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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factors, the factors affecting the private

insurance, utilizing 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1.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with private insurance are young, high monthly income, low prevalence of chronic

illness. Second, participants with private insurance and chronic illness were young and high monthly

income. Third,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the higher the age is younger. Private insuranc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higher subscription rate.

Consequently, participants with private insurance and uninsured of the major differences is the age

and the average monthly income. Elderly, low income are needed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for expanded medicare,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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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1989년 이후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인구의 대부분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

나, 급여항목의 제한과 과도한 본인부담의 문제점

으로 민간보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의약분업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 및 재정부담을 완

화하려는 조치로 민간보험도입이 본격화 되었다

[1].

보험은 질병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불

확실한 큰 손실을 보험료 부담을 통해 현재의 작

은 손질로 대체하는 목적을 갖는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보장에 목적을 두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 보험과 개인적 필요

에 따른 보장을 목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

는 민간건강보험으로 구분된다[2]. 미국의 

NHANES 연구의 경우 65세 미만 대상자 중 보험

미가입자의 보정된 사망위험이 40% 높았고[3], 만

성질환자의 경우 민간보험 가입보다 공적보험에 

가입된 만성질환자들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4]. 우

리나라에서 시행된 보건기관 이용률을 살펴본 연

구에 따르면 고졸자,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았다[5]. 하지만, 민간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질병확률이 높은 사

람은 가입대상에서 선택적으로 제외시키고, 질병확

률이 낮은 사람만을 가입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고급화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만 실제 가입자의 특성 및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민간보험가입자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여 

민간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2011년 시행된 제5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KNHANES V-2)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계층화, 다단계 확률 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가

구를 추출한,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확률표본을 이

용한 복합표본 조사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주도로, 한국인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보건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자료를 산출하기 위

해 실시되었다. 표본 조사구는 먼저 시도별(서울,6

대 광역시, 경기, 경상․강원, 충청, 전라․제주)로 

1차 층화하고, 일반지역은 성별, 연령대별 인구비

율 기준 26개 층으로, 아파트지역은 단지별 평당 

가격․평균평수 등 기준 24개 층으로 2차 층화한 

후 추출하였다. 추출된 표본조사구내에서는 계통추

출방법으로 조사구당 20개의 최종 조사대상 가구

를 추출하였다. 건강 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

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연구의 대상자는 국민건강

영양 조사에 참여한 8518명 중에서 20세 이상 성

인 중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에 응답한 7935명 이

었다.

민간보험가입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

용된 변수는 만성질환 유병여부, 현재 살고 있는 

가구원수, 주택소유, 월평균 가구총소득, 결혼여부,

건강보험가입, 민간보험 가입여부 였다. 만성질환 

유병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및 

협심증, 당뇨병에 대한 현재 유병여부를 묻는 질문

에 “예”라고 답한 경우로 의사에게 진단받았거나 

현재 앓고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 평가를 위해 흡연, 음

주, 운동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흡연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흡연파트 문항 중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나 됩니

까?“ 라는 질문을 이용하여 5갑 이상이라고 대답

하고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문항에 매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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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가끔 피움으로 대답한 사람이 현재 흡연자로 

분류되었다. 음주는 평생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 

비음주군과 마셔본 적이 있는 음주군으로 분류하

였다. 최근 일주일 동안 1)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이상하고 주 3일 이상 실천

하거나, 2)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30분이상하고 주 5일 이상 실천, 또는, 3) 걷기를 1

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

하는 경우 운동군으로 정의하였다.

1. 통계분석

분석은 복합표본 분석지침에 따라 시행되었고 

범주형 범주는 교차분석으로, 연속형 변수에 대해 

공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특성은 만성질환 유무와 소득 사분위수에 따라 비

교하였다. 만성질환 유병자군에 대한 분석은 만성

질환자를 부모집단으로 선택한 후 각 군에서 나이,

월평균 소득, 교육수준을 비교하였다. 소득 사분위

수에 따른 분석은 나이, 민간보험가입률, 건강보험

가입률, 만성질환 유병률, 교육수준을 분석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

다.

Ⅲ. 연구결과

1.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특성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76.9%로 대상자 중 3/4

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

해 연령이 약 15세 젊었고(34세 vs 51세, p<0.001),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이 높았고, 주택소유 수가 2채 

이상인 비율이 많고 월평균 수입이 높았다. 만성질

환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군의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및 협심증, 당뇨병 등 주요 질환의 유병

률이 낮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군에서 국민건강보

험 가입자의 비율이 높았고 의료급여군의 비율이 

낮았으며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았다. 민간의료보험 

미가입군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아주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2.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
제적 특성 분포

만성질환 유병자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였다<Table 2>.

민간의료보험 가입군에서 고혈압, 뇌졸중, 당뇨

병 유병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높았다. 나이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민간의료보험 가입군이 젊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유병자에서 고

학력자의 비율이 높았다.

소득 사분위군에 따른 대상자들의 특성이 

<Table 3>에 제시되어있다. 월평균소득이 1사분위

군 820,000원, 4사분위군 1,200,000원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나이는 젊었고, 민간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민간보험가입률은 

2,3,4군의 30%대에 비해 1사분위군에서 특히 낮았

다. (8.6%, p<0.001))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가입률은 

98%이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 

98~99%의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또한 월평균소득

이 높을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낮았다. 1사분위군

은 나머지 군에 비해 고혈압(28%), 당뇨병(11%),

뇌졸중(2.3%), 심근경색(3.3%), 고지혈증7.4%)의 유

병률이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4사분위군에서 초

졸 이하의 비율이 낮고, 대졸이상의 고학력자 비율

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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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Private insurance
 insured (5690, 76.9 %)

Private insurance
 uninsured 

(1958,  23.1%) 
P-value

Age (yr) 34.49 ± 0.326 50.88 ± 1.033 <0.001
  ~ 20  1670 (24.9) 220 (13.8)

<0.001 
 

  21-30  582 (15.6) 116 (13.0)
  31-40  1054 (19.4) 98(7.6)
  41-50  946 (19.5) 123(10.3)
  51-60  983 (14.4) 205 (11.1)
  61-70  526(5.4) 511(17.4)
  71-80 101 (0.8) 654 (21.7)
  81- 6 (0.0) 147 (5.2)
Health insurance

<0.001 National health insurance 5756 (98.1) 1923(92.0)
 Medical Aid 89(1.8) 145(7.9)
 uninsurance 1(0.0) 2(0.1)
Adult health screening (n=3498) 2530 (56.1) 968 (46.1) <0.001
Number of house holding

<0.001 1 house 3477 (57.0) 1216 (51.6)
 2 or more houses  912 (13.8)  222 (8.8)
Married  (n=5323) 3617 (74.0) 1706 (26.0) <0.001
Monthly total household income
(10,000 won) 552.59 ± 31.69 315.81 ± 39.07 <0.001
Subjective health status

<0.001
 very good  502 (8.1) 122 (7.1)
 good 2118 (36.7) 516 (26.6)
 fair 2481 (44.5) 810 (40.9)
 poor  582 (9.7) 387 (19.0)
 very poor   71 (1.0) 164 (6.4)
Hypertention (n=1323) 586 (7.8) 737 (28.8) <0.001
Hypercholesterolemia (n=476) 273 (3.5) 203 (7.4) <0.001
Stroke(n=83)  26 (0.3)  57 (2.1) <0.001
Myocardial infarction or angina pectoris (n=140)  47 (0.6)  93 (3.6) <0.001
Diabetes Mellitus 206 (3.0) 285 (11.6) <0.001
Smoking status

<0.001  Current- smoker 878 (74.8) 352 (25.2)
  non- smoker 4092 (79.6) 1195 (20.4)
  ex - smoker 791 (14.7) 446 (19.2)
Drinking 767 (67.7) 503 (32.3) <0.001

Unweighted numb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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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insurance by chronic disease

Private insurance
 insured

Private insurance
 uninsured P-value

Monthly total household income(10,000 won)
  Hypertention (1323) 542.48 ±  70.96 286.07 ± 67.28 0.009
  Hypercholesterolemia (476) 580.04 ± 112.54 301.02 ± 86.02 0.047
  Stroke(83) 315.50 ±  24.92 152.97 ± 17.06 <0.001
  MI or AP (140) 379.14 ±  46.79 280.10 ± 45.65 0.130
  Diabetes 489.79 ±  31.82 253.92 ± 30.79 <0.001
Age
  Hypertention (1323) 56.77 ± 0.45 69.77 ± 0.52 <0.001
  Hypercholesterolemia (476) 55.34 ± 0.66 66.32 ± 0.74 <0.001
  Stroke(83) 62.14 ± 1.4 71.52 ± 0.67 <0.001
  MI or AP (140) 57.26 ± 1.14 69.74 ± 1.17 <0.001
  Diabetes 55.17 ± 1.15 66.19 ± 1.14 <0.001
Education level
  Hypertention (1323)

<0.001
    School graduate or less 187 (31.6) 423 (68.4)
    Middle school  95 (19.9)  81 (13.5)
    High school 144 (31.2)  97 (14.2)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85 (16.1)  39 (6.1)
  Hypercholesterolemia (476)

<0.001
    School graduate or less 78 (30.5) 99 (58.0)
    Middle school 40 (15.9) 31 (16.9)
    High school 85 (32.8) 38 (18.8)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56 (20.7) 14 (6.3)
  Stroke(83)

0.229
    School graduate or less 12 (52.2) 32 (62.4)
    Middle school  1 (4.1)  4 (7.1)
    High school  4 (14.7) 11 (18.4)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6 (29.0)  4 (10.6)
  MI or AP (140)

0.043
    School graduate or less 21 (37.5) 38 (49.0)
    Middle school  4 (8.6) 13 (16.2)
    High school  9 (27.5) 22 (26.8)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12 (26.5)  6  (8.1)
  Diabetes (441)

<0.001
    School graduate or less 63 (28.7) 160 (61.9)
    Middle school 36 (19.1)  31 (11.7)
    High school 52 (35.3)  49 (19.2)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21 (17.0)  18 (7.1)

Unweighted number ( %), Predicted value ± Standard error, Myocardial infarction or angina pecto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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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insurance by Monthly total household income quartile

1st Quartile
(1395)

2nd Quartile
(2128)

3rd Quartile
(2285)

4th Quartile
(2071) P-value

Monthly total household income
(10,000 won) 82.28 ± 2.37 222.92 ± 2.41 387.33 ± 4.24 1195.24 ± 88.09 <0.001

Age 50.18 ± 1.25 36.45 ± 0.66 34.70 ± 0.49 36.88 ± 0.47 <0.001
Private insurance insured 509 (8.6) 1566 (29.0) 1934 (33.0) 1804 (29.4) <0.001
Health insurance

<0.001
 National health insurance 1223 (83.8) 2114 (98.1) 2292 (99.3) 2075 (99.8)
 Medical Aid  174 (16.0)  42 (1.8)  16 (0.7)   3 (0.2)
 uninsurance   1 (0.2)   1 (0.1)   1 (0.0)
Chronic disease
  Hypertention (n=1319)  485 (28.1)  350 (11.2) 253 (8.2) 230 (8.9) <0.001
  Hypercholesterolemia (n=475) 124 (7.4) 127 (4.1) 122 (3.8) 102 (3.6) <0.001
  Stroke(n=83)  41 (2.3)  16 (0.4)  15 (0.4)  10 (0.3) <0.001
  MI or AP (n=141)  57 (3.3)  26 (0.8)  33 (1.0)  25 (0.9) <0.001
  Diabetes (n=494)  183 (10.9) 121 (4.3) 103 (3.6)  87 (3.9) <0.001
Education level

<0.001
    School graduate or less 906 (28.5) 891 (31.5) 732 (24.4) 532 (19.3)
    Middle school 168 (16.4) 296 (33.9) 264 (29.2) 195 (20.6)
    High school 217 (10.8) 556 (30.9) 658 (30.9) 598 (27.3)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78 (4.5) 363 (22.3) 614 (36.3) 716 (37.0)

Unweighted number ( %), Predicted value  ± Standard error, Myocardial infarction or angina pecto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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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민간보험가입자의 특성을 알 수 있

었다. 민간보험 가입군은 미가입군에 비해 지역에 

상관없이 월평균 소득이 많고, 나이가 젊었다. 교

육수준이 더 높았고, 만성 질환 유병률이 낮았다.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및 협심증, 당뇨병) 민

간보험가입에 만성질환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자의 경우 민간보험 가입군

이 월평균소득이 많고, 나이가 젊었으나 미가입군

과의 나이차이는 적었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만성 

질환자군에서 질병종류에 상관없이 고학력자의 비

율이 높았다.

민간보험 가입자의 일반적 특성은 40-50대의 중

년, 고학력, 고소득(월소득 500만원이상)등의 민간

검진 수검자들의 특성과 유사하였다[5]. 보험 미가

입자의 병원이용률이 저조하여 나쁜 건강상태가 

초래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6]. 선행

연구에서도 고연령층, 소득과 학력이 낮고 건강하

지 못한 사람과 같이 취약계층에서 비용이 저렴한 

보건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7].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만성 질환자의 경우 민간

의료보험은 차별화된 위험을 통하여 수익을 극대

화한다. 따라서 위험이 큰 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

가입을 거부하게 되어 선택성이 발생한다. 이에 따

라 고위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혜택만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8]. 민간의료보험 가입군의 연령

이 미가입군에 비해 낮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낮은 

것은 고위험 가입자의 민간보험 거부를 반영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가입된 보험이 없을 경우 관

리상태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다[9][10].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험에 미가입된 당뇨병, 고혈압 환자의 복

약률이 낮아서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다

[11]. 만성질환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한 결과, 만성질환자에서 민간의료보험가

입군의 연령이 10여년정도 낮고, 월평균소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민간의료보험가입에 소득

분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의료비용지출에 만성질환의 유병보다 가구소

득, 가구크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

치한다[12].

민간의료보험 가입군의 월평균소득이 미가입군

의 315만원에 비해 552만원으로 월등히 높고, 연령

이 낮았다. 월평균 소득이 민간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사분위군 중 1사분위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8.6%로 2,3,4사분위군의 

30%에 비해 낮았고, 연령이 50세로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 53세을 고려하면[13] 퇴직 

후 월평균소득이 낮아지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병원이용 필요

성이 높아 의료재원소비가 많고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4]. 하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여려워 

가입비율이 낮고,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적이다[15].

건강보험이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어 납입보

험료가 소득에 비례하고, 보험료 징수가 강제적인 

점, 기존질환,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여 

저소득층, 상대적으로 질병이 많은 노년층에 상대

적으로 유리하고, 민간보험은 자산운용기능 및 병

원이용이 적은 경우 상당금액의 납입보험료 환급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각 보험제도의 고유의 특성

과 그 취지 및 장점을 살려서 가장 효율화된 유기

적인 서비스로 진행될 수 있다면 국민과 의료인 

입장에서 더욱 좋은 의료복지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6].

이 논문의 제한점은 첫째 대상자들이 가입한 민

간의료보험의 종류 및 보험료를 알 수 없는 점, 둘

째 의료이용에 대한 설문문항 부재로 민간의료보

험가입에 따른 실제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이 불가

능했던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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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유무에 따른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민간의료보험가입자

와 미가입자의 주요한 차이는 연령과 월평균소득

이었다. 이번 연구 결과 고령, 저소득층에 대한 건

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보험 혜택 확대 및 의

료보장, 복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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