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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公)보험 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약 80%가 사(私)보험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가입률은 우리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는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 등과 같이 주로 의료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우리나라에

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로 주로 언급되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이는 위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국민건

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보험자 부담금) 외에 다른 경제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동

기만으로 우리나라의 매우 높은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을 설명하는 것은

다소 부족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동에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

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 환경적 요소, 그리고 각 요소들 간

의 상호작용이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을 우리 사회의 기저

에 깔린 ‘탈근대 시대의 개인화 현상’을 바탕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탈

근대 사회에서 개인은 근대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되지만 이러한 새로운 위험을 사회적 연대 또는 사회권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에 더해, 국민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이윤 추구에 따른 의료기관 간의 경쟁과 이로

인해 경쟁적으로 도입되는 신의료기술,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전반적 확

대 등과 같은 보건의료체계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현상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 및 이와 관련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체

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를 보다 풍부한 맥락에서 밝히고자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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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고찰, 사회 현상 분석, 체계적 문헌고

찰, 질적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요인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안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국내 선행

연구 43편을 확인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

적 요인 외에 건강 관련 요인인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질환 유·무 및

그 개수, 의료이용 경험과 더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령, 가구원 수

가 확인되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후 보험금의 수령 여부는 민간의료

보험 추가 가입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사람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

와의 관련성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

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가입 확률이

높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존재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을 보다 체계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2

명과 가입자 12명, 총 14명의 참여자를 모집한 다음, 대면 면접

(face-to-face interview)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

째,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다수였다. 둘째,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

어 광고가 영향을 미쳤다. 인적 판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보험상품

유통 환경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광고는 민간의료보험 가

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입자는 민간의료보

험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인 소득·세액공제와 보험료 수

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경제

적 여유가 없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례뿐만 아니라 민간의

료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높게 평가하고

질병 발생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의료

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 모두 주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으나 민

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주변인의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

면, 미가입자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도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는 미래의 질병 발생 가능성,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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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에 대한 태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평가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 통합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여러 기존 이론

(건강믿음 모형, 합리적 행동 이론, 계획된 행태이론, 사회인지이론, 소비

자 행동모델) 및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회 현상 및 제도에 대한

고찰, 체계적 문헌고찰 및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

찰, 모형화하여 제시하였다. 모형의 핵심은 ‘탈근대 시대의 개인화 현상’

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시장화된 개인화’로 설명될 수 있다. ‘시장화

된 개인화’는 우리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로, 시

장화된 개인이 질병, 실업, 사고와 같은 위험 직면 시 사회보장의 테두

리 안에서 도움을 기대하기 보다는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

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사회적 지원 체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 존재한다. 개인은 이러한 ‘실제’를 직접 경험하거

나 주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겪게 되며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스스로

대비해야 함’을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 시장 확대를

통한 광고의 영향은 다양한 형태의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 민

간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가입에 이르기

까지 개인은 사회적,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민

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그로 인한 시장 확대, 민간의료보험 광고는

마치 모두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

한 인식은 개인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

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의료기술의 경쟁적 도입은 지속적으로 비급여 항목

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된

다.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개인은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의료비를 부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

게 된다. 민간의료보험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민간의

료보험 가입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 즉, 주관적 규범/사회적 규범은 주

변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권유, 주변인의 질병, 보험금 수령에 대한 간

접 경험, 광고의 영향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이라

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지칭한다.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치료

나 검사를 권유할 때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민

간의료보험에 대한 주관적 또는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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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발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간의

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화하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

다. 이 조사를 통해 실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13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조사 결과, 모형에서 제시된 민간의료

보험 가입 이유인 ‘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주변인의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건강 상태는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험금 수령 경험은 민간의료보험의 추가 가입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의료보험의 월납 보험료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 월납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와 가구 소득, 가구원 수

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월평균 납입 보험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가

구 소득은 선행연구에서 보고하는 것과 같이 가입건수, 납입 보험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 수준은 민간의료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을 확인하였

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는 가입건수와 납입 보험료와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일수록 가입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으로 구분되

는 질병 발생, 의료비 지출, 보험금 수령에 대한 주변인을 통한 간접 경

험은 가입건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할

때, 제안된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모형’은 우리나라

국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를 상당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를 ‘시장화된 개인화’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연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시

장화된 개인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

략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일 것이다. 사회 현상으로 설명 가능한 민간의료

보험 가입의 이유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활성화, 수익 창출을 위한 의

료기관의 경쟁 구조는 비급여를 양산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이

러한 환경은 주관적 규범/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즉, 개인

은 민간의료보험을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질병이 발생하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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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지출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주변인을 통한 간

접 경험은 개인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을 개인적 차원의 요인

인 경제적 수준이나 미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을 통해 파악하던 기

존 연구에서 나아가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사회 현상과 규범에 기반하

여 통합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민간의료보험, 시장화된 개인화, 국민건강보험, 규범, 비급여

학 번 : 201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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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형성과 발전

보편적 건강보장 (universal health care)은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

움을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 하는 것 (WHO, 2013)‘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개별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공적 제도인 사회보험 방식 (social health

insurance)이나 국가보험 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은 보편적 건

강보장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사회보험 방식

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보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공적 의

료보장체계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민간의

료보험은 가입자의 입원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재원일수를 증가시키며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Wu et al,

2020).

민간의료보험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제

주체인 기업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기업은 광고와 판촉 행사 등과 같

은 판매 촉진 전략과 동시에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

하여 최대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주체인 정부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와 가입에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 판매가 시작된 것은 1963년으로 손해보험회

사에서 실손보장 상해보험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후 1977년에 단체 건

강보험이, 1978년에는 특약 형태의 질병보험 판매가 시작되었다 (오승연,

2015). 비슷한 시기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정부는 사회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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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1977년 시작된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

서 사회개발 목표가 명시되었고 이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

보호사업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도

입되었다 (윤희숙, 2014).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 의료보험제도와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경제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1970년대의 민간의료

보험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민간의료보험은 1980년대에는 약 60억원 수준에

서 2000년에는 약 1.3조원으로 성장하였고,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의료보험 판매가 허가된 2000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약 6.4조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최성은, 2016). 여기에는 민간의료

보험 시장에서 공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2000년대 중반 시행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민

간의료보험의 시장을 확대하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9

월 정부는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판매를 허용하였고, 2006

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 역할 설정 방안」

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양한 상품 판매 채널을 확보하여 보험 상품을 판

매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후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 구조 개편방안’에서는

21년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형 의료보험’에 자동차보험처럼 차등제를

도입해 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 부과하고, 새로운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현재 실손형 의료보

험에 비해 약 10%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년 12월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약 3,800만 명이 실손형 의료보

험에 가입하였으며 실손형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

료비를 보장하는 국민의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이 언급

되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은 시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부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인정한 사실은 우

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역설적으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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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민간의료보험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비효

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암, 심장질환을

보장해주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한,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 해이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으므로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분담할 때 공보험의 급여 범위는 일정 수준1)에

머무르게 하고 나머지 영역을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기택, 1999; 오영수와 이경희 1999; 오영수, 2006; 김원식, 2002;

KoREI, 2002).

반면 민간의료보험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료민영화의 하위 개념으로

민간의료보험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데 이들 대기업은 민간의료보험, 병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산업을 포괄하는 의료산업복합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

략을 추진해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05년에 작성된 삼성생명 내

부보고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단일 체

계를 무너뜨리고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 보건의료체계를 만드는

계획을 담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2). 실제로 민간의료보험 광고에서

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다는 사실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

야 보험료를 절감하고 높은 연령까지 보장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

다.

1)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에 대해 오영수(2006)는 70%까지 높이고 나머지는 민간의
료보험이 보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오영수와 이경희(1999)는 최소의
료보장(guaranteed health care package)에 해당하는 영역은 기존의 사회보험 방식으
로 운영하되,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성격의 민간의료보험제도를 활성
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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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의 증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의 향상, 평균 수명의 증가는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봉민, 2015). 이러한 의료이

용에 대한 수요 증가는 부수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

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은 민간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공의료기관과 비교하였

을 때, 민간의료기관은 영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자본의 성

장과 경쟁은 보건의료체계의 모순을 심화시키게 되는데 민간의료기관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약과 신의료기기 등을 이용하여 비급여 서비

스를 확대하고 이는 의료비 상승으로 연결되게 된다 (사회진보연대,

2012).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이용과 의료비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건강보험료의 요율을 높이고 급여 항목을 확대하고

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답보 상태

에 머무르게 된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환자에게 실손의료보

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비급여 항목의 증가는 개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요인으

로 작동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을 통해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권 안으로 들이기 위해 다각적

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새로운 비급여 항목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

다.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

기 위해서’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연구원, 2015),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지출 경험은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민간의료보

험 가입을 유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체

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후 실제 지불해야 하는 비용

으로 인해 개인은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경제 지

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민간의료보험사의 주장

과 궤를 같이 한다.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장애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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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 분산 (risk pooling)의 원리가 작

동해야 한다. 위험 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본인부담금은 줄어들

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본인부담금을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여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위험 분산보다는 민간의료보험

을 통한 위험 분산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민간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위험 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충분

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위험 분산 방식과 보험료 산정 기준에

있어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차이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전

체 국민이 가입하여 질병 발생에 대한 위험을 전국민이 나누어 가지지만

민간의료보험은 제한된 대상 (가입자)에게만 위험이 분산되고 이윤을 추

구하고자 하는 경제 주체인 보험자는 자신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위험

분산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허순임, 2009). 결과적으로 이러한 우리나라

의 특성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인의 복지 태도2)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해의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건강보험료는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기 마련이다. 상당수 국민은 본인

이 납부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다.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

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라

고 대답한 응답자는 62.9%인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는

7.1%에 불과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이후 3년

(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79%가 ‘높다’라고 평

가하였으며 2021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을 적정 조정률 (구간)을 조

사한 결과, 응답자의 53.3%가 ‘동결 또는 인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2020년 6월 7일 이데일리 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0년 8월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94%가

2)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대부분은 어떠한 기준에 해당하여 특정한 공공부조가 필요한 사
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보편적인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
으나 큰 틀에서 건강보험은 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되므로 여기서는 복지태도로 표
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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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평균 3.2% 수준이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25일 메디파나 기사).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

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보험료율 인상

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인식은 국민건강보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복지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

다는 의견에 대한 지지(33.50%)는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 증가 반대

(32.46%)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저소득 가구원은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에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 비

율’(36.25)이 가장 높았고, 반대 (34.38%)가 찬성 (29.37%)보다 높았다.

일반 가구에서는 전체 의견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에 ‘찬

성’(33.91%),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33.82%), ‘반대’ (32.27%)의 세

입장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인의 복지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비일관성을 지적하고 있는

데 (김영순과 여유진, 2011;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주은선과 백정

미, 2007) 구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와 달리 복지와 세금에 대한

태도의 이중성과 모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 지위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현재 복지 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복지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우리

나라에서는 복지혜택을 많이 받고 있거나 앞으로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

을 수 있는 하층계급의 비일관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태도의 특

징이 비일관적, 비통합적, 파편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윤

태·유승호·이훈희, 2013).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 태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탈계급성’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고용 구조에서 낮은 지위

를 가진 직종에 종사하는 인구집단,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 복지보다 조

세를 통해 제공되는 국가 복지에서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국가의 복지 정책을 덜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김윤태·유승

호·이훈희, 2013). 저소득층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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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복지에 대한 혜택을 누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층

이 오히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지지한다. 계층에 따른 탈계급성, 비

일관성에 대한 이유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

에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계급이 구조적 기반을 상실하고 더 이상 체험되지 않는 사회는 Ulrich

Beck이 지적한 “개인화된 사회”의 특성과 유사한데 Beck은 개인화과정

에서 생활양식의 개인화, 사회적 위험의 개인화, 자기 연대기의 연출자로

서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계급구별이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

하준, 2014).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신경아 (2013)는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체제를 경유하지 않고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의에서 김영삼 정부

의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행한 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시장 중

심 사회로 변화되어 왔으며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은 어떠한 사회적 보호

장치 없이 시장의 경쟁과 압박에 내몰리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서구

의 ‘제도화된 개인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화된 개인화’로 표현하였

다. ‘제도화된 개인화 사회’에서는 위험을 매개할 제도가 존재하지만, ‘시

장화된 개인화’는 사회적 연대를 통한 위험의 대비가 아닌 본인 스스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제도화된 개인화 사회’에서 빈곤은 생애의 어떤

국면에서 만날 수 있는 일시적인 위험이지만, ‘시장화된 개인화 사회’에

서는 위험이 훨씬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빈곤은 벗어나

기 어려운 생애 전반의 불행이 되기 쉽다고 하였다. ‘시장화된 개인화’는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민간의료

보험 가입의 근본적인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화된 개인화’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주요 기본

개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해도 ‘개인화’ 개념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

동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가치관과 신

념, 태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구분되는 역사, 환경,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해야만 개인의 행동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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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건강권’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건강권’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제1항은 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0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

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

은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

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은 국민건강보험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평균인 80%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이

다. 반면, 2018년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70%로 공적 의료보장 체

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0).

민간의료보험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공적보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거나 공적보험을 보완하거나 또는 공적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

급여 또는 본인 부담 부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자원을 의료

시스템 내로 유입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며 의료시스템의 반응성

을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윤희숙, 2008).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제도가 공존하고 있는 국가

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가진 환자가 의료이용에 있어 미가입자와 비교해

상대적인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즉,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는 미가입자의 경우에 비해 의사의 진료 시간이 더 길거나 진료 대기 시

간이 더 짧은 것과 같은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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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공공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

아 민간의료보험이 없는 환자의 진료 순서가 밀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

였다. 독일에서는 더 많은 진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자에게 의료진이 더 긴 시간을 할애하는 문제가 발생기도 하였다 (신현

웅과 임재우, 2018).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더 긴 시간을 할애하여 진료하거나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진료 순서가 뒤로 밀리는 것과 같이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직접

적인 불이익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제한

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논의되

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관련 주제와 다른 맥락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의 의료쇼핑, 과잉 의료이용과 같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파생되

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관심사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있어 직접적인 혜택을 보장하는 수

준을 넘어 최성은 (2016)이 지적한 것과 같이 가입자 측면에서 필요 이

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유도하는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의 유인을 제공하는 상태에 이르렀

다고 단언할 수 있다.

2020년 4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인구는 전 국민의

97.2%이며 2.8%는 의료급여 대상자이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치

권에서도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향상을 공약으

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11년 전체 가구의 73.9%, 2017년 전체 가구의 78.1%로 연평균 0.93%

씩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웅, 강태욱 외, 2019). 공적

의료보장 체계와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나라와 우

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함에 있어 공적 보장체계, 민간의료보험 체계, 의료

전달 체계, 의료자원량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사례를 일반

화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의 민간의료

보험 가입률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2015년 기준 영국의 민

간의료보험 가입률은 10.6%, 호주는 55.8%, 독일은 33.8%이다3) (신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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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임재우, 2018).

2008년 8월에는 생명보험업계에서 개인 실손의료보험 판매가 가능하게

된 이후, 2018년 6월말 상반기 기준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보유계약은

3,396만 건, 위험보험료4)는 약 3.5조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보험연구원,

2020). 2017년 한국의료패널에 따르면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0.83% 증가하였고 가입가구의 평균 가입

개수는 2011년 4.68개에서 2017년 5.11개로 증가하였다 (문성웅, 강태욱

외, 2019). 가입가구의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 납입금은 2017년 기준

315,520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와 가구 기준 가입률을 고려하였을

때 2017년 기준 약 50조 규모를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20년도

국민건강보험 예산이 77조 171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도 사업운

영계획서, 2020)임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규모가 우리나

라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성장이 불과 1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년까지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은 대부분 생

명보험이었으며 가입구성은 생명보험 90.9%, 장기손해보험 8.1%, 상해보

험 1.0%로 사망 시 보상과 장해 발생 시 정액 보상이 주된 보장 내용이

었다 (정형준, 2019). 다시 말해, 현재 우리가 대표적인 민간의료보험 형

태로 구분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2007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떠한 계기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성장하

게 된 것일까?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자료는 공

교롭게도 2003년 발표된 삼성생명 보고서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우리나

라 민영의료보험의 도입 배경이 되는 것은 첫째, 높은 국민건강보험 부

담, 둘째, 국민의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 셋째, 의료시장 해외개방에

대한 대비였다 (정형준, 2019). 2006년 정부에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 대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근거로 2008

3) 독일은 개인의 소득, 직업에 따라 민간의료보험과 공적 건강보험 중 선택하게 되어
있음. 독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입률은 제시하였음.

4) 위험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영업보험료
(납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고,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
험료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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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생명보험업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기 시작

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은 가입자 개개인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

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이라는 사회현상을 설

명하는 선행연구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높은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을 개인

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하기 보다는 개인의 특

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개인 또는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

입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개인의 소득,

학력, 건강상태를 설명변수로 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대부분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미가입을 종속

변수로 하여 설명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학

연구, 마케팅 측면에서 다른 민간 영역의 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구분하

지 않고, 민영보험상품에 가입에 있어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 보험설계사

와의 관계, 미디어 노출의 영향 등을 설명하는 연구이다. 즉, 한쪽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인구·사회학적인 요인과의 관계를 바탕으

로 설명하고, 다른 쪽에서는 ‘민간의료보험 상품’ 자체로서의 특성에 초

점을 맞추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영어로 ‘private health insurance’로 표현되며 이때

‘private’은 다시 ‘only for one person or group and not for everyone’,

‘controlled by or paid for by a person or company and not by the

government’로 설명된다. 즉, 민간의료보험은 (특정) 개인 소유 또는 (특

정 개인 또는 민간집단) 전용의 의미를 포함하며,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

는 것이 아닌 개인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의료보험이 공적건강보험과

비교될 때는 ‘개인의 선택’ 및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단순히 개인의 자유로운 소비활동으로 바라볼 수 있지

만 민간의료보험의 운영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적의료보장체계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

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의 법적 강제와 국가 또

는 사회의 책임을 전제로 사회연대가 실현되는 제도임에 반해 민간의료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이윤을 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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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

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6). 즉, 국민건강보험과 비교하였을 때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기본권인 ‘건강’을 보장하는 데 있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적보장체계를 압도하는 사적보장체계에 대해서 면밀

히 이해하고 공적보장체계와 사적보장체계의 발전방향을 재정립함에 있

어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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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

하여 통합적으로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

라 국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게 될 것

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개념들을 확인하고, 각 개념

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2) 각 개념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 행동을 통합적으로 설

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한다.

3)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인들 간 관계의 타당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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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의 구성

이어지는 2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이론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믿음 모형, 합리적 행동

이론, 계획된 행동이론, 사회인지 이론, 소비자 행동모델을 확인한 다음

각 이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재정의하고 각 요인들

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산업 측면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을 설명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개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였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 방법

론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우리나라 민간의료보

험 가입을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제

시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파악

하고 확인된 요인들을 2장에서 검토한 이론들에 근거하여 어떻게 분류해

야 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민간의료보험 가

입 이유를 파악하고자 질적 연구의 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

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미가입에 대해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

을 주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고,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심층적, 종합적으

로 기술 분석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미가입 행태를 더욱 깊이 있게 이

해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 수행한 이론고찰, 3장에서 수행한 체계적 문헌

고찰, 질적연구에서 확인된 민간의료보험 가입 영향요인들과 기존 이론

과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확인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더욱 포괄적, 심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

형을 구성하였다. 건강행태를 설명하는 이론, 소비자 행동모델, 개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이론,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자체의 특성, 심리·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같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귀납적 추론에 근거하여 제시된 것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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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한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안된 모형이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

하였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가 설문조사 대상자의 가입 이유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모형에서 고려하고 있는

주요한 개념, 요인들 간의 관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 구성된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와 그 인과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하였으며 마

지막으로 연구의 정책적 의의, 연구가 지난 한계점을 논하고 제언을 담

았다.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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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1. 탈근대 사회의 개인화5)

한국 지식사회에서 ‘개인화’는 일반적으로 이기주의의 확대, 공동체적

연대의 상실을 설명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인화’의 개념은

Ulrich Beck과 Zygmunt Bauman이 정의한 것이다. [표 2-1]은 근대성

구분, 사회 구조, 근대성에 대한 관점, 위험사회 등을 기준으로 Bauman

과 Beck의 근대화에 대한 관점을 비교한 것으로 Beck과 Bauman의 근

대화에 대한 견해를 비교할 수 있다.

Beck은 Anthony Giddens, Scott Lash와 함께 작업한 「성찰적 근대화

(Reflexive Modernization, 1994)」6)에서 초기 근대와는 다른 후기 근대

사회의 특징을 사회관계에서 개인화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Beck은 근대성을 단순 근대 (1차 근대), 성찰적 근대 (2차 근대)의 두 영

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근대성을 구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험사회’와

‘개인화의 도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위협에 대해 공론화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공론화는 되지만,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산업사회의 제도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을 생산하고 이

위협이 정당화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5) Beck과 Bauman의 개인화를 통해 ‘개인화’의 개념을 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 맥락에서
개인화를 설명한 신경아 (2013)의 ‘시장화된 개인화’를 본 연구에서의 ‘개인화’로 정의
하고자 한다.

6) 임현진, 정일준 옮김(한울 출판사, 1994)에서 저자들은 후기 근대사회(현재)는 초기 근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규명하고 있다. Anthony
Giddens)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시간-공간의 원격화에 의해 토착적 뿌리를 잃어가
고 있으며 Scott Lash는 정보와 의사소통 구조에 바탕을 둔 해석적인 공동체가 나타
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lrich Beck의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 17 -

한편, Bauman은 근대를 ‘고체근대’와 ‘액체근대’로 구분하고 과거의 고체

근대성은 포드주의 (Fordism)적 공장과 관료제로 대표되는 것으로 고체

근대성 사회에서는 우연성, 불명확성, 다양성을 공공연한 적으로 삼고 전

체주의적 획일화와 단일화로의 충동에 따라 ‘사회’를 철창으로 만들었다

고 하였다(김현미, 2017)7). Beck의 설명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1차 근

대와 2차 근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반해 Bauman이 설명하는 근대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하였듯이 연속선

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성과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Beck은 성찰적 근대화에 의한 개인화와 위험사회, Bauman은 무질서와

개인화, 위험사회를 주제로 현대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Beck과 Bauman

모두 비슷한 주제 또는 관점으로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듯하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위험사회와 관련된 설명에서 두

사람의 견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Beck의 위험사회는 생

태학적 위험 (코스모폴리탄적 위험)으로, Bauman의 위험사회는 윤리 부

재, 유동하는 공포 (위험)으로 보며 위험의 차원은 구체적으로 죽음의 공

포, 악과 공포, 통제 불가능한 공포, 글로벌 공포, 유동적 공포를 제시하

였다 (손경미 2013). Beck은 산업 근대성의 시기에서 위험시기로의 이행

은 근대화의 자동화된 역동성의 자취 속에서 잠재된 부작용의 양식을 따

라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Ulrich Beck, Anthony

Giddens, Scott Lash, 임현진, 정일준 옮김, 1994). ‘위험사회’는 결과와

위험을 예측하지 못한 근대화의 자기 전개 과정에서 등장하기 때문에8)

사회에 존재하는 악영향과 위험요소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악영향과

위험요소에 대해 우리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화된

근대화의 연속성에서 출현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찰적 개인화

를 통해 위험사회의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손경미,

2013).

7) 지그문트 바우만을 읽는 시간 임지현 외 지음. <기획회의> 편집위원회 기획, 2017 북
바이북

8) 위험사회는 사회 전영역에서 비록 잠복된 형태이지만 자기 위협들을 생산해 내고 있
으며 이 자기 위협은 산업사회가 서 있는 바로 그 토대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고 나아
가 이를 지양하고 변화시킨다 (위험사회 그 이후-재귀적 근대사회 정치의 재발견,
Ulrich Beck, 문순홍 옮김, 1998, 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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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Beck의 성찰적 근대화론 Bauman의 액체근대론

근대성 구분
단순 근대(1차 근대)

성찰적 근대(2차 근대)

고체근대

액체근대
사회 혹은 구조 구조, 체계 유동, 액체
근대성 관점 근대성과 연속선상 근대성과 분리, 단절
구조와 행위자의 관

계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관련

성
구조와 행위자의 독립성

주제 성찰적 개인화, 위험사회 무질서와 개인화, 위험사회

개인화

- 노동시장의 산물 (교육,

이동, 경쟁)

- 생애사적 전기 (성역할,

가족제도 등)

- 계급 소멸

- 근대성과 합리성의 실패

- 미완성된 과제

- 소비지향적

- 양극화된 계급

위험사회 내용
- 생태학적 위험

- 코스모폴리탄적 위험

- 윤리부재

- 유동하는 공포(위험)

위험사회 차원 및

종류

- 위험의 지식화

- 위험의 사회집단화와 불

평등

- 위험의 자본성

- 위험의 이론화

- 위험의 정치성

- 죽음의 공포

- 악과 공포

- 통제 불가능한 공포

- 글로벌 공포

- 유동적 공포

자료원: 손경미 (2013) 재구성

[표 2-1] Beck의 탈근대화론과 Bauman의 액체근대론의 비교

Bauman은 개인화에 의해서 위험사회가 증가된다고 보았는데 Bauman

은 “인간의 이성으로 수행해야 할 일로 여겨졌던 것들이 개인 차원의 과

감성과 정력에 맡겨져 분해 (‘개인화’)되고 개인적 관리와 개인적 재능과

수완의 집행 영역에 남겨졌다.”고 하였다 (Zygmunt Bauman, 이일수 옮

김, 2010; 안도헌, 2019 재인용). Bauman은 무능을 동반한 개인화가 도

래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무능은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개인적인

영역에만 치중하게 된 나머지,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도헌, 2019). Bauman은 집

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에 위험

사회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액체근대는 모든 결속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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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개인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자본은 감원, 규제 철폐, 유연화, 재

정과 부동산 및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위해 국가, 민족, 지역, 성별, 계급

적 정체성의 벽을 뚫고 개인들을 말랑말랑하고 가벼운 소비자로 변형시

키는 한편, 정치 엘리트들은 자유로운 기업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규

칙을 만드는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생각하기에 모두를 위한 사회적이며

공공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김현미. 2017).

반면, Beck이 설명하는 ‘위험사회’는 ‘risk society’로 ‘danger (외부 환경

으로부터 주어지는 위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uncertainty)’이 커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일에 대

한 위험 자체가 존재한다고 하기보다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

는 사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갈등이 더 이상 질

서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의미하는데 우리 모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위험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Beck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결책

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정언명령’만이 위험사회를

지배한다고 하였다.

앞서 소개된 개인화와 위험사회의 개념은 현대 복지국가와 연결지어 설

명이 가능하다. Bauman은 위험은 예측 가능하거나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적 공포는 개인의 위험에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제도적 보장

이 아닌 시장의 보안 시스템에 맡기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며 탈근대는

근대적 복지의 희망, 자본의 공포, 불확실성 등이 개인의 안전 국가 지향

과 지속적으로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사회라고 하였다 (Bauman, 2009;

손경미, 2013 재인용).

반면 Beck은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 1994)」에서

‘개인화’는 첫째로 이탈을 의미하고 둘째로는 산업사회의 생활방식을 개

인들이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창작하고, 상연하며 (살아가며) 고쳐 가야

하는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Beck은 Giddens가 설명하는 이탈과 자리매김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

니고, 개인적, 임의적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다양한 유형의 역사적 조

건을 통해 생겨난 것도 아닌 선진 산업노동 사회에서 복지국가라는 일반

적 조건 아래 갑자기 생겨난 것이라고 하였다9) (Ulrich Beck, Anth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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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ddens, Scott Lash, 임현진, 정일준 옮김, 1994).

Beck은 개인화가 개인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 1994)」의 ‘정치의 재창

조: 성찰적 근대화 이론을 향하여’에서 여러 번 강조하였으며 개인화는

하나의 강압이며, 개인화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제도, 노동시장, 노

동법, 사회법, 주택시장 등과 같은 복지국가의 포괄적인 조건과 모델 아

래서 사람들의 기호와 생활국면이 순차적으로 변해가면서 자신의 일대기

뿐만 아니라 관여와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 기획하고 연

출하도록 하는 강압이라고 하였다 (Ulrich Beck, Anthony Giddens,

Scott Lash, 임현진, 정일준 옮김, 1994). 탈산업사회에서 사회적 권리는

사회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추구해야 하는 권리로 가

족단위로는 사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개인들, 더 정확하게는

노동하는 개인들 (이나 실업상태이지만 일하고 싶어 하는 개인들)만 권

리를 주장할 수 있다 (신경아, 2013).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복지국

가의 물질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화된 사회의 복지

는 보편적이며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노동하는

일부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며 개인 스스로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

해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Ulrich Beck, 문순홍

옮김, 1998).

Beck과 Bauman이 설명하는 위험사회에서 복지제도는 누군가가 시혜하

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개인이 스스로 얻

지 못한다면 개인은 위험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는 것으로 설명이 가

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Mitchell Dean은 복지국가의 사회화된 위험 관리

기술이 쇠퇴하고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통치의 새로운 형식으로 ‘위험의

개인화’ 경향이 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Mitchell Dean, 1999; 신경아

2013 재인용). ‘위험의 개인화’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이 사회에 내

재된 위험을 스스로 감내하는 것으로 사회권 (social rights)을 의문시하

면서 사회에 기대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즉, 개인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책임감 있고 신중한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위험에 대응하려는 전략

9) 산업노동사회에서 개인화 양상은 1960년대부터 많은 서구 산업 국가들에서 전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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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는-주체로 설정하는 통치 형식이다 (Mitchell Dean, 1999; 신경

아 2013 재인용). Mitchell Dean은 프랑스 제3공화국 시대 사회보험 역

사를 토대로 사회보험의 제도화와 사회(the social)의 출현, 개인화 과정

을 관찰하였다. 사회보험은 질병,사고, 실업 및 사회생활과 관련된 불행

을 집단적으로 부담하고 개인적으로 보호받는 연대의 기술로 출현하였다

(Mitchell Dean, 1999; 신경아 2013 재인용). 사회보험이 도입된 당시에

는 개인들 각자가 직업 집단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원의 수혜자 자격을

얻었으며 위험의 사회화 (the socialization of risks), 개인적인 기여를 통

한 연대를 형성하는 기술은 사회적 정의 개념과 연관된 사회적 통치

(social government)의 핵심과도 같았다. 이후, 사회보험은 사회권과 사

회적 시민권 개념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국가는 위험에 대

한 대비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국가의 역할을 통해 시민권의 일부

로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조직하였다고 하였다 (Mitchell Dean, 1999; 신

경아 2013 재인용). 하지만, 신자유주의체제가 확산되면서 점차 복지국가

프로그램은 축소되었고,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사보험 시장이 확대되

어 이제 사람들은 서로 미래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연대를 통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Mitchell

Dean, 1999; 신경아 2013 재인용).

위험사회에서는 사회권이 과거의 연대를 통한 형성에 기반을 두는 것

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비단 서구 사회만의

현상은 아니다. 한상진과 심영희 (2010)은 Beck의 위험사회 분석을 우리

나라에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압축적·돌진적 현대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흔히 말하는 후기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위험과 함께

산업사회 혹은 전환기 사회의 위험들과 함께 전통사회의 위험들이 복잡

하게 얽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Beck은 과학기술

의 급진화는 생태위험을 증가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시장관계의 급진화는

세계화를 불러오며 불가역적으로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성취된 복지제

도, 완전 고용을 허물어뜨리게 된다고 하였다 (Ulrich Beck&Elisabeth

Beck-Gernsheim, 한상진, 심영희 옮김, 2010). 과거에 비해 수명이 길어

진 것 역시 과학기술, 의학기술 발전의 업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평

균 수명 연장 그 이면에는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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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상진과 심영희 (2010)은 노령화 사회는 의도치 않게 산업사회의 복

지제도를 위험에 빠뜨리며 연금제도의 부실, 출산율 저하, 노인 증가는

실업자 증가와 함께 Beck이 설명한 것과 같이 탈산업사회에서 자기 파

괴의 형태, 즉, 모더니티의 승리가 가져온 자기파괴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Ulrich Beck&Elisabeth Beck-Gernsheim, 한상진, 심영

희 옮김, 2010).

Beck의 위험사회를 우리나라에 적용함에 있어 역사적 맥락은 많은 연

구자가 지적하는 것으로 (장경섭, 2019; 신광영, 2013; 신경아, 2013) 신

광영(2013)은 한국사회는 강력한 국가주의 전략에 근거한 발전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 이행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 개인화를 정서적·정치적 개인

주의의 증대 (탈집단화, 탈국가화)와 구조적 위험의 개인화 차원으로 구

분해 본다면, 해방 이후 현대 한국사회에서 개인화는 구조적 위험의 개

인화로 분류된다 (신경아, 2013). 신경아 (2013)는 이러한 흐름이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였으며 박정희 시대를 거쳐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IMF 구제금융체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전면화 되

었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역시 시장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국가 장치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

의 연장선에서 재벌 친화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신자유주의 정

책과 함께 시장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

고 지적하고 있다 (구갑우, 2002; 신진욱·이영민, 2009; 신경아, 2013 재

인용).

신경아 (2013)는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온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

들은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시장포퓰리즘의 지배 아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

장 지배적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사회의 개인화는 Brodie의 신자유

주의적 개인화 (Brodie, 2007)에 가장 가깝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은 서구 유럽과는 달리 복지국가체제를 갖추어 본 경험이 없으며 복지정

책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도 김대중 정부에 들어오면서부터이지만, 이미

신자유주의의 흐름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개인들은 사

회적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장으로 들어가기를 강요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신경아 (2013)는 Beck이 유럽사회에서 노동시장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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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등 각종 제도 속에 개인이 통합되면서 과거에는 복지제도의 대상이

집단이었다면 현재는 개인이 되고, 그 결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인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개인 단위의 복지 수혜 또는 배제 현상이 확대되는

현상 즉, 사회복지시스템을 경험한 후 ‘위험의 개인화’ 상태에 놓인 것을

‘제도화된 개인화’ 개념을 적용하였다면 한국에서는 그러한 복지 제도 자

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사회보장을 경험한 적 없는 개인이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화된 개인화’가 아닌 ‘시장화된 개인화’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시장화된 개인화의 징후들로는 낮은 혼인

율과 출산율, 높은 이혼율 추이, 1인 인구의 증가, 극단적인 형태의 개인

화로 구분되는 자살, 이민이 있다 (신경아, 2013; 안도헌 2019). 낮은 혼

인율, 출산율, 높은 이혼율, 1인 인구의 증가는 좁은 의미의 개인화로 개

인의 독립성 증대나 과거 사회적 규범에서 자유로워진 개인으로도 설명

할 수 있지만, IMF 이후의 추세 변화는 시장화된 개인화가 낳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신경아, 2013).

안도헌 (2019)은 ‘시장화된 개인화’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맥락에서 ‘개인화’에 대한 극단적인 예로 이민에 대한 인식10)을

언급하며 이민을 고려하는 이유가 ‘복지’, ‘소득 불평등’, ‘과열 경쟁’, ‘국

가의 보호’ 등과 같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대부분임을 지적하였다. 신경아 (2013) 역시 위험사회의 개

인화 추세를 보여주는 ‘절망살인’ 사례를 제시하며 설망살인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이 사회적 보호도 가족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시장에 내몰린 개인들이 자신을 방치한 사회를 공

10)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의 이민 관련 인식 조사(2016)를 인용하여 20~50대 연령
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이민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률
이 2015년 76.4% , 2016년 76.9% 로 매우 높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는데 구체적으
로 이민을 고려한 이유는 모두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
는 문제들이었음을 지적함. 같은 조사에서 이민을 고려한 이유 가운데 상위 5순
위(중복응답)를 살펴보면, ‘복지정책이 더 잘 갖춰진 국가에서 살고 싶어서(35.0%
), 좀더 여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34.6% ),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 같아서(34.1% ),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려고(33.7% ), 국
가가 국민을 보호해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33.7% )’ 등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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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거나 스스로를 가해하는 현상을 소개하며 이러한 자살 또는 다중 살

인 (Mass murder)은 시장이라는 공간의 위험을 개인 스스로 견디게 만

들어 낸 사회가 유발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시장화된 개인화’라는 개념을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고 현대의 개인들은

사회적 차원의 연대가 부재한 사회, 본인 스스로 본인의 미래를 준비해

야 하도록 내몰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에게 닥친 위기, 닥

칠 가능성이 있는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 위험을 개인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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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에 대한 이론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

다. 하나는 건강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목적을 가진 행동의 결과로 판단한다. 즉, 건강행태 이론에서는 결과로

볼 수 있는 건강행태 (또는 행동)가 ‘민간의료보험 구매’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이론으로 태

도의 역할에 주목하고,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행동이론을 확인

하였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로서의 개인의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소

비자행동모델이 그 대상이다. 이것은 민간의료보험이 가지는 재화로서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각 이론은 개인 (individual) 차원, 개인 간

(interpersonal) 차원, 통합적 (integrative level) 차원으로 분류가 가능하

다 [표 2-2].

1) 개인 차원 (Individual level)

① 건강믿음 모형 (Health Belief model)11)

‘건강믿음 모형’은 건강교육과 건강증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론으

11) 연구자에 따라 건강신념 모형 또는 건강믿음 모형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건강믿음’모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음.

구분 이론 영역

개인 차원

(Individual level)

Health Belief model

(건강믿음 모형)
건강행태

Theory of Reasoned action

(합리적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계획된 행동이론)

건강행태

(행동예측)

개인 간 차원

(Interpersonal level)

Social Cognitive Theory

(사회인지이론)
건강행태

통합적 차원

(Integrative level)

Consumer Behavior model

(소비자 행동모델)
소비자 행태

[표 2-2] 검토대상 이론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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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50년대 미국 공중보건국(U.S. Public Health Service) 소속의 사회

심리학자인 Hochbaum, Rosenstock 등이 질병 예방 및 검진 프로그램

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이후 다른 연구자들이

모델을 확장하여 건강 행태, 환자 역할 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개발하

였다 (Karen Glanz et al, 2008).

‘건강믿음 모형’은 사람들이 질병예방, 검진 또는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신영수와 김용익

외, 2017). 건강믿음 모형에서 제시하는 구성요소는 첫째, 사람들은 자신

들은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느냐를 생각한다는 것 (perceived

susceptibility), 둘째, 건강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

는 질병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

perceived severity), 셋째, 개인은 특정 건강행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능한 효과를 인식한다는 것 (perceived benefit), 넷째, 예방을 위한 건

강행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물리적, 재정적 및 기타 비용 즉,

장애요인을 인식한다는 것 (perceived barrier)으로 이 4가지 요인의 상

호작용에 의해 특정 예방적 보건행동이 규정된다 (신택수와 조영채,

자료원: 신영수와 김용익 외 (2017)

[그림 2-1] 건강믿음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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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즉, 질병에 걸릴 가능성,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 건강행동을

통한 가능한 이익, 장애요인 인식을 비교한 결과 특정 건강행동이 자신

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건강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Becker

et al, 1977). 건강상태에 대한 민감성 및 심각성은 지각된 위협

(perceived treat)으로 구분되며 지각된 이득 (perceived benefits)은 건강

행동에 대한 인식된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주며 지각된 장애

(perceived barrier)는 건강행동을 방해한다 (신영수와 김용익 외, 2017;

그림 2-1).

최근에는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이 건강믿음 모형에 추가되었는데

자기 효능감은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

다 (신영수와 김용익 외, 2017). 수정된 건강신념 모형은 기대요인 (지각

된 이득에서 지각된 장애를 뺀 상대적 유익성, 자기효능감, 건강동기)와

위협요인 (지각된 민감성과 지각된 심각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건강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또한 개인의 건강신념은 수정요

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지식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ampion et al, 2008). 개인은 건강행동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과 건강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특정 행동을 할

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한 후 행동변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행동변화의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하는 자극이 있을 때, 행동 변화의

계기가 되어 적절한 행위가 일어난다.

건강믿음 모형에서는 개인이 건강행동을 하는 과정을 수정요인

(modifying factors), 개인의 믿음 (individual beliefs), 행동 (action)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수준별 개념들을 정의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구조 정의
지각된 민감성

(Perceived Susceptibility)
개인이 건강 문제의 위험을 느끼는 정도

지각된 심각성

(Perceived severity)

건강상태의 심각성 또는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개인이 생각

하는 정도

[표 2-3] 건강믿음 모형 구성 요소의 개념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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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리적/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Planned

Behavior)

1967년 Fishbein에 의해 다속성 태도 모형 (multi-attribute-attitude

model)이 소개되었다. 다속성 태도 모형 (multi-attribute-attitude model)

은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 강화되는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학식, 김영, 2000; 손영곤과 이병관, 2012 재인

용). 하지만,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태도

와 함께 주관적 규범이 의향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는 합리적 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이 도입되었다 (Azen & Fishbein, 1980; 오

연근 외, 2019). 여기서 더 나아가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가 의향(intention)을 결정한다고 보는 계획된 행동이론이 도입되었다

(오연근 외, 2019). 합리적 행동이론에 의하면, 대부분의 행위는 의지적

통제 (volitional control) 아래에 있으며 태도와 행동의 관계는 개인 행

위의 의미와 행동 수행 여부의 결정에 대한 신념들에 의해서 연결되게

된다. 하지만, 합리적 행동이론은 의도만을 예언하기 때문에 행동의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들 측정되는 의도와 행동의

특수성, 의도와 안전성 및 행동에 대한 자연발생적 통제력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지환, 1992).

구조 정의
지각된 이득

(Perceived Benefits)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 초래할 것이라 믿는

긍정적 결과물
지각된 장애

(Perceived Benefits)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 초래할 것이라 믿는

부정적 결과물
행동의 계기

(Cues to Action)

개인이 행동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외부적

사건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원하는 결과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달

성할 수 있다는 믿음
자료원: 신영수와 김용익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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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영 영역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나타내며 전체 그림은 계획된 행태이론을 나타냄.

Source: Glanz K, Rimer BK, Viswanath K, editor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2008. p70. 신영수와 김용익 외 (2017) 재인용

[그림 2-2] 계획된 행동이론

합리적 행동이론의 설명력이 낮은 문제와 새로운 변수의 추가 필요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합리적 행동이론에 행동통제 변수를 추가하여

합리적 행동이론이 의지적이며 자발적인 행동만을 예측하는데 국한되는

단점을 보완한 계획된 행동이론은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

는데 우수한 이론으로 주목 받고 있다 (손정기와 한상일, 2016).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세 가지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첫

째는 행동에 대한 믿음(behavior belief)으로 이는 행동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행동에 대한 믿음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로 이는 개인의 경험과 교육 등에 영향을 받는다 (오연근 외, 2019).

둘째, 외부의 기대에 대한 규범적 믿음(normative belief)으로 각 대상이

행위를 승인할 것인지 혹은 승인하지 않을 것인지, 다시 말해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 집단이 자신의 행위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사회의 행동양식을 자신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정

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신영수와 김용익 외, 2017). 마지막으로 통제에

대한 믿음 (control belief)로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을 발전시킨 개



- 30 -

념으로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기효능감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이 대

처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정 행동을 하게 된다 (손영곤과 이병관, 2012; 그림

2-2). 그리고, 지각된 행태 통제에는 조건을 용이하게 하거나 제약하는

것의 발생에 대한 통제 믿음 (control beliefs), 행태 수행을 어렵게 만들

거나 쉽게 만드는 조건들에 대한 지각된 힘 (perceived power) 등의 요

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영수와 김용익 외, 2017).

Bentler와 Speckart (1979)는 Azen & Fishbein이 제안한 합리적 행동이

론을 비판하고 지각된 행동 통제를 과거 행동으로 대치한 태도-행동

(attitude-Behaviors) 모형을 소개하였다 (김길모와 김성식, 2012).

Bentler와 Speckart (1979)는 Azen & Fishbein이 제안한 합리적 행동 모

형의 대안 모형들에 대해 여러 다변량 기법을 사용하여 태도와 행동 관

계에 대한 대안적 이론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

거행동(previous behavior)을 추가하였다. 과거 행동은 ‘의도와 미래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과거 행동이 태도, 의도 및 이후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으며 태도와 이전 행동이 의

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후속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

언하여 합리적 행동이론을 대체하는 태도-행동(attitude-Behaviors)을 제

시하였다 (김길모와 김성식, 2012). 다시 말해, 과거 행동은 습관으로 나

타나며 습관은 행동의도와 행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태도-행동 (attitude-Behaviors) 모형은 합리적 행동이론과 동일

하게 의지적 통제를 전체로 하기 때문에 행동 빈도, 측정 시기, 상황적

요인들을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의 분석에서 행동의도와 주관

적 규범의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행동의도와 이후 행

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외적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도 하다 (김지환, 1992).

2) 개인 간 수준 (Interpersonal level)

① 사회인지이론 (Social Cognitive Theory)

사회인지이론은 1970년대 A.Bandura가 정립한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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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나 처벌의 조작 결과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기존 학설을 부정하

고,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과 직접 보상뿐 아니라 대리보상과 자기 효능

감, 자기 조절 능력, 성취 기대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특징으

로 한다 (Champion et al, 2008).

사회인지이론에서는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역동성과 행

태 변화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개인의 행태와 인지

가 미래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인지이론에서 인

간행태는 행태, 인지를 포함하는 개인요인, 환경적 영향 등 세 측면의 역

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된다 [표 2-4]. Bandura (1977)에 따르면

개인적 요인 중 핵심적인 부분은 행태를 상징화하는 것, 행태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관찰함으로써 배우는 것, 행태 수행에 대한 확

신을 갖는 것, 행태를 스스로 조정하는 것, 경험을 반영하거나 분석하는

것 등이다 (Champion et al, 2008).

개념 정의
개인적 특성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행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확신

행동능력

(behavioral capability)
행태에 관한 개인의 지식과 기술의 수준

예측

(expectations)
행태를 바꾼다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는 것

기대

(expectancies)

예측된 결과가 유리한지 혹은 포상받을 것 같은

지에 대한 생각
자기 통제

(self-control)
변화하기 위해 개인이 수행해야 할 통제의 정도

감정적 대응

(emotional coping)

행태변화에 수반된 감정들을 조절하는 개인의

능력
환경적 특성
대리습득

(vicarious learning)

타인의 행태와 그로 인한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개인이 배우는 것
상황 행태가 발생하는 사회 물리적 환경과 그러한 요

[표 2-4] 사회인지이론 구성 요소의 개념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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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지이론은 개인과 행태, 그리고 개인의 행태가 수행되는 환경

(environment)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는 상호결정주의

(reciprocal determinism)를 채택하고 있다. 이 이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특정한 행태 유형을 습득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뿐만 아니라 건

강행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중재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

(신영수와 김용익 외, 2017).

사회인지이론의 주요 개념으로서 환경은 개인의 물리적 외적 환경을 의

미하며 상황 (situation)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자각으로 개인이 환경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현실로 인식하거나 왜곡하여 인식하거나 상상

적인 요인 등을 가미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3) 통합적 차원 (Integrative level)

① 소비자 행동모델 (Consumer Behavior model)

소비자행동 모델은 “소비자행동에 관계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 그들 사

이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상술하여 행동이 형성되고 영향 받는 양상을 묘

사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된다 (김영균, 2014).

이학식 외(2011)는 마케팅자극이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 정보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반응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마케

팅 자극 이외에 소비자를 둘러싼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

인, 심리적 요인이 구매 의사결정, 구매와 관련된 정보처리 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 행동 분석에서는 소비자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부적 영향요소와 내부적 영향요소로 구분

개념 정의
(situation) 인에 대한 개인의 인지
강화

(reinforcement)
개인의 행태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

상호결정주의

(reciprocal determinism)

개인의 개인적 특성, 사회 환경적 계기에 기반

을 두어 행태를 변화시키고 행태에 적응하도록

하는 반복적인 과정
자료원: Glanz K, Rimer BK, Viswanath K, editor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2008. p171; Edberg, M. (2007). Essentials of
health behavior: Social and Behavioral theory in Public Health. P54. 신영수와 김용익 외 (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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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김문태, 2015). 외부적 요소는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문화, 하위문화, 인구통계, 사회계층, 준거

집단, 가족, 기업의 마케팅 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내부적 영향요소는

소비자의 지각, 학습경험, 기억, 동기, 개성, 감성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된다 [그림 2-3]

[그림 2-3] 소비자행동모델 개관 (이학식 외, 2011)

.

l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과 정보처리 및 그 밖의 다양한 소비자행동은 소

비자가 속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부터, 그리고 소비자 자신의 개인적 요

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학식과 임지훈, 2015).

가) 심리적 요인

소비자의 구매선택은 4가지 심리적 요인 (동기, 지각, 학습, 신념과 태

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tler 외, 안광호 외 옮

김, 2015).

동기 (motivation)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에너지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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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된 상태를 말하며 긴장 또한 해소되지 않은 욕구가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통해 긴장을 줄이려고 하는

데 동기 유발과정에서 욕구는 빼놓을 수 없는 구성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유필화 외, 2012). 인간동기이론 중 가장 유명한 Sigmund Freud 이론,

Abragham Maslow의 이론은 소비자 분석과 마케팅에 있어 다른 의미

를 갖는다 (Kotler 외, 안광호 외 옮김, 2015). Freud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유발한 진정한 심리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대체로 의식하지 못한

다고 가정한다. Freud 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구매의사결정은 구매자 자

신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의식수준 이하의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Kotler 외, 안광호 외 옮김, 2015). 반면, Maslow에 의하면 사람

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이것이 채워지

면 안전욕구를 안전욕구가 채워지면 다시 안전욕구보다 상위 욕구인 사

회적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 (유필화 외, 2012). 즉, 하위욕구가 만족되면

상위의 욕구를 채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동기부여가 이루어진 사람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Kotler 외, 안광호 외 옮김, 2015). 즉, 소비자들의 행동은 그들이 자신

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학습은

경험에 의한 개인행동의 변화를 말하는데 학습이론가들은 거의 모든 인

간행동은 학습된 것이라고 말한다 (Kotler 외, 안광호 외 옮김, 2015). 태

도는 소비자들이 특정제품이나 상표 또는 점포를 지속적으로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유필화 외, 2012). 신념은 실제 지식, 의견 또

는 확신에 근거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Kotler 외, 안광호 외 옮김, 2015).

나) 개인적 요인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에는 성격과 자아개념, 연

령 및 가족생활주기, 생활양식, 직업 및 소득 등이 있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음식, 옷, 가구,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취향은 주

로 나이와 관계가 있으며 구매는 생애주기단계 즉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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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겪는 단계별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tler 외, 안광호 외

옮김, 2015).

개성과 생활양식은 개인의 심리 묘사적 특성 (psychographics

characteristics)을 나타내 주는데 이 특성은 인구통계학적

(demographics) 특성과 더불어 소비자행동을 묘사하고 예측하는데 풍부

한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김영균, 2014).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과 직업

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영향을 준다. 성격은 자신을 둘러싼 환

경에 대해 비교적 일관성 있고 영구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이끄는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말하는데 개인의 성격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브

랜드 자체도 성격을 가질 수 있기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성격과 맞는 브

랜드를 선택한다는 관점을 취할 수 있다 (Kotler 외, 안광호 외 옮김,

2015).

다) 사회적 요인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에는 준거집단, 가족, 역할과

지위 등이 있다. 준거집단 (reference groups)은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집단을 의미하는데 가족, 친척, 동

창회, 회사 동료집단, 교회 등이 모두 준거집단에 속한다. 사람들은 자기

가 속하거나 속하고 싶어 하는 준거집단의 행동규범과 생활양식을 따르

려고 하거나 집단으로부터 생활양식을 따르라고 하는 압력을 받기도 한

다 (유필화 외, 2012).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를 유

지해오고 있어, 자신의 개성이나 의견보다는 집단의 결정을 중시하는 집

단동조의식이 강하며 대인관계에서는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

하다. 이러한 집단동조의식과 체면의식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 비교하면 구매결정에 있어서 준거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준거집단은 회원집단 (membership group)과 비회원

집단 (non-membership)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회원집단은 소비자가 현

재 속해 있는 집단으로서 다시 1차 집단 (primary group)과 2차 집단

(secondary group)으로 구분된다. 1차 집단은 가족, 학교 급우, 직장동료

처럼 자주 접촉하는 집단인데 소비자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

단이다 (이학식과 임지훈, 2015). 2차 집단은 친목회의 회원이나 동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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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접촉하는 횟수가 비교적 적은 집단이다.

가족은 준거집단 중 개인의 구매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필화 외, 2012). 개인이 소비·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개인

의 단독 결정에 따라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값비싼 의료, 보

석, 컴퓨터 등의 구매 시에는 다른 구성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은 가족, 조직 등 많은 집단에 구성원으로 속해 있으며 각 집단에서

사람의 위치는 그 사람의 역할과 지위 (roles and status)에 의하여 정의

될 수 있다. 역할은 주위 사람들에 의하여 어떤 사람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에서는 각 역할에 대해 그 사회

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부여하며 그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그 역할에 상

응하는 존경심을 반영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 소비자 행동모델에서는 이

러한 역할과 지위, 사회적 기대를 고려하여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역할

과 지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 (Kotler 외, 안광호 외 옮김,

2015).

라) 문화적 요인

문화는 소비자가 속한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관습, 가치관, 생활방

식, 도덕 등의 복합체로서, 소비자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생각이나 행

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가

속한 국가나 사회의 문화는 소비자 행동에 거시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측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학식과 임지훈, 2015). 각 문화는 더 작은 하위

문화 (subcultures)를 포함하는데, 이는 공통적으로 인생경험과 상황에

기반하여 서로 비슷한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된다 (Kotler 외, 안광호 외 옮김, 2015).

마) 마케팅 자극

마케팅 자극은 4P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로 구성된다. 구체

적으로는 제품, 가격, 유통, 그리고 판매촉진이 그것이다 (Kotler 외, 안

광호 외 옮김, 2015).

소비자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제품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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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물체뿐만 아니라 서비스·장소·아이디어·사람·조직체 등도 제품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유필화 외, 2012).

가격은 좁은 의미에서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부과된 화폐량이다. 확장된

의미에서 가격은 제품 혹은 서비스의 소유나 사용으로 얻게 될 편익을

위해 고객이 포기해야 할 모든 가치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Kotler

외, 안광호 외 옮김, 2015).

유통기능에 의해 생산 시점과 다른 시점에 소비될 수 있으며 생산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다.

판매촉진은 단기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광고·홍보와 같은 장기적 효과를 노리는 다른 촉진수

단과 구별된다. 판매촉진(sales promotion)은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또는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단기적인 인센티브들로 구성된다. 광

고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가 구매해야 하는 이

유를 제시한다면 판매촉진은 지금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Kotler 외, 안광호 외 옮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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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의료보험의 특성

1)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일반적인 차이에 대해서 김태성과 김진수

(2013)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2-5].

첫째, 가입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로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지만 민영보

험은 자발적 가입에 의한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민영보험에서는 가입

자 각각의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위험이나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셋째, 민영보험에서는 보험급여액이 보험 수리원칙

(actuarial principle)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에 비례한다. 보험가입자의 보

험료 납부액이 많으면 보험급여액도 비례적으로 많아진다. 따라서 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을 경우, 보장되는 서비스의 범위

가 넓어진다. 사회보험에서는 이러한 보험 수리원칙이 적용되지 않기에

급여액이 보험료에 비례하지 않는다.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보험 급여액

민영보험 사회보험
가입방식 자발적 강제적

보험료 부과방식 개인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 평균적인 위험이나 소득에 비례

급여 충족조건

보험에 가입한 위험이
발생하여 보험사고가 성립되면
자동적으로 보험급여 자격

부여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need)가
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급여

대상효율성(targe
efficiency)극대화

보험수리원칙의
적용

적용 적용되지 않음

보험재정 운영
미래 지급해야 할 급여
지출액을 적립하지 않음

보험수리원칙에 따라 이루어짐

계약 구체적, 개별적 계약 포괄적, 집합적 계약
자료원: 김태성과 김진수 (2013) 재구성

[표 2-5]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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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도의 ‘급여계산방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때 고려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적절성 (social adequacy)’의 가치로 저소득층에게는 자신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급여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민영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위험이 발생하여 보험사고가 성립되면 자

동으로 보험급여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사회보험에서는 위험이 발생하였

다 하여도 자동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

야 급여가 이루어진다12).

반면, 사회보험에서는 주어진 자원 내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필요

(need)가 가장 큰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으로 사회보험의 대상효율성 (target efficiency)를 극대화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사회보험에서 필요 (need)를 고려하는 점에서 민영보험과

차이가 있다. 다섯째, 원칙적으로 민영보험은 보험재정이 보험수리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민영보험은 현재와 미래에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과 보

험회사의 적정한 이윤과 함께 미래의 보험지출액이 재정적 균형을 맞추

게 된다. 민영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은 보험수리적인 재정적 균형을 반드

시 맞출 필요가 없어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급여 지출액을 현재 적립하지

않고 현재 지급해야 할 급여액도 현재의 보험수입으로 해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은 계약에 있어서의 차이로 구분이 가능

하다.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자의 계약이 매우 구체적이다.

대상이 되는 위험, 급여의 범위, 급여수준, 자격조건 등의 상세한 약관이

필요하다. 상세한 약관이 필요한 이유는 보험 수리의 재정에 맞추기 위

한 구체적인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보험은 개별적인 계약

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간의 집합적인 계약이며 계약은 상당히 포괄적으

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2-5].이에 추가하여 ’보험자의 위험선택

‘을 고려하여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민

간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위험선택이 가능하지만13),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위험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위험선택을 하

1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이러한 차이에 적용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건의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기본 권
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대상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13) 보험사에서 과거 수술경험이나 질병경험이 있거나 고연령 환자의 보험 가입을 제한
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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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보건의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

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구분 국민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급여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급여수준 균등급여 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차등 급여

보상 대상
질병

모든질병: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 대상은 제외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 및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질병제외(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뇨기계, 정신질환, 치과, 한방, 치질,
임신, 출산 등 제외)
청약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질병
제한

보장일수 제한없음: 질병 완치시까지

제한있음
입원: 발병일로부터 365일 보장(손보
365일 보장후 180일간 급여 제한),
생보는 계약 기간 동안 보장
통원: 발병일로부터 통산 통원 일수
30일(손보), 연간 180회(생보, 진찰료
발생기준)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연간
180회(생보)

보장금액

한도없음 (입원 통원비 등 질병
완치시까지 평생보장)
법정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비용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한도 있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비급여
보상(2017년 3월 기준)
본인부담금+빅브여 금액 합계액의
80~90% 보상
입원: 연 5,000만원 한도
통원: 건당 30만원 한도 등
2017년 4월부터는 기본형과
특약(도수치료 등)을 별도 구매하는
상품으로 개편

본인부담금 입원 20%, 외래 30~50%,

입원의료비 20~30%
상급병실차액료: 50%
통원의료비:5,000원~2만원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3000원

자료원: 최기춘과 이현복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2017. 4. 20.) 급여(보장) 범위 이용, 재구성

[표 2-6]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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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은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급여수준권, 급여수준, 급여

대상 질병, 보장일수, 보장금액, 본인부담금에 따라 비교한 표이다 (최기

춘과 이현복, 2017). 앞서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을 비교한 [표 2-5]와 비

교하였을 때,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분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표이다. 수급권(受給權)은 (정부로부터) 연금, 의료비,

기초 생활비, 보험금 따위를 지급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수급권자(受給

權者)는 보험법상 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보

험급여의 수급권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은 법적으로 수급권이 생기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보험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수급권이 생긴다. 급여수준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차이를 보이는데 국민건강보험

은 모든 가입자가 균등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보

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즉, 보험급여액이 보험수리

원칙 (actuarial principle)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에 비례한다. 가입한 보

험의 종류,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개별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질

병과 보장일수, 보장금액 그리고 본인부담액에도 차이가 있다. 국민건강

보험은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일수의 차등이 없고, 보장금액에 한도가

없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계약 수준에

따라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보장

제외 질병은 한정되어 있다. 희귀질환이나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질환

에 대해서는 보장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또한, 일반

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외래에 따라 보장 내용과 보장 한도에 차

이가 있다 (최기춘과 이현복, 2017). 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 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

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

페이지).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

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

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 받게 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분 중

공단부담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급여영역 중

본인부담과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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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급여영역 중

본인부담,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 실손형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

고, 특정 질환 진단으로 인한 진단자금이나 수술 자금을 정액형 보험으

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2008년 8월 생명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후, 실

손형 보험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의료보험

은 ‘정액형 보험’에서 ‘실손형 보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2014년 3월

기준 실손형 보험가입자 수는 3,403만 명으로 전국민의 66.3%가 실손보

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며 위험보험료14)는 3조 5천억 원 수준이

다 (오승은, 2015).

이러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성장은 민간의료보험 발전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9월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판매

허용, 2006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 역할 설

정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

다. 2006년 7월 11일 대통령 주제 ‘의료산업 선진화전략 보고회의’에서

14)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납입하는 보험료인 영업보험료(gross premium 또는
office premium) 중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에 의해 산출된 부분으로서 장래보험금 지
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뜻한다.

[그림 2-4]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자료원: 최기춘과 이현복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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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

로 확대하면서 첨단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활성

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품의 합리

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최병호, 2008).

- 첫째, 공보험과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해 상품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1) 국민건강보험에 재정 중립적인 방향으로 민간보험의 보장범위를 설정

하며 민간의료보험은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간병 등 부가적 편의서비

스를 보장토록 하여 건강보험의 공백 보완 및 산업적 창출효과를 유

인하도록 한다.

2) 합리적인 보험료율 산출을 위해 공공성 있는 건강보험 기초통계 및

민간의료보험 통계 정보를 고융하고 보험사·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계약을 허용한다.

3) 진료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 및 공·사보험 간 중복심사 방지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 둘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한다.

1) 소비자의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 보장 내용 기준 등을

규정한 실손형 상품의 표준약관 제정 등 상품 표준화를 추진한다.

2) 고위험 집단의 가입 기회 확대를 위해 가입보장 및 자동갱신 의무 등

역선택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이 내용은 2006년 7월 11일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대통령 보고에 포

함된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2004년 기준 61.8%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전국민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분히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공백을 보완하여 보건의

료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

록 국민건강보험과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정성희, 이태열, 김유미, 2018). 정부의 이러한 민간의료보험 강화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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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를 유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2008년 이후 보

험상품의 다양화와 더불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설명 가능하다.

민간의료보험 판매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금융시장 측면에서

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품의 융합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보험상품은 그

구조가 더욱 복잡해졌으며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금융기관의 금융

겹업화 및 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판매 채널이 등장하여 보험상품의

유통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장연주와 최현자, 2013). 더불어 다

양한 보험상품의 등장은 보험상품 시장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

다. 과거에는 암보험 등 주요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 시 지급되는 정액

형 보험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출

시되어 가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최소 3,000만명

이상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어 가입자를 기준으

로는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대환, 2016c).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과거

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강

성욱 외, 2017).

3) 민간의료보험의 재화적 특성

금융상품은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금융마케팅이

다른 산업의 마케팅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융상품은

분리성 (separability), 비소멸성 (lack of perishability), 대량생산 (mass

production)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상품은 서비스이면서도 상품

(product)의 특징을 갖고 있다 (Ehrlich & Fanelli, 2004)

분리성, 비소멸성, 대량생산성은 금융상품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상품은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에 미리 ‘생산’되며, 고객 입장에서 예

금계좌를 이용하기 위해 꼭 은행 지점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지 않아

도 되는 ‘분리성’을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 보험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은

고객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 항상 충분하게 준비될 수 있는 ‘비소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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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비스 상품의 특징인 소멸성과는 차이가

있다. 보험상품, 은행 저축계좌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대부분

획일적으로 대량 생산되어 마케팅되는 ‘대량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천성용, 2010).

[표 2-7]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상품은 상품으로써의 특징 외에도

서비스의 속성으로 대표되는 무형적인 (intangible)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을 만드는데 특별한 제조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자 또는 경쟁 업체가 진입하기 쉽고 (low cost of

entry), 같은 이유로 경쟁자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며 (speed to market), 새로운 금융상품이 다른

경쟁자들에 의해 복제되기 쉬워 상대적으로 상품이 차별화하기 어려운

특징 (lack of exclusivity)을 가지고 있다 (김종현, 2012).

금융상품은 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특징도 함

께 가지고 있으며 다른 상품과 달리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가

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nnew and Waite (2007)는 금융상품의

또 다른 특징으로 소비의 지속성 (Duration of Consumption)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김종현, 2012). 대부분 금융상품은 장기적인 특성을 가진

다. 예금상품을 개설하여 한번 해당 은행의 고객이 되면, 해당 고객은 다

시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몇 년 후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금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해당 상품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한 보통 몇 년간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비의 지속성으로 인해 금

금융상품으로써의 특징
(Financial Services as “Products”)

서비스로써의 특징
(Financial Services as “Services”)

1. 분리성 1. 낮은 진입비용

2. 비소멸성 2. 빠른 시장진입 가능

3. 대량생산 3. 차별화어려움

[표 2-7] 금융상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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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상품 마케팅에서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

고 이들을 관리하는 영업점 직원 등 제3자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설명되고 있다 (천성용, 2010).

금융상품의 하나인 보험상품은 대부분 금융상품의 특징과 유사하지만,

보험상품만의 독특한 특징을 일부 가지고 있다. 보험서비스는 무형성, 생

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등의 일반서비스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김용광과 정홍주, 2005). 하지만, 보험상품은 전문적 서비스

로 일반 재화 및 서비스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

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상품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보험소비

자는 정보에 의존하여 보험상품의 속성에 대해 탐색해야 한다. 더욱이

보험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종류가 다양해서 소비자가 탐색해야 할 정

보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과도하므로 보험소비자의 정보탐색 및 평가과정

은 다른 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과정과 차이를 보인다

(장연주, 2017).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를 구매하느냐 일반 서비스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보

험은 장기상품으로 거래의 결과가 미래의 불확실성 (민간의료보험의 경

우, 향후 질병 발생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고 계약이행의 여부가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위험이 내재

되어 있다 (지범하, 이경주, 최현자, 2012). 또한, 동일한 내용의 보험상품

이라도 판매원과 소비자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워 소비자로서는

불확실성과 구매위험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보험상품

의 특성상 반복구매 경험이 어려워 소비자들은 대안들에 대한 친숙도가

낮고 선호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넷째, 보험상품은 가격의 특수성을 가지

고 있다. 보험상품의 가격은 보험료는 실제로 그 생산비가 얼마인지를

알기 전에 결정된다. 다시 말해 보험생산에 있어서 미래에 발생할 비용,

특히 보험 급부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과거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얻은

사고 발생 확률과 손해 정도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아니다. 이처럼 보험상품은 원가

계산이 어렵고 추상적이고 실무적인 측면이 많아 일반소비자가 가격에

대한 가치를 비교하기 어렵다 (장연주, 2017).



- 47 -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상품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구매경험

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및 인지하는 위험의 수준에 따라 탐색하

는 정보의 원천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인적 정보 원천에 대한 탐색 의

존도와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나종원,

구혜경 외, 2013). 보험상품은 거래방식에서도 다른 상품과 차별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금 상품의 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유

통이 되는 반면, 보험상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되며,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험상품은 단순히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안전감

을 느낄 수 있으며 보험상품에 대한 욕구는 현재의 욕구가 아니라 미래

의 욕구로서 그 심도나 긴박성은 현재의 욕구보다 적기에 일반인의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는 잠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삼원, 백인아, 장태용,

2012). 보험상품은 서비스 상품으로서 상품과 가격, 그리고 유통의 비차

별성, 인적 판매의 높은 의존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마케

팅에서는 일반 상품이나 다른 서비스 상품에 비해 고객과 일선 보험설계

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김삼원, 백인아, 장태용, 2012).

보험상품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상품은 일반 서비스의 의사결정

과정과 차이를 보인다. Hill (1988)은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문제인

식, 정보탐색, 대안의 평가, 선택, 사용 및 구매 후 평가의 5단계로 나누

고 차이를 분석하였다. 소비자 일반상품 (generic goods)에 대해서는 스

스로 문제를 인식하는 데 반해 전문적인 서비스는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

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조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일반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용 가능한 정보는 충분하고, 소비자의 경

험도 많아 소비자가 정보탐색을 전문상품에 비해 덜 하려는 경향이 있으

나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 데 비해 정보탐색을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일반 서비스 상품과 전문적 서비

스 상품 간 차이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서비스는 대안의 수가 많고 평

가의 기준이 잘 알려진 반면, 전문적인 서비스는 대안의 수가 적고 평가

기준이 잘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가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

서 일반적 서비스 선택은 기준이 명백한 데 반해, 전문적 서비스의 선택

과정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장연주와 최현자, 2013). 물건 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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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사용한 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서비스, 일반적인 서비스

모두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지

만, 일반적인 서비스는 구매결과로 인한 피해가 최소이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한 데 비해 전문적인 서비스는 구매결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기에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결과가 많음을 보고하고 있다 (장연주와 최현

자, 2013).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특성을 보험상품에 적용할 경우,

소비자는 보험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제한된 정보로 인해 구매의사결정을

하거나 대안을 비교함에 있어 제한된 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

며 상품구매의 효과를 단기간에 알기 어려워 보험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

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로 인한 비용을 보험가입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알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장연주, 2017).



- 49 -

4. 질적연구 -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우리

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와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1) 사례연구의 특성

사례연구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및 조직, 문화,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배경, 현재 상태, 환경적 특성, 상호

작용 관련의 심층적인 자료를 자연적인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신경

림, 2004). 즉, 사례연구는 한 대상의 여러 변인을 동시에 심층적으로 연

구하는 방법으로서, 한 대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변인들이 어떻게 작

용하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험

적 일반화와 예측 가능성을 신조로 하는 실증주의 연구자들로부터 사례

연구를 통해서는 인과적 구조를 밝힐 수 없고 보편성은 담보할 수 없어

연구방법론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Yin, 2003; 정승혜,

2017 재인용). 하지만 과학적 연구의 근본적 목표가 현상에 대한 일반화

와 예측 가능성에 있지 않고 세계에서 작동하는 인과적 발생 기제를 밝

히는 데에 있다고 보는 비판적 실재론 (Bhaskar, 1986)의 관점에서 본다

면 사례연구는 맥락 속에서 발생 과정을 밝히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사례연구는 현상을 특정 맥락과 분리하지 않고 절차와 과정,

상호작용에 대한 탐색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McNabb, 2002; Creswell,

1998; 안미경과 김봉환, 2017 재인용).

사례연구의 강점은 상황 안에서 경험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따라

서 사례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실적인 이야기와 진술을 통해 참여자

들 자신의 언어로 표현되며 경험된 의미들 간에 통합된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특히, 사례연구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표 2-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유기웅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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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유기웅 외 (2015)

사례연구의 유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Stake(1995)

는 연구목적에 따라 본질적 사례연구, 도구적 사례연구, 집합적 사례연

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Creswell 외 지음, 조흥식 외 번역,

2015). 본질적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구체적인 사례가 갖는 특성, 현상에

대해 흥미를 가지거나 더 많은 이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방법으로 개

인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사례 자체가 하나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추

상적인 이론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

례가 되는 대상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분 특징
특성적 특정한 문제나 사태, 탐구대상을 선정한다는 특징으로 조사,

검토, 분석의 초점이 특정 상황, 사태, 현상이 됨.

기술적

(서술적)

사례연구의 최종 산물은 연구 초점이 되는 현상이나 사태를

밀도 있게 기술한 결과
발견적 연구초점이 되는 현상이나 사태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개발하고 독자의 경험을 촉

진하고 기존의 지식을 더욱 확고하게 정돈시켜 줌
귀납적 사례연구의 일반화 개념과 가설 등은 현상에서 수집하는 증거

자료에 의해 기술되고 해석되고 논의됨
제한적 연구 대상이 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여 사례

연구가 가능한 사례 선정
맥락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례연구

실시
구체적 사례가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 현상,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사례와 다른 사례와 구

분 필요
복잡성 현상의 복잡한 요인들과의 관계성,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는 개념적

설명 제공
현재성 과거에 대한 사례가 아니라 현재성을 가진 사례의 특성에 주

목하여 사례연구 실시

[표 2-8] 사례연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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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사례연구는 사례연구의 수행이 사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찰

을 제공해 주거나 관련된 이론적 설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

으로 시행하게 된다. 해당 사례의 이슈를 검증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사

용하는 사례연구로 전반적 문제의식이 관심을 유발하고 설명을 위해 특

정 사례가 하나의 가능한 정보원으로 선정된다.

집합적 사례연구는 도구적 사례연구를 여러 사례를 포함하는 복수 사례

연구의 형태로 수행하여 사례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을 추출하여 측

정 현상, 집단, 일반적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얻기 위해 실시한다.

여러 사례를 동시에 연구함으로써 현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연구는 특정 대상이나 기록, 사건에 대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측면을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례를 선택할 때에는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할 수

있는 제한된 사례수를 선정하고 일반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거나 가장 예

외적인 특성을 보이는 사례를 선정하며 연구의 이론적 근거나 수집된 자

료에 기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Creswell 외 지음, 조흥식 외 번역,

2015).

2) 사례연구 단계

사례연구 단계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는 데 1단계는 사례 선정하기, 2단

계는 연구 설계하기, 3단계는 자료 수집단계 4단계는 자료 분석 및 해석

하는 단계이다 (Creswell 외 지음, 조흥식 외 번역, 2015). 사례 선정단

계 (1단계)에서는 맥락, 상황, 특성을 통해 다른 사례들과 구분되는 사례

를 선정해야 한다.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해석은 오직 이 사례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가?’ ‘관심 있는 사례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가능한

면담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가?’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사례

연구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제한성, 맥락성, 구체성, 복잡성, 현재성 등

이 잘 드러나는 연구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연구문제는 어떻게, 왜로

시작되어야 한다 (Creswell 외 지음, 조흥식 외 번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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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설계단계 (2단계)에서는 단일 사례연구 방법으로 구성할 것인지 복

수 사례연구 방법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구성하게 된다. 단일사례이면서

단일 한 분석단위의 설계, 단일사례이면서 분석단위가 복합적인 설계, 다

중사례이면서 단일한 분석단위 설계, 다중사례이면서 분석단위가 복합적

인 설계로 구분된다 (Yin 지음, 신경식 외 번역, 2015). 사례의 선택은

이론이나 이론적 명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단일사례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은 잘 알려진 이론을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있는

경우이다. 반면, 동일한 연구 내에 두 개 이상의 사례를 포함하는 것을

다중사례연구라고 하며 다중사례를 복수의 실험을 행하는 것과 같은 개

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사용된 모든 사례가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연구 초기에 설정한 연구명제를 매우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다. 하

지만, 사례들이 부분적으로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면 초기의 연구명

제는 수정되거나 다른 사례들로 재검증을 해야 할 것이 다(Yin 지음, 신

경식 외 번역, 2015).

3단계인 자료수집단계에서는 다양한 정보원이 활용될 수 있는데 관찰,

면접, 문서, 시청가 자료 등이 그것이다. 두 개 이상의 자료원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사례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모든 자료를

누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초기 연구문제와 연구 결론이 어

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료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Creswell 외 지음, 조흥식 외 번역,

2015).

4단계에서는 자료 분석 및 해석을 하게 된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자료들의 두드러진 점에 근거한 합리적인 결론을 산출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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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우리나라 국민은 복지 확대,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

하지만,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사회보험으로 구분되지만,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

가 책정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유한 자동차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인식되기보다

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게 될 것이다15). 조세저항은 국

민건강보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

니다. 다만, 공적 의료보장 체계보다는 사적 의료보장 체계에 의존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의 복지태도와 관련이 있는 개인화 이론을 살

펴보았다.

Beck과 Bauman의 근대성 구분, 개인화의 의미, 위험사회의 의미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탈근대화론과 액체근대론에서 기이한 개인화는 사회적

연대가 부재하며 위험의 발생에 대해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대비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지적하였다. 서구 사회에서는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위한 사회연대가 19세기 초반에 소개되었다. 사회복지로 귀결되는 사회

적 연대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아닌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었다는 점

에서 현대의 사회복지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회복지라는 개념

이 19세기 초반에 소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의 구빈법은 사회적 연대를 근간으로 하기보다는 왕의 시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신경아 (2013)가 지적한 것과 같이 서구에서는 탈근대화에서

기인하는 개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스스로 위험에 대비해야

하더라도 사회적 연대, 복지체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사회적 연대

에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정부수립 초

기부터 자본주의 논리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복지의 개념

이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 역시, 자본주의에 근거한 소극적 복지에 가까

1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국민건강보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응답자
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보험료 부과 체
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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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기 때문에 개인들은 단순한 사회적 연대, 사회적 연대를 근간으로 하

는 복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더욱이 복지제도를 제대로 경험하기도

전에 도래한 신자유주의 체제는 고용구조의 변화, 안정적인 소득원의 확

보의 어려움을 양산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소위 4대 보험의 보

장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은 일정기간 제도권 아래서 소득활동을 해야 하

며, 소득활동을 하는 곳 역시 근로자가 4대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측면 등을 고

려하였을 때, 개인은 국가에 어떤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대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신념과 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쉽게 변하지 않

는 공고한 것이기도 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건강행태이론, 사회인지이론,

건강믿음모형, 소비자행동 모델을 살펴본 결과 각 이론 또는 모델에서

고려하고 있는 개념 중 일부를 차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태를 수행하려는 의도

와 태도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가입의도, 가입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인지이론에서 ‘기대’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으로 예상되는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대로 설명이 가능하

다. 또한, 주변인의 질병경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보험금 수령은 환경

적 특성에서 대리습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험상품은 전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비대

칭이 존재하며 구매자는 판매자의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구매결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

다. 금융상품, 특히 보험상품은 앞서 논의된 것과 같이 일반 재화와 구별

되는 다양한 특징으로 인해 일반 재화로 간주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보험가입자는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가입 동

기 역시 일반 재화와 같이 현재의 필요도가 높아서라기보다는 미래의 필

요에 대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품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인 또는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가입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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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서는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의 특징, 가입이 이

루어지고 있는 시장 환경, 환경적 특성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행동모델은 민간의료보험을 재화로서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재화를 구매함에 있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지를 생각해보게 된

다.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광고는 개인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심리적 요인, 준거

집단, 가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문화적 요인이 개인의 보험 구매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제적 요인, 연령,

건강상태는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단편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인구, 사회, 문화, 심

리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체

계이기에 설문조사나 문헌을 통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

락을 깊이 있기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 방법

론을 적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심리적 변인을

파악하고 각 변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 과정에 도달함에 있어 어떻게 상

호작용 하는 지를 확인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함에

있어 추가로 고려해야 할 변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파악할 것

이다.



- 56 -

제 3 장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에 대한 이해

3장은 체계적 문헌고찰,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2장에서 검토한 이론을 바탕으로 민

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확

인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이 있는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성들을

확인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이

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어떠

한 동기로, 무엇의 영향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

으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유로 민

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인터뷰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방법을 따라 수행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 사례연구 결과와 함께 2장에서 검토한 각 이론에서 특

정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들은 무엇인지, 또 그 개념들은 어떠한 관

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재정의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모

형을 제시하였으며 모형을 제시함에 있어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우

리나라만의 특징적 현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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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계적 문헌고찰

높은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심과 함께 2000년대

후반부터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민간의

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연구들을 확인하고, 각 연구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어떤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지를 검토하였다.

1) 세부연구 목적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선행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 있는

개념들을 무엇으로 정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

체적으로 2020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

어 결정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연구를 연구대상, 자료원, 설명변수 기준으

로 살펴보고, 민간의료보험 가입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2) 연구방법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고 있는 연구를 학술

연구정보서비스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

술정보원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에서 검색

하였다. 1차 검색은 2018년 6월에 실시하였으며 검색기간은 별도의 제한

을 두지 않았다. 2차 검색은 2020년 11월 8일에 수행하여 1차 검색 후

발표 된 논문을 확인하였다. 검색어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민간의료보

험과 관련된 연구논문 126편을 전수 조사한 강성욱 외 (2017) 연구에서

차용하였다. 강성욱 외 (2017)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지칭하는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한 것을 감안하여 총 8개의 검색 키워드

‘민간의료보험’, ‘민영의료보험’, ‘민간건강보험’, ‘민영건강보험’, ‘실손의료

보험’, ‘실손건강보험’, ‘암보험’, ‘사보험’을 이용하였다. 이 밖에도 선정된

문헌의 참고문헌을 확인하는 등 수기로 검색한 문헌을 추가하였다. 문헌

검색 및 선정과정은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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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문헌 1,804편의 서지정보 (논문제목, 저

자명, 발간연도, 학술지명)를 확인하여 중복된 문헌 321편을 제외한 후,

1,483편의 1차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8년 이후 발행된 문헌을 포

함하기 위해 추가검색을 한 결과 총 83편의 논문의 검색되었으며 이 중

4건의 중복 문헌을 제외하여 총 325편의 중복 문헌을 제외하였다. 포함

된 1차로 제목과 초록을 읽고 문헌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료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관련 연구, 둘째,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연구와 같이 민간의료보험을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셋째, 우리나라 자료가 아닌 다른 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을 주제로 하는 연구, 마지막으로 연구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1차 검토 후, 259편이 선정되었으나 윤태호 외 (2005)

연구가 포함되지 않아 수기 검색하여 추가하였다.

2차 검토에서는 총 260편의 논문의 원문을 확인하였다. 2차 검토의 배

[그림 3-1] 민간의료보험 가입관련 연구 문헌 선정과정



- 59 -

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료보험 이외 보험을 다루고 있는 연

구, 둘째,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민간의료보험상품 개발과 목

적이 상이한 연구, 셋째, 종설 또는 리뷰 연구 등은 제외하였다. 최종 선

정된 43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

다. 포함된 논문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특히, 2018년 이후 출판된 논

문은 대부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탐구하는 연구였다.

3) 결과

43편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이 있는 요인

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4가지 영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경제적 수준

제외)’, ‘경제적 수준’, ‘의료이용·건강상태·건강행태’, ‘개인의 경험 및 사

회 서비스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의 경제적 수준 제외)

젊은층,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률이 높을 것이

라는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의료이용 가능성이

높은 노인층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젊은층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소득이 높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다. 연령과 민간의료보험 가입과의 관련성을 설명한 대부분의 연구에

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다가 65세 이상에서

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들어 65세 이상인 경우에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이 완화되었지만,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연령제한을 70세로 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은 불가한 상황이다. 김대환 외(2014) 연구에서는 일반적

인 암 발생 위험도, 개인의 암 발생 위험도로 구분하여 암보험 가입 영

향을 확인하였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암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제곱의 회귀계수가 –0.002로 (일반적인 암 발생 위험도

에서는 유의수준 1%) 계수의 절대값의 크기가 작지만, 음수 값을 보이

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암보험 가입 경향이 일반적인 역유자형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일정 연령까지는 민간의료보험 암보험 가입이 증가하

나 일정 연령이상이 되면 가입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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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검색 결과 확인된 2편의 논문은 고령자와 소아 또는 청소년으로 구

분하여 연령과 민간의료보험 가입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신세라(2020)

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18년 기준

21.3%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으나, 타 연령층에 비해서는 낮은 수

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소아 청소년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결정요인을

확인한 유창훈 외 (2018)의 연구에서는 소아 및 청소년의 실손형 민간의

료보험 가입자수가 한국의료패널 기준 2009년 20.9%였으나 2015년 기준

61.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교육수준과 민간의료보험가입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 (윤태호 외 2005;

허순임 2009; 유창훈 외 2010a; 권현정 2010; 강성욱 외 2010; 유창훈 외

2010b; 이현복 외 2011; 권현정 2011; 유기봉 외2012; 백인립 외 2012a;

백인립외 2012b; 김윤진외 2013; 박경돈 2014; 유창훈 외 2014; 박정호

외 2015; 김대환 외 2016b; 성안젤라 동민 외 2017; 유창훈 외 2018; 유

창훈 외 2019; 신세라 2020)에서 교육수준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관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유창훈 외 (2018)

의 연구에서는 19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는데 이때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민간의료보

험이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황진영 외(2011) 연구에서는 재

해 및 상해 보험에서는 세대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재해 및 상해 보

험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더불어 세대주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가구가 대졸이상인 가구에 비해 질병보장보험 가입개수가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소득수준과 밀접하게 관

련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위험과는 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질병보장 보험에 대한 선호가 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

다.

거주지역에 따른 구분에서는 연구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임진화 외 (2007)의 연구에서는 서울에 비해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윤

희숙 (2008), 강성욱 외(2010), 박정호 외 (2015), 황진영 외 (2011) 연구

에서는 도시거주자가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현복 외 (2011) 연구에서는 서울이외의 거주자가 서울 거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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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김

효진 외 (2012) 연구에서도 읍면부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민간의

료보험 가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안젤라동민 외

(2017) 연구에서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구조가 아파트인 사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확률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안젤라동민 외 (2017)연구는 기초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여 미가입자와 가입자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으며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결과이

기 때문에 표본의 특성 역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기혼자의 경우 미혼, 사별, 이혼한 사람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희 외 2006; 허순임 외 2009; 허은정 외

2009; 권현정 2010; 이용철 외 2011; 박성복 외 2011; 유창훈 외 2011; 권

현정 2011; 유기봉 외 2012; 이용철 외 2011; 권현정 2011; 유기봉 외

2012; 백인립 외 2012a; 백인립외 2012b; 김대환 외 2013; 유창훈 외

2014; 오향숙 외 2014; 김재원 외 2015a, 현숙정 2015; 김대환 2016a; 김

대환 2016b; 성안젤라동민 외 2017; 오창수 외 2018). 특히, 권현정(2010)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민간의료보험 미가입 상태를 지속할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유창훈 외 (2012) 연구에서는

이혼, 사별 미혼인 경우, 기혼자에 비해 전년 대비 지출하는 보험료가 증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관계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유창훈 외 (2010a, 2010b)연구에서는

자녀수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자녀수와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신세라 (2020)의 연구에서

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입률

및 가입개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창훈 외 (2020)의 연

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실손형 민간의료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았다.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김효진 외

(2012) 연구에서는 생존자녀가 많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관계를 부(-)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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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유창훈 외 2011; 김재원 외2015a; 오창수 외,

2018; 황진영 외, 2011)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가구원수는 정

(+)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2) 경제적 수준

윤희숙(2008)의 연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장이 있는 경우 민

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높고, 취업상태이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민

간의료보험 가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은정 외 2009; 권현정

2010; 강성욱 외 2010, 박성복 외 2011; 유창훈 외 2011; 권현정 2011;

유기봉 외 2012; 김효진 외 2012; 김대환 2014; 유창훈 외 2014; 김재원

외 2015; 현숙정 외 2015; 김재원 외 2015b; 김대환 외 2016a). 특히, 정

규직과 같이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는 경우, 임시직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현복 외, 2011) 60세 미만을 대

상으로 실손형 보험의 가입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임금근로자와 자영

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가족무급종사자와 무직자와 비교하였을 때, 실

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외, 2013).

또한, 김재원 외(2015)b의 연구에서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혼근로

여성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해서 확인하였는데 기혼근로여성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본인의 근로상태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상용직인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욱 외 (2010), 유창훈 외 (2010b), 김효진 외 (2012)의 연구에서는

사적이전을 설명변수로 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는

데 사적이전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연금

수급 노인가구는 연금을 수급하지 않은 노인가구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돈, 2014). 65세 이상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높고, 국민 연금 수급자인 경우 민간의료

보험 가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유창훈 외 2019; 신세라 2020). 정규직

여부, 사적이전, 연금 수급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안정적인 소득원은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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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건강보장 형태에 따른 비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급여 수

급권자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외 2005; 임진화 외 2007; 윤희숙 외 2008; 박성복 외 2011; 유

기봉 외 2012; 백인립 외 2012a; 백인립 외 2012b; 김지온 외 2018; 오창

수 외 2018; 김석환 외 2018).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교에서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철 외 2010; 이현복 외 2011; 유창훈

외 201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백인립 외 (2012a) 연구에서는 직장

가입자들이 기업복지의 일환으로 회사로부터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

된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의료급

여 수급은 가구의 소득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공적 건강보장이다. 즉, 국

민건강보험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대리하는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민간의료보험 가입간의 정(+)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특례자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생활자는 연말정산시 보장

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백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근로생활자에게 있어 소득공제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절대적인 소득수준을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주관

적 계층인식이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정(+)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도 있었

다 (김효진 외, 2012).

(3) 의료이용·건강상태·건강행태

의료이용, 건강행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변수는 만성질환 유병 유무, 진단 (또는

치료)받은 만성질환의 수, 음주·흡연 상태, 입원·외래·응급 서비스 이용

경험, 건강검진 수검 여부, 장애 여부, 과거 지출 의료비 등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진단받은 만성질환의 수가 많아질

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부(-)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권현정 2010; 이

현복 외 2011; 박성복 외 2011; 유기봉 외 2012; 백인립 외 2012b;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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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외 2013; 김윤진 외 2013; 박정호 2015). 반면, 만성질환의 수 또는 유

병여부가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

유창훈 외 2014; 오향숙 외 2014; 현숙정 201516)). 윤희숙(2008)은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력과 현재력을 확인하고 해당

질병의 평균적인 생존율, 개인의 복합 상병을 고려하여 개인의 중증도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질병의 중증도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정(+)

의 관계를 보였으며 과거력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윤희숙 (2008)은 만성질환으로 이루어진 과거력

의 특성상 개인 스스로의 건강상태에 대해 제3자에 의해 관측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가입자선별

(cream-skimming)로 인한 순선택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건강상태에 대한 본인과 제3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높은 다른 질병에 관해서는 역선택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반면,

장애의 유·무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장애 유·뮤를 독립변수로

고려한 모든 연구에서 장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현정 2010; 박성복 외 2011; 유창훈 외 2011; 권현정

2011; 김대환 외 2013; 유창훈 2014; 현숙정 2015; 김대환 2016a; 오창수

2018; 김지온 외 2018). 가입자의 활동제한을 설명변수로 하여 민간의료

보험 가입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도 활동제한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과 부(-)의 관계를 보임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용철 외 2010; 유기봉 외

2012; 김석환 2018). 만성질환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관계에 있어 질병

의 발생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장애 또는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부(-)

의 관계를 보임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보험사의

가입자 선별(cream-skimming)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민간의료보험 가입과의 관계를 확인한 대다수의 연

16) 현숙정(2015)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08~2011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
입, 신규가입, 추가가입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확인하였다. 만성질환은 종속변수에
따라 정(+), 부(-)의 관계를 보였는데 종속변수를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로 할 경우,
만성질환은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정(+)의 관계를 보인반면 추가가입 또는 신규가입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부(-)의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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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확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외 2005; 허은정 외 2009; 유창훈 외 2010a; 권현

정 2010; 강성욱 외 2010; 유창훈 외 2010b; 이용철 외 2010; 권현정

2011; 김효진 외 2012).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

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고려한 변수는 규칙적인 운동 (유창훈 외

2010a; 강성욱 외 2010; 유창훈 외 2010b; 이현복 외 2011; 김효진 외

2012), 건강검진 수검여부 (윤태호 외 2005; 김효진 외 2012), 규칙적인

식사 (현숙정 2015)이다. 반면, 유기봉 외 (2012)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으

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 평생금연자, 현재

비흡연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용철 외 2010; 유

기봉 외 2012; 김효진 외 2012) 양달님 외(2013) 연구에서는 흡연자가 비

흡연자에 비해 치과방문에 대한 보장을 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

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의 경우, 현재 음주를 하고 있는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았다 (유창훈 외 2012a; 강성욱 외

2010; 유창훈 외 2010b; 유기봉 외 2012; 오향숙 외 2014; 현숙정 외

2015). 인지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았다(유기봉 외 2012; 김효진 외 2012). 건강행태와 민

간의료보험 가입과의 관계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의 이용 경험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관계는 과거 입원 서비

스 (유기봉 외 2012; 김효진 외 2012; 김대환 외 2013), 과거 외래 서비

스 (이현복 외 2011; 유창훈 외 2011; 유기봉 외 2011; 김효진 외 2012;

김대환 외 2013; 양달님 외 2013; 김선미 외 2015; 김재원 외 2015a; 현

숙정 2015; 김재원 외 2015b; 오창수 외 2018) 이용 경험 모두 민간의료

보험 가입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특히, 이현복 외 (2011)의 연구에서

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복수가입,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외래 서

비스는 정(+)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며 김대환 외(2013) 연구에서는 과

거 외래 방문횟수가 많을수록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확률이 높아지는 결

과를 보고하였다. 김선미 외 (2015)의 연구에서는 치과진료 이용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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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지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하게 과거 지출한 의료비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정(+)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허순임 외 2009; 김대환 외 2013).

또한, 질병 치료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희, 2006).

저자, 연도 결과요약

윤태호 외

(2005)

다변량 회귀분석 기준 : 여성(+),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최근 2년

간 건강검진 받은 경우 (+), 소득/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 교육수준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가입 이유 빈도확인: 건강보험의 중증질환의 혜택이 적어서 또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비하기 위함(82.3%), 보험설계사의 권유(9.0%), 친지권유

(4.3%), 건강보험 고가진료 혜택이 적어서(3.4%).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민

간의료보험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확인함.

박영희

(2006)

여성(+), 소득(+), 기혼자(+), 건강보험보장성에 대한 만족도(+), 질병 치

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부담감이 높을수록 +)

가입 이유 빈도확인: 가족의 질병사고 경험·특성 (31.7~47.8%), 보험설계

사의 권유 (25.3~30.8%), 주변 사람 권유 (16.5~25.9%)

암보험·종합의료보험에 만족한 사람은 타인에게 해당 보험에 가입하라

고 하는 경향이 있었음.
임진화 외

(2007)

여성(+), 연령(-), 소득(+),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서울에 비해 광역시

에 거주하는 사람의 가입률이 높았음.

윤희숙

(2008)

전체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 여성(+), 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도시거주자(+), 직장이 있는 경우(+), 현재 질병 중증도(+), 자산(+),

과거력(-)

허순임

(2009)

가구원 수(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 연령(-). 여성가구주(+), 가구주

교육수준(+), 기혼자(+), 소득(+), 과거에 비해 의료비가 증가한 경우(+)

허은정 외

(2009)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여성(+), 연령(-), 월소득(+),

저축액(+), 부채 잔액(+),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중·고령자(+). 주관적

건강상태(+)

보험료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여성(+), 연령(-), 기혼자(+), 소득

(+)

유창훈 외 여성(+),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가구총자산(+), 주관적 건강상

[표 3-1]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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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결과요약
(2010)a 태(+), 과거사고 경험(+), 음주(+), 운동(+)

권현정

(2010)

가입: 연령(-), 교육수준(+), 기혼자(+), 소득(+), 취업자(+). 순자산(+),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없는 사람(+), 장애 없는 사람의 가입률

이 높음.

미가입 지속:여성(+), 연령(+), 혼인상태(-), 1분위(+), 2분위(+), 3분위

(+), 장애(-), 연간소득의 변화(-), 취업상태의 변화(+)

강성욱 외

(2010)

여성(+), 연령(+), 교육수준(+), 도시거주자(+), 직업(+), 자녀로부터 사적

이전(+), 가구총자산(+),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정기적 운동(+)

유창훈 외

(2010)b

복수가입 하는 경향 : 여성(+), 연령(+), 교육수준(+), 자녀 수(-), 사적이

전(+), 총자산(+), 주관적 건강상태(+), 과거 사고경험 있는 사람 (+), 음

주(+), 운동(+)

이용철 외

(2010)

여성(+), 가구소득(+), 배우자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 제한자(-), 고혈압유병자(-), 알레르기성

비염 유병자(-), 평생금연자(+)

황진영 외

(2011)

질병보장보험 : 나이와 소득이 증가할수록 질병보장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가 일정 연령 혹은 수준이 넘어서면 수요가 감소함. 가구원수

(+), 세대주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가구가 대졸이상인 가구에 비해

질병보장보험 가입개수가 많음. 보험효용(+)

재해 및 상해보험 : 나이와 소득이 증가할수록 질병보장보험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다가 일정 연령 혹은 수준이 넘어서면 수요가 감소함. 가구

원수(+), 세대주의 교육수준이 낮음(+), 부채가 없음(+), 대도시에 거주

(+), 보험금 수령경험(+)

저축성 보험 : 나이(age)와 소득(earn)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U자 형

태를 나타냄. 가구원 수(+), 주택을 소유(+), 세대주 직업이 3차 산업(-)

변액보험: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변액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가

임계치를 넘어서면 감소

이현복 외

(2011)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기술통계분석) : 소득(+), 교육수준(+), 젊을

수록, 경제활동이 안정적(+), 만성질환(-), 응급실·입원 경험(-)

민간의료보험 가입 영향요인: 여성(+), 연령(-), 교육수준(+), 국민건강보

험 직장가입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자보다 일용직, 고용주 부의

영향(-)를 보임. 만성질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민간의료보험 복수 가입 영향요인 : 여성(+), 60대 이상부터 감소, 가구

주 여부(+), 의료급여 특례자(-), 소득수준(+), 외래서비스 경험(+)

실손의료보험 가입 영향요인: 연령(-), 가구주 여부(+), 외래 서비스 경

험(+)

박성복 외

(2011)

여성(+), 연령 (-), 기혼자(+), 근로상태(+), 서울 이외의 지역 거주(+),

의료급여 및 특례자(-), 장애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 보유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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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결과요약
(+),

유창훈 외

(2011)

가구원 대상 : 연령(+), 교육수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규

직(+), 소득(+), 자가(+), 1인 가구(+), 장애가 있는 경우(-), 과거 1년 외

래 서비스 경험 여부(+)

가구주대상 : 여성(+), 연령(+), 기혼자(+), 가구원 수(-), 소득(+), 자가

(+), 정규직(+), 과거 1년 외래 서비스 경험 여부(+)

권현정

(2011)

2007년 조사 횡단분석 결과 : 여성(-), 연령(-), 기혼자(+), 연간소득(+),

취업상태(+), 순자산(+),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가 있는 경우(-)

2008년 조사 횡단분석 결과 : 여성(-), 연령(-), 교육수준(+), 기혼자(+),

소득수준(+), 취업상태(+), 순자산(+),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가 있는

경우(-)

유기봉 외

(2012)

연령(-), 여성(+), 교육수준(+),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자

가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였으나 읍면부 거주자는 대도시 거주

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음. 기혼자(+), 비흡연자(+), 현재 음주(+),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 국민건강보험 가입(+), 연간부부총소

득(+), 만성질환 수가 많음(-), MMSE(+), IADL(-), 입원경험(+), 치과

포함 외래 경험(+), 한의원/한방병원 이용 경험(+)

김효진 외

(2012)

여성(+), 연령(-), 종교(+), 자녀로부터 사적이전(+), 경제활동(+), 주관적

계층의식(+), 소득(+), 규칙적 운동(+), 흡연(+), 인지기능점수(+), 주관적

건강상태(+), 입원·외래서비스 이용 경험(+), 건강검진수혜(+), 생존자녀

(-), 읍면부거주(-)

유창훈

외(2012)

보험료 지출 증가의 영향요인 : 연령(+), 이혼·사별, 미혼(+), 가구소득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외래 진료 경험(-), 건강기능식품 복

용(-)
백인립 외

(2012)a
여성(+), 연령(-), 기혼자(+), 교육수준(+), 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백인립 외

(2012)b

연령(-), 기혼자(+), 교육수준(+), 소득(+),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만성

질환(-)

김대환 외

(2013)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한 분석 : 연령(-), 기혼자(+), 가구소득(+), 정액형

건강보험 보유(-), 만성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입원·외래 서비스

이용 경험(+), 외래방문 횟수(+), 입원의료비(+),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다른 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과

방향이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유사하였으나 근로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임금근로자(+)
김윤진 외

(2013)
연령(-), 교육수준(+), 소득(+), 만성질환 (-)

양달님 외

(2013)

연령(-), 치과보험에 대한 인식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흡연자

(+), 치과방문횟수가 많은 경우(+)
김대환 본인의 암발생 위험에 대한 생각(+), 여성(+), 연령(+), 근로활동 여부



- 69 -

저자, 연도 결과요약
(2014) (+), 소득(+), 3개월 이상 의약품 복용(+), 체질량지수(+)
박경돈

(2014)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급여(-), 건강보험 보장률(-), 가처분소득(+),

가구내 고학력자 노인수(+), 연금수급 노인가구(+), 소득(+)
권기헌 외

(201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유창훈 외

(2014)

여성(+), 연령(-), 교육수준(+), 기혼자(+), 경제활동 하는 경우(+), 장애

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 개수(+)
오향숙 외

(2014)
여성(+), 연령(-), 기혼자(+), 소득수준(+), 만성질환(+), 음주경험(+)

박정호

(2015)

연령(-), 교육수준(+), 도시거주(+), 만성질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인식(-)
김재원 외

(2015)a

고용상태(+), 가구소득(+), 개인근로소득(+), 배우자(+), 가구원 수(-), 과

거 외래 서비스 이용 경험(+)

현숙정

(2015)

민간의료보험 가입 : 여성(+), 연령(-), 장애가 있는 경우(-), 기혼자(+),

가구소득(+), 경제활동 (+), 만성질환(+), 음주(+), 규칙적인 식사(+)

추가가입 : 연령(-), 만성질환(-)

신규가입 : 여성(+), 기혼자(+), 과거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소

득(+), 연령(-), 만성질환(-)
김선미 외

(2015)
민간의료보험 가입지속 : 소득(+), 치과진료 이용 횟수(+), 연령(-)

김재원 외

(2015)b
배우자가 상용직인 경우(+), 총 가구소득(+), 외래의료이용경험(+),

김대환

(2016)a

지속가입 : 보험금 수령(+), 장애가 있는 경우(-), 기혼자(+), 근로상태

(+), 연령(-), 가구소득(-)
김대환 외

(2016)b

여성(+), 연령(-), 기혼자(+), 교육수준(+), 정액형 건강보험 가입 여부

(-), 건강상태(-), 가구소득(+)
성안젤라동

민 외

(2017)

연령(+), 도읍면지역(+), 기혼(+), 교육수준(+), 서비스 판매 종사자, 관리

자 (+), 소득수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아파트 거주자(+)

오창수 외

(2018)

여성(+), 연령(+), 자가 소유(+), 가구소득(+), 입원·외래 의료서비스 이

용경험(+), 기혼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구원수(-), 월평균

식료품비(-), 장애가 있는 경우(-)
김지온 외

(2018)

여성(+), 기혼자(+), 경제활동 하는 경우(+), 가구소득(+), 의료급여 수급

권자(-), 장애가 있는 경우(-)
김석환

(2018)
연령(-), 가구소득(+),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활동제한(-)

유창훈 외

(2018)

아버지와의 연령차이 (+),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와의 연령차이 (+), 어머니 교육수준 (+)
유창훈 외

(2019)
소득(+), 교육수준(+), 국민연금 수급자(+),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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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의 경험 및 사회 서비스

과거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부(-)의

관계를 보였다(김대환 외 2013; 김대환 외 2016b). 반면, 양달님 외(2013)

연구에서는 치과보험에 대한 인식도와 기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민간

치과의료보험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기대수준, 과거 민간의료보험금 수령 여부는 민간의료

보험 가입과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황진영 외 2011; 김대환 외

2016a). 회귀분석 결과는 아니지만, 윤태호 외(2005), 박영희(2006)의 연

구에서는 빈도분석을 통해 주변인의 권유와 보험설계사의 권유가 민간의

료보험 가입의 영향요인임을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요인들과 상관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2]와 같다. 소득수준은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민간의료 보험금 수령 경험, 민간의

료보험에 대한 기대수준, 의료이용 경험은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양 (+)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성질환 여부 또는 만성질환

수와 연령은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기대수준은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양 (+)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민간의료보험금 수령을 한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추가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할 계획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는 선행연구에서는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

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었

다. 박영희 (2006)의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박정호 (2015)의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

저자, 연도 결과요약
신세라

(2020)

여성(+), 기혼자(+), 교육수준(+), 소득(+), 연금소득 수령자(+), 자녀 수

(-)
MMSE: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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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낮아졌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납입하는 민간의료보험료가 낮아짐을 보고한 결과도 있었

다 (권기헌 외 2014). 박경돈 (2014)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혜택

을 받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가

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더불어 본인의 암발생 가능성

이 높다고 인식하거나 미래의 본인 건강상태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

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

본인의 암 발생 위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

률이 높았다 (김대환, 2014).

선행연구 고찰 결과 소득수준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민간의료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건강상태 관

[그림 3-2] 선행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영향요인과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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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요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는 민간의

료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논의 및 소결

일반적으로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가능해

지면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2003년 농촌주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신형

농촌합작의료(New Cooperative Medical Scheme; NCMS) 제도를 도입

하였다. NCMS 도입전·후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차이를 DID(Difference

in Difference)로 분석한 결과 NCMS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성인은

2.1% 정도 민간의료보험에 더 가입하게 되었으며 가입자의 소득수준,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어린이가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에 있어서는 부모

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Liu et al, 2011). 대만의 경우에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1995년 전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도입 후,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경향을 확인 한 Liu & Chen (2002) 연구에서

는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할 가

능성이 높았고, 가구원이 많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의

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하는

것과 회사에서 지원하는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하는 것으로 비교하였을

때, 공통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민

간의료보험을 구매하는 경우, 여자에 비해 남자가 비흡연자, 보수당 지지

자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과 관련된 요인을 탐구

한 Kiil (2012)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의료이용 포함), 건강행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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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질적 수준, 보험료와 세금 환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입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 수준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민간의

료보험 가입의 영향요인을 설명한 43편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

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득수준이 높

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성욱 외

(2017) 연구에서는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고, 건강위험에 대한 기회비용

이 높은 계층일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

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민간의료보험 관련 연구 초기라고 할 수 있는

2005년, 2006년에 수행된 윤태호 외 (2005), 박영희 (2006) 연구에서는

주변인의 권유를 민간의료보험 가입 결정 요인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

다. 암보험 구매의사 결정과정을 확인한 양남희 외 (2009) 연구에서는

20대, 30대가 50대에 비해 가족이나 친구, 인터넷 카페 등의 소비자정보

원천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주변

인이나 가족, 동료집단 등의 소비자원천의 정보를 많이 탐색할수록 암보

험 가입 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 대상자들은

정보원천 중 중립적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남희 외 (2009)는 우리나라와 같이 체면 지

향이라든지 집단동조를 중요하시는 사회 (오세철 1998; 최상진 2000)에

서는 사회적 상황의 영향이 다른 어떤 상황 (물리적 상황 등)이나 변수

(소비자, 제품 관련)보다 구매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김재현 외 (2006) 연구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민간의료보험상품 구매

에 있어 소비행위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보험회사

의 안내와 광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윤태

호 외 (2005), 박영희 (2006)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권유 역시 민간의

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남희 외 (2009) 연

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경로를 확인하였는데 분석대상자 217명 중

보험모집인 (60.8%)을 통해 암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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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직접 구매하는 비율 (19.8%), 텔레마케팅이나 홈쇼핑

(19.4%)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들은 판매채널을 과

거와 같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과 같은 전통채널에 의존하지 않고 전화

를 통한 보험판매 (telemarketing)채널,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 (cyber

marketing)채널 등의 직접판매 (direct marketing)와 방카슈랑스

(bancassurance)와 같은 새로운 구매채널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이를 통한

보험계약 실적이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원영과 홍지영,

2008). 판매채널과 보험가입 및 유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인터넷판매나 전화판매와 같은 구매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강

조하고 있으며 고능률 설계사의 근속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세창

2016; 이근창 외 2017).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 전화판매, 인터넷 판

매와 직접판매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

한 광고, 마케팅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McCracken (1989)는 현대에서 소비는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소비문화를 문화형성의 주된 구성 요인

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유교의 영향력으로 인해 깊은 집단주

의적 성향으로 간주되어왔음을 지적하였다. Hofstede는 한 국가의 문화

적 특성에 대해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한국은 대표적 집단주

의 문화를 가진 국가로 구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

구에서도 한국의 집단주의적 문화 특성이 증명된 바 있다 (House et al,

2004).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주변인의 영향은 민간의료보험 가

입에 정(+) 또는 부(-)의 관계를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들을 고려하였을 때, 선행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가능

하게 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초점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을 뿐, 우리

나라 국민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 보험상품의 판매채널

및 광고에 대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공적 건강보장 체계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2장의 건

강행태 이론, 소비자행동 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변인의 영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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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은 물론이고, 선행연구에서 일부 고려하고 있는 질병 발생에 대

한 가능성 (건강믿음 모형에서 ‘지각된 질병에 대한 위협’으로 설명 가

능), 소비자행동모델의 ‘광고의 영향’ 등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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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연구

사례연구의 분석전략17) 중 하나인 경쟁설명(rival explanation)은 다른

입장을 가진 관찰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증거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인다 (Yin 지음, 신경식 외 번역, 2015). 이 절에서는 민간의료보험 미

가입자를 인터뷰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세부연구 목적

사례연구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어떠한 이유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는지, 그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어떤 환경적, 사회

적, 물리적 요소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미가

입자의 경우 미가입 사유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혹은 가입자들의 개별적인 경험을 파악하고, 이

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행동이나 생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

는지, 또는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12명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방식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고, 2명의 민간의료보

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미가입 이유와 민간의료보험에 대

한 생각을 질문하였다.

17) Yin(2015)은 그의 저서 ‘Case study research’에서 사례연구 자료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네 가지 분석전략을 소개하였는데 ‘①이론적 명제를 기반으로 하기 ②자료를 ‘심
층적(ground up)’으로 분석하기 ③사례의 기술방법 개발하기 ④경쟁설명 사용하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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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상기 세부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탐색

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가진 체계 내

에서 하나 이상의 사례를 통해 탐색 된 이슈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며,

면접, 관찰, 문서와 보고와 같이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여 심층적인 자료

를 수집하고, 사례 기술과 사례에 기반을 둔 주제들을 보고하는 방법으

로 알려져 있다 (Creswell 지음, 조흥식 외 공역, 2010). 더불어 사례연구

는 가설 검증이나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는 연구보다는 현상에서의 통찰

이나 발견, 또는 해석에 관심을 가질 때에 수행되는 연구로 총체적인 서

술과 설명을 포함한다 (고미영, 2009).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요인을 전반적으로 이해

하고 해석함으로써 해당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사례연구 방법이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터뷰 시점 (2019년)을 기준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가입자’)과 인터뷰 시점 기준으로 민간의료보험 가

입 경험이 없는 사람 (‘미가입자’)이다. 즉, 가입자는 민간의료보험에 가

입하여 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미가

입자는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나 직장에서의 단체 가입 경험만 있는 경우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거주지 등이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가구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역시

최소 1건에서 6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샘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

다. 질적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무작위 표집 방법이 아닌 의도적 표집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는 Miles & Hyuberman (1994)의 질적연

구 표집 전략 유형 중 하나인 최대 편차(maximum variation) 전략을 사

용하였다. 최대 편차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편차 (variation)를

기록하는 동시에 중요하고 공통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강진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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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공통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개인의 수용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에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자 하였다.

최대 편차 방법과 함께 스노우볼 표본추출 (snowball sampling) 방법도

병용되었다. 선행 인터뷰 대상자가 본인 주변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소개하되, 소득수준, 거주지역,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가 유사하지 않은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번 참가자가 3번, 10번 참가자를

소개하였고, 10번 참가자가 7번 참가자를 소개하였으며, 7번 참가자가 4

번 참가자를 소개하였다([표 3-2] 사례번호 기준). 미가입자의 경우, 연

구자와 응답자를 모두 알고 있는 주변인 2명이 본인의 친지 중 민간의료

보험 미가입자를 소개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 1인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례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총 14

명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배경은 [표 3-2]와 같다.

사례 연령 거주지 결혼상태 민간의료보험 가입경로
1달

납입보험료
(가입건수)

1 37 서울 기혼 친구의 보험설계사 소개 80만원 (4건)
2 36 서울 기혼 시어머니가 우체국 근무 120만원 (6건)
3 37 서울 기혼 전화판매 120만원 (4건)
4 33 경기 미혼 주변인의 가입권고 40만원 (1건)
5 33 서울 기혼 엄마가 대학교 때 가입 60만원 (3건)
6 39 경기 미혼 친한 언니의 가입권고 40만원 (2건)

7 40 서울 기혼
사촌 언니가 보험설계사로

가입권고
120만원 (5건)

8 65 서울 기혼 전화판매 80만원 (4건)
9 58 서울 미혼 주변인의 가입권고 30만원 (1건)

10 36 서울 미혼
엄마의 암진단 후 가입결심
보험설계사 소개 받음

30만원 (1건)

11 34 서울 기혼 인터넷 카페 15만원 (1건)
12 50 충남 기혼 주변인의 가입권고 30만원 (1건)
13 56 전남 기혼 미가입
14 64 경기 기혼 미가입

[표 3-2] 연구대상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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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연금보험에서 특정 질병 진단 때 보험금을 지

급하는 형태와 같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일부 보장이 가능하지만,

주요 보장 내용이 연금보험인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주요 보장 형태가 정

액형, 실손형 또는 혼합형 민간의료보험인 경우로 한정하여 계산하였다.

인터뷰 전 대상자들에게 자동차보험, 연금보험, 생명보험은 제외한 현재

보험 가입 상황을 답변하도록 설명하였다. 의도적으로 모집한 것은 아니

었으나 미가입자 2명은 연금보험과 생명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 또는 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의 경우 3명씩

그룹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시간은 단독 면접의 경우 50~7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집단 면접의 경우 80~9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미가입자의

경우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에 앞서 기본적인 인적사

항,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자 표집 과정에서 가구소득을 확인하였으

며, 선정된 대상자들의 한 달 평균 가구소득의 범위는 200만원 이상 800

만원 이하였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이야기한 후, 본인이 민간의료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소개가 끝난 후 민간의료보험 가입

경로와 이유를 질문하였으며 질문내용은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에 전달하

지 않고,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할 때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였다. 면접

내용은 피면접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 및 개별 면담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진행

되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보다 많은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질적

연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연구자가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선

입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녹

음된 내용은 녹취하여 워드 파일에 기록하였고, 기록된 내용은 2번에 걸

쳐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된 내용이 없도록 하였

다. 해당 심층 인터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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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IRB No. 1610/003-001).

(3) 자료분석

총 14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반복해서 듣

고, 전사한 내용을 수 차례 읽으며 행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용을 숙지

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숙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

의 가입 영향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명료화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였

다.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의 영향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명료화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

서는 사례들에 대한 총체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각 사례에 대하여 중

심개념을 찾아 분류하였으며 사례별 비교 과정을 통해 비슷한 내용으로

분류하며 하위범주로 재구성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하위범주를 바

탕으로 하여 상위범주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범주화 분석을 통해 하위범

주, 상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상위범주 하에서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차이

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글쓰기 단계에서는 범주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민간의료보험가입, 미가입과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술하고 적절한

사례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사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단, 내용이 연결되어 진술되고 있는 경우, 앞 문장의 내용도

모두 기술하였다.

3) 결과

전통적인 사례연구에서 ‘사례를 정의함’에 있어 사례는 개인을 의미하였

다. 그러나 ‘사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며 잘못

된 분석단위 (또는 사례)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위험을 내포하기도 한다 (Yin 지음, 신경식 외 번역, 2015). 이에

본 연구는 가입자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동일한 분석단

위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재구성하였다. 미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에

대한 차이가 있었지만, 본인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과 민간의료보험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공통적으로 보여 응답자 2명을 한 개의 사례로 구분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는 총 6개 (1) ‘가족구성원의 건강상태 변화’, 2)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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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건강에 대한 인식’, 3)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4)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 5) ‘주변인을 통한 간접 경험’, 6) ‘주변

인의 영향) 로 구분이 되었으며 이 중 ‘보험료 납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은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의 개별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3].

동일한 사례 범주라 하더라도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태도(부정적,

긍정적 또는 중립적)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인식이

서로 다른 개념은 음영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3-3]에서 음영이 칠해진

사례 범주는 해당 집단이 그 범주를 부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사례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 가입, 광고의 영

향,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3-3]에서 14명의 연구대상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개인적 특성과 환

경적 특성으로 사례를 구분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은 다시 경제적 요인과

주관적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적 특성은 보험상품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험시장의 영향을 받는 환경적 차원과 보험상품 자체의 특

성으로 구분이 되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미가입을 기준으로 배열되는

[그림 3-3] 사례구성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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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들은 사례 하나하나를 구성한다. 개인적 특성에서 특히, 경제적 요인

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군과 미가입자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해석할

수 있었다.

(1) 사례 내 분석

①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은 인터뷰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확인하게 된 내용으로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 (민간의료보

험 가입자)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정보이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12명의 응답자 중 9명은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

한 정보 비대칭을 경험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상품

을 이해함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보험상품의 다양화, 복잡화로 인

해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상품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으

나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하거나 보장 내

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제한된 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한된 정보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보험설계사나 전화 상담원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참여자 3] 은 30대 중반 기혼 여성으로 남편과 7세, 5세 자녀와 함께 살

고 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은 결혼 전 남편과 본인이 각각 가입했던 보

험이며 아이들 보험은 태아 보험 가입으로 시작한 것을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질

병을 보장해주는지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얼마 전 남편이 간

단한 수술을 하였을 때, 보험금 수령을 신청하였으나 상세 진단명이 달

라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험에 신규 가입할 때

와 보험을 갱신할 때 모두 전화 상담원의 의견에 따라 가입과 갱신을 진

행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자 3]은 자신보다 그들 (전화 상담원)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였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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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아무래도 전화 상담원의 제안을 따르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 6] 은 30대 중반 미혼 여성으로 20대 초반 어머니가 가입해 준

보험과 본인이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직접 가입한 보험을 가지고 있

다. 그녀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성격이라고 말하였다. 물건을

살 때도 가격 비교는 물론 비슷한 상품이더라도 서로 다른 회사에서 제

조한 경우에는 성분이나 제조공장까지 확인한다고 한다. 하지만 민간의

료보험 약관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모르는 단어가

많고, 단어를 찾아도 확인이 안 되는 때도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소비자

는 보험약관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다른

제품들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서나 라벨을 만드는데 금융상

품, 특히 보험상품은 소비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

였다.

[참여자 8] 은 60대 중반 기혼 여성으로 10년 전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이

있다. 해당 보험 가입 전에는 별도로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이 없었으며

본인이 가입할 당시 남편과 자녀들 모두 가입하였다고 하였다. 그녀는

약관이나 일 년에 몇 번 정도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는 서류를 받기는 하

는데 읽지는 않고 버린다고 하였다. 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관을 받았을 때는 읽어보려고 하였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

웠다고 한다. 가끔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는 서류를 뜯어볼 때는 보험금을

얼마 납부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그 외 정보들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

는다고 하였다. 참여자는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두 가

지 상품을 가지고 와서 설명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며 두 개 상품 보험료

가 매달 2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구별할 수 없어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보니 다른 사람들이 이

상품(대안보다 2만 원 정도 납입 보험료가 비쌈)에 더 많이 가입한다고

하여 그 상품에 가입하였다고 하였다.

[참여자 2] 는 30대 중반 기혼 여성이다. 결혼 전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이

한 개 있었으며 결혼 후 우체국에 근무하는 어머니의 권유로 보험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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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입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목돈을 모으는 방법은 적금을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보험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셨을 때 처음에는 중복 보장이 되지 않도록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려고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하였다고 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간에는 보장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 질병에 걸리

더라도 혜택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하였다. 얼마 전

회사 사내 메일로 회사 신협에서 4% 적금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를 보고

가입을 하려고 하였는데 적금이 아니라 보험적금상품이어서 가입을 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보험상품에 있어 적금, 연금, 이런

말들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고

하였다.

[참여자 4] 는 30대 중반 미혼 여성이다. 20대 중반에 어머니가 가입해

준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혜택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하였는데 동네 정형외과를 이용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니 생각보

다 보험금 수령도 어렵지 않고, 보험금이 바로 입금이 되어 만족도가 크

다고 하였다. 보험약관을 받은 적이 있지만, 약관 내용이 많고, 이해가

되지 않아 뜯어보기만 하고 자세히 읽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본

인은 어떤 질병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보험

금 신청이 쉬워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

황이다 보니 거절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보험금 신청을 하고 있다

고 하였다. 지금까지 보험금이 거절된 적은 없고, 향후 실손형 보험이 아

닌 진단자금이 나오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10] 은 20대 초반에 어머니가 가입해 준 보험 외에 최근에 추가

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가입자는 직접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상품 중 3개 상품을 선택해 두고 보험설계사에 상담을 하였

다. 보험설계사는 3개 상품이 모두 보장되는 부분이 많지 않고, 자신(보

험설계사)이 추천하는 상품이 더 좋은 것이라며 참여자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는 묻지도 않고 본인이 소개하는 상품에 관한 이야기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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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상품과 차이를 보이

는지 물어보았지만 보험설계사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 상품에

가입하면 분명 후회할 것이라는 식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보험상품이

다양하다 보니 보험설계사도 모두 숙지를 못 하겠지만 자기가 판매하고

자 하는 상품의 장점만을 말하고 다른 상품은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본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비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서 보험설계사도 모든 상품을 다 아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

다고 한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보험상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보험상품

의 다양화, 복잡화’로 인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l 보험상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남편이 간단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혼 때 제가 약관을 다 확

인하고, 그 질환이 (보장이) 된다고 알고 가입을 했는데 상세 진단명이

달라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험이 있어요” (참여자 3)

“제가 조금 집요하거든요. (웃음) 대학교 때 엄마가 보험 가입해줘서 약

관을 받았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찾아

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일부러 어려운 말로 다 써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어를 찾아도 안 나오는 용어도 있고, 그 때, 일부러 보험회

사에서 사람들이 이해 못 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었어요.” (참여자 6)

“약관을 받았는데 너무 많고, 이해가 안 돼서... 뜯기만 하고 어디 뒀는지

도 몰라요. 어떤 병에 보험료를 주는지 지금도 잘 모르는데. 요즘은 스마

트폰으로 서류 찍어서 보내면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니 거절되면 말자는

생각으로 (보험금 지급) 접수를 했는데 보험금이 지급되더라고요. (웃

음)”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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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때 (보험설계사가) 두 개인가 상품을 가지고 와서 비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뭐냐고 했더니 제가 가입한 걸 더 많이 한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가입했어요”(참여자 9)

“어떤 질병이 보장되는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이거 들라고 하시면 그냥

들어서” (참여자 2)

참여자들은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이유는 보험약관에 제시된 용어의 어려움 때문

이었다. 또한, 보험약관을 확인하였더라도 상세 질병명이 달라 해당 질환

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 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경험도

보고되었는데 본인은 보장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 질환에 대해 보험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참여자도 있었다. 본인이 계약하는 상품에 대해 충분

히 숙지하지 않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보장을 원

한 질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예도 있었고, 어

떤 질환을 보장하는지 모르고 가입한 참여자도 있었다.

l 보험상품의 다양화, 복잡화

“지난번에 회사 메일로 회사 신협에서 적금인데 금리도 엄청 높다고 4%

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들려고 점심시간에 신협에 갔어요. 그런

데 가서 보니깐 보험인거예요... 그 (신협)직원이 당황해서 보낸 메일을

보여주는데 제가 제대로 안 읽은 것도 있지만.... 적금인지 아닌지도 애매

하게 써놓고...” (참여자 2)

“(최근에 추가가입한 경험이 있음) 처음에 인터넷으로 견적을 몇 개 받

고, 제가 3개 중에 하나 가입하려고 고민을 하면서 다른 보험설계사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제가 후보로 생각하는 3개 말고 다른

것을 제시하시면서 제가 가입하려고 하는 3개는 별로라는 식으로 이야기

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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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이 상품에) 가입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분은 그 3개를 잘 모르면

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상품이 많아서 그런 건지, 본인이 소개한 보험

을 팔려고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참여자 10)

다양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가입자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국한되지 않

고) 금융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설계사나 전화 상담원 역시 본인이 소개하는 보험상품 이외에 다른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보험 가입자의 보험회사 또는 상품에 대한

신뢰감을 낮추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은 민간의료보

험 가입에 있어 보험설계사 또는 전화 상담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보험설계사 또는 전화 상담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현상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보험상품의 다양화, 복잡화에 기인하는 것으

로 현재의 민간보험상품은 가입자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종사자들도 쉽게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② 질병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참여자 12] 50대 초반 기혼 여성이다. 대학 재학 시절 아버지가 간암을

진단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언니도 암으로 진단받아 치료 후 재발

하여 다시 치료 중이다. 여동생도 갑상선 암 수술을 하였다. 암 가족력으

로 인해 본인 스스로 언젠가 암에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본인

이 암에 걸렸을 때 아이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지 않았

으면 하는 바람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였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

다고 생각하였고, 지금도 보험회사가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혹시나 본인이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

서 암에 걸리게 되면 아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

다고 가입 이유를 설명하였다.

[참여자 1] 참여자의 아버지는 얼마 전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암을 진단받고 (0기~1기 사이) 바로 수술을 하셨다. 아버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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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실에 간병인까지 두고 치료를 받으셨고 병원비와 간병비가 많이 나왔

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돈으로 큰 문제 없이

병원비와 간병비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본인은 아버지가 퇴원하실 때 현

금을 조금 드린 것 말고는 병원비에 도움을 드릴 수 없었다고 한다. 현

재 남편과 참여자 모두 회사를 다니고 있으나 아파트 대출금을 20년 정

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입학할 나이이기 때문

에 돈 들어갈 곳이 많아 걱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큰돈이 생

기지 않는 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부모님 나이가

되어서 병에 걸리게 되면 부모님처럼 병원비와 간병비를 스스로 해결하

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즉, 자녀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참여자 1]은 이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갱신 안내 전화를 받고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추가

하여 갱신하였다고 한다. 또한 아이의 경우, 2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하나는 가입하였던 태아보험을 연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처럼 성

인이 되었을 때, 목돈을 받을 수 있으며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진단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보험을 두 개나 가입한 이유는 아

이가 자라면서 혹시나 아파서 큰돈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참여자 2]는 외동딸로 60세가 넘은 부모님이 계시다. 얼마 전 아버지가

길을 걷다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하셨다. 집에 혼자 계시다

가 또 넘어지셨는데 심혈관 문제도 발견되어 중환자실에 일주일 정도 입

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셨다고 한다. 아버지가 잘 걷지 못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어려울 듯하여 아버지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이다. 본인은 외동딸이기 때문에 부모

님 병원비를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할 처지이고, 아버지 병원비를 해결

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를 알아보았지만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없었

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우체국에서 퇴직하시기 전 민간의료보험에 아버

지를 가입시키려고 하였지만 아버지가 당뇨도 있으시고, 나이도 있으셔

매달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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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 나이가 드시면 본인이 혼자 부모님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걱정스럽다고 하였다.

[참여자 6]은 조부모의 병원비로 인한 엄마와 이모들의 부담을 경험하였

다고 한다. 외할머니가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 요양병원에 6개월

정도 입원을 하신 후, 퇴원하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쪽 고관절 골

절로 6개월 정도 추가 입원을 하게 되셨다고 한다. 그 당시 간병비를 포

함한 병원비가 매달 3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엄마와 이모들이 매달

100원씩 나눠서 내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매달 100만원이 큰돈이 아

닌 사람도 있겠지만, 평범한 가정에서는 100만원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

고 하였다. 외할머니가 다치시기 전까지 어머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가 다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

니가 가족 모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시켰다고 하였다.

[참여자 6]은 본인이 큰 병에 걸려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면

모아둔 돈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였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지는 않겠지만, 만약 큰 병

에 걸리셔서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시게 되면 본

인과 남동생이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 같다고 하며

그나마 부모님께서 각자 가입하신 민간의료보험이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참여자 7]은 40대 초반으로 시어머니가 작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

방에서 서울로 항암치료를 위해 오신다고 하였다. 시어머니께서 보험 가

입해 두신 것이 있어서 진단금을 받고, 실비 보험금도 조금 받으신 것으

로 알고 있으며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충당하시는 것 같지만, 지방에서

올라오시기 때문에 교통비가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요즘은 치료

비 외에 교통비나 간병비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간병비와 교통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추가로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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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8]은 남편과 본인 모두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한 편이라 모아둔

돈이 많지 않다고 하였다. 현재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한 명이

라도 큰 병에 걸리거나 다치게 되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

고 하였다. 형제들 모두 형편이 비슷하고, 한 번은 가족이나 형제들이 도

와주더라도 여러 번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도와줄 형편도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참여자 9]는 50대 후반 미혼여성이다. [참여자 9]는 친구 남편이 뇌졸중

으로 쓰러져 5년 정도 요양병원에 있는 상황을 지켜봤다고 한다. 그 당

시 친구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라 돈이 많이 들어갈 때였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서 친구가 힘들게 돈을 벌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장이 쓰러졌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이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친구 가족의 어려움을 보면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생각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참여자 4]는 어머니가 난소암으로 서울 소재 대형 대학병원에 입원하셨

을 때 병실에서 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참여자 4]의 어머니는

참여자가 대학교에 다닐 때 난소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수술하기 어려워

약물 치료를 받으셨다고 한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지 않는 약 (비급여 항암제)을 처방받으셨던 것으로 보이며 치

료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 당시

어머니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신 상황이었는데 병실의 다른 환자들이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얼마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민간의료보

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약 (비급여 항암제)을 쓰지 못하였을 것이라

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하였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민간의료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부모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과 질병 치료 비용,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와 관련지어 설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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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아니

더라도 부모 또는 주변인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간

접 경험을 통해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

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가족

이나 친지 이외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없음을 언급하였

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준거집단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직·간

접 경험)’, ‘경제적 지원 체계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 준거집단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직·간접 경험)

참여자들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를 물었을 때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경우와 조부모의 치

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하는 부모, 본인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직접 지출하

는 부모를 본 경험, 친지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간접 경험으

로 구분이 되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컸다. 개인적으로는 민

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본인의

의료비가 이전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보였다. 또한, 30대 참여자들은 부모 세대인

50대, 60대와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없을 것을 예상하며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

입을 하거나 추가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아버지가 지난번에 1기까지는 아니고,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서 검사

받으니까 암 0기에서 1기 사이여서 바로 수술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병

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아버지는 간병인까지 두고 1인실에 계셨어요. 보

험금이랑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병원비랑 간병비 해결하셨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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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언니는 아버지 퇴원할 때 돈 조금 드렸거든요. (중략) 아파트 대출금

은 저랑 남편 퇴직할 때까지 갚아야 하고, 애들도 이제 막 돈 들어가기

시작이라 (한숨)... 여기저기 돈 들 데가 많아서 나중에 부모님 나이가 되

어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부모님처럼 병원비랑 간병비 내 힘으로 못

내겠다는 생각이 드니깐 괜히 서글퍼지더라고요. 제가 아프면 결국 우리

OO가 고생할 텐데.... 그런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보험금 갱신해야 한다

면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험료 조금 더 내면 간병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걸로 가입했어요.” (참여자 1)

“어머니가 작년에 유방암 진단받고, 서울에 항암치료 받으러 올라오시거

든요. 보험 가입해 두신 것이 있어서 진단금 받고, 실비도 조금 받으신

것 같은데... 얼마를 받으셨는지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정확하게 모르겠지

만...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충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방에서

올라오셔야 하고, 서울역에서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가야 하니 그 돈이 꽤

많이 들어가실 거에요. 치료비 말고, 교통비나 간병비도 많이 부담이 되

더라고요. 다들 직장에 다니니 회사 안 가고 부모 옆에서 간병을 할 수

도 없는 노릇이죠. 간병비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주변 어르신들이

나이도 있으시고, 아프신 분도 계시고 하니 간병비 보장되는 보험을 알

아보고 있어요.” (참여자 7)

“친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5년 정도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지금

도 잘 걷지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그 집 아이들이 중·고

등학교 다닐 때라 돈이 많이 필요할 때였는데... (중략) 가장 노릇을 제

친구가 다 하면서 병원비 내고, 애들 공부시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가

장이 쓰러져서 더 영향이 컸겠지만, 그거 보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는 생각을 했고 보험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9)

“엄마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난소암 진단받으시고, 수술이 안 돼서 약

물치료 받으셨어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

안 되는 약으로 치료를 받아서 OOO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치료비가 많

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 때 엄마도 (민간의료)보험 가입하셨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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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 병실에 계신 다른 분들이 자기가 가입한 보험 얘기를 하시면서

보험에 가입해서 그 약(비급여)을 쓴다고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참

여자 4)

l 경제적 지원 체계의 부재

가족의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외에도

참여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

원체계의 부재를 언급하며 이를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로 설명하고 있

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시

행하고 있지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자로 가구원의 재산 과표 합

산금액이 5억 5천 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기

준)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자들은 개인의 질병 발생 또는 부모님의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하면서 큰돈을 지출할 상황이 되었을 때, 가족이나 친구

외에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저는 혼자라서 (부모님) 병원비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해야 해요. 제가 본

인부담금 상한제도 알아봤는데, 소득도 고려하고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된

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2)

“부모님이 아프시면 부모님이 저희에게 도움을 바라시지 않겠지만, (만

약) 큰 병이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면 저랑 동

생이랑 둘이서 병원비 부담해야 하니깐.... 저는 모아둔 돈도 많지 않은데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가입한 보험 말고는 도움받을 데가 없죠. 퇴직하

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기도 그렇고, 자기 살기도 바쁜 남동생한테.....”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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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한 것은 아닌데 돈을 모아둔 것이 별로 없거

든요. 큰 병 안 걸리게 건강하게 살아야겠지만, 혹시나 걸리면 누구한테

도와 달라고 하겠어요? 엄마 아빠도 이제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니고, 언

니나 남동생도 한두 번이지 계속 도와 달라고 하면 도와줄 돈도 없을 것

이고... 그래서 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

요.” (참여자 11)

“저랑 남편 모두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모아둔 돈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 (아파트) 대출금 갚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큰 병에 걸렸다고 하면

도움 요청할 곳이 없죠. 형제들도 다들 형편이 비슷비슷하고, 또 한 번은

형제들이나 부모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여러 번 도와줄 수는 없죠).” (참

여자 7)

③ 광고의 영향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

의할 수 있으며 광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마케팅의 4가지 구

성요소(4P)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홍보(promotion)로

구성되는데 광고는 이 중에서 홍보의 한 가지 전략에 속한다. 마케팅 자

극은 구체적으로는 제품, 가격, 유통, 판매촉진으로 구분이 되며 소비자

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디자인된 커뮤니케이션 또는 물리적 자극으로 서

명할 수 있다. 보험가입에서 마케팅 자극을 설명하는 기존 연구들은 전

화 마케팅이나 보험설계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인터넷 광고,

홈쇼핑 판매 채널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의

인터넷을 통한 광고와 전화를 통한 광고를 모두 포함하여 민간의료보험

의 광고로 정의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을 중요

하게 생각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 탐색의 과정 역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 2]는 현재 6개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 달에

120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다. 결혼 전에는 1개의 상품에만 가입을 했

었다. 결혼 후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시어머니가 우체국 보험상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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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속 권유하셔서 어쩔 수 없이 보험에 추가가입하였다고 하였다. 본

인은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잘 안 사고, 살 때도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구매하는 편이라고 한다. 다른 친구들은 옷이나 가방도 매달 사는 편인

데 본인은 가방도 한 번 사면 10년 정도는 들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하였

다. 충동구매도 하지 않는 편이고, 홈쇼핑도 잘 안 보는 편이며 쇼핑 앱

을 핸드폰에 깔아 두지도 않았는데 본인도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민간의

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어머님이 보험 판매하

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험상품을 몇 개 정도 판매를

하셔야 해서 일 년에 한 개 또는 일 년에 2개 이상은 가입을 하였고, 처

음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으로 가입하려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어머니

가 가입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입을 하여 어떤 보장이 되는지도 잘 모르

겠다고 하였다. 만약 어머니가 정년퇴직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은 한 달에

보험료만 200만원 정도 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인과 남편이 가입한 보

험을 한 번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낸 돈이 아깝기도 하고, 어

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참여자 7]은 사촌 언니가 보험설계사를 해서 일 년에 두 번 정도 보험

가입을 하라고 연락을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본인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거절했지만, 사촌 언니 형편이 어려운 것을 잘 아는 상

태에서 계속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사촌 언니가 몇 달만

유지했다가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해지를 하면 된다고 하면서 가입을 권

유하였고 그런 상태로 가입한 보험이 5개(3인 가족)라고 한다. 가입을

하면 언니로부터 선물이나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본인이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 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언니에게 보험 가입

후 주는 선물을 보내지 말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현재 본인과

남편, 아이 보험료를 모두 합하여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나

중에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하였다. 현재는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한 달에 120

만 원 내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내보겠는데 아이가 중·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현재 가입한 보험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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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8]과 [참여자 3]은 모두 핸드폰으로 보험 가입 상담 전화가 걸려

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참여자 8]와 [참여자 3]은 보험

상품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있었으며 당장 필요한 상품은 아니지만 ‘언

젠가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 상담 전화를

받았고, 상담원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참여자

8]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우연히

보험 판매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상담 전화에서 이번 기회가 아니

면 일부 심장질환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본인과 남편, 아이들

것을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였다. [참여자 3]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그때까지는 가입한 보험이 없었음), 병원비를 생각보다 많이 내고 온

경험을 하였고, 병원비가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핸드폰으로

보험가입 안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마침 그날 바쁜 일도 없고 해서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오래 하였고, 얼마 후 설계사분이 직장 근처로 방

문하여 그 자리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참여자 8]은 핸

드폰으로 보험 상담 전화가 오기 전에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시점인 10년 전

에도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많이 팔았는데 홈쇼핑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민간의료)보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3] 역

시 언젠가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

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대학병원 방문 직후 상담원이 전화를 하지 않았

더라도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보았다면 그 상품에

가입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참여자 11]은 이모를 통해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이모부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모가 1-2년 정도 보험설계사 일을 하셨다고 한다.

그 전까지 본인의 가족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모가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본인 가족과 엄마 형제들, 아버지의 형

제들도 가입하였다고 한다. 더불어 그녀는 최근 인터넷이나 앱에서도 보

험상품 광고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유명한 보험광고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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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례로 들면서 광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관심을 가

지고, (민간의료)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참여자 5]의 경우에도 본인과 남편 모두 결혼 전, 각자의 부모님께서 가

입해 준 보험이라고 한다. 본인의 경우, 어머니가 아시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였고, 남편도 시어머니가 아시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들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1]은 다른 참여자와 다르게 본인이 최초 가입한 보험의 보험설

계사와 10년이 넘게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친구가 소개해 준 보험설계

사로 아이를 가진 후 태아보험을 가입하였고, 이후 태아보험을 어린이

보험으로 바꾸고, 추가로 가입한 신탁보험도 그녀를 통해 가입하였다고

하였다. 그녀의 가족은 이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에 추가가입하였으

며 갱신을 하거나 참여자가 원하는 상품을 이야기하면 본인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와 본인에게 알려준다고 한다.

[참여자 4], [참여자 6], [참여자 10]은 인터넷을 통한 민간의료보험 광고

의 영향에 대해서 말하였다. [참여자 4]는 포털 사이트에서 배너 형태로

보험상품을 광고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동차보험은 거의 광고를

하지 않고, 연금보험이나 민간의료보험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하

였다. 문구를 읽으면서 한 번씩 클릭하여 상품을 설명하는 내용을 본 적

이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6]은 아프거나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 병이

어떤 것인지를 찾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럴 때마다 해당 질병을 소개하는 거의 모든 블로그에서 보험광고가 함께

보이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질환을 소개하는 내용 외에도 스크롤바를

내리면 병원이나 보험상품 광고가 같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하였

다. [참여자 11]은 본인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일상생활 정보뿐만 아

니라 보험 관련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위

해 여러 가지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비교하거나, 몇 가지 옵션을 제시하

고 이 중에서 어떤 상품에 가입하면 좋을지 질문을 하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나 보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답변한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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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자 11]이 가입한 카페는 가입자 나이가 거의 비슷하여 관심사가

비슷하고, 서로 유사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 같다고 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광고의 영향을 통한 보험가입 사례에서는 ‘인적 판매를 활

용한 보험유통환경’,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민간의료보험의 광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l 인적 판매를 활용한 보험 유통환경

참여자 12명 중 3명은 각각 보험설계사인 사촌 언니와 이모의 영향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 [참여

자 2]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시어머니가 보험판매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

었지만, 보험판매가 실적과 연계되어 퇴직하시기 전까지 4건 이상의 보

험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한 명은 보험설계사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하기 전부터 보험에 가입하였고, 결혼 후 아이의

보험도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개하는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

다. 금융상품 마케팅에 있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참여자 1]의 기술 내용에서는 고객과의 장기적 관

계 형성으로 인한 보험상품의 추가가입 또는 [참여자 1] 주변인의 가입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화판매를 통해 가입하였다고 한

사람도 2명이었다. 가족 중 보험설계사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 권유에 대

해서 거절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전화판매도 보험가입에 있어 상

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보험

시장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높은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

다.

2017년 생명보험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95.8%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90.8%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 2017). 대면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

점, 대형법인대리점 등 전통채널을 의미하며 직판채널은 보험회사 인터

넷 사이트,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로 구분되는데 2017년 생명보험 가

입자의 3.6%, 손해보험 가입자의 13.3%가 직판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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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 2017). 보험업체에서는 향후, 보험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판매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오르는 젊은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보험유통

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는 다른 물건 같은 건 잘 안 사고, 살 때도 엄청 따지거든요. 충동구

매도 잘 안 하려고 지마켓이나 이런 건 앱도 안 깔았는데... 홈쇼핑도 잘

안 보고, 결혼하기 전에 보험 엄마가 들어 준 것 1개 말고 없었는데... 시

어머니가 우체국에 근무하셨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계속 하나씩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져가면서 들었는데 나중에는 따지는 것도 포

기하고, 남편이랑 저랑 같이 든 것도 있고, 따로 든 것도 있고... 제가

(어머니가) 남이었으면 거절을 했을 텐데... 어머니가 부탁을 하시니깐 거

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어머니가 퇴직을 하셔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지금도 가입하라고 하셔서 거절도 못 하고 들었을 것 같아요...” (참여자

2)

“사촌 언니가 보험설계사를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형편

도 아니깐... 몇 달만 유지했다가 후에 해지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3개

월 이상 해야 하니깐... 낸 돈도 아깝고, 저랑 남편이랑 아들 것까지 보험

료 많이 내죠... 지난번에 계산하니 한 달에 120만원인가? 내더라고요. 나

중에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웃음) 지금은 그래도 애가 어

려서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보겠는데...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보험료가 많이 부담될 것 같아요....” (참여자 7)

“저는 한 10년 전에 핸드폰으로 보험가입 상담 전화가 와서 가입했어요.

그전에는 민간의료보험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험 가입할

때, 남편이랑 애들 2명 것도 같이 들었어요... 이번이 아니면 심장질환 어

떤 거는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해서...” (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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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전화 오기 며칠 전에

0000병원 가서 병원비 많이 내고 왔었거든요. 때마침 전화가 온 거죠. 그

래서 그 상담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길게 했던 것 같고, 얼마 후에 설계

사분이 직장 근처로 오셔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참여자

3)

“예전에 이모가 이모부 일이 잘 안 돼서 보험설계사 일을 1년인가 2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때 엄마 형제들하고, 아빠 형제들도 몇 분 보험

에 가입했었어요. 그 때가 저 대학 때였던 것 같은데 엄마가 그 때 저희

(민간의료)보험 처음으로 들어주셨어요” (참여자 11)

“저는 그 친구가 소개해 준 보험설계사랑 연락을 종종 하거든요.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건강보험 말고도 다른 것도 그분이 자기는 뭐 했다고 해

서 든 것이 있어요. 저는 저희 아들 보험 가입할 때도 태아보험 들고 싶

다고 했더니, 그분이 몇 개 상품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서 그 중에 제가 골랐고 (중략) 그 분이 분기별로 연락을 하시거든요 그

냥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갱신해야 할 때 자기가 찾아본 걸로 이야기도

해주고” (참여자 1)

l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민간의료보험의 광고 효과

보험설계사 또는 전화판매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판매 이외에도 홈쇼핑에

서의 판매,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도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노출되고 가입

동기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대략적인 소개나 상품의 비교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심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웃음) 그 광고 때문에

저는 노인분들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많이 했

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광고를 보게 되면 더 관심을 갖게 되잖

아요.” (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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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어디 아프거나 누가 아프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하

잖아요. 그럴 때마다 거의 블로그나 사이트에 보험 광고가 함께 붙거나

블로그에 보험 상품이 소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여자 6)

“제가 가입한 화장품 관련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다

쏟아지거든요. 보험도 상품도 사람들이 비교해 놓고, 의견 달고 그러면

저는 잘 몰라도 거기서 보고 이걸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참여자

11)

④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질병 치료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질병 치료로 인

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직접적인 이유라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가입을 통해 발생하는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간접적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참여자 1]은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남편과 본인의 소득을 합치면 상

당 금액이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대출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출을 하

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지만, 부부의 합산 소득이 크기 때문에 정부

에서 어린이가 있는 집에 지원해주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

다고 한다. 남편과 본인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으며 각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료로 낸 금액에 대

해서는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에 세금 공제 형태로 돌려 때문에 보험료를

매달 내더라도 손해 본다는 기분은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참여자 1]은 본인은 보험금 수령을 해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가 회사

다니실 때(현재 정년퇴직하심) 가입하셨던 보험과 어머니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셨던 보험에서 아버지가 수술하실 때 진단비와 수술비를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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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실비로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와 간병비를 모두

지불하고도 수령한 보험금이 남았다고 한다. 참여자의 어머니께서는 보

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큰돈이 들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보험

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민간의료)보험에 더 가입할 계

획이시라고 하였다.

[참여자 8]도 [참여자 1]의 어머니와 유사한 의견을 나타냈다. 그녀는 3

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한다. 매달 보험료를

낼 때는 과연 보험금을 수령할 날이 올지 의문이었는데 막상 받고 나니

가입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실손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고 하였다. 이제 나이가 있고 암을 진단받은 적이

있으므로 추가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추가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였다.

[참여자 2]는 매달 1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낼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연말정산 하는 시점에 납부한 보험료

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조금 덜 든다고

하였다. 본인은 민간의료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

았으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참여자 4]의 경우, 회사에서 복지수당 전액을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

부를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초기에는 병원에 자주 가

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과 함께 청구하여 병원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고 한다. 병원비의 2배까지 받은 것은 아니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

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참여자 4]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보

험료 세액공제를 최대한도까지 받고 있어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낸

적은 없다고 하였다.

[참여자 5]는 민간의료보험 임의 가입 경험을 소개해주었다. 올해 초,

[참여자 5]의 남편이 이직하면서 연봉이 더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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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 비해 좋은 곳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급여는

거의 비슷하므로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

에서 단체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앞으로 혹시라도 질병에 걸리게

되면 남편뿐만 아니라 본인, 아이까지 현재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에 추가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참여자 10]은 회사에서 매년 전체 가입으로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가입

을 한다고 하였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지

만,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는 것은 어려우리라는 것을 잘

안다고 하였다. 본인은 아직까지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수령을

한 적이 없지만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상품을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본인이 가입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보험금 수령을 더 많

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참여자 10]은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같은 연봉을 받는 기혼자

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나마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과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아 매년 연말정산

후 10~2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더 내고 있고, 만약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하지 않았거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가 없었다면

본인은 세금을 더 냈을 것이라고 하였다.

[참여자 12]는 본인도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좋다고 하였다. 그녀는 우리나라 연말정산에서 여러 가지 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녀는 민간의료

보험 납입료, 개인연금 납입료 모두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

게 보면 좋지만 정부에서 국민의 연금이나 건강을 위해 최소로만 관여하

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세액공제율이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인연금 가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정부에서 사적 보험이나 연금의 가입을 권장하

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참여자 6], [참여자 7], [참여자 3]은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이용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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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보험금 수령을 하였을 때 보험에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참여자 3]의 경우, 어린 딸들이 어른보다 병원에 갈 일이 많으므로 실손

형 보험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마다 아이들 보험에 가입한 것이

어른 보험 가입보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녀의 딸들은

실손보험의 혜택을 잘 받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6]은 매달 보험료만

낼 때는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서류를 핸드폰

으로 찍어서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을 하면 보험금도 1주일 안으로 입금

이 되고, 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하였다. [참여자7]의 시어머니는 알뜰하

신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동기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셨는지 알 수 없

다고 하였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절대로 손해 보는 데에 돈을 쓰실 분이

아니시기에 민간의료보험 2개를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고 하였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보험금

을 수령하고 난 후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

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이 보장해주는 것

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인터뷰한 결과, 보험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사례 내 분석 항목

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나는 일부 회사에서 급여소득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으로서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다. 회사에서 가입하

는 대부분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상품은 1년 갱신형으로 개별 가입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상태를 반영하여 실손형 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직접적인 혜택이라

고 할 수 있는 보험금 수령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두 번째로 실제로 질병 진단이나 의료이용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

한 경험이 없더라도 민간의료보험 납입금액의 세액공제는 보험금 수령

이외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이익의 형태

로 해석할 수 있다. 세액공제 기능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

담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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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경제적 이익이라고 한다면, 민간의료보험 가입

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간접적 이익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l 근로소득 이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으로서의 민간의료보

험

“회사에서 다같이 들어주는 것도 있는데 돈으로 주면 더 좋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받아 본 적은 없지만..., 받으신 분들은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보다 더 보험료를 받게 되니깐. 저희 회사는 올해부

터 본인 또는 배우자 제왕절개도 지원되거든요.” (참여자 10)

“저희 회사에서는 복지수당을 돈으로 지급을 다 안 하고, (민간)의료보험

강제 가입으로 띠어 가거든요. 처음에는 병원에 안 가서 아깝고 그랬는

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가입한 보험이랑 같이 청구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받았어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4)

“저희 남편이 이직하면서 월급은 비슷한데 다른 복지혜택이 더 좋은 곳

으로 갔다고 자기가 막 그러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혜택은 없는

데 (민간)건강보험 가입을 더 시켜줘서 약관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참

여자 5)

회사에서 단체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을

소득의 다른 형태, 직원 복지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었다.

l 납입한 민간의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민간의료보험료 낸 것으로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도 되니까.... 손해 본

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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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인정을 해 주니까... 예전에는 더 많이 해줬던 것 같은

데... 저는 보험료 정말 많이 내는데... 공제까지 안 되었으면...” (참여자

2)

“저는 소득도 많지 않지만, 미혼이고, 부양가족도 없어서 연말정산하고

나면 세금을 더 내거든요. 그나마 (민간의료)보험이랑 연금저축 내는 것

덕분에 (연말정산 후 세금으로) 10만 원 정도만 더 내고 있어요.” (참여

자 10)

인터뷰에 응한 가입자들은 민간의료보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12]가 말한 것과 같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세액공

제를 받는 것은 개별 가구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의 정책 방향이 민간의료보험, 개인 연금보험을 가입자의 세액공제를 인

정하고 더 나아가 이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비춰지는 것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대목으로 생각된다.

l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경제적 도움

“보험료 낼 때는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손형 보험 가입해서 비

급여인 것도 돈 다시 돌려받고 그러면 보험 들기 잘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서 서류 받는 것이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스캔 파일 보내

면 바로 입금되니깐. 팩스로 보내는 것보다 편하고.” (참여자 6)

“아버지가 회사 다니실 때(지금은 정년퇴직 상태) 가입하셨던 보험이랑,

엄마가 따로 가입했던 보험이랑 해서 진단비 나오고, 수술비랑 입원비는

실비로 또 받아서.... 보험료 받고 나니깐 아빠 수술비랑 입원비 한 것 정

산하고 남더라고요. 엄마도 이거 없었으면 큰 돈 들어갈 뻔 했다고... 들

어두길 잘 했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보험을 또 들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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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수술하면서 보험금 받으니깐, 들어두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

요. 지금은 수술해서 보험가입 못하는데 5년인가 지나면 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이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하나 더 들고

싶어요.”(참여자 8)

“저희 어머니가 알뜰하시거든요. (민간의료)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모르겠는데...보험금 받고 나시니깐 더 비싼 걸로 들 걸 그랬다고 그러셨

어요.”(참여자 7)

“아이들 실비보험 든 것은 어른 것보다도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 딸 둘은 실비보험 혜택을 잘 받고 있어요.” (참여자 3)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험금 수령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어 가입자 본인 또는 주변인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 또는 추가가입의 필요성에 관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보험금 수령을 경험한 후에는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을 원하고 있었다.

⑤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1 사례

[미가입자 1]은 50대 중반의 기혼남성으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20

년 이상 주말마다 산에 오르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본인이 50대 중

반이라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병에 걸려 치료를 받는 친구들이나 지인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암이나 심장질환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

고, 입원을 하거나 외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요즘 주변인과 만나

면 누가 무슨 병에 걸려서 어디에 입원했고, 어떤 수술을 했는지 병원비

는 얼마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마다 사람들

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도움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

이 듣게 된다고 하였다. 본인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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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직장을 다닐 때에는 회사에서 매년 가입을 해주어 민간의료보험에 가

입한 상태였지만, 실제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병에 걸리거나 외래 진

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배우자가 계속 보험에 가입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본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것 같지도 않고, 그 돈으로 적금을 드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고

부인을 설득한 상태라고 하였다. [미가입자 1]은 본인의 투자 성향을 함

께 말하였는데 본인은 아파트나 땅, 상가에 투자하는 것보다 적금을 드

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투자 방식인 것 같다고 하였다. 본인은

아파트나 땅이 필요가 없는데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진짜 필요한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적금이 아니라 다른 것에

투자할 경우, ′값이 올랐나? 내렸나?′를 매번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는 큰돈을 벌게 되면 결국에

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잃게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미가입자 1은 위

험을 기피하는 투자 성향이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였는데 본인은 불필요한 것을 잘 구매하지 않는데 민간의료보험은

본인에게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본인 주변에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았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0년 이상 매달 2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낸

사람들인 대부분일 텐데 과연 병에 걸려 보험금을 타는 것이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 민간의

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

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암이나 심장질환은 가족력이 중요한데 본인의 가족

중에 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없으므로 민간의료보

험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본인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크게 아

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장까지 걸어가고, 적게 먹고, 매주 집 근처 산에 올라간다고 하였다.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여도 큰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면 큰 병에 걸릴 확률이 낮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다.

최근 잘 아는 형님이 암에 걸려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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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강화정책 덕분에 큰돈을 내지 않고 퇴원하셨다고 말하였다. [미가

입자 1]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어있는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으며 본인은 국민건강보험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상률이 적절하고, 무임승차 하는 사람이 없다면 보험료가 올

라도 기쁘게 낼 생각이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병원비 외

에도 간병비가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나라에서 간병비도 지원을 해주

거나, 간병 서비스가 잘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미가입자 1]의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은 다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건강신념에 관한 것으로 [미가입자 1]은 암, 심장질환과 관련한 가

족력이 없고,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큰 질

병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인도 건강검진을 게을리하

지 않고, 본인의 몸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노력을 보였다. 둘째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태도이다. [미가입자 1]은 본인이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지 않으며 보험보다는 적금을 드는 것이 큰 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보험가입

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셋째, 주변인의 영향에 대한 반응이다. [미가입자 1]은 부

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권유, 주변인의 보험금 수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본인의 소신대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넷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미가입자 1의 민간의료보험 미가

입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가입자 1]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

험이 잘 되어있는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본인은 국민건

강보험료가 올라도 기꺼이 이에 따를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⑥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2 사례

[미가입자 2]는 60대 중반의 기혼 여성으로 남편과 결혼하지 않은 30대

자녀 두 명과 함께 살고 있다. 1997년 IMF 구제 금융 이후, 남편의 사업

이 어려워져 가지고 있던 자동차, 집, 땅, 상가를 모두 압류당하게 되었

다. 남편의 사업부도 이후 남편은 신용불량자로 취업조차 어려웠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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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응답자가 직접

적인 가장 역할까지 하게 되었고, 식당에서 그릇 씻기, 아이 돌보기 등의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응답자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2년 정도 하다

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고, 4인 가족을 부양

할 수 있는 월급을 주는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하였

다. 더불어 가지고 있던 집을 모두 잃고, 목돈도 없어 3년 전까지 월세를

얻어 거주하였다고 하였다.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으로 월세와 생활

비를 모두 감당하는 상황이었다. 친지들의 도움으로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도 없었다고 하였다.

어려운 형편에 1990년대 후반 중학생이던 두 자녀는 학교 수업 외에 과

외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였고, 현재 모두 직장생

활을 하고 있다.

5년 전 남편이 간암(1기)을 진단받아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에서 수술하

고, 현재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그 당시에 많은 검사를 하고, 수술

도 하게 되면서 남편이 퇴원하기 전까지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봐 노심

초사했다고 한다. 60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고, 모아둔 돈과 친척들

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내게 되었다고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면 모아둔 돈을 쓰지 않고, 친척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그 당시에

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가입하였더라도 미납 상태이거나

보험을 해약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6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래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어서 생각보다 큰돈이 들지 않아 다

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몇 년 전에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을 하나라도 가입하라고

하여 가입을 고려하던 중, 핸드폰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본인 보험료만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내야하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하여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집안 형

편이 어려워지지 않았다면 남편과 자신, 자녀 모두 보험을 한두 개는 가

입하였겠지만 민간의료보험이 없어도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

는 않다고 말하였다.

남편이 아프고 난 후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혹시 큰 병이 생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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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아이들은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매

번 받고 있고, 본인과 남편도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매년 잘 받고

있다고 하였다. 본인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사람이라서 큰 병에

걸리기 전에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현재는 예전과 비교하여 경제적 형편이 많이 좋아져 남편도 일하고 있

고, 아직 전세이기는 하지만 매달 얼마씩 모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 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건강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두 부부가 더 늙어서 아프게 되면 아이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

해 돈을 조금 더 모아서 그 돈을 쓸 생각이라고 하였다.

[미가입자 2]는 [미가입자 1]과 다르게 경제적 요인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생활비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

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현재는 생활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지만 60대 중반에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 한 달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 역시 [미가입자 1]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가입자 1]의 국민건강보험

에 대한 인식은 가족의 치료 경험 없이 매체 등을 통해 습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미가입자 2]는 남편의 암치료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

나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미가입자

1]과 [미가입자 2]가 국민건강보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원인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가입자 2]는 남편의 질병 경험 이후 본인

과 아이들이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만 건강검진을 하거나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에 가는 등 본인의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2) 사례 간 분석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미가입자 총 14명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간 분석 결과 총 네 개의 범주와 아홉 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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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범주이기도

하다.

범주 하위범주
가족구성원의 건강상태 변화 가족구성원의 건강상태 변화

(미래) 건강에 대한 인식

큰 병에 걸릴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
언젠가 암에 걸릴 것이라는 예상
본인은 큰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

적 태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기대

되는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

주변인을 통한 간접 경험
주변인의 질병 발생을 간접경험함
주변인의 보험금 수령을 간접경험함

주변인의 권유
주변인의 권유로 보험 가입을 고려함
주변인의 영향보다는 본인의 소신과 상황을

중시함

[표 3-3] 사례간 민간의료보험 가입 또는 미가입 경험에 관한 범주 구성

① 가족구성원의 건강상태 변화

l 가족 구성원의 건강상태 변화

가족 구성원의 건강상태 변화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새로운 질병을

진단받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 이후 아이를

위해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까지 포함한다.

“언니가 처음에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는 (그때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았었는데 언니가 재발하고, 동생도 갑상선 암 수술하면서 시기가 거의

비슷해서 그때쯤 가입을 했을 거예요.” (참여자 12)

“아이가 태어나면서 태아 보험을 어린이 보험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소아과에서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깐 아이들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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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들어가고 그러면 보험을 하나 더 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보험으로 보험 청구가 안 되는 것도 많다고 하면서.” (참여자 1)

“언니가 유방암 진단받고 나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언니

가 가입하라고 한 것도 있지만, 언니가 진단받고 수술하는 것 보니깐 가

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9)

“엄마가 재작년에 갑상선 암 진단받고, 그 전에 보험 들었던 것으로 진

단비랑 수술비 받으셨거든요. 그거 보니깐 하나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보험설계사 소개받아서 들었어요.” (참여자 10)

함께 생활하지 않더라도 가족의 건강상태 변화는 [참여자 12], [참여자

9]와 같은 기존 미가입자의 가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

구성원의 건강상태 변화는 건강상태가 변한 본인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형제자매 또는 가족 구성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미래) 건강에 대한 인식 차이

l 큰 병에 걸릴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

가입자 군에서는 질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민

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큰 병에 걸리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이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걸릴 수도 있는 질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가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한 것은 아닌데 돈을 모아둔 것이 별로 없거

든요. 큰 병 안 걸리게 건강하게 살아야겠지만, 혹시나 걸리면 누구한테

도와 달라고 하겠어요? 엄마 아빠도 이제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니고, 언

니나 남동생도 한 두 번이지 계속 도와 달라고 하면 도와줄 돈도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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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그래서 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

요.” (참여자 11)

“저희는 남편이 거의 외벌이나 다름이 없는데 애들 학원비랑 식비, 대출

금 갚고 하면 저축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혼자 밖에서 돈 벌고

있는데 가끔 남편이 몸 안 좋다고 하면 걱정되고,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고, 혹시나 큰 병이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보험금) 아까운 것 같기

도 하지만, 만약에 큰 병에 걸리면 보험금 말고는 따로 돈이 생길 곳도

없고 해서, 보험금 아깝다고 매번 말하면서도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참여자 5)

“저희 할머니가 아흔살 넘으셨는데 정말 건강하시고, 아버지는 올해 일

흔살 되셨거든요. 어머니도 노인이고 아들도 노인인데.. 할머니나 아버지

는 모두 본인이 모아두신 돈으로 병원비 쓰고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픈 상태로 더 오래 살 것이 뻔

하고 그러면 병원을 더 많이 갈 텐데... 그런 생각하면 보험을 더 들어야

하나 싶기도 해요.” (참여자 10).

l 언젠가 암에 걸릴 것이라는 예상

“ 음... 아버지도 저 대학 다닐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언니도 암 진단받

고 괜찮다가 다른 부위에 재발했거든요. 여동생도 갑상선 암 수술 했고,

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암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데.... 제가 암에 걸리면 병원비 많이 나와서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을까봐... ” (참여자 12)

[참여자 12]는 비교적 최근인 2년 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참여

자 12]의 기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의 암 발병은 언젠가 본인도 암

에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언니의 암이 치료 후 재발하는 것

을 보면서 암에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었다.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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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암 진단에 대한 예상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직접적인 동기

로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언젠가 암에 걸릴 것이 확실하

다고 판단하여 암 진단과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l 본인은 큰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

한편, [미가입자 1], [미가입자 2]는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가입자들과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저희 집은 암이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없어요. 그래서 암이나 심장질환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죠... (중략) 저는 매주 산에 올라가거든요.

사무실까지도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건

강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가입자 1)

“남편이 간암 걸리고 나서 저나 아이들도 암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

이 하는 편이에요. 시어머니도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시동생도 백혈병으

로 죽어서 아이들이 혹시나 암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는데... 아

이들도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열심히 하고 있고, 속이 오랫동안 쓰

리거나 하면 꼭 위내시경 하고, 건강관리 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미가입자 2)

[미가입자 1]은 본인이 큰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태도

를 보인 반면, [미가입자 2]의 경우 남편에게 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열심히 건

강관리를 한다면 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

였다. 더불어 본인 자신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가입자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본인의 질병 발생 위험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

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질병 발

생 위험을 낮게 평가하는 것인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질병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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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인지 선·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질병 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

에는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은 미가입자와 가입자를 구별해주는 요소로 볼

수 있었다. 가입자에 비해 미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을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

보험을 연속선상에 있다고 인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미가입자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민간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의 대체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입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우수한 제도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으나 국민

건강보험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자

기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으

로 인식하기보다는 세금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에 거는 기대가 큰 반면, 개

인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커 국민과 국가가 모두 만족하는 결

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l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

“저도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있다고 한 거

보고, 또 병원 진료 끝나고 명세서 보면 잘 되어있구나.. 좋은 것은 알겠

는데 사실 국민건강보험은 제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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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무슨 수업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엄청 잘 되어있

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세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급에서 떼어가서 그런가... 건강보험18)을 들어야 혹시 아파서 돈이 많

이 들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3)

“큰 병원 가서 진료비 명세서 받아보면 ‘내가 낸 국민건강보험으로 이

정도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네 병원에 가면 카드 영수

증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내 돈만 나간다는 생각이 들지 (국민)건

강보험에서 뭘 해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렵겠더라고요.” (참여자 9)

“저희 남편이 지역보험 가입자인데 국민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거든요. 저

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서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냈어요. 남

편이 만날 자기는 보험료 내기만 하고, 병원도 안 가니 손해라고 그래

요.” (참여자 8)

l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서 확

인할 수 있었다.

“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는 우리나라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중략) 지금은 지역가입자라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납득

할 만한 수준에서 추가로 인상되는 보험료를 낼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미가입자 1)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는지 몰랐는데.. 병원

비가 다해서 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만약에 국민건강보험이 없었다면

1,000만 원도 넘게 냈겠더라고요. 남편이 아프고 나니 우리나라 (국민)건

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리치료 받으러 가도

3,000원 정도만 내잖아요.” (미가입자 2)

18) 민간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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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

l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

“제 주변에도 보면 10년 이상 매달 20만 원 넘게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람 중에는 보험금 탄 사람도 있고 아직 타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과연 얼마나 보험금을 타야 이익일지 잘 모르겠어요. 일

부는 자기가 낸 돈보다 보험금을 많이 받겠지만, 대부분은 비슷하게 받

거나 더 적게 받을 것 같아요.” (미가입자 1)

“보험 가입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미가입자 2)

l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사례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하였고, 세액공제, 보험

금 수령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을 언급하는 기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으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굳이 가입할 필요를 느끼

지 못하였다. 가입자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 수령과 같은 직접적

인 이익과 함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같은 부수적인 이익을 봄으로써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

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역시 국민건

강보험에 대한 인식과 함께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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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변인을 통한 간접 경험

가입자는 주변인들의 질병경험이나 보험금 수령경험, 보험 가입의 영향

에 대한 간접경험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

식하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 주변인의 질병 발생을 간접경험함/주변인의 보험금 수령을 간접경험

함

“제가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 받는 것 보고 회사 분도 가입하셨거든요.

제가 적극적으로 가입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보면 제가 혜택받

는 것이 보이니까..” (참여자 4)

“엄마가 재작년에 갑상선 암 진단받고, 그 전에 보험 들었던 것으로 진

단비랑 수술비 받으셨거든요. 그거 보니깐 하나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보험설계사 소개받아서 들었어요. 회사에서 다같이 들

어주는 것도 있고, 엄마가 대학 때 들어준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암보험

같은 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자 10)

“예전에 엄마가 들어준다고 할 때는 필요 없다고 안 들었는데... 주변에

보험 하나 없는 사람이 없고, 요즘 인터넷에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가

많이 가입한 카페 이런 것도 들어가 보면 다들 보험 몇 개씩 다 가지고

있으니깐... 다른 사람이 가입한 거랑 비교해보고, 나는 이 보험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1)

⑥ 주변인의 권유

미가입자군과 가입자군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주변인의 영향을 다

르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l 주변인의 영향보다는 본인의 소신과 상황을 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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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자 사례에서는 주변인의 영향보다 본인의 소신과 상황을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미가입자 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

였는데 [미가입자 1]은 본인의 소신이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미가입자 2]는 본인의 소신과 함께 민간의료보험료

납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들 모여서 누구는 어디를 수술했고, 보험금을 얼마 받았다고 하면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는 않습니다.” (미가입자 1)

“아내가 한동안 계속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자고 했는데 제가 아내를 설

득시켰죠.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돈으로 차라

리 적금을 들자고 하였더니 아내도 결국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

고요” (미가입자 1)

“몇 년 전에 주변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하라고 해서 한 번 알아봤거

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내야겠더라고요. 가입하면 언젠가 쓸 수도 있겠지만, 안 쓸 경우

도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 돈으로 돈을 모으자. 그 생각을 했죠.”

(미가입자 2)

l 주변인의 권유로 보험 가입을 고려함

반면, 가입자는 간접경험을 통해서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의 직접적인 권유를 통해서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처음에 직장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돈 어떻게 모아야 할지 고민

하고 있는데 친한 언니가 (민간의료)보험 하나 가입해야 하지 않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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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본인 가입한 보험은 뭐라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언니도 일반 회

사 다니는데 그 언니 가입한 것과 비슷한 것(상품)으로 들었던 것 같아

요.”(참여자 6)

“언니가 유방암 진단받고 나서 저랑 둘째 언니랑 새언니한테 보험 빨리

가입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서 가입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9)

“아까 언니가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쯤에 동

생이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는데 동생이 민간의료보험 가입하라고 해서 저

도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12)

주변인의 보험 가입을 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집단중심적

인 문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집단중심적인 문화의 경우, 집단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시되기 때

문에 집단동조 의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박광희·최원경, 2001). 집단

동조 의식은 한국인의 소비패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 소비자

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대부분 가

족, 이웃 또는 친구들로 요약된다는 것이다(서은진, 2014). 또한 나와 비

슷한 사람이 어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고 있

으며 본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인터넷상에서 나와 비슷한 또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입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가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미가입자의 사례는 그들이 집단중심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

적으로 행동하는 유형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소신과 상황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주변인의 권유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참여자 9, 참여자 6

의 사례). 또한, 직접적인 권유가 없더라도 주변인의 질병 발생 및 치료,

보험금 수령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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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존재한다.

4) 사례연구 논의 및 소결

지금까지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어떠한 이유와

동기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이해하고, 미가입자는 어떠한 이유

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여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이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12명을 대상

으로 심층 개별 면담과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미가입자 2명을 대상으로 심층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례연구 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총 6개의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1)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 2) ‘질병으로 경제적 위기에 대

응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3) ‘광고의 영향’, 4) ‘주변인의 영향’,

5) ‘주변인을 통한 간접 경험’, 6)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두 명의 미가입자

의 미가입 이유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개별 미가입자 사례를 하나로

간주하였으며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사례 간 분석을 통해 6개 범주를 확

인하였다. 6개의 범주는 1) ‘가족구성원의 건강상태 변화’, 2) ‘(미래) 건

강에 대한 인식’, 3)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4) ‘민간의료보험 가입

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 5) ‘주변인을 통한 간접 경험’, 6) ‘주변인의

영향’으로 일부 범주는 가입자와 중복되었으나 그 태도는 달랐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

자 한 결과는 아니지만 가입자들은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의 비

대칭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상품 약관에

소개된 용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로 인해 보험상

품을 선택했을 때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를 진

술하였다. 이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지식수준을 확인한 것이며 보장

이 되는 줄 알았던 질환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를 실체적 근거

로 볼 수 있다. 또한, 보험상품의 다양화와 복잡화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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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뿐 아니라 금융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혼란을 경험하였음을 보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및

이해도가 높지 않은 수준임을 보고한 기존 연구와도 유사하다 (허경옥과

정주연, 2016; 김시월, 김혜연, 오광, 2016).

둘째, 가입자의 대부분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경제적 동기가 큰

것으로 진술하였다. 본인 또는 준거집단인 가족 혹은 주변인들의 의료비,

간병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

입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으로 인해 큰돈을 지출하게 되는 경

우, 도움을 요청할 곳이 가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하였다고 보고한 사례들도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광고의 영

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설계사

및 친지의 권유의 영향을 확인한 윤태호 외(2005), 박영희(2006) 연구와

유사하며 보험 마케팅에서 인적 마케팅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

도 일치한다 (천성용 2010, 박중권, 2008). 보험상품의 경우, 인적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과 같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판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뷰

결과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험가입에 있어 보험설계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참여자는 총 4명으

로 두 명은 친척이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게 되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

였고, 다른 한 명은 시어머니가 우체국에 근무하여 민간의료보험 4건에

추가가입하였다고 말하였다. 전화판매를 통한 가입과정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전화판매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2명의 가입 시점을 고려

한다면 가입자의 나이가 각각 20대, 50대일 때 전화판매를 통해 민간의

료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화판매를 통해 가입한 참여자

두 명은 판매 전화를 받기 전에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었지

만 실제 가입까지는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인터넷 광고의 영

향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를 얻

고, 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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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경제적인 이익

의 영향을 높게 평가하였다. 하나는 회사에서 급여 이외에 제공하는 복

지 형태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그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민간의료보험 납입료의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한 경제

적 이익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 수령 경험은 민간의료보험 보

험가입자에게 추가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연구에서 확인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면 아래

[표 3-4]와 같다. 미래의 건강에 대한 예상과 질병 및 의료비 발생에 대

한 직·간접적 경험은 개인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하게 한다. 또한, 본인 또는 주변인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은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발생으로 병원비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 외의 지원체계가 없음을 인식하게 하여 민간의료보

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만들게 된다. 질병 발생, 질병 발

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두려움은 언젠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해야겠다는 생각을 형성하게 하는데 참여자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민간의료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연

결되는 과정에서 전화판매, 인터넷 광고, 또는 보험설계사가 촉발요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보험설계사인 지인의 권유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참여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기 전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

식을 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보험설계사인 지인이 민간의

료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경제적 이익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게 되는

데 보험금 수령과 같은 직접적 이익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

더라도 사례연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연말정산 시점의 세액공제, 복지

차원의 직장 내 단체 가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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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내용

미래의 건강에 대한

예상

본인이 미래에 질병에 걸릴 것이라는 예상

질병 발생,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

한 두려움

직·간접경험
질병발생,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비 발생, 보험금 수

령에 대한 주변인의 경험
주변인의 권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주변인의 권유

지원체계의 부재
족의 질병 발생으로 인한 병원비를 부담하는 데 있

어 본인 또는 가족 외의 지원체계가 없음을 인식

광고의 영향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성장에서 파생된 것으로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가입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보험금 수령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금 수령 후, 가입자는 민간의료보험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됨.

보험설계사인 주변인
가족 또는 지인이 보험설계사인 경우, 민간의료보

험 가입을 권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인의 영

향, 심리적 영향, 광고의 영향 등을 통해 형성되며

보험금 수령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음.

[표 3-4] 사례연구에서 확인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개념

미가입자의 사례는 개별 사례로 분석하였는데 한 명의 미가입자는 경제

적 여유가 없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한 명은 본인의 건강에 대한 확신과 사적보험에 대한 인식이 민간의료보

험 미가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사례 간

분석에서는 미가입자와 가입자 간 인식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건강에 대한 인식으로 가입자는 나이가 들면 언젠가 큰 병에 걸릴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 중 한 명은 본인의 가족력

을 고려하였을 때 본인은 거의, 반드시 암이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반면, 미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건강에 대해 자신하거나 자신하지

는 않더라도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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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입자와 미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를 보

였는데 가입자는 중립적이거나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지만, 미

가입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였다.

셋째,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인식에도 미가입

자와 가입자는 차이를 보였는데 미가입자는 민간의료보험이 없어도 어려

움이 크게 없을 것 같다고 하거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경제적 이

익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반면,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 세액공제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보였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준거집단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입자는 보험가입에 있어 준거집단으로 구분되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

동료의 보험 가입이나 질병 경험, 보험금 수령에 대한 간접경험이 민간

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입자들에서는 집단

동조 의식과 준거집단이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인의 직접적인 민간의료보험 가입 권유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동기가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 경험, 민간의료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가입자 두 명은

준거집단을 존중하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때 준거집단의 영향

을 받기보다는 본인의 상황과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사례분석 방법을 평가하는 4가지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본 연구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수집단에 대한 사례분석을 평

가하는 프레임워크는 4가지로 구성 타당성,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신뢰성이다 (Gibber, Ruigrok & Wicki, 2008; 강은숙과 이달곤, 2005 재

인용). 구성 타당성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

내적 타당성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수립되었

는지 외적 타당성은 연구의 발견이 일반화 될 수 있는지 신뢰성은 자료

수집절차 등 동일한 연구를 반복했을 때 같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지

를 의미한다 (Yin, 신경식 외 번역, 2015).

구성 타당성,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또는 미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 12명과 미가입자 2명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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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하였다. Yin (2015)은 연구의 수렴도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다양

한 자료원을 사용하는 것, 증거사슬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내적 타당성은 설명적 사례연구에만 해당하는 개념이다. 설명적 사례연

구는 어떤 현상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사례연구에 있

어서 내적 타당성의 문제는 추론에 대한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 또는 미가입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2차 자료, 인터

뷰, 기록물, 광고내용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가입자가 어떤 이유로 무엇에 영향을 받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

게 되었는지 (또는 가입하지 않았는지를) 가입자 (또는 미가입자)의 관

점에서 경험과 생각을 듣지 않으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미가입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12명의 가입자를 대상자로 인

터뷰하였으며 그들의 경험을 통해 공통적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가입자 2명은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그들의 사례를 미가입자 전체 사

례로 일반화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던 민

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

는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의 비교를 통해 구성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을 모두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외적 타당성 측면에서 본 연구는 ‘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가?’, ‘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가입자 측면에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

움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한 질병 발생으로 인

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비, 보험금 수령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광고의

영향을 확인하였고, 미가입자 측면에서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건

강에 대한 신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찾을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질문 내용

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얻었을 것으로 판

단한다. 그 이유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이라는 주제가 개인이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

은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인터뷰에 응한 12명의 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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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주변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질병 경험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었고, 타인

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경청해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

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터

뷰에 응한 미가입자 2명은 경제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음에도 국민건강보

험에 대한 태도, 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

행하였어도 유사한 결과를 산출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구성 타당성,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세부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미가입

의 영향요인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 방

법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우

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영향요인을 설명한 연구들은 가입자의 연

령, 성별,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질병 유·무, 위험인식 정도를 민간의

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하였고, 보험 마케팅 환경, 준

거집단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보

험 가입에 있어 준거집단의 영향, 경제적 동기로 볼 수 있는 보험금 수

령 여부의 영향, 대면 채널인 보험설계사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기존 연구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을 채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간의료보험 광고가 판매에 미친 영향을 보험 공급자 측면이 아니라 소

비자 측면에서 확인하였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미가입자를 인터뷰함으로써 미가입

자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으며 경제적 여

유가 있더라도 민간의료보험의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한 명은 본인은 건강하기 때

문에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한 명은 본인의 건

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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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특히,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국민건강보

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미가입자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민간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의 대체재로 인

식하고 있어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가입자들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국민건강보험보다는 민간의료보험이 본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민간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

체재나 보완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본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상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지만,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정립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세부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자 12명은 모두 여성이다. 여성과 남성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

행하여야 대표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계의

일반재화의 구매나 금융·보험상품의 구매에 있어 의사결정을 하는 대부

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한계가 일부 보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응답에 앞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누가 주로 하는지

물었을 때, 기혼응답자 모두 본인이 한다고 하였기에 응답자의 성별로

인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이유 차이가 존재한다고 확언하기에는 제한적

이다.

둘째,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2명을 인터뷰 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지만,

2명의 민간의료보험 미가입 이유에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약 8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현 상황에서 미가입자를 찾고,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듣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참여자 수는 적지만 미가입자 간의 공통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를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더욱이 본 연구는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비교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개인의 건강, 국민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경제적 이익, 주변인의 영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가입 이유를 가입 이유와 비교하여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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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민간의료보험 가입·미가입과 관련하여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질

적 연구 또는 양적 연구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미가입자와 가입자 각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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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개발

본 절에서는 2장의 이론적 고찰, 3장의 앞단에서 진행한 선행연구의 체

계적 문헌,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

는 여러 가지 개념들과 개념들의 관계를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모형을

제시하기에 앞서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확인한 건강행태이론, 소비자

행동모델, 건강신념 모형에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을 설명

할 수 있는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정리, 요약하고, 앞서 제시

한 개념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다.

1)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를 설명하는 이론 고찰 결과

2장 이론적 배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탈근대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체제

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자신에게 발

생하는 위험에 스스로 대비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복

지국가를 경험했던 서구에서는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급권에서 개인

이 배제되는 ‘제도화된 개인화’가 나타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

장 제도를 경험해 본 적 없는 개인이 시장으로 내몰리며 사회가 제공하

는 공적 보장 체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존하여 위험에 스

스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

체계가 형성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제도권에 속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우리

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 기저에는 ‘시장화된 개인화’라는 개념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개인은 공적 의료보장 체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험이나 질병에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된 개인화 상태에서 개인은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

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제한적인 복지정책이 지속될 경우, 보편적 복

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일지라도 개인적인 대비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에, 경제적인 제약으로 위험에 대한 대비

를 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다.

모형을 제시하기에 앞 서 본 절에서는 ‘규범’, ‘태도’에 대한 개념도 고

찰하였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개인적인 인식으로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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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하지 말

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 규범은 주관적 규범

의 상위개념임과 동시에 집단적 수준의 사회적 규범은 사회구성원의 행

위를 규정하고 금하는 일반적인 행동 수칙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내원,

2020). 사회적 규범은 ‘법의 강제 없이 사회적 행동을 유도하거나 제약하

는, 집단 구성원에 의해 이해되는 규칙과 기준’을 의미한다 (Cialdini &

Goldstein, 2004; Choi & Noh, 2016; 진경, 손애리 외, 2018 재인용). 사

회적 규범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what most others do)로

알려져 있거나 미디어 광고에서 제시하는 행동과 일치한다 (Reynolds.

2015). Reynolds (2015)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사회심리학에서 소개하는

사회규범을 설명하였는데 합리적 선택 (rational choice)을 사회규범을 통

해 설명할 경우, 사회적 학습, 사회화, 순응, 개인의 이익을 통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규범은 사회구성원 대

부분에게 알려져 있으며 사회적 제재를 통해 강화된다. 사회심리학에서

는 의도 (intention)는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호의적이거나 호의적

이지 않거나), 인지된 행동 통제 (행동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특정 결과

가 발생할 가능성) 및 규범적 신념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주관적 규범 (다른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승인할 개인에게 중요한 준거

집단)은 ‘규범적 신념’ 구성에 있어 핵심으로 볼 수 있다. (Reynolds,

201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규범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을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민간의료 보험에 대한 광고를 통한 학습, 주변인을

통한 학습, 비급여 서비스인 신의료기술을 통한 치료 또는 검사를 권유

하는 의료기관, 낮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경험을 통해 개인은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질병 발생으로 인

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가 작용하

거나 본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준거집단의 보험금 수령을 확인하게 될

경우, 이는 주관적 규범으로 형성되게 된다.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사회적 규범은 기술적 규

범 (descriptive norms)과 명령적 규범 (injunctive norms 두 가지 유형

으로 구분된다 (Gerber & Rogers, 2009; Karpowitz et al., 2011; 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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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애리 외, 2018 재인용).

기술적 규범 (descriptive norms)은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의 다른 구성

원들이 실제로 행한 특정 행위에 대한 인지된 믿음 (perceived belief)이

라 정의할 수 있다 (강내원, 2012). 기술적 규범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을 한다 (actually do)’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령적 규

범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정언적 명령으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what ought to be done)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Cialdini et al.,1990; 강내원, 2012 재인용). 명령적 규범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은 내가∼을 반드시 할 것 (should do)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인

식하는 것을 뜻한다 (Gerber & Rogers, 2009; 강내원, 2012 재인용). 즉,

명령적 규범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승인된 행동인지 아닌지를 보여

주는 규칙 (rules)이나 신념이라 할 수 있다. 명령적 규범이 특정한 행위

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사회적 제재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기술적 규범은 실제로 무엇이 행해졌는가에 대

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Rimal & Real, 2005; 강내원, 2012 재인용). 즉,

기술적 규범은 특정 행동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다 (진경, 손애리 외, 2018).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의 가장 큰

차이는 명령적 규범은 사회적 제재나 강제 (compulsion)를 포함하는 것

에 비해 기술적 규범이 규범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뒤따르는 사회적 재

재가 없다는 점다.

한편, 태도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선호여부의 반응이라 할 수

있으며 신념체계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류진석, 2004). 소비자

학에서 태도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소비

자들의 성향으로 정의되며 (Fishbein & Ajzen, 1985; 이승후와 차태훈,

2009 재인용) 태도는 어떤 대상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개인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의적, 비호의적인 인지적 평가, 감정적 느낌 및 행동 경향

으로 이해된다 (Kotler, 1998; 이승후와 차태훈 2009 재인용). 태도의 인

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특정 대상에 대해 비교

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주변 환경의 다양한 요

인들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속성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태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더라고 강한 외부요인들로 인해 변화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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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홍범, 임지영, 김나은, 2010).

Rokeach의 신념체계이론(belief system theory)에 따르면, 앞선 정의와

유사하게 태도란 특정대상 이나 상황에 대해 선호하는 지속적인 신념으

로서, 신념체계의 하위체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Rokeach, 1980; 류진석

2004 재인용). 신념체계이론에서의 태도는 첫째, 일시적인 선호로 보기보

다는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띠고 있는 개념으로 태도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존하는 가치나 자아개념과 일관성 있

게 변화하게 된다면 태도는 지속성을 갖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태도는

인지적, 선호적, 행위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신념의 하위체계로서, 특

정 대상과 상황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 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류진석, 2004). 이와 같이 특정 대상이

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선호여부를 태도로 정의할 경우, 민간의료보험

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나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의적, 비호의적 평가이며 개인 또는 집단의 신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가능하다. 태도에 영향을 주는 신념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

적 영향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정의되는데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

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시장화된 개인화’, ‘주관적 규범/사회적 규범’, ‘태도’를 개념으로 정의하

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을 구체화하여 설명하면 [표 3-5]와 같이 정

리될 수 있다. 시장화된 개인화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기

저에 있는 개념으로 스스로 본인의 위험,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그 위험이 질병인 경우, 개인은 그 위험에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전략으로 세우게 된다. 사례연구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에 대한 이론 고찰,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공

통적으로 준거집단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서 논의한 규범을 적

용하여 설명한다면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이라는 인식은 주

관적 규범, 사회적 규범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료보험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

성되는 개념으로 크게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받게 되며 보다

작게는 주변인의 영향, 의료이용 경험 등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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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가 가능하

며 이 태도는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되는 ‘시장화된 개인화’를 통해서 미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강요받으며, ‘주관적 규범’ 측면

을 통해서는 본인의 준거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질병 발생으

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스스로 대비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사회적 규범 측면에서는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상품 판매 채널, 민간의료보험 광고 등을 통해 대부분 국

민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현상을 학습하

게 된다. 질병 발생, 의료비 지출은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질병 경

험, 의료비 지출 경험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고, 가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관적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인 역시 탈근대사회, 신자유주의의 영향

으로 시장화된 개인임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규범으로

학습하고, 인식하게 된다.

2)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의 고찰 결과

l 건강믿음 모형의 적용

개념 내용

시장화된 개인화
Ÿ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대해 스스로

대비해야 함.

주관적 규범/사회적 규범

Ÿ 주변인의 권유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Ÿ 주변인의 질병, 보험금 수령에 대한 간접 경

험을 한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Ÿ 광고의 영향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Ÿ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Ÿ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강화됨

[표 3-5]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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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믿음 모형’을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구매 행위를 설명할 경우, 수

정요인은 기존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볼 수 있

다. ‘개인적 믿음’ 영역에서 질병에 대한 민감성과 질병의 심각성은 특정

질환에 대한 발생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게서

확인 가능했던 ‘미래 건강에 대한 인식’, 구체적으로 암 가족력에 기인한

‘질병 발생에 대한 예상’ 등은 지각된 질병에 대한 민감성 혹은 심각성으

로 ‘지각된 질병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게 되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

는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반면, 미가입자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강에 대한 신념’ 역시 ‘지각된 질

병에 대한 위협’을 낮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한편, ‘행동의 계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인의 질병 발생, 주변인

의 질병 치료 경험, 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권유 또는 판매 전화, 보험

설계사의 권유가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4명의 인터뷰 대상자 모두 주변인의 질병 경험에 대해서 말하였다. 주

변인의 질병 경험을 통해 개인은 질병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수

도 있고,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수정요인인 ‘개인적 요인’이 질병에

대한 개인적 믿음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행동 (민간의료보험 가입 또는

미가입)으로 발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사례연구 대상자 2명

은 언젠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보험 가입 광

고 전화를 받으면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건강믿음 모형을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을 설명할 경우,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하기 전, 주변인을 통해 질병

경험, 보험금 수령경험을 간접경험 하거나 병원을 이용하면서 민간의료

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질병

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우, 민간의료보험을 언젠가 가입해야겠다는 생각

을 하고 있지만, 가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주변인이 직접

권유를 하거나, 주변인의 질병 진단과 수술 또는 전화 판매와 같은 행동

의 계기가 되는 자극이 있을 때,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이 일어나는 것

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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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합리적 행동이론/계획된 행태이론의 적용

합리적 행동이론 및 계획된 행태이론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

고자 할 경우, 계획된 행동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또는 미가입을 설

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는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규범적 믿음과 태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 의도는 결국 민간의료보

험에 대한 태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주관적 규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

한 태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오랜 경험과 지식, 자신의

살아온 환경, 주변인의 영향에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성장

과 함께 광고의 영향으로 ‘민간의료보험은 마땅히 가입해야 하는 것’, ‘국

민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 ‘암에 걸리게 되면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시장화된 개인화’로 설명 가능하며 사

례연구에서도 확인한 것과 같이 ‘위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개인적 신념 역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 집단적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주변인의 대부분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거

나, 준거집단 또는 개인에게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상당한 비용을 지출

한 직·간접 경험은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개인에게 심어주게 된다. 개인의 이러한 인식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으로 연결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은 가입

행동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신이 매달 민간

의료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던 경제적 수준 또는 매달 규칙적으로 얻

게 되는 소득이 있고, 민간의료보험이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입할 것이고, 소득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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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이지 않고,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민간의료보험

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한다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

이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행동이론의 ‘외적 변수’는 인구학적 변수, 개인특성은

기존 연구에서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교육수

준, 지식수준 등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태도’는 ‘행태 믿음’, ‘행태 결과

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데 ‘행태 믿음’은 민간의료보험을 가입 후, 질병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질병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

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에게 질병으로 인한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기대수준과 같이 민간의료

보험 가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행태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미가입자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

던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 역시 ‘행태 믿음’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행태 결과의 평가’는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으로 치환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입자는 ‘행태결과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

면, 미가입자는 ‘행태 결과의 평가’를 발생 가능성이 낮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믿음’, ‘순응동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된다. ‘주관적 믿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

이 (나의) 행태에 대해 생각하는 바에 대한 믿음이며 ‘순응 동기’는 인지

된 규범을 따르기 위한 개인의 동기이다. 가입자의 경우, 주변인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 권유, 민간의료보험 가입, 질병 경험, 보험금 수령을 보면

서 주변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믿음을 인식하고 이를 따르는 모

습을 보이는데 이를 주관적 규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l 사회인지이론의 적용

사회인지이론은 앞서 논의된 이론들 (건강믿음 모형,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된 행태이론)에 비해 타인의 영향을 환경적 특성으로 보고, 타인의

영향을 대리습득 (vicarious learning), 상황 (situation),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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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ment), 상호결정주의 (reciprocal determinism)로 구분하여 설명

하고 있다. 이러한 타인의 영향으로 대표되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경

우,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주변인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

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해 사회인지이론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경우,

예측(expectations)은 ‘행태를 바꾼다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기대수준’, 구체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

입한 후 통해 보험금 수령을 하는 것’으로 치환하여 설명 가능하다. ‘기

대 (expectation)’은 보험금 수령을 통해 치료비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대’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적 특성 영역에서

‘대리습득’은 주변인의 질병 경험,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 보험금 수령

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경험을 관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은 정

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공급, 그로 인한 보험시장의 확대, 이와 관련된 민간의료보험 판매를 강

화하기 위한 광고, 판매채널 등의 활성화로 인해 개인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인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이용을 할 때,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의료공급자가 ‘민간의료뵤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료이용을 한 후,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비용을 지출하면

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다른 경제적 지원책에 대한 필요를 느낄 수 있다. 그 바탕에는 신의료기

술의 발전과 신의료기술 발전으로 파생되는 비급여, 의료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라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 환

경 속에서 개인은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강화’는 민

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주변인의 권유로 볼 수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

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강화가

가능하게 된다. ‘상호결정주의’는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 개

인의 질병 경험 또는 보험금 수령,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태, 민간의료보

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요인, 마케팅 요소, 민간의료보험 가입

에 대한 주변인의 영향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l 소비자 행동모델의 적용

소비자 행동모델과 앞서 검토된 건강행태 이론과의 가장 큰 차이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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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료보험의 재화로서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마케팅 자극으로 분류되

는 가격, 광고, 유통, 마케팅 전략을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민간의료보험에 있어 가격은 소비자와 직접

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마케팅 자극에서 고려

가 불가하다. 인터넷을 통한 민간의료보험 광고, 전화를 통한 판매 등이

민간의료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마케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반응’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후, 보험금 수령을 통한 추가

적인 가입 (또는 고려)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또는 미가입)에 있어 심리적 요인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 건강에 대한 신념 (질병 발생에 대한 예상, 질병이 발생하

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 주변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학습효과

로 볼 수 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동기로도 설명할 수 있는 요소

들이기도 하다. 개인적 요인은 연령, 경제적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지고,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민간의료보험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매달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민간의

료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사회적 요인 측면에서 역할과 지위보다는 준거집단이나 가족의 직접적

인 영향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족 또는 친구와 같은 주변인의 질병경험, 치료비 지출과 함께 민간의

료보험 가입, 질병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주변인의 가입 권유는 소

비자 행동모델의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계 속에서만 사회

적 요인을 정의하지 않고, 개인을 구성하는 환경으로 사회적 요인을 확

대할 경우, 사회인지이론의 ‘상황’과 사회적 요인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앞서 사회적 요인의 ‘상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의료기관의

경쟁에서 파생된 비급여 신의료기술의 사용 권유,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

성이 낮다는 인식,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사회 환경 등은

사회적 맥락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태도와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료보험 판매와

관련된 영역, 구체적으로 광고, 보험설계사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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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례연구에서도 응답자 중 가족이 보험설

계사이기 때문에 주변인의 가입 권유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보

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사례연구에 참여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직접 민간의료

보험 상품의 광고를 TV,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일부 응답자들은 인터넷 카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인지하고, 그 상품을 가입하였다고 말하였다.

l 건강행태이론·사회인지이론·소비자 행동모델 검토 결과의 종합적 고찰

건강행태이론에 비해 소비자 행동모델은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재화로서의 측면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을 설명할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 상품 구매

의 이유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마케팅 자극 (구체적

으로 광고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할 수 있다.

소비자 행동모델은 건강행태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나 몇 가지 한계

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건강믿음 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각된 질병에 대한 민감성과 질병의 심각성, 지각된 질병의 위협과 같

이 개인의 건강에 대한 믿음, 신념을 심리적 요인으로만 구분하여 설명

가능하다. 또한, 사회인지이론에서 예측 (expectations), 기대

(expectancies)로 구분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얻게 될 이익을 설

명할 수 있지만, 건강행태이론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심리적 요인으로

만 설명이 가능하다. 의사결정과정, 정보처리과정에서 구매로 인한 예상

되는 결과 등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으나 소비자 행동모델에서는 의사결

정과정, 정보처리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또

한, 사회인지이론에서 ‘대리습득 (vicarious learning)’, ‘강화

(reinforcement)’, 계획된 행태 이론에서는 주변인의 영향에 대해 '주관적

규범', '주관적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인지이론, 계획된 행태 이

론에서는 주변인의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반면, 소비

자 행동모델에서는 주변인의 영향을 사회적 요인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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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설명할 수 있다.

사례연구에서 확인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을 목적’, ‘광고의 영향’,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미래) 건강에 대한 인식 차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

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 ‘주변인의 권유’, ‘주

변인을 통한 간접경험’이다. 이 중 일부는 문헌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민

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

를 개념으로 구분할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개인의 태도나 생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부 개념들은 사회적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연구와 문헌고찰 과정에서 확인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를 전반적

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존 이론은 없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인

지이론의 환경적 특성 개념 중 하나인 ‘상호결정주의’를 이용하여 사례

연구에서 고려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상

호결정주의’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경제

적 요인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 개인의 질병 경험 또는 보험금 수령 경

험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요인, 광고의

영향,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주변인의 영향을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요인들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을 뿐 구체적

인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앞서 검토한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성별, 연령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이론에서 고려하는 주요 요인들과 인구사회

학적 요인들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론을 검토

한 결과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

능요인 (enabling factor)19)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

를 형성, 주관적 규범,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은 광고, 환경적 특성, 주변인의

영향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영

19) 구체적으로 고령자 또는 만성질환자의 가입제한,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에 가입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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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줄 수 있는 소인(素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건강행태 이론에서는 광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

다. 하지만, 광고를 통해 ‘건강믿음모형’의 구조 중 하나인 ‘지각된 이득’

을 학습할 수 있고, ‘합리적 행동이론·계획된 행태이론’에서 설명하고 있

는 대상 (민간의료 보험)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직접적인 이익과 간접적인 이익을 구분하지

않음)은 주변인의 질병경험,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등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개인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

해 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보험금 수령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

적 이익을 경험하게 되면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연구에서는 본인의 미래 건강에 대해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지각된 질병에 대한 민감성 혹은 심각성으로 ‘지각된 질병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소비자 행동모델’에서는 사회적 요인 자체를 주변인의 영향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실제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서 가족, 지인의 권유 또는

경험의 공유는 대리습득 되어 개인의 주관적 규범으로 형성이 되고, 주

관적 규범을 바탕으로 개인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표 3-6]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을 인식, 태도, 행동으로 진행되는 과

정으로 보고, 전술한 이론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유사한

개념 중 각 이론에서 설명하는 용어가 다른 경우, 해당 용어를 함께 적

어 두었다. [표 3-6]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각

개념들에 영향을 미치며, 민간의료보험 가입 및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주관적

규범, 주변인의 경험을 간접경험하는 대리습득과정이 영향을 미치며 보

험금수령에 대한 기대,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대 및 예상은 민간의료보

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할 것이다. 또한, 건강믿음 모형에

서 확인되는 질병에 대한 민감성 구체적으로 미래건강에 대한 인식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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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질병 발생 위험을 높게 평가할 경우, 민간의료보험을 꼭 필요한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 가운데 건강믿음 모형에서 ‘행동의 계기’로 설명되는 주변인의 경

험, 광고 전화, 보험설계사의 가입권유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이행되

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를 촉발하는 광고,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다양한 판매채널은 민간의

료보험에 대한 태도 형성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으

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

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강화로 작용하여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개념 내용
주관적

규범/.사회적 규범,

사회적 요인

주변인의 영향,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집단적 신념

대리습득, 사회적

요인

주변인의 질병경험,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 보험금

수령에 대해서 관찰하게 됨
강화, 사회적 요인 주변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권유
행태믿음, 행태

결과의 평가, 예측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대 및 예상

기대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대
지각된 질병에

대한 민감성
미래 건강에 대한 인식

상황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상품 광고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개인의 위험에 대해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

행동의 계기
주변인의 경험, 민간의료보험 가입권과 광고 전화, 보

험설계사의 가입 권유
강화 보험금 수령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으로 오

랫동안 지속되는 신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

[표 3-6] 건강행태 이론, 사회인지 이론, 소비자 행동모델 고찰에서
확인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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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

사회의 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할 경우, 민간의료보험

시장 확대로 인한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상품 광고, 우리나라 의료전달체

계에서 확인되는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부재로 인한 개인의 위험에 대해 스스로 대비

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이 민간의료보험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형

성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주변인은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은

또 다른 개인으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개인이 또 다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기대,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대는 개인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

을 인식하게 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미래 건강에 대한 인식 역시 가족, 지인의 질병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

여 본인의 미래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민간의료

보험을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게 될 것이며, 중요성을 인식하

는 단계에서 광고의 영향이 주어진다면 사례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연결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3) 민간의료보험 가입 행동을 설명하는 모형 구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민간의료보

험가입 행동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구성한 모형은 [그림 3-4]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 및 포함 근거는 다

음과 같다

Ÿ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이론, 소비자 행동모델에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인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간의료

보험 가입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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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또는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능 요인으로 작

용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매달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들어 65세 이

상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일부 보험에서 가능해졌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은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에 연령과 소득은 민간의료보

험의 필요성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입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

며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요인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Ÿ 미래 건강에 대한 인식

미래 건강에 대한 인식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

이가 많거나 특정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을 경우,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고, 언젠가 질병에 걸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걷강믿음 모형’에서

‘지각된 질병에 대한 위협’, ‘지각된 질병에 대한 민감성, 심각성’은 미래

건강에 대한 인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미래의 질병 발

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연구와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래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본인의 건강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본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그 치

료비용을 대신하여 내어 줄 사람이 없고, 다른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Ÿ 의료서비스 이용

사례연구와 선행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특히 입원 경험이 있

는 경우, 사례연구에서는 주변인이 암을 진단받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직·간접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의료보

험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게 인식될 가능성

이 있어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들을

고민할 것이다.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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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비급여 서비스를 통한 치료 등을 통해 개인은 ‘계획된 행동이론’에

서 설명되는 주관적 규범, 구체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주관적 규범

이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Ÿ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

본인이 큰 병에 걸릴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 본인이 질병에 걸렸을 때,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

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례연구 일부 응답자들은 본인 부모님의 수술과

의료비 지출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이 없었다면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학습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광고에서도 민간의료

보험이 없을 경우,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인식은 민간의

료보험이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Ÿ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계획할 경우, 보험금 수령을 기대하며 이는 민

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동하게 된다. 사례연구

에서도 이러한 개인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인에게 질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개인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후, 보험금

을 수령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주변인의 보험금 수령 경험을 보면서, 본인도 민간의료보

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특정 행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 사회인지이론에

서 예측은 모두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Ÿ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

개인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험하게

되며, 미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의료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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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 질병 발생에 대해 예상하

면서 개인은 민간의료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러

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민

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형성되는데 의료서비스이용 경험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게 될 경우, 민간의

료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질 것이다. 사례연구에서 일부 응답자

는 의료이용을 한 후, 생각보다 지출해야 할 돈이 많은 것을 깨닫고 민

간의료보험 가입 필요성을 확인하던 차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응답자

들은 민간의료보험 가입광고 (홈쇼핑 판매, 전화 광고, 인터넷 TV광고

등)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Ÿ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태도와 같이 민간의료

보험금 수령에 대한 믿음, 기대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에 가입하기 전, 개인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들은 주변인 보험설계사의 영향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가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례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 한 후, 민

간의료보험에 가입 방법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는 가입행동에 선행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태도는 인구사

회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모형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주관적 규범/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물

론,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환경, 보험시장과 관련된 환경 모두에 영

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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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보험금 수령

건강믿음 모형,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설명하는 특정 행동을 하였을 때

의 기대로 설명된다. 보험금 수령은 모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이 발생

하였을 때에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수령한 후, 추가 가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응답자

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 검토 결과, 보험금을 수령한 개인 또는

가구에서 이후 민간의료보험 추가가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결과적으로 보험금 수령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과정에서 최종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더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

하여 재가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

Ÿ 민간의료보험 가입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본 모형에서 최종결과이다.

Ÿ 보험설계사, 광고의 영향, 주변의 영향

사례연구연구, 선행연구에서 모두 보험설계사, 주변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험설계사, 광고, 주변인의 영향은 사회적 규범/주관적 규범

이 되어 개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민간의료

보험 가입의 촉발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사례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언젠가 민간의료보

험에 가입하겠다고 생각하더라고 즉각적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촉발요인

에 근거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때 행동의 계기가 되

는 것은 보험설계사, 광고, 주변인의 영향 등이다. 보험설계사, 광고, 주

변인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며 민간의료보험 가입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작동하는 개념

으로 설명된다.

Ÿ 주관적 규범, 사회적 규범

주관적 규범, 사회적 규범은 환경적 요인 구체적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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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의료기관의 경쟁 가속화, 비급여 신의료기술 도입의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사례연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사회생활

을 시작하였을 때, 민간의료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회적 규범/주관적 규범을 바탕으로 한 진술이다.

주관적 규범, 사회적 규범은 모든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는 인식을 형성하게 하여 나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당위

를 형성하게 된다. 주관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인식하는 과정에서 가입하는 과정까지, 민간의료보험 가입 전과정에 영

향을 준다. 특히, 본 모형에서는 개인의 준거집단인 주변인 역시 사회적

규범,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은 주변인이 또 다

른 개인에게 사회적 규범 또는 주관적 규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포함

하고 있다.

Ÿ 민간의료보험 시장 활성화, 의료기관의 경쟁 가속화, 비급여 신의

료기술 도입

민간의료보험 시장 활성화 정책은 민간의료보험 시장 확대와 민간의료보

험 가입률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보험시장이 형성되어 개인

은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상품과 광고에 노출되게 되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장소는 의료기관일 것이다. 비급여 기술

의 적용을 권유받을 경우, 개인은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

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된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환경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주관적 규범 또는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는 근거로 작동하게 된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이 민간의료보험시

장 확대,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증가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임을 확

인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도입한 반면, 우리와 유사한 공적 건강보장 체계를 가지고 있는 호주, 캐

나다, 영국, 스페인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판매가 가능하지만, 국가 차원

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제한하고 있기에 아직까지 민간의료보

험 가입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문성웅, 강태욱 외. 2019; Step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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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ett & Kristina Nemet, 2019; Jeremiah Hurley, 2008). 이와 같은 나

라들은 공적보장 체계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민간의료보험에서 제

공하게 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병원 이용

시 민간의료보험에서 급여가 가능하게 하거나 공공병원을 이용할 경우,

공적체계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만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 시

장을 확대한 것과 함께 공적보장 체계에서 보장되지 않는 영역뿐만 아니

라 공적체계에서 보장하는 영역까지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공적 의료보장 체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법적으로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개인은 민간의료보험 상품 광고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민간의료보험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어 있어 다양한 보험상품의 판매와 광고가 가능하다. 더불

어 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어 환자를 유인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노력 중 하나는 신

의료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

지 않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는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질병

치료를 처방하기 전, 의사가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실손의

료보험이 있다면 비급여 치료나 검사를 처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제공

자 측면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환자 입장에서는 민간의료보험

을 통해 수준 높은 고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인 것이다. 더

불어 국민건강보험에 인식을 시장화된 개인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

다.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2017)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전반적

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된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낼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

웅, 오하린 외, 2017). 부과체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개인은

공적 영역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는 것,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개인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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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이다. 사례연

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도수치료를 받거나, 또는 비급여 항암제를

처방받아 치료 하게 되면서 개인은 민간의료보험이 본인에게 경제적 이

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인이 미래에 질병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다고 예상할 것이

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고, 태도가 행동을 진행되는 과

정에서도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광

고 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광고 전화에서는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이 전

화를 받는 사람과 동일한 연령대에서 많이 가입하였다고 설명하며, 국민

건강보험만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진단을 하면 얼마를 주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설명 등으로 개인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

에 대한 주관적 또는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게 한다. 더불어 주변인 또는

개인의 의료이용 경험을 통해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

래 건강에 대한 인식 구체적으로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근거

로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민간

의료보험과 관련된 주관적 또는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게 한다. 사례연구

에서도 확인 가능하듯이 가족 또는 주변인의 암 진단, 치료비 지출, 간병

비 지출금액과 보험금 수령 금액은 개인에게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

적 인식을 형성하게 하며 구체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이 개인의 경제적 부

담을 줄이는데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미래건강에 대한 인식, 의료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를 지출하는 경우 개인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험하며 이 과정

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는

가입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사례연구 결과 일부는 민간의료보험에 대

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가입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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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인 주변인의 가입권유 또는 가족의 질병진단, 민간의료보험 가입

권유, 가입 권유 전화, 광고가 행동의 계기가 되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가 가능하며 이

과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공고히 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보험금 수령을 한 경우, 추가가입의향이

있거나 실제로 추가가입을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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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행동을 설명하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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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민간의료보험의 필요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

향을 줄 뿐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율 답보상태20)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

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인

식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의 선행연구나 민간의료 보험 관련 조사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주요 가입이유로 꼽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

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시장화

된 개인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스스로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

고,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있더라도 보장성이 낮기에 스스로 대비하기 위

한 전략의 하나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

험 낮은 보장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 규범 아래서 개인이 모든 사람들이 특정 행위를 한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러한 인식은 그 자신이 타인과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

하게 하는, 편리한 의사결정 과정의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Lapinski & Rimal, 2005). 이러한 개념을 본 모형에 적용할 경우, 주관

적 규범은 개인이 주변인의 영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주변인

의 질병, 의료비 지출, 보험금 수령 경험을 통해 질병 발생과 의료비 지

출을 심각한, 위험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의료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 같은 맥락에서, 주변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권고 역시 주관적 규범

의 형태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규범 측면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개인에게 민간의료보험에 가

입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 제재나 강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명령적 규범

이 아닌 기술적 규범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사회적 차원에서 형성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를 유도하여

20) 2010~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은 60%대의 보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서남규
(2019)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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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논의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판매가 가

능하였고, 판매를 위한 유통구조 형성, 광고는 개인에게 민간의료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입해

야 하며 실제로 가입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모든 사람이 가입하였

다는 생각은 개인에게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게 함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가입 행동

을 함에 있어 판단의 근거로 작동하게 된다.

4) 모형개발 고찰 및 소결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연구, 사례연

구, 이론을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

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형은 사례연구, 선행연구, 이론을 검토한 후 도출된 민간의료

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개념들을 통해 구성하였다. 제시된 개념 중 대표

적인 것은 ‘시장화된 개인화’,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 ‘민

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사회적 규범’이다. 모형에서

는 ‘개인화’구체적으로 ‘시장화된 개인화’를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과정의 기저에 바탕이 된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주관적 규범, 사회

적 규범의 영향으로 파생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 의료비 지출을

심각하게 여기는 정도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개인차원에서 미래 건강에 대한 가치, 미래

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민간의료보험을 필수적인 것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사례연구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

되는 개념들이다. 이렇게 형성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가 민간의료

보험 가입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 업계의 마케팅 활동 (보

험설계사의 대면 권유 또는 텔레마케팅)이 행동의 계기로 작동하게 된

다. 제안된 모형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형성과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환경적인 측면과 함께 개인의 인식,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하

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



- 157 -

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필요성을 인식하는 과정, 태도가 형성

되는 과정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시된 모형에

서는 주관적 규범/사회적 규범을 통하여 주변인의 영향을 설명하였다. 

사례연구, 일부 선행연구, 사회인지 이론, 소비자 행동모델에서는 개인의

행동 및 태도에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주변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과정의 주체인 개인과 개인에게 영향을 준 주

변인 역시 민간의료보험을 마땅히 구매해야 하는 재화로 인식하기 때문

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약이

따르지 않음에도 개인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즉, 민간의료보

험 가입에 대한 주관적 규범, 사회적 규범은 개인의 행동기준으로 작용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유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Oh & Jeong (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에

서와는 다른 주관적 규범,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공보험 체계가 아니기에 개인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연구 대

상자 (모두 자영업 종사자)는 한인 교회와 같은 한인커뮤니티에서 만나

는 한국인을 미국 이민 생활의 준거집단으로 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주변인들이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다는 인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주변인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민간의료보험 미

가입의 근거가 되었다. Oh & Jeong (2017)는 인터뷰 대상자를 사이에서

“Koreans don't buy health insurance”가 지배적인 사회적 규범 (social

norm)임을 확인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민사회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

려하였을 때,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의 대부분 한국인의 네크

워크음을 고려하더라도 한국과 이민자 사회에서 주관적 규범/사회적 규

범은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준

거집단의 영향을 사회 정체성이론 (social identify theory) 관점에서 설

명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자

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자기 (I)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수준의 자기 분

류로 전환될 수 있기에 가변적이고, 역동적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 (ingroup, we-self)과 유사하다고 분류할 때,

그들은 공통된 특성을 내재화하고, 자신과 동일시되는 집단을 자신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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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자신과 동일시되지 않은 집단과 구별하고자 한다 (Reynolds

et al. 2000). 사회 정체성 이론, Oh & Jeong (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확대되지 않았다면 민간의료보험 상품과 광고에 노출되는 개인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민간의료보험을 주관적 규범/사회적 규범

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아졌을 것이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많지 않

았을 것이다. 본인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준거집단 대부분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을 현재

보다는 낮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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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조사

앞서 제시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포함된 개념들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 보험 가입 시 어느 정도로 고려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

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 시점을 최초 가입 시점과 추가가입 시점으로 구

분하였다. 사례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선행연구 고찰 과정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거나 가구의 건강상태가 변화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은 실제로 민간의료보험에 추가가입하였거나 추가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이를 반영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에 대한 태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현재

건강상태, 10년 후,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한 문항도

포함하여 질문하였다.

1) 세부연구 목적

본 절의 목적은‘우리나라 민간의료 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모형’이 우

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개발된‘우리나라 민간의료 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모형’은 귀

납적, 연역적 추론을 통해 제안된 모형으로 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이론이 과연 사회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재검증할 필요가 있

다. 앞서 제시된 모형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민간의료보험 가

입의 필요성을 민간의료 보험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

였으며 추가적으로 주관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을 고려하였다. 본 장에서

는 모형에서 포함된 개념들을 구체화하여 가설로 제시하고 가설을 검증

함과 동시에 해당 모형에서 제시된 주관적 규범,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세분화하여 질문하였다. 

[건강상태 관련]

Ÿ 연구가설 1: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미래 건강상태를 부정적

으로 인식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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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연구가설 2: 민간의료보험의 추가가입은 가족의 건강상태 변화와 관

련이 있을 것이다.

[주관적 규범/사회적 규범의 영향]

Ÿ 연구가설 3: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주변인의 권유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Ÿ 연구가설 4: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주변인의 질병, 보험금 수령에

대한 간접경험을 한 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Ÿ 연구가설 5: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광고의 영향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

Ÿ 연구가설 6: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질병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지

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Ÿ 연구가설 7: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 보험 가입으로 인한

세액 공제와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

입하였을 것이다.

Ÿ 연구가설 9: 민간의료보험의 추가가입은 기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의료이용, 보험금 수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Ÿ 연구가설 8: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

람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 ]

Ÿ 연구가설 10: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와 관련된 내용들은 민간의료보험 태도와도 관련

이 있기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와의 관련성도 함께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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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설문조사에서는 모형에서 포함된 개념들을 구체화하여 설문문항을 개발

하고, 구체화된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구체화된 개념들과 민

간의료보험 가입건수, 민간의료보험 납입료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해당

개념들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가) 설문문항의 구성

설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론에서 각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사례

를 재검토하였으며 해당 요인과 관련 있는 설문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총

9개 영역, 3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7].

영역 설문문항 비고

스크리닝 문항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해당 문항에 ‘아니

오’라고 응답하는

경우, 설문에 참여

할 수 없음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

응답자의 인구 사

회학적 특성

성별
나이
혼인 상태
최종 학력
가구원 수
거주지역
가구소득

개인의 건강에 대

한 인식 및 가구

건강상태

현재 건강 상태 (주관적) 국민건강보험 건강

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 문항 참고/

국민건강영양조사

문항 참고

10년 후, 건강 상태 (주관적)

가구 내 만성질환 유병자 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도

국민건강보험 건강

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 문항 참고

[표 3-7] 설문문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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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설문문항 비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신뢰도 (1)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문항 참

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신뢰도 (2)

(국민건강보험과 비교)

민간의료보험 추가가입 계획

민간의료보험 가

입과 관련된

일반사항

설문일 기준 총 계약된

민간의료보험 총 건수 한국 의료패널
한 달 평균 납입하는 보험료
최초 가입 시점

민간의료보험 가

입경로

보험설계사, 인터넷을 통한 직접

가입, 전화 통신판매, 은행, TV 쇼

핑 채널

보험소비자 설문조

사문항 참고

민간의료보험 가

입요인

(최초 가입/ 추가

가입으로 구분)

질병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지

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례연구

보험설계사인 가족 또는 지인이

소개
주변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 권유
주변인의 질병 경험, 민간의료보험

가입 경험을 통한 필요성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광

고의 영향 (전화, 인터넷, TV, 홈

쇼핑 광고 등)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연말정산이

나 보험금 수령 등에 대한 기대)
(추가가입에 해당) 개인 또는 건강

상태 변화

(추가가입에 해당)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의료이용과 보험금

수령 경험

민간의료보험 정

보원천에 대한 신

뢰도

주변인 (가족, 친구, 직장동료, 같

은 교회 교인 등)
보험설계사
보험광고
SNS, 네이버 밴드, 네이버/다음

카페, 인터넷 커뮤니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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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영역은 (1) 스크리닝 문항, (2)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3)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 및 가구 건강 상태 (4)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5)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6)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일반사항 (7) 민간의료보험 가입경로 (8)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 (최초/

추가가입으로 구분), (9) 민간의료보험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도로 구분된

다. ‘스크리닝 문항’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문

항, 개인 또는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 사람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해당 문항에 모두 ‘예’라고 응답

한 경우, 본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영역은 성별, 나이, 혼인 상태, 최종 학력,

가구원 수, 거주지역, 가구 소득 총 7개 문항으로 구분된다. ‘응답자의 건

강에 대한 인식 가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의 현재 건강

상태, 10년 후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해당 문항은 『국민건강

보험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개인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만성질환 수에 대해서 확

인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진단받은 만성질환의

수가 많아질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부(-)의 관계 (권현정 2010; 이현

복 외 2011; 박성복 외 2011; 유기봉 외 2012; 백인립 외 2012b; 김대환

외 2013; 김윤진 외 2013; 박정호 2015)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민간의료보

험 가입건수를 묻고 있으므로 응답자뿐만 아니라 가구의 건강 상태를 확

인하고자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가구원 수를 질문하였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영역은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의 국

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 영역의 일부 문항을 활용하여 리

커트 척도로 응답자에게 질문하였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은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문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영역 설문문항 비고

스크리닝 문항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해당 문항에 ‘아니

오’라고 응답하는

경우, 설문에 참여

할 수 없음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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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 영역의 일부 문항을 변형

하여 응답자에게 질문하였으며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비교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일반사항’은 ‘한국의료패널’ 가구조사표 민

간의료보험 관련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민간의

료보험 최초가입시점은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상품 시장의 규제 또는

확대와 관련된 시점과 관련하여 구분하였다. 2009년 ‘민간의료보험 상품

표준화’, 2012년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보

험료 조정주기; 3년→1년, 자기 부담금 10%, 20% 병행), 2014년 ‘단체실

손 중복가입 확인 의무’, 2018년 ‘단체실손 개인실손 연계제도’ 가 실행되

어 각 제도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경로’는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의 가입경로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는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가

입과 추가가입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민간의료보

험 가입이유 중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전국민을 대상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가입이유를

확인한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복지패널에서도 민간의료보

험 가입이유에 관한 질문에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

해’를 보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사례연구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로 보험설계사인 주변인의 권유, 주변인의 가입 권유, 주변인의 질병

경험 및 민간의료보험 가입 경험을 통한 필요성 인식, 민간의료보험 광

고의 영향, 보험 가입으로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금을 수령, 추가적인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가

가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가 변화

하면서 추가적인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설문문항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추가가입은 보험금 수령의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가입과 구분하여 질문을 하였다.

소비자들의 구매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수집되는 구전정보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

비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구전채널의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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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혜와 박윤서, 2016).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으로 주변인, 보험설계사, 민간의료보험 광고, 소셜네트워

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설문조사에서 주변인, 보험설계사, 민간의료보험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문

항을 추가하였다.

나) 설문조사 진행

 최초 개발된 28개 문항에 대해서 65명을 대상으로 파일럿조사를 수행하

였으며 파일럿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설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최종 적으로 3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30개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IRB 승인을 득하였다

(E-2010-074-1163).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14일~2020년 10월 23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인터넷 조사업체의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

다. 응답 대상자에 대해서는 30대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였는데 직·간

접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개인 또는 가족의 일반상품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 구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총 313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3) 결과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응답자의 기본특성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응답자 개인의 기본정보를 확

인하였으며 소득은 한 달 평균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확인하였다. 연령,

최종학력과 같은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보를 확인하였다. 설문

에 참여한 총 313명 중 남성이 152명(48.6%), 여성이 161명(51.4%)으로

여성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4.8세(±8.7)로 나타났

다. 264명(84.3%)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최종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313

명 중 209명(30.0%)은 기혼상태이며 응답자의 69.0%인 216명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수가 3명 또는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총 1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질문 하였는데 313명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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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서울특별시로 총 102

명(32.6%)이 거주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67명(21.4%), 부산광역시

25명(8.0%) 순이었다. 세금을 제외한 가구원 전체의 월 가구 소득을 확

인하였을 때, 313명 중 123명(39.3%)의 월평균 세후 총 가구 소득은 550

만원 초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수 또는

평균

비율(또는

표준편차)
성별
남 152 48.6%
여 161 51.4%
평균 연령 44.8 ±8.7
학력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 0.6%
고등학교 졸업 47 15.0%
대학교 (2년제 포함) 졸업 207 66.1%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57 18.2%
혼인상태
미혼 94 30.0%
기혼 209 66.8%
사별 4 1.3%
이혼 6 1.9%
별거 0 -
가구원수
1명 33 10.5%
2명 42 13.4%
3명 101 32.3%
4명 115 36.7%
5명 17 5.4%
6명 2 0.6%
7명 1 0.3%
8명 2 0.6%
거주지역
강원도 7 2.2%
경기도 67 21.4%
경상남도 15 4.8%
경상북도 9 2.9%
광주광역시 10 3.2%

[표 3-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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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 및 가구 건강상태

313명 중 139명(44.4%)은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

응답자수 또는

평균

비율(또는

표준편차)
대구광역시 23 7.3%
대전광역시 12 3.8%
부산광역시 25 8.0%
서울특별시 102 32.6%
울산광역시 7 2.2%
인천광역시 17 5.4%
전라남도 4 1.3%
전라북도 7 2.2%
제주도 2 0.6%
충청남도 2 0.6%
충청북도 4 1.3%
가구 소득 수준
150만원 이하 8 2.6%
1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21 6.7%
250만원 초과 ~ 350만원 이하 48 15.3%
35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61 19.5%
450만원 초과 ~ 550만원 이하 52 16.6%
550만원 초과 ~ 650만원 이하 46 14.7%
650만원 초과 77 24.6%

[그림 3-5] 현재 건강상태와 10년 후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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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72명(23%)은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나쁘다’

고 응답한 사람은 3명(1%)이었다. 10년 후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10명(3.2%),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121명(38.7%), ‘변함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9명(44.4%)으로 10년 후, 본인의 건강상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

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

[그림 3-6]는 본인을 포함하여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가족 구성원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만성질환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높아

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연령을 모두 확인하여야 정확

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이 40대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응답자 가구의 상당수가 가족 구성원이 부부와 그들의

학령기 자녀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가족

구성원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나에게 질병이나 부

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라는 문

[그림 3-6]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가족 구성원 수 (본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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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대해 5가지 척도를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응답자의 113‘명

(36.1%)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134명(42.8%), 41명

(13.1%)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그림 3-8]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응답자에게 3가지 기술 ‘민간의료보험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꼭 필요

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여건이 된다면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생각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확

인하였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인 ‘나와 나의 가족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313명 중 171명 (55.0%)

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64명 (20.4%)는 ‘매우 그렇다’라도 응답하였

다. ‘여건이 된다면 민간의료보험에 추가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기술에

[그림 3-7]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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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105명(33.5%)이 ‘그렇다’, 41명(13.1%)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

답하였다.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직

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기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0%인

119명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20명(38.3%)는 ‘그렇다’라고 응답

하였고, 33 (10.5%)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민간의료보험의 본

인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70% 정도로 나타났으며 약 50% 정도라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민간의료

보험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각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마)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일반사항

가구의 가입건수와 가구기준 한 달 납입 평균 보험료를 확인한 결과는

[표 3-9]와 같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납입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가

구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민간의료보험 5건 이상에 가

입하였다고 한 응답자는 총 78명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29.1%인 91명이 2건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하

[그림 3-8]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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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표 3-8]에서 1인 가구가 33명(10.5%)임을 고려하더라도 가구(또는

개인) 기준 2건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313명 중 85명의 가구에서는 한 달에 5만원~15만원 민간

의료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45만 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도 전체의

14.7% 조사되었다. 최초가입을 기준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시점을 조사

한 결과 2001년 이전 가입한 응답자는 전체의 25.9%로 조사되었으며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가입한 개인 또는 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15.7%인 49명,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가입한 개인 또는 가구는 67명

(21.4%),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가입한 가구 또는 개인은 60명

(19.2%).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가입한 가구 또는 개인은 27명

(8.6%)으로 민간의료보험에 특정 시점에 따른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가입경로에 대해서는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진행하였는데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79.2%)하였다고 응답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을 통한 직접 가입(20.4%)이 그 뒤를 이

었다.

응답자수 비율
가구기준 민간의료보험 총 가입건수
1건 56 17.9%
2건 91 29.1%
3건 57 18.2%
4건 31 9.9%
5건 이상 78 24.9%
한 달 평균 납입하는 총 보험료
5만원 미만 20 6.4%
5만원 ~15만원 미만 85 27.2%
15만원 ~25만원 미만 84 26.8%
25만원 ~ 35만원 미만 41 13.1%
35만원 ~45만원 미만 37 11.8%
45만원 이상 46 14.7%
최초 가입시점
2001년 이전 81 25.9%
2002년~2005년 49 15.7%

[표 3-9] 응답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와 납입보험료, 시기, 가입경로 
(n=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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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민간의료보험 최초 가입 요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에서는 각각의 기

술에 대해서 응답자의 동의하는 강도를 확인하였다면, 민간의료보험 가

입이유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인들에 대해서 응답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림 3-9]는 응답자가 중요하게

고려한 정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로 응답자는 질병으로 인한 예상하

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92.1점) 민간의료보험에 최초 가입하였으

며 보험설계사인 지인의 가입권유(80.1점)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변인의 질병경험, 보험금 수령경험과 같은

간접경험을 통한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77.4점)을 인식하여 민간의료보

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한 보험금 수령

이나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와 같은 경제적 이익, 광고의 영향은 민간의

료보험 가입을 고려함에 있어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수 비율
2006년~2009년 67 21.4%
2010년~2013년 60 19.2%
2014년~2017년 27 8.6%
2018년 이후 29 9.3%
민간의료보험 가입 경로 (복수응답)
보험설계사 248 79.2%
인터넷을 통한 직접 가입 (다이

렉트)
64 20.4%

전화를 이용한 통신 판매 46 14.7%
은행 10 3.2%
TV 쇼핑 채널 (홈쇼핑) 13 4.2%
민간의료보험 추가가입 경로 (복수응답)
보험설계사 90 57.7%
인터넷을 통한 직접 가입 (다이

렉트)
58 37.2%

전화를 이용한 통신 판매 28 17.9%
은행 6 3.8%
TV 쇼핑 채널 (홈쇼핑) 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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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민간의료보험 추가가입 요인

[그림 3-9] 민간의료보험 최초 가입시 고려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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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민간의료보험 추가 가입시 고려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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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추가가입에 있어서는 최초 가입과 다르게 가구원의 건강상

태 변화,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의료이용, 보험금 수령이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3-10]은 민간의료보험 추가가입에 있

어 응답자가 중요하게 고려한 정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이다. 본 연

구의 응답자는 313명이지만, 민간의료보험에 추가가입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156명이며 해당 결과는 156명이 응답한 내용으로 응답자는 질병

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92.0점) 민간의료보험에

추가가입하였으며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상태의 변화 (80.1점)으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변인의 질병경험, 보험금

수령경험과 같은 간접경험을 통한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인식(77.4

점)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고의 영향은 최초

가입과 동일하게 중요하게 고려한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초 가입, 추가가입 모두 ‘질병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

기 위한 목적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가입 시에

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상태 변화’가 그다음 고려되는 요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보험설계사인 지인의 가입권유’는 추가

가입, 최초 가입 모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추가가입에 있어서는 의료이용과 더불어 보험금 수령 경

험이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아) 민간의료보험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도

마지막으로 사례연구에서 확인하였던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얻

을 수 있었던 정보원인 주변인(가족, 친구, 직장동료, 교인 등), 보험설계

사, 보험광고, 소셜네크워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 지를 확인하

였다 [그림 3-11]

[그림 3-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 같은 주변인

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20명(38.3%)인 반면,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

답한 사람이 174명(55.6%)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보험광

고에 대해서는 313명 중 197명(62.9%)가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

답하였고, SNS,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160명(51.1%) 신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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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자) 가설 검정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 10개 가설을 확인하고자 각 요인들의 관

계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하였으나 구조방정식을 적용할 경우, 종속변수인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야 하

는 사건이지만, 설문조사에서 대상자는 과거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며 그들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가 민간의료보험 가입 전과

동일한 것인지, 가입한 후와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즉

태도와 가입과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파악하

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현재 설문은 가구원 중 한명이 답변하고, 가

구의 전체 가입건수와, 한 달 평균 납입하는 보험료를 묻고 있기 때문

에 개인의 미래의 건강상태에 대한 예상과 가구가 가입한 전체 민간의료

보험건수 또는 납입하는 보험료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가구의 만성질환 진단받은 환자수를 확인하여 미래의 건강상태를 대신하

는 변수로 활용해보고자 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모두 가

0

50

100

150

200

250

300

주변인 보험설계사 보험광고 SNS,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13 6 1 10

227
174

83 111
65

120

197
160

8 13 32 3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신뢰하는편이다

매우신뢰한다

[그림 3-11] 민간의료보험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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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이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대리하는 변수로 민간의료보험 가

입건수를 활용하였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는 ‘민간의료보험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필요한 제도이다’라는 질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영역 가설 관계 확인 상관계수 가설검정

건강상태

관련

연구가설 1: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미래 건

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

식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미래 건강상태-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0.1332 기각

가구내 만성질

환자수 –민간

의료보험 가입

건수

0.0321 기각

연구가설 2: 민간의료보험

의 추가가입은 가족의 건

강상태 변화와 관련이 있

을 것이다.

( 추 가 가 입 자

156명 대상) 민

간의료보험 가

입이유 (가족의

건강상태 변

화)-민간의료보

험 가입건수

-0.0784 기각

주관적

규범/

사회적

규범의

영향

연구가설 3: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주변인의 권유

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하였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3(보험

설계사가 아닌

주변인의 권

유)-민간의료보

험 가입건수

-0.1020 기각

연구가설 4: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주변인의 질병,

보험금 수령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한 후 민간의료보

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4(간접

경험)-민간의료

보험 가입건수

0.1132* 채택

연구가설 5: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광고의 영향으

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하였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5(광고

의 영향)-민간

의료보험 가입

0.0034 기각

[표 3-10] 개념 간의 상관관계 확인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또는 한달
평균 납입 보험료)



- 177 -

영역 가설 관계 확인 상관계수 가설검정

건수

민간의료보

험 필요성

연구가설 6: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질병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

비하기 위하여 민간의료

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

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1(질병

으로 인한 지출

대비)-민간의료

보험 가입건수

-0.0605 기각

연구가설 7: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 보

험 가입으로 인한 세액

공제와 같은 경제적 이익

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6(예상

되는 경제적 이

익)-민간의료보

험 가입건수

-0.0516 기각

민간의료보

험에 대한

태도

연구가설 8: 민간의료보험

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

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민간

의료보험 가입

건수

0.3044** 채택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한달

평균 납입보험

료

0.1945**

경제적

측면고려

–

필요성

연구가설 9: 민간의료보험

의 추가가입은 기존 가입

한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의료이용, 보험금 수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추 가 가 입 자

156명 대상) 민

간의료보험 가

입이유6(보험설

계사가 아닌 주

변인의 권유)-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0.0251 기각

국민건강보

험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연구가설 10: 민간의료보

험 가입자들은 국민건강

보험에 대해 부정적이거

나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민간

의료보험 가입

건수

0.2121** 기각

( 추 가 가 입 자

156명 대상) 국

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민간

0.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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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05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한달 납입 보험료)와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만성질환자수로 확인된 가구의 건강상태, 본인의 미래의 건

강상태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개인

의 보험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보험개수를 확인함과 동시에 만성질환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전에 진단받은 것인지, 가입 후에 진단받은 것

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간의료보험 태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으로 구분되는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민

간의료보험 가입건수 또는 보험금 수령경험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주관적 규범으로 구분되는 주변인의 보험금 수령이나 질병

경험과 같은 간접경험, 본인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가 민간의료보

험 가입건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에 대한 태도는 가설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는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었다. 더불어 보험설계사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상관

성을 보인다고 할 수 없으나, 한달 평균 납입보험료는 상관관계를 보여

채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구분 관계 확인 상관계수
태도와의

관련성/가설검정

민간의료보험 태

도와 관련있는 개

념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

도

-0.0410 없음

(추가가입자에 해당) 보

험금수령-민간의료보험

에 대한 태도

0.3427 없음

간접경험-민간의료보험 0.1810** 있음

[표3-11] 민간의료보험 태도를 설명하는 변수와 민간의료보험 태도와의 
상관관계

영역 가설 관계 확인 상관계수 가설검정
의료보험 가입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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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05

민간의료보험 가입태도와 관련이 있는 개념들과 민간의료보험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민간의료보험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개념은 간접경험이었으며 추가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확인한 보

험금 수령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는 상관계수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주변인의 권유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

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주관적 규범으로 볼 수 있는 주변

인의 권유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보다는 주변인을 통한 간접 경험

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형성과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래 건강에 상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민간의료

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

보험에 대한 태도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는 예상과 달리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

구분 관계 확인 상관계수
태도와의

관련성/가설검정
에 대한 태도
주변인의 권유-민간의료

보험에 대한 태도
-0.1658* 있음

광고-민간의료보험에 대

한 태도
0.0080 없음

경제적 이익-민간의료보

험에 대한 태도
0.0890 없음

미래에 대한 건강인식 0.2385* 있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 연구

가설 10: 민간의료

보험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으

로 인식하거나 가

치 중립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

도- 국민건강보험에 대

한 태도

0.2977** 기각

0.270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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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3-11]

추가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납입보험료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

개념들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제안된 모형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

을 설명한 변수인 미래 건강상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로 구분되는

예상하지 못 한 질병에 대비, 경제적 이익 기대는 모두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보통, 부

정적으로 구분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는 점수로 환산하였다.

주관적 규범으로 구분되는 주변인을 통한 경험, 지인의 권유 역시 점수

로 환산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12].

영역 변수명 β

건강상태
미래의 건강상태 -0.091
가족구성원의 건강상태 변

화
-0.206

의료비 지출 대비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대비 0.041
경제적 이익 기대 -0.065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긍정적 0.145**
보통 0.070
부정적 -0.045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
0.239**

주관적 규범
주변인을 통한 경험 0.215**
지인의 권유 -0.139

가구소득 0.197*
가구원수 0.222**

**p<.001, *<.05

[표 3-12]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의 관련요인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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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가 긍적적일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입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구원수도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는데 응답자의 상당수가 40대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부부와 그 자녀

로 구성된 가구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판단한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표 3-12]. 또한, 주관적 규범으로 구분되는 주변인의 질병,

의료비 지출, 보험금 수령에 대한 간접 경험은 가입건수와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은 매달 납부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종속변수로 하여 앞서 고

려한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매달 납부하는 민간의

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와 가구소득, 가구원수와 양의 상

관간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납부하는 보험료에 있어서는 주

관적 규범으로 구분되는 지인의 권유, 주변인의 질병, 의료비 지출, 보험

금 수령에 대한 간접 경험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가구의 소득은 선행연구에서 보고하는 것과 같이 민간의료보

험 가입건수, 납입보험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은

모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민간의료 보험 가입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영역 변수명 β

건강상태
미래의 건강상태 -0.078
가족구성원의 건강상태 변화 -0.039

의료비 지출 대비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대비 -0.039
경제적 이익 기대 -0.054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긍정적 0.085
보통 0.106
부정적 0.071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 0.179*

주관적 규범
주변인을 통한 경험 0.051
지인의 권유 -0.069

가구소득 0.160*
가구원수 0.208**
**p<.001, *<.05

[표 3-13] 한달 평균 납입하는 민간의료보험료의 관련요인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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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

는 가입건수와 납입보험료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

능한 것으로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석에 있어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을 가능하게 하는 건강에 대한 인식과 의료비 지

출에 대한 예상은 가입건수, 보험료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가입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도와 납입하는 보험료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4) 설문조사 논의 및 소결

3장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제시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모형에

서 포함된 개념들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

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 보험 가입 시 어느 정도로 고려

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구체화된 개념과 민간의료보험 가입건

수, 한달 평균 납입보험료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와 사

례연구에서 확인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주관적 규범

또는 사회적 규범을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 한다

면 주변인의 질병경험 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주변인의 영향을 직접 권유, 개인에게 간접 경험

으로 작용하는 주변인의 질병 경험, 민간의료보험 가입 경험이 민간의료

보험 가입과 관련이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주변인의 직접적인 권유보다는 주변인의 질병

경험, 보험금 수령 경험, 의료비 지출 경험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거집단의 행동을 학습하고, 동일한 경험과 행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는데 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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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의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암보험, 종합의료보험, 상해보험, 상

해·의료 혼합보험, 어린이의료보험, 노인의료보험 5가지 유형으로 구분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자동차 보험은 제외)하였고, 가입사유를 확인하

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사유는 상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민간의

료보험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사고 경험이 가장 많았고

(31.%~47.8%), 보험설계사의 권유 (25.3%~30.8%), 주변사람의 권유

(16.5%~25.9%)가 많은 편이었다. 또한, 암보험, 종합의료보험 가입자는

해당 보험 만족도와 타인가입 권유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즉, 암보험, 종

합의료보험 가입자는 타인에게도 해당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외 (2005)의 논문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보험설계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주변인의 영향이 작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의 직접적인 권유보

다는 주변인을 통한 간접경험이 민간의료보험 태도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품 구매를 설명하는 선행연구에서도 주변인의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다. 지인의 메시지는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

며 지인과의 유대관계에 따라 메시지의 영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Lee et al, 2016). 친구나 가족과 같은 지인의 메시지는

소비자 구매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et al,

2016). 소비자의 구전 활동은 말이나 글 등 언어를 사용하여 소비와 관

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이다 (양윤과 조문주, 2000). 보통 기업에서

관심 있어 하는 소비자들의 구전은 가격 및 품질 비교, 제품 이용후기,

구매 후 만족·불만족 감정 등 소비자의 공적 구전행동을 말한다. 소비자

의 구전 중에는 소비자들 간에 특정 소비경험에 관하여 소비자들 간에

개인적 직·간접 경험에 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내용의 정보를 비공식

적으로 교환하는 의사소통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의사소통 행위는 소

비자 구전의 사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의 친구 또는 가족을 대

상으로 하는 소비자들의 구전은 자신의 경험담, 가격 품질 등 다양한 정

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는 사적 구전행위로 알려져 있다 (허경옥,

2016). 암보험 구매의사 결정과정을 확인한 양남희 외 (2009) 연구에서는

20대, 30대가 50대에 비해 가족이나 친구, 인터넷 카페 등의 소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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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주변

인이나 가족, 동료집단 등의 소비자원천의 정보를 많이 탐색할수록 암보

험 가입 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 대상자들은

정보원천 중 중립적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남희 외 (2009)는 우리나라와 같이 체면 지

향이라든지 집단동조를 중요하시는 사회 (오세철 1998; 최상진 2000)에

서는 사회적 상황의 영향이 다른 어떤 상황(물리적 상황 등)이나 변수

(소비자, 제품 관련)보다 구매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

다. 김재현 외(2006) 연구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민간의료보험상품

구매에 있어 소비행위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보험

회사의 안내와 광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주변인의 직접권유와 주변인을 통한 간

접경험을 구분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

구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주변인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제안된 이론에서는 주변인의

영향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사례연구 및 기존 연구에서와는 달리 민간의료보험 광

고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시점의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던 2000년대에는 보

험설계사나 마케팅의 영향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 높

았을 것으로 예상하여 최초 가입과 추가 가입을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나

실제로 광고의 영향을 구분해 낼 수는 없었다.

윤태호 외 (2005)의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5가지 문항 ‘① 건강보험의 중질환의 혜택이 적어서(또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비하기 위함), ② 보험설계사의 권유, ③ 친지권유,

④ 건강보험 고가진료의 혜택이 적어서 ⑤ 기타’ 을 제시하였다(중복응

답 아님). 전체 응답자의 82.3%가 ‘건강보험의 중증질환의 혜택이 적어

서’ 또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응답하였다. ‘보험설계사

의 권유’(9.0%), ‘친지권유’ (4.3%), ‘건강보험 고가 진료의 혜택이 적어서’

(3.4%)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은 중복응답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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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답자에게 있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82.3%는 ‘건강보험

의 중증질환의 혜택이 적어서’ 또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비하기 위함’이

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설문조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

이기 위함’과 유사한 이유로 볼 수 있으며 이 응답을 고려하지 않을 경

우, 보험설계사의 권유가 9%를 차지 한 것을 바탕으로 유추하였을 때,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0년대에는 보험설계사와 마케

팅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례연구에서 전화마케팅을 통

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가입시점이 약 10년

전이었으며 최근 가입자들은 본인이 직접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 조사하

거나 인터넷 광고 등을 활용하였다고 응답한 내용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

였을 때, 민간의료보험 가입시기가 2000년대 초기인 경우, 마케팅의 영향

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가입한 경우에는 마케

팅의 영향에 대해 직접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응답자

의 약 46.15%가 10년 후, 본인의 건강상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본인의 향후, 건강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 사람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 본인의 미래 건강상태의 부정적 인식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결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 미가

입자를 대조군으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군과 미가입군의 미래

건강상태에 대한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이론에서 설명하는 미래 건강상태 예상과 민간의료보험

가입간의 관계를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김대환 (2014)의 연구에서는 암으로 대상 질환을 한정하기는 하였지만,

지각된 질병 발생에 대한 가능성과 민간의료보험 가입과의 관계를 확인

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1년 설문조사에서는 ‘건강위험인식’을 추가하고

암 발생 위험도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수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암 발병 위험 수준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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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평생 살아가면서 암에 거릴 위험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을 하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2명 중에 1사람이 걸

린다.”, “3명중에 1사람이 걸린다.”, “10명 중에 1사람에 걸린다.”, “100명

중에 1사람이 걸린다.”, “1000명 중에 1사람이 걸린다.”, “거의 걸리지 않

는다.” 의 답변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일반 국민의 암 발생 확률에 대

해 질문한 이후, 같은 연령대의 평균적인 여성(남성)에 비해 본인에게 암

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추가질문을 하여 본인의

암 발생 위험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응답지는 “평균보다 매우 낮음”,

“평균보다 약간 낮음”. “평균과 같음”, “평균보다 약간 높음”, “평균보다

매우 높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일반 국민의 암발생

위험과 관련된 생각은 개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의 암 발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낮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암보험 가입 가능성이 26.3%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저자도 기술하고 있듯이 보험가입자들은 암보험 가입 여

부를 결정할 때, 일반적인 암 발생 위험을 고려하여 본인의 암 발생 가

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력과 건강생활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암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이며 이 결과를 역

으로 추론해 보면, 본인의 암발생(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다고 인식

하는 경우에는 암보험(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 조사한 보험 가입경로는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석범 외 (2010)은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300명을 대상으로 우체국보험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체국 보험 가입자의 상품, 고객관리, 대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만

족도 평가 결과와 함께 우체국 보험 해약이유, 보험 가입경로를 조사하

였다. 우체국보험의 가입경로는 ‘보험관리사’를 통해서 가입한 경우 (119

명, 39.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우체국 창구직원 권유 (88명,

29.3%), 직접 우체국에 찾아가서 (60명, 20.0%), 우체국에 종사하는 지인

의 권유 (25명, 8.3%)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된 제 15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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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구 중, 최근 가입한 민영생명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674가구로

가입경로를 묻는 질문에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88.2%, 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라고 응답한 비율은

4.1%,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가구는 2.2%였다. 민영생명보

험에 가입한 1,674가구 중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1,477가구

를 대상으로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취급한 설계사와의 관계

를 조사한 결과, ‘종전의 계약을 취급한 보험설계사’와 계약한 경우는

63.1%로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보험계약 체결한 보험설계사와의 계약은

35.4%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을 취급한 설계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

척, 친구 등 아는 사이’가 4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개를 통

하여 (33.2%)’, ‘때때로 방문하는 사이 (15.9%)’등의 순으로 나타나 보험

가입에 있어 보험설계의 영향이 크며, 보험설계사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추가 보험가입, 지인이 보험설계사인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 가능

성이 높은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보험

상품의 인적자원을 이용한 마케팅의 영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론

에서와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케팅의 영향을 통한 민간의료보험 가

입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

사례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인 친척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8.46%인 25명만이 보험설

계사인 주변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일부만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친지나 친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보험가입경로를 조사한 문항에서는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지만, 65명 중 48명이 보험설계사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에 가입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사례연구,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가입경로

와 선행연구를 고려함께 고려하였을 때,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개인

은 보험상품 마케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보험설계사의 직접적인 영향

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상품 마케팅

영향으로 파생된 보험설계사와 주변인의 관계형성으로 인해 민간의료보

험에 가입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보험금 수령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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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의 23(35.38%)에 해당되었다. 보험금 수령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민

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가입으로

인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야 한다. 설문조사 내용에 보험금 수령 여부

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응답자의

수가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례연구 결과에서는 보험금 수령

후, 추가가입을 한 예도 있었지만, 보험금을 수령 한 후에는 해당 질병으

로 보험 가입이 제한적이기에 보험사에서 질병이 완치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지난 후 추가가입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있었음을 고려하였

을 때 보험금 수령은 민간의료보험 추가 가입과 즉각 연결되지 않을 가

능성이 크다.

황진영 외 (2011)은 2009 보험연구원에서 실시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의 생명·손해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였다. 민간의료보험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보험 종류를 질병보장

보험 (질병치료 중점보장 보험, 치명적 질병보험, 장기건강손해보험), 재

해 및 상해보험(재해중점보장보험, 장기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종합, 어

린이보험, 상해보험), 저축성보험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장기

저축성손해보험), 변액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변액종신)으로 구분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과거보험금 수령여부’의 보험효용의 독립변수

로 하고, 각 보험종류의 가입개수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

과 질병보장보험 가입개수와 보험효용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0.37, 표준오차 0.11). 저자는 보험효용이 큰 가

구에서 질병보장보험 가입에 더 적극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

였다. 하지만, 이미 보험을 많이 가입하였기 때문에 보험효용이 높은지,

아니면 보험효용을 경험하고,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보험금 수

령과 민간의료보험 추가 가입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패널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례로 2016

년의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추가가입에 2013~2015 (직년 3년), 2014~2015

(직년 2년), 2015년 (직년 1년)으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민간의료보험 추가 가입가

구가 매년 1,000가구 수준이었고 수령한 보험금의 범위는 5,000원 미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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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5,000만 원 이상으로 편차가 컸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황진영

외 (2011)의 연구결과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이미 80%이상이 민간의료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자는 추가 가입을 고려하지 않을 만큼 보험

효용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을 한

사람에 비해 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경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간의료보험

금 수령 경험이 가족구성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성이 있는 지를

확인고자 김대환 (2016)의 연구는 해약을 한 사람과 유지를 한 사람을

구분하여 보험금 수령이 각 군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 지를 분석하였다.

보험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을 해약하지 않으려고 하였

다. 병원 서비스를 이용하였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실손의

료보험 가입 후, 해약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외래 서비스 및 입원 서비

스를 이용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보험을 해약하지 않

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진영 외(2011),

김대환 (2016)의 연구는 보험금 수령경험을 통한 추가 가입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경제적 이익을 경

험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지 않거나, 보험에

추가 가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험금 수령과 민간의료보험 가입간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결과를 제

시하는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보험금 수령으

로 인한 민간의료보험 추가 가입의 관련성은 선행연구 결과와 사례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추가가입까지는 연결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보

험가입 의향과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설문

조사에서 보험금 수령을 민간의료보험 가입요인으로 중요하게 고려한 응

답자 23명이 그 타당성을 증명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주관적 규범으로 볼 수 있는 주변인을 통한 간접 경험은

민간의료보험 태도의 형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의 건강상태 역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가구의 소득수준은 민간의

료보험 가입건수, 한달 평균 납입 보험료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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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회귀분석 결과 가입건수, 납입보험료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점

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 역시 문항을 세분화 하여

민간의료보험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있어 광고의 영향이나, 보험설계사인 주변인의 영향은 더욱 구체적인 질

문을 통해 그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

행하였지만, 모형을 설명하는 개념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상관관계, 민

간의료보험가입과 모형을 설명하는 개념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관계가 많지 않았고,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더라도 상관계수의 크기가 크지 않았다. 또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한 달 평균 납입보험료를 종속변수로 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개념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

행한 결과에서도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조사과정에

서 발생하는 비표본 오차는 응답자, 문항, 조사 도구, 면접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확보되

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설문지 구성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설문조사에서 민간의

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최초 가입과 최근 가입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였으며 대부분의 설문 문항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설문문항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암시를 포함한 경

우, 문항의 기술 내용에 따라 비표본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신지은, 손지희, 이석훈, 2007).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전, 파일럿 조사

를 시행하여 설문문항을 여러 번 수행하였으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내

용에 대해서는 비표본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조

사에 응답을 하는 과정에 응답자는 실제로 3점, ‘보통이다’와 같은 중간

값에 답을 표기한 응답자가 각 문항의 50%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

로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회귀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리커트척도 변수 1개를 사용하기보다는 몇 개의 리커트 척도 문항을 이

용하여 이를 개념화 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정선, 2001; 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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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박찬호, 2020, 강혜영, 2015) 하지만, 회귀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각

설문문항을 하나의 변수로 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상관성이

낮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다음으로 존재하는 가능성은 응답자의 크기와 관련된 것이다. 응답

자의 내포된 응답자 수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표본의 크기가 무

한정으로 크다고 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313명이 과연

우리나라 민간의료 보험 가입자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정규분포를 가정하였을 때, 최소 샘플 사이즈

는 30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문항의 특수성과 구조 등을 고려하였

을 때, 충분히 많은 샘플수가 확보되었을 경우, 모집단을 대표함과 동시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가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개념을 바탕으로 설문조사에서는 비표본오차의 발생가

능성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의 구성과 표현, 구조 등을 재구성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표본오차는 다양한 발생 원인이 혼합되어 있어서

본질 파악이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표본조사 설계 당시부터 비표본오

차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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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과 제언

1. 이론적,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 체계가 존재하는 한국적 맥락에

서 약 80%에 달하는 매우 높은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공존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 연구를 계획하였던 2010년대

중반 당시에도 75% 이상의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후 실손보험 가입 제한과 같은 정책적 제제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하

나로 보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진행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준거집단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문화

를 고려하여 ‘주변인 (가족, 친지, 친구 등)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나도) 가입해야 한다는 태도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확대되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수단이 다양해진 점에 주목하였다.

즉, 전통적인 방식인 보험설계사를 통한 판매 외에도 전화나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역시 현상을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쳤

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는 개인의 태도가 어떻

게 형성되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이러한 태도가 형성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과학 이

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특성 등을 다각적으

로 탐색하였다. 이에 더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와 그 과정을 확인하였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Ulrich Beck에 따르면 탈근대 사회에서 개인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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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험에 처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사회적 연대나 사회권을 통해 해결하

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사회복지제도

의 영향력 아래 있던 서구의 개인은 탈근대화, 신자유주의의 확대를 통

해 ‘제도화된 개인화’를 경험하게 된 데 반해, 우리나라의 개인들은 사회

권을 제대로 누려본 경험 없이 해방을 맞이하였으며 역대 정권의 정책적

기조는 모두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서구와 차이가

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 확대가 더해지면서 신경아 (2013)가 지적한 것

처럼 우리나라의 개인은 ‘시장화된 개인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복지제도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 연대 의식에 대

한 필요성은 인식하더라도 개인은 사회 적 연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

하지 않을 수 있고, 구체적인 이행에 있어 시행착오를 거칠 가능성이 높

으며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더라도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

적이고 규모가 작은 형태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질병 발생과

의료 이용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불

충분한 공적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확

대되면서 커진 광고의 영향 등으로 인해 개인은 위험에 대해 스스로 대

비하도록 강요받고 이를 내재화하게 된다. 이렇게 내재화된 태도는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

을 통해 위험을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

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 본래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 개개인에게 모두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

어 결과적으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게 되었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다양해진 만큼 판매 방식과 경로도 다각화되었으며 규제가 줄어

든 광고의 효과까지 가세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더욱더 확산되었다. 연쇄적으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개인이 민간의

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 개인은 또 다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준

거집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주체의 90% 이상이 민간

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행위를 제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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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의료기관은 방문한 사람을 치료

가 필요한 환자보다는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으로 여기게 된다. 다

른 의료기관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의료기술

을 도입하여 환자(고객)를 유인하는 경쟁 전략은 비급여 서비스의 확대

를 불러일으키며 비급여 서비스로 인한 지출을 경험한 개인은 국민건강

보험만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본인 스스로 질병에 대한 위험에 대

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더욱 공공히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료 부과 체계의 불합리한 측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두려움 등은 공적

보장 체계에 대한 불신을 쌓게 되고 결국 본인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필요성을 내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이 반복될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탈근대 시대의

개인을 정의하는 ‘시장화된 개인화’로 이를 민간의료보험 가입 과정 전반

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개념으로 설정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

명하였다. 개인의 의료이용 경험과 질병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경험, 주

변인의 질병발생 경험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에 영향을 주게 되

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태도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이어

지는 과정에서 앞서 기술한 다양한 사회·환경적 영향이 개인에게 주관적

규범 또는 사회적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민영보험사에서는 이미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으로 인한 손실

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상품은 보험금의 중복지

급이 제한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80%가 넘는 상황에서 새로

운 비급여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

기 위한 노력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비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분리하거나 상호대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여 보험상품 개발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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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직장가입자에 비해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

고 여기는 지역가입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부와 보험자인 국

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전국민건강보험

이라는 제도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

험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사회적 연대를 경험하는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위험

에 대해 스스로 대비하기 위한 개인의 전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

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고용

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 모두가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

험이 있을 때 가입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 중 국민건강보

험과 국민연금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기는 하나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이 일정하지 않거나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개인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

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를 불러일으켜 위험에 쉽게 노출되게

한다. 따라서 제도권에 속하지 않은 개인들을 어떻게 제도권 내로 들어

오게 할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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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안하

여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

하는 주 개념은 ‘시장화된 개인화’로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탈근대화된

개인’으로 일컬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한 관점에서 볼 때, 민

간의료보험 가입 주체인 개인은 사회권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아

니라 탈근대사회와 함께 신자유주의 확대로 인해 모든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본인 스스로 대응하고 대비해야 하는 개인이다. 시장화된 개인화는

비단 건강권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기본소득과 같이 사회적 기본

권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에서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민

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으며, 민간의료보험

에 대한 필요성은 미래 건강에 대한 인식, 주변인의 질병 발생, 의료서비

스 이용 경험,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보험금 수령을 포

함하는 주변인을 통한 간접경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심각성 역시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상정하였다. 민간의

료보험에 대한 필요성 인식 단계에서부터 가입에 이르는 과정까지 개인

은 사회적규범/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규범은 정부의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그로 인한 시장 확대, 광고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

두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며 개인은 해당

규범을 판단 근거로 삼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더 나

아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행동에 이르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

료전달체계, 신의료 기술의 급속한 도입환경은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생

산해 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답보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개인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지출하며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관적 규범, 사회적 규

범의 영향으로 파생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민

간의료보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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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 차원에서 미래 건강에 대한 가치, 미래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가입으로 연

결되는 과정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영향, 광고의 영향, 주변인의 영향이 촉

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민간의

료보험 가입 행동은 심리학적인 측면,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민간의료보험 시장과 관

련된 요인,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하에서의 비급여 발생과 같은 사

회·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을 설

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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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을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포괄적인

자료원과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

을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이용한 선행연구 고찰, 사회이론 고찰, 기존 모형/이

론 검토 등의 과정에 기반한 귀납적, 연역적 추론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

의료보험 가입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장화된 개인화,

사회적 규범, 주관적 규범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제안된 모형에서 민간의

료보험 가입의 이유를 설명하는 ‘탈근대화된 개인화’ 개념은 실제로 사례

연구나 민간의료보험 가입 관련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 개념

은 사례연구에서 일부 응답자들이 언급한 것과 같이 의료비 발생 시 경

제적 지원을 요청할 체계가 부재하다는 진술과 ‘시장화된 개인화’를 설명

하는 신경아 (201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용되었다. 즉,

‘시장화된 개인화’를 모형에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근거가 제한적이라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함에 있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당위성,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화 광고,

신문광고, 보험사 웹사이트 등에서 쉽게 확인되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보

험사의 주장이 개인에게 실제로 어떻게 인식되는지, 주관적 규범 또는

사회적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고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

이 해당 규범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개념 간의 인과관계, 상호작용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 실

증자료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보다는 사례연구의 결과와 규범, 태도를

설명하는 이론에 기반한 추론을 통해 설명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들

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상관

성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상에 대해 계량화된 근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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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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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 대상자 확인용 스크리닝 질문≫

민간의료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과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위해 개인과 민간보험회사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

는 것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AIA 생명, 신한생명,

KDB 생명 등)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귀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민간보험

회사는 귀하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진단비를 지

급하거나,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민간의료보험은 소위 말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암보험, 상해보험을 비롯하여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종신보험(사망보험)의 특약사항

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하며 실손형보험(실비보험), 정액형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S1.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댁에서는 현재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

사에서 판매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 종료, 설문대상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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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댁에서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할 당시, 귀하

께서 가입 여부,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등을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까?

① 예

[본조사 ☞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람 이동]

② 아니오, 다른 사람이 주도하여 보험 가입을 진행하였다.

[본조사 ☞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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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사-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

A1.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댁에서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은 모두 몇 건

입니까?

설문을 작성하는 오늘을 기준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

서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1건 ② 2건 ③ 3건 ④ 4건 ⑤ 5건 이상

A2. 3번에 응답하신 민간의료보험료로 한 달 평균 얼마를 납입하고 계

십니까?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댁에서 지출하는 모든 민간의료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③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④ 2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⑤ 35만원 이상 45만원 미만 ⑥ 45만원 이상

A3. 귀하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주된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

까?

① 부모님 ② 형제, 자매 ③ 지인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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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3번에서 응답한 의사결정자가 가입 당시에 어떤 경로로 민간의료보

험에 가입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보험설계사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접 가입 (다이렉트)

□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콜센터 상담원)

□ 은행 (방카슈랑스)

□ TV 쇼핑 채널 (홈쇼핑)

□ 잘 모른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귀하께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P1. 민간의료보험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P2. 여건이 된다면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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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국민건강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더 큰 도움

을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귀하께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P4. 나와 나의 가족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응답 후, ‘공통문항: 개인 또는 가구 정보확인’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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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사-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람 ≫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

B1.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댁에서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은 모두 몇 건

입니까?

설문을 작성하는 오늘을 기준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1건 ② 2건 ③ 3건 ④ 4건
⑤ 5건

이상

B2. 3번에 응답하신 민간의료보험료로 한 달 평균 얼마를 납입하고 계

십니까?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댁에서 지출하는 모든 민간의료보험료를 의미합

니다.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③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④ 2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⑤ 35만원 이상 45만원 미만 ⑥ 45만원 이상



- 221 -

[민간의료보험 최초 가입 시점]

귀하 또는 귀하의 댁에서 처음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던

시점을 회상하여 아래 문항에 답변해주십시오.

B3. 귀하 또는 귀하의 댁에서 처음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때는 언

제입니까?

① 2001년 이전 ② 2002년 ~ 2005년

③ 2006년 ~ 2009년 ④ 2010년 ~ 2013년

⑤ 2014년 ~ 2017년 ⑥ 2018년 이후

B4. 귀하 또는 귀하의 댁에서 처음으로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경

로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보험설계사

□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 가입 (다이렉트)

□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콜센터 상담원)

□ 은행 (방카슈랑스)

□ TV 쇼핑 채널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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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또는 귀하의 댁에서 처음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던

당시에 다음의 항목들이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수준의 영향을

미쳤는지 응답해주십시오.

B5-1.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B5-2. 보험설계사인 지인(가족 또는 친척, 친구, 지인 등)의 적극적인 상

품 소개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B5-3. 보험설계사가 아닌 지인(가족 또는 친척, 친구, 지인 등)의 권유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B5-4. 지인의 권유는 없었지만 주변의 경험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필

요성을 느껴서

(암에 걸린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거나 민간의료보

험이 없어 가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을 결심

하였음. 혹은 주변 사람들이 가입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가입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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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B5-5. 전화(텔레마케팅), 인터넷, TV(홈쇼핑 포함) 등의 광고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B5-6. 보험 가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연말 정산 혜택, 보험금 수

령 등)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 B1번 문항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1건이라고 응답한 경우,

민간의료보험 해약에 관한 ’8번 문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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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최근 추가가입 시점]

귀하 또는 귀하의 댁에서 가장 최근에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던 시점을 회상하여 아래 문항에 답변해주십시오.

B6. 귀하 또는 귀하의 댁에서 추가로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경로

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보험설계사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접 가입 (다이렉트)

□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콜센터 상담원)

□ 은행 (방카슈랑스)

□ TV 쇼핑 채널 (홈쇼핑)

귀하 또는 귀하의 댁에서 추가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던 당시에

다음의 항목들이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수준의 영향을 미쳤는지

응답해주십시오.

B7-1.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B7-2. 병·의원, 약국 이용 등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던 경험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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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3. 보험설계사인 지인(가족 또는 친척, 친구, 지인 등)의 적극적인 상

품 소개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B7-4. 보험설계사가 아닌 지인(가족 또는 친척, 친구, 지인 등)의 권유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B7-5. 지인의 권유는 없었지만 주변의 경험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필

요성을 느껴서

(암에 걸린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거나 민간의료보

험이 없어 가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을 결심

하였음. 혹은 주변 사람들이 가입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가입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음. 등)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B7-6. 가구의 건강상태 변화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B7-7. 전화(텔레마케팅), 인터넷, TV(홈쇼핑 포함) 등의 광고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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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8. 보험 가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연말 정산 혜택, 보험금 수

령 등)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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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해약]

B8. 귀하 또는 귀댁에서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을 해약하신 적이 있으십

니까?

□ 예

□ 아니오 ☞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항목으로 이동

B8-1.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을 해약한 주된 사유 2가지를 표기하여 주십

시오.

□ 납부하는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

□ 수령한 보험금이 의료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 민간의료보험 보장 내용이 본인의 의료이용에 맞지 않아서

□ 민간의료보험에서 급여하는 질환/보상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 높은 보험료에 비해 수령하는 보험금이 적어서

□ 국민건강보험이 확대되어 민간의료보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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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귀하께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P1. 민간의료보험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P2. 여건이 된다면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P3. 국민건강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더 큰 도움

을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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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귀하께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P4. 나와 나의 가족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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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인식 및 가구 건강상태]

이제부터 귀하 또는 귀댁의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B9-1.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쁨
② 나쁨 ③ 보통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B9-10. 현재 귀댁에서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가족 구성원(본인 포함)은

모두 몇 명 입니까?

① 없음 ②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절병증. 결핵, 허혈성심

장질환, 뇌졸중(중풍), 심근경색증, 협심증, 골다공증, 천식, 치매, 만

성 폐쇄성 폐질환, 백내장, 녹내장, 간염, 갑상선 장애, 암 등으로 구

분됩니다.

B9-11. 10년 후, 귀하의 건강상태는 지금에 비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빠질 것

같다

② 나빠질

것 같다

③ 변함없을

것 같다

④ 좋아질

것 같다

⑤ 매우

좋아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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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구매의 영향요소에 대한 신뢰도]

B10. 다음은 민간의료보험 구매에 영향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요소들 입니다. 각 요소에 대해서 귀하는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신뢰

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한다
주변인(가족,

친구, 직장

동료, 같은

교회 교인

등)

① ② ③ ④

보험설계사 ① ② ③ ④

보험 광고 ① ② ③ ④

인터넷 카

페, SNS 등

에서 사람들

이 알려주는

정보또는 사

람들의 대화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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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문항: 개인 또는 가구 정보 확인》

14.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 ) 명

※ 단독 가구인 경우 1명으로 기입합니다.

15. 귀하는 몇 년 도에 출생하셨습니까?

( )년

16.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남성

□ 여성

17.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포함됩니까?

□ 미혼 (미혼, 사별, 별거 등 포함)

□ 기혼

18.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월 가구 소득(세후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

십니까? (가구원 전체)

① 150만원 이하

② 1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③ 250만원 초과 ~ 350만원 이하

④ 35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⑥ 450만원 초과 ~ 550만원 이하

⑦ 550만원 초과 ~ 650만원 이하

⑧ 65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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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2년제 포함) 졸업

④ 대학원 (석사 및 박사) 졸업

20.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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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behavior of

subscription to private health

insurance

: Development of a conceptual model to explain

subscription to private health insurance

Kim, Yu Jin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re is a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bout 80%

of Koreans are known to have subscribed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Although private health insurance is sold in most countries

where a public insurance system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is

present, the subscription rate tends to be lower than that of South

Korea. The reasons for enro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in other

countries with a public insurance system are to increase access to

medical services, such as reduction of waiting time for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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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and coverage of medical services that are not reimbursed in

the public insurance system. The main reason for South Korean

citizens to subscribe to private health insurance is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caused by disease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n

additional need for an economic support system other than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vided for all citizens in case of a serious illness.

However, it is insufficient to explain South Korea's high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rate only by economic reasons. Not only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but also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surrounding the individual affect the actions of

each individual, and the interaction with each element may also have

an influenc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asons that South

Korean citizens subscribe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and to explain

the behavior of subscription to private health insurance in an

integrated dimension.

This study suspected that the “individualization in the postmodern

era” underlay the high rate of subscription to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 In postmodern society, individuals are exposed to

various different risks from those of modern society, but these risks

must be addressed by themselves, not relying on social solidarity or

social rights. This study attempted to explain the high subscription

rat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 in consideration of

social phenomena such as low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mpetition for profit in the medical sector, competitive introduction

of new medical technologies, and expans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This study is compose of three parts. First,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asons for purchasing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related factors described in previous

studies. Next,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reasons

for enrolling in private medical insurance that were not identifi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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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Finally, by integrating theoretical review, social

phenomenon analysis,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a model that explains the factors of Korean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was proposed, and verification was

attemp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In order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behavior of subscription

to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 43 domestic studies

explaining subscription to private health insurance were identified. As

a result of th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the 43 studies, in

addition to the socio-economic status, health-related factors such as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and chronic diseases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The associated

demographic factors included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age, and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e receipt of insurance benefit was

associated with additional subscription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When the expectations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were high, the

possibility of subscribing to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also high.

The case study methodology,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applied to better understand the behavior of subscription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A total of 14 subjects consisted of two

nonsubscribers and 12 subscribers were interviewed.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the subscribers were as follows. First,

the subscribers were found to have subscribed to private health

insurance in preparation for the economic crisis. Second, advertising

was found to influence subscription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The

insurance distribution environment with sales representatives and the

effect advertising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using various media

were also associated with subscription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Third, the subscribers were positively evaluating the tax credits from

subscribing to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economic benefits of

receiving insurance money. In the analysis of the nonsubscribers,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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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either unable to subscribe to private health insurance due to

lack of economic affordability, or they had negative perception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had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own health,

and assumed their chance of becoming physically sick to be low.

Both nonsubscribers and subscribers to private health insurance were

affected by those around them. While the subscribers positively

perceived the influence of those around them, the nonsubscribers

showed a neutral attitude toward the influence of those around them

regarding subscription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The

nonsubscribers and subscribers to private health insurance showed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 of the possibility of disease in the

future, attitude toward national health insurance, economic benefits

from subscription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and influence of those

around them.

This study proposed a model to explain the factors influencing

subscription to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 based on the

theories explaining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results of

reviewing the social phenomena related to subscription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previous studies, and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At the base of this model, there lay the “individualization in the
postmodern era,” especially described as “marketized individualization”
in South Korea. The model explained that the need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affected attitudes toward private medical insurance, and in

terms of the needs for private medical insurance, perception of future

health and the severity of medical expenditure were considered the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private medical insurance.

Throughout the process from the stage of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o the subscription, individuals are under

the influence of social norms/subjective norms. The norms create a

perception that all members of society have subscribed to private

health insurance through the government's policy to revitali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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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health insurance industry, expansion of the market, advertising

by insurance companies. Individuals form their attitude toward private

health insurance based on these norms and end up subscribing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In terms of medical service provision, the

competitive introduction of new medical technologies continuously

produces non-reimbursable items, and the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inevitably left behind. Individuals are convinced that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not enough as they shoulder their

co-pays and expenses for non-reimbursable items, thereby feeling the

need for private medical insurance. Insurance companies take

advantage of this situation to persuade individuals to subscribe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Lastly, a questionnaire detailing the factors influencing subscription

to private health insurance described in the “model explaining the
subscription to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 was

developed, and the validity of the model was verified by a survey of

313 subjects. Targeting 313 subjects, how important they considered

“recommendation of those around them,” “indirect experience from
those around them regarding illness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expectations for economic benefits,” “influence of
relatives and acquaintances who are insurance planners,” “influence of
advertisement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preparation for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disease,” “experience of receiving insurance
benefits,” and “prospect of their own health in the future” in

subscribing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As a result of the survey,

“economic benefits from subscription to insurance” and “influence of
those around them,” suggested as the reasons for subscribing to
private health insurance by the model, were considered important in

subscribing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The perception that the

future health condition will be worse than the present was associated

with subscription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and the experi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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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ing insurance benefits was an important factor in additional

subscription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The result of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variables previously considered using the

monthly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 as the dependent variable

revealed that monthly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ttitudes toward national health insurance,

household income, an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Household income was found to have a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subscriptions to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amount of

insurance premiums paid. The attitude toward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subscriptions and the amount of insurance premiums paid. The more

positive the attitude toward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the more

the number of subscriptions was. The indirect experiences from those

around them regarding illness, medical expenses, and insurance

benefits, classified as subjective norm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subscriptions.

This study explains the reasons for subscribing to private health

insurance based on the “marketized individualization.” “Marketized

individualization” explains that private health insurance is the best
strategy for individuals who have not experienced social solidarity to

prepare for future risks. The social phenomena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and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to generate profit result in numerous

non-reimbursable items. Such environment of medical service

provision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subjective norms/social

norms (individuals perceiving that private health insurance is

essential, and that most people have already subscribed). In addition,

indirect experiences from those around the individuals regarding

illness, medical expenses, and insurance benefits hav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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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s on the awareness of the need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formation of a positive attitude toward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individual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not only explains the

phenomenon of subscription to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 simply in terms of economic level and perception of future

health conditions of each individual, but also has investigated it in an

integrated dimension considering the social phenomena and the norms

associated with subscription to private medical insur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discussions on the mutually complementary

develop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proceed.

keywords :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marketized

individualizat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norm, non-

reimbur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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