료 구성이 매우 복잡하였다.
그러나 세 지역은 가입조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구이저우성은 다
른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을 위하여 중복가입을 허용하였지만
후베이성은 중복가입이 불허하였다. 쟝쑤성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자체 지역의 호적을 가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인
구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은 허용하되 정부 지원금은 제공하
지 않고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게 하였다.
의료비에 대한 보상수준은 대폭 인상되었다. 세 지역 모두 입원치
료비의 70%이상으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더하여 성향주민 중증질병보험을 도입하여
최대 90%까지 보상하기 하였다. 다만 세 지역 간의 적용받을 수 있
는 질병군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또한 외래진료에 대한 보상은
세 지역 모두 가구계좌를 폐지하고 통합기금으로 보상하였다. 다만
후베이성은 만성병 외래치료로 등록된 환자는 일반 외래보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 시기 세 지역 모두 성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여 자체 성 내부에서 보험운영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
하고 바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후베이성의 경우 만성병
외래진료는 여전히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보상받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2009년 중앙정부에서 신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도 중
앙정부의 개혁안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시범사
업을 거치면서 지방정부 간의 정책학습과 확산이 일어나면서 지역
간에 제도가 점차 비슷해졌다. 따라서 이 시기는 현 정부 차원의 정
책혁신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 대신 성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정
책 발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거나 혹은 포괄수가
제의 경우 지역 간의 질병군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 192 -

<표 4-43> 2009년 이후 세 지역의 의료보험 내용
구이저우성
신농합
2009:

중앙정부

험
2009:

신농합

중앙정부

쟝쑤성

도시주민의료보
험
2009:

1)정부지

신농합

도시주민의료보
험
2010:

난징시:

40위안, 지방정부

40위안, 지방정부

원 포함 현지 도

노인

40위안,

40위안

시주민

가처분소

275위안, 정부지

1%

원금 225위안(난

가입자

20위안
2010:

보험료

후베이성

도시주민의료보

(퉁런지

득의

구: 미성년자 개
중앙정부

인부담

40위안,

2010:

중앙재정

자기부담금

(143.67위안)

징시 호적을 받은

60위안, 지방정부

성인:130위안, 저

60위안, 지방재정

2)정부지원 포함

지

10년

미만

60위안,

소득, 장애인, 60

60위안,

현지 도시주민 가

550위안),

일반

세 이상 저소득노

30위안

처분소득의

주민

가입자

20위안
2011:

중앙정부

인 개인부담 10

124위안, 지방정

위안 )

부 76위안, 가입

2010:

자 50위안

60위안, 지방정부

2012:

중앙정부

가입자

2011:
중앙정부

중앙재정

2%

자기부담금

(287.34위안)

이 400위안, 재

2012: 우한시 우

정지원금

150위

108위안, 지방재

창구:

저소득층

안(난징시 호적을

정 92위안

미성년자, 중증장

받은지 10년 미

애인 미성년자 재

만550위안),

정지원 325위안,

성년자

금 100위안, 재

60위안

156위안, 지방정

2011:

중앙정부

부 84위안, 가입

124위안, 지방정

성인

저소득층,

자 50위안

부 76위안 (구이

성인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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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금

미

자기부담
120위

안

2)

2011:

난징시:

미성년자
양시:

미성년자

정부지원금

담금

200

200위안,

개인부담금
재정지원

40위안, 성인 정

안, 저소득층 60

정부지원금

156위안, 지방정

부지원금

200위

세 이상 노인 재

위안. 자기부담금

부 84위안, 가입

안

개인부담금

정지원 530위안,

400위안3)

자 60위안

160위안1))

일반 주민 재정지

2013: 일인당 보

2012:

원 240위안,

험료는 전년도 도

중앙정부

중앙정부

580위

위안, 일반 주민

2009:

의료비의

200

156위안, 지방정

시주민

부 84위안

득

의

1.5%-2.5%.

그

중에서

보상수준

100

위안, 개인부담금
2013:

입원치료

재정부

50%

보상상한선: 해당

소 80%, 1급 의

미성년자의

2010: 60%

지역

농촌주민들

료기관 60%, 2급

2급 의료기관 입

70%

2011:

의 일인당 순소득

의료기관 50%, 3

원치료비

보상상한선: 현지

70%

의 6배

급 의료기관40%

준은 95%, 90%,

의료비의

의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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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향보건

금이 80%이상.
2011: (난징시:

2009:

2011:

의료비의

정부지원

2009:

47%

2009:

가처분소

1급,
보상기

보상상한선: 현지
농촌주민

순소득

도시주민

가처분

의 6배, 5만 위안

소득의 6배, 5만

이상

위안 이상

2012:

의료비의

2012:

의료비의

75%보상상한선:

70%

전국 농촌주민 순

보상상한선: 현지

소득의 8배, 6만

도시주민

위안 이상

소득의 6배, 6만

가처분

2)
2010:

의료비의

향보건소

95%, 1급 의료기

50%

관 75%, 2급 의

보상상한선: 해당

료기관 65%, 3급

지역

의료기관 55%

농촌주민들

의 일인당 순소득

보상상한선:

두

의 8배

개 등급 모두 현

일반주민은 85%,
80%)

지 주민의 가처분
소득의 6배

위안 이상

2011: 기층 의료
2011:일반
진료:

일반
외래진료
보상수준

기관에서의

외래
기금의

2011년부터 일반

15% 이내로 배

2012:

외래진료비와

국

정. 향과 촌보건

50%이상,

가기본약물을

통

소

200위안

합기금으로 보상

의료비만

보

상. 20-30% 보
상

일반

외래진 료비 의

서 보상

진료비의
연
한도에

50% 이상 보상.
악성종양의

방

사선치료, 요독증
의 투석 등 중증
질병치료는
기관을
입원치료

의료

지정하여
보상기

준에 따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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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유방암 등 여섯 가지 질병의
시범사업 진행. 성 전체에서 여섯 가
지 질병 치료비 70% 보상; 에이즈

중증질병
치료
보상수준

치료비 75~80% 보상; 아동 백혈병
등 여섯 가지 질병 시범사업 진행. 치
료비의 80%는 의료보험에서 지급,
20%는 의료부조에서 지급.
2012: 아동 백혈병 등 여섯 가지 질
병보상을 성 전체에 도입. 혈우병, 폐

2011:만성병

외래치료:기금의

10-20% 배정. 현급, 향보건소, 촌보

2011: (난징시 외래중증질병보상: 미

건소 의료비 보상. 이 경우 일반 외래

성년자 85%보상, 성인 80% 보상,

진료 보상에서 배제

건축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의 1, 2급

2012: 아동 백혈병, 선천성 심장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비

등 모두 20가지 질병. 보상비율 70%

율은 95%, 90%)

이상

암 등 12가지 질병 추가

1) 《貴陽提高城鎮居民醫保補助 每人每年增加80元》
2) 《關於調整城鎮居民基本醫療保險政策的意見》
3) 《關於提高我市城鎮居民基本醫療保險財政補助標準和待遇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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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중국의 사회의료보험 가운데 신형농촌합작의료와 도
시주민기본의료보험이 구이저우성, 후베이성, 쟝쑤성 세 지역에서의
도입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차
이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의료보험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혁신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중앙-성-현 정부의 관계가 정책혁신에 어떤 영향을 주었
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이 세 지역에서 시범사업 초기에 사회의료보험을 구성하는
재원조달방식, 운영방식, 보상범위와 보상비율, 진료비 지불방식 등
에서 모두 차이가 있었다. 그중에서 재원조달방식은 가입자의 보험
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었는데 정부의 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형농촌합작의료는 지역의 경제수준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다르게 책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달랐다. 중앙정부는 중서부의 농촌지역을 지원하던 데로부터 점차
동부의 빈곤지역에도 지원하는 대신 중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점차
줄였다. 이에 따라 중부지역의 성정부의 재정부담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이는 중부지역의 빠른 발전으로 인하여 중앙정부가 중부지
역의 성정부와 하위 정부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인당 보험료는 최저한도만 규정하고 그 기
준에 맞추어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하였는데 이로 인
하여 경제수준이 높은 동부지역은 일인당 보험료가 중서부 지역보
다 높았다. 그러나 그동안 구이저우성 정부가 재정투자를 많이 하
고, 중앙정부에서 꾸준히 지원함에 따라 구이저우성과 후베이성의
최저 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신형농촌합작의료는
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에서 관리하였지만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상
업의료보험기관에 위탁하기도 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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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두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
서 운영하기도 하였다. 다만 성급 정부에서는 세 지역 모두 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두 부처에서 나누어 관리하
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중앙정부가 두 제도를 통합한다고 발표함
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도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느
부처 소관으로 할지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인력자
원과 사회보장부의 소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를 차지한다.
보상대상은 두 제도 모두 입원치료와 중증질병치료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실제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신형농촌합
작의료는 외래진료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시범단계에서 일
부 지역은 통합기금에서 보상하고 일부 지역은 가구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전문 외래진료를 보상하였다. 그러나 점차 전국으로 확대
하는 과정에서 가구계좌를 폐지하고 통합기금에서 보상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마다 가구계좌를 통합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었다. 또
한 후베이성의 경우 만성병 외래를 보상받는 사람은 일반 외래 보
상에서 제외하였다.
시범사업 초기 두 제도 모두 세 개 성에서 보상범위와 보상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보험기
금에 맞춰 보상비율이 결정하는 원칙에 따라 보상비율이 다르게 결
정되기도 하고 또 지역에 특성에 따라서 보상내용을 다르게 결정하
는 정책혁신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종료되
고 전국으로 확산된 이후에는, 특히 신 의료개혁이 시작된 이후에는
지역 간의 정책학습과 중앙정부의 정책확산에 따라 지역 간의 보상
범위와 보상비율은 점차 비슷해졌다. 신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보상비율을 다르게 정하였
는데 이로 인하여 지역 간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
러나 중앙정부에서 최저수준을 제시하고 중서부지역과 빈곤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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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정지원을 꾸준히 하면서 보상범위와 보상비율의 차이는 매
우 작았다.
진료비 지불방식에 있어서는 세 지역 모두 제3자 지불방식을 적
용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시범단계에서는 의료기관과의 인터넷망
연결의 부재와 같은 업무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후불상환제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 각 성정부가 나서
서 성 내부에서 통합된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3자 지불방식이 점차 가능해졌다.
전반적으로 시범사업 초기에는 지역 간에 제도적 차이가 있었지만
이후 제도가 발전하면서 두 가지 사회의료보험의 가입률, 보상범위
와 보상비율, 진료비 지불방식 등은 모두 수렴해가는 모습을 보였
다. 그러나 보험료와 포괄수가제를 적용 받는 질병군, 약물목록 등
은 여전히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다만 낮은 경제수준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구이저우성의 경우 중
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인하여 후베이성
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의료보험을 구성하는 이상의 요인들은 모두 시범사업 초기에
지방정부가 자체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추어 정책내용을 제정
하면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책혁신들이
있었다. 이런 정책혁신은 두 제도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구이저우성 츠수이시의 입원출산비 면제와 후베이성 즈구
이현의 삼협댐 이민자들의 신농합 가입허용사례, 쟝쑤성 쿤산시의
도시와 농촌 의료보험의 통합과 쟝인시의 상업보험회사의 위탁운영
등은 모두 새로운 정책혁신으로 정책의 발전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제공하였다. 삼협댐 이민자들의 신농합 가입허용사례를 제외
한 나머지 정책들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중앙정부도 점차
제도에 포함시켰다. 반면 후베이성의 중간이탈자에 대한 패널티 적
용과 쟝쑤성 하이안현의 보상예외규정은 가입자들에게는 불리하지
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금의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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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적
용하고 있다. 즉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전제 하에서 가입
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거나 혹은 상업보험회사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처럼 가입자들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부의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유리하지
만 가입자들에게는 불리한 정책, 예를 들어 하이안현의 보상예외규
정과 후베이성의 중간이탈자 패널티 적용과 같은 경우 중앙정부는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규제하지도 않았다. 그
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불리한 정책, 대표적으로 가구계좌의
도입과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현 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직접적으로 적
용되기보다는 성정부의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구
이저우성은 츠수이시의 입원출산비 면제를 성 전체에 도입하면서
완전한 면제보다는 일정한 비율로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쟝쑤성 쟝인시의 상업보험회사의 위탁운영은 시범사업 시작초기부
터 중앙정부에서 개최한 신농합 시범사업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중앙정부 고위관료의 인정을 받았다. 다만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정
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에 도입되기까지는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
였다. 때문에 신농합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의 도입과 발전과정을 보면
중앙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때 목표와 비교적 모호한 내용을 발표하
면 구체적인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혁신을 통해 구체화하지만 정책
의 확산은 지방정부들 간의 학습을 통해 진행되기도 하고 상위 정
부의 정책도입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이때 현→성→중앙정부의 순서
로 성정부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중앙정부가 채택하기도 하지만 현
→중앙정부의 순서로 바로 중앙정부에서 채택하기도 한다.
두 가지 사회의료보험의 정책혁신에 영향 주는 요인은 지역주민들
의 소득, 유동인구와 같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들 외에 지방정부
의 재정능력과 정책창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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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의 경우 농공당이 신농합 시범사업을 감독하였고, 후베이
성의 경우 인대대표들이 중앙정부에 시범사업 확산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반면 쟝쑤성의 경우 신농합 시범사업
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농촌지역의 합작의료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성정부가 시범사업회의를 정기
적으로 개최하고 경험을 교류하였으며, 심계서가 기금의 사용을 감
독하였다. 다만 사회의료보험 정책은 2000년 이후 중앙정부가 추진
한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부터 현정부에 이
르기까지 모두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정부 관료들과 인대대표,
정협대표들의 중시를 받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재정투자가 많이 들
어간 점도 정책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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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논문은

중국의

사회의료보험

가운데

신형농촌합작의료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이 시범사업 도입이전부터 시범사업 진행과정,
그리고 최근의 새로운 의료체계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구이저우성,
후베이성, 쟝쑤성 세 지역에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제도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정책혁신과 확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사회의료보험의 도입은 비싼 의료비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다시 빈곤선 이하로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정부의 재정투입이 없이 가입자들의
적은 보험료로만 운영되어 보험기금이 적고 안정적이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한편 중국정부는 세계보건회의에서 2000년까지 전국민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따라서 2003년부터 정부재정이 중심이 되고 가입자가 보험료의
일부분을 분담하는 방식의 신형농촌합작의료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하였다. 다만 각 성에서 몇 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에 점차 다른 지역에도 확장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는 도시직장인의료보험이 두 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전국으로 확장한 것과는 시범사업 확장 방식이 달랐다.
또한

시범사업이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신농합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지방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신농합 시범사업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혁신이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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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네 개 성을 중점시범성으로
지정하고

매년

시범사업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정부의

경험을

공유하고 중요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정책을 조절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수시범지역을 선발하는 등 동기부여를 하였다.
둘째,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은 자체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혁신들을 진행하였다. 이런 혁신들 중 일부는
성정부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쳐 성 내부의 전체 지역으로 확장하고
일부 정책은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시범사업 회의에서 논의되어
직접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도입하였다.

반면

가구계좌와

같이

제도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중앙정부가 폐지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지역 출신의 가입자들을 배제하거나
혹은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정부지원을 하지 않은 사례처럼 제도의
안정과 큰 연관성은 없지만 지방정부의 이익과 연관되는 가입자
조건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劉培偉(2010)의

주장처럼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의 선택적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의 성패는 중앙정부가
결정한다는
밀접한

주장과는

관계가

달리

있는

중앙의

정책에

이익보다는

대하여

지방의

중앙정부가

이익과

지방정부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음을 설명한다. 물론 이 전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었을

때이다.

또한

기존의

Xufeng

Zhu(2013)의 연구에서는 정책확산요인을 내부결정요인, 수평적
정책확산요인, 수직적 정책확산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논문은
중앙-성-현 정부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정책의 혁신과 확산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수직적 정책확산만 볼 수 있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세 지역의 신농합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면
등으로

지방정부의
인하여

세

정책혁신과
지역은

지역

시범사업

간의

사회경제적

시작초기부터

차이

확산단계에

이르기까지 보험료, 보상범위와 보상비율, 가입률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성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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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부 차원에서 자체지역의 제도를 규범화하고, 중앙정부도 제도의
발전전략에 따라 점차 규범화하였다. 특히 신 의료개혁이 시작된
이후

중앙정부는

보험료와

중증질병보험제도를

보상수준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지불방식에

있어서

인상하고,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구체화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도
상응하게 조정되었다. 동시에 성정부는 의료위생에 대한 재정투입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신 의료개혁이 시작된 이후 세
지역의 신농합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은 보상범위, 보상비율이 점차
비슷해졌다.

특히

구이저우성은

경제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보험료가 후베이성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비록 지역 간에 보상대상에 속하는 약물목록이나 포괄수가제를
적용받은 질병군, 그리고 보험료 등 내용면에서 여전히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가입률,

보상방식이나

보상률,

중증질병보험의 운영방식 등 큰 틀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중국의

사회의료보험이

시범사업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모호한

정책목표와 실행방안으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혁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지역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과 격차를 보였던 성정부의 노력으로 제도가 점차
발전하면서 점차 지역 간에 정책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농합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은 사회의료보험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009년 중앙정부는 신 의료개혁의 목표를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포괄수가제와 중증질병보험과 같은 정책들을
도입하면서
지역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의료비

부담을

이용상황을

보면

줄이려고
꾸준히

노력하였다.
증가하고

세

있고,

쟝쑤성의 경우 외래진료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전에
비하여

중국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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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이용이 고르게 분포되었는지 아니면
소수 사회집단들에게 집중된 것인지는 계속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지역 모두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의료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의료비가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빈곤층

주민들이

사회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에도 의료비를 통제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제 2 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운영되고

사회의료보험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중국의

궁금증으로

지방정부에서

시작하였다.

이는

어떻게
중국의

사회보장정책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만을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과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중국은 비록
중앙집권적인 국가이지만 광활한 영토와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 오랜 역사를 내려오면서 분할과 통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중앙집권적인

역량을

결코

설립된

이후

정치체제가

간과할

수

계획경제

구축되었지만

없는

부분이다.

시기에

강력한

마오쩌둥을

비롯한

영도자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균형발전을 강조하였다. 이후
개혁개방 이후에 ‘권한과 이윤의 이양’정책과 분세제 개혁을
거치면서
사무에

사회정책을
포함되었다.

비롯한
뿐만

많은

아니라

사무들이

지방정부의

지역위생계획을

관할

시작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사무로 자리 잡았다.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재정투입이

부분인

필요하기

사회의료보험은
때문에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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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인력과

구체적인

정책은

중앙정부의 모호한 규정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목표와
실행방안에 따라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제정하고
집행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범사업 초기와 확산 단계에서
성 정부 간의, 그리고 성 내부의 서로 다른 현 정부 간의 정책이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간의 정책의
차이는 제도의 발전에 따라 점차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발전모습은 중앙정부의 정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발견하기
어렵다. 때문에 중국의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집행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간의 정책이 차이가 발생하고 다시 수렴하는
원인을 정책의 혁신과 확산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구체적인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책이

특히

어떻게

중국에서

나타났는지를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점차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의 경우 많은 내용들이
지방정부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정책의

혁신을

통해

나타나고

일정한 운영과정을 거쳐 가능성이 검증되면 점차 전국에 도입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책혁신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정부의

정책혁신과

성정부와

중앙정부에

의한

수직적 정책확산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 흔히 진행되는 top-down 방식의 정책결정과 집행과는
다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속에서 활발한 정책논의를
통해 정책혁신과 확산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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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의 지방정부 간의 정책의 차이를 정책혁신과
확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정책혁신과 확산을 연구한 기존의
문헌들은 정책혁신이 일어나고 그것이 확산되는 원인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고 주장하고, 외적요인은 상위정부나
혹은 초국가적인 국제기구의 의한 의무적 확산이나 강제적 확산과
같은 수직적 확산방식과 동급 수준, 즉 지방정부 간의 혹은 국가
간의 정책확산과 같은 횡적인 확산방식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앙-성-현정부에 이르는 수직적 정책확산 방식만
설명하고 성과 성 간의 혹은 현과 현 간의 정책학습을 통한 횡적인
정책확산은 분석하기 어려웠다. 이는 본 연구가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서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되는 연구를 통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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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in China stipulates that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receive material assistance from the state and
the society when they are old or sick, or have lost their
jobs, and that for this the state should develop its social
insurances, social assistances and medical services for the
citizens. However, after the period of rapid reform and open
market, the Chinese government began reducing its financial
supports for hospitals and allowed hospitals to be able to
make profit in the market. However, this reform has led a
sharp rise in medical expenses. At the same time, the
reform

of

household

contract

responsibility

system

has

resulted in the dissolution of communities in rural areas, and

- 223 -

the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has led many people
to lose their jobs. It made the rural cooperate health, which
had been introduced in 1960s, not to work normally; and
worker’s health insurance, which had emerged in 1950s,
protected only a few people. Another problem is that the
density of hospitals was not equal, so people especially
living in rural areas could not get basic health services.
Therefore, getting

the

medical

treatments

became

more

difficult and expensive. It has become one of serious social
problems.
In order to tackle these problems,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new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late
1990s. In 1999, China introduced the Urban Employed Basic
Medical Insurance (UEBMI); New Rural Cooperate Medical
Scheme

(NCMS)

which

especially

for

rural

people

has

started a pilot project from 2003; and Urban Residents Basic
Medical Insurance (URBMI), which for urban people who
were not included in UEBMI, has started pilot project from
2007. Among these three basic health insurances, premiums
of NCMS and URBMI are paid jointly by governments and
subscribers. After several financial reforms and introduced
regional health planning from 1990s, health related work has
been assigned to the local governments. Thus, the local
governments provided lots of financial support, and the
central

government

subscribers

living

only
in

provided

the

rural

financial
areas

of

support

for

mid-western

provinces at the beginning of pilot program. It may affect the
insurance

funds,

an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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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because

economic

unbalanced.

The

developments
local

between

governments

provinces

can

set

are

policies

depending on their own socioeconomic conditions. However,
many previous studies on China’s health insurance, only
analyzed the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hey rarely studied
local governments’ specific policies. Thus,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analyze local governments’ policies of NCMS
and

URBMI

and

to

find

answers

about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are there any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local
governments’

NCMS

and

URBMI?

If

so,

have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kept growing or converging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Second, what are the
reasons of institutional differences or convergence between
regions throughout the pilot phase and stabilization phase of
the two social insurance schemes? What are the respective
roles of the central, provincial, and county governments as
important policy makers in the process? Third, how much did
social health insurance develop from the aspect of the
Chinese government’s ultimate goal of health sector? In
order

to

answer

the

aforementioned

questions,

I

have

selected the province of Guizhou, Hubei, and Jiangsu in the
western,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China respectively, and
carried out the case study during 2002 to 2014.
By analyzing the NCMS and URBMI of three provinces, I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has got experience from several pilot programs
which held before 2000s and UEBMI, and started NCMS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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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in all of provinces at the same time. It was a
different method with UEBMI, which selected two cities in
pilot program, and produced in all of cities after several
years later.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chose
four

provinces

as

important

pilot

provinces.

Using

this

method, the central government was able to supervise local
governments in a direct manner, and the local governments
could share different experiences.
Second,

from

studying

detailed

contents

of

three

provinces’ NCMS and URBMI, we can know that those local
governments’ policies, such as premium, coverage, reward
ratio, subscription rate etc., have many differences between
regions

at

the

pilot

phase.

However,

these

characters

between regions gradually became converging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d more financial support and the
province governments also tried to reduce differences with
other provinces.
Third, the reason of differences between regions in the
pilot phase i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an ambiguous
policy goal and action plan, thus local governments could
make

more

detailed

socioeconomic

regulations

situation.

In

this

reflecting
process,

their
many

own
policy

innovations have occurred. Some of the policy innovations
have

been

diffused

in

other

regions

through

province

governments’ policy adjust and some of them have been
diffu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o. However, some of
the policies, such as household account, have been cancelled
after

the

central

government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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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vorab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stitution.

Some

policies

were

not

rel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s profit and also did not
affect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but they were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s’ profit, central government did not
respond. Through these processes, the policy differences
between regions became smaller, and gradually converged. In
other

words,

the

county

governments

made

policy

innovations, then province and central governments have
diffused innovations.
Fourth, the Chines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9,

contributed

to

reducing

people’s economic burden. In 2009, China started new
medical reform. The aim of this reform is that all people can
receive basic health services until 2020. Although more than
90% of people have social health insurance, and more and
more people receive health services, medical expenses are
still very expensive, and lots of people could not get access
to

basic

medical

services

distribution

of medical

Therefore,

the

resources

in

because

resources

Chinese

and

government

basic health

of

the

unbalanced

medical

should

services, and

expenses.

invest

more

control medical

expenses. It’s a big challenge fo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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