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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의료패널조사데이타에 대하여 소득계층별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집중지수가 0.3580으로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보험수입이 고소득층에 집중하여 적지만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집중현상을 강화시킨다. 셋째,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구소득에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집중지수가 
0.3676으로 나타나서 의료비본인부담지출 후에도 소득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민간보험수입과 의료
비본인부담지출은 모두 가구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융﹡복합적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주제어 : 양극화, 의료형평성, 집중지수, 소득계층,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ivate insurance revenues and household 
spending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o this end, we conducted a concentration index and concentration 
curve analysis for the income level of medical panel survey data in 2015.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ousehold income concentration ratio is 0.3580, which means that income is concentrated in the high 
income group, and the degree of inequality is considerably large. Second, although the portion of the private 
insurance benefits was small on the high-income household, it helped to strengthen the benefits concentration 
on this group. Third, the low income group has a large self-pay medical expense. Finally, the index of the 
income excluding the burden of the total medical expenses in the household income was 0.3676,  so that even 
accounting for medical expenses, the income was concentrated in the high income class.  Therefore, private 
insurance benefits and medical expenses were all contributing factors to the inequality of household income, 
and this study provides the essential materials for research and policy planning which could lead to the 
convergence of different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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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로 시작된 민간보험은

2015년을 기준으로 10가구 중 8.8가구가 가입을 했으며,

한달납입하는평균보험료는 30만 8천원인것으로나타

났다[1]. 또한국민의 72.6%가민간보험에가입하고있고

시장규모는 2011년 수입보험료기준약 27조 4,000억 원

으로 추정된다[2,3].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로 OECD

국가중에서도매우낮은편이다[4]. 현재와같은낮은보

장률은의료이용시본인지출진료비에대한부담으로

이어져각개인의지불능력인소득수준의차이로나타나

게 된다. 또한 동일한 의료비 지출이라고 할지라도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부담은 고소득 계층에 비해 상대적

으로 클 수밖에 없다[5]. 2016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보고

서에 의하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4대 중증 및

만성적질환에 2~5배 이상더노출되어있음에도불구하

고민간보험가입율은반대로 1/3 수준으로나타나고있

다는 점을 보면, 취약집단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게

인식하여민간보험에적게가입하거나[6], 민간보험에있

어서민간보험사들의선별적가입의문제가심각한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7].

민간보험을 통한 사적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

한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의료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

다. 또한높은비중을차지하는가구의의료비부담은가

구소득을감소시켜소득계층의하락을초래할뿐만아니

라빈곤가구로추락을가져올수있는것은물론, 소득의

불평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8].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GRI, 2016)

에 따르면, 의료비 마련이 주된 이유라고 대답한 가구는

전체 부채보유 가구 중 6.7%에 불과하나,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부채를 통해 의료비를 마련했다는

가구가 65.9%를 차지했고,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에서

22%가의료비마련으로인해가계부채가발생한것으로

조사되었다[9].

보건사회연구원의발표에따르면, 저소득층의소비특

성을 분석한 결과, 벌어들이는 소득 가운데서 의료비 지

출로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층

에비해규모가크지않아상대적박탈감이클것이라는

점과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중위수준 이하 의

료비지출가구비율이 63.6%에 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

다[10].

본 연구는 2015년도 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

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민간보험수입의 영향과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의 영향을 집중지수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통하여소득계층별로민간보험과의료비본인

부담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하여 향후 민간보험의 역할과 의료비본인부담제

도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크

기는공공정책에의해결정된다. 민간의료보험은공공의

료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민

간의료보험의 장점 및 단점은 공공의료 범위 안에서 의

료서비스와상호작용을하는데달려있다. 민간의료보험

의 시장 크기는 나라의 경제성장 정도와 관계는 없으며,

민간의료보험이돌봄에미치는영향등은아직도연구가

필요하다[11]. 공적건강보장체계를갖춘대부분의나라

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완적·보조적 역할은 하며, 민간

의료보험의유형은결국공적건강보장체계와어떤관계

가 있는지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보

건기구 유럽사무국과 OECD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체

계적인분류를시도하였다[11]. 즉, 민간의료보험을①미

국의 경우처럼 민간보험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차적인

건강보장 방법으로 쓰이는 경우를 일차형(기본형,

Primary) 민간보험, ② 전체적으로 또는 다수에게 공적

건강보장체계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수를 위해 민간보험이 있는 대체형(보완형,

substitute) 민간보험, ③ 공적 건강보장체계에 세금이나

보험료로 기여를 하고 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가입자에게 공적 체계와 같은 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중

복형(duplicate) 민간보험, ④건강보장의주된역할은공

적 체계가 담당하되, 제외된 영역을 민간보험이 담당하

는형태로이용자부담이나부가급여를보충하는보충형

(supplement) 민간보험으로구분하였다[11]. 이러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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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라 OECD는우리나라를비급여에대한보충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방식은 일종의 중복형과 보충형, 그리고

보완형이 혼재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연관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연구는

크게 3가지방향에서진행되고있다. 첫째, 민간의료보험

이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민간

보험사들은 심사를 통해서 고위험 사람들을 보험가입에

서배제시키고있다는점이다. 고소득층들이민간의료보

험에 많이 가입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국민이 배제됨으

로서 국민을 양극화시킬 수 있다는데 일치된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7]. 둘째,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과잉 의

료이용을유발하여 전체의료비를증가시킨다는점이다.

일각에서는 반대하지만, 대다수 연구자들은 민간의료보

험이의료비증가를초래하고건강보험진료비의증가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7]. 셋째, 국민건강보험의 보

장성확대는민간보험의보장축소및보험금지급감소

를의미하기때문에민간보험사들의반사이익에대한합

리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와 가입유형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실증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12].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소득, 만성질환 여부

등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 여러가입자특성중에서연령, 경제수준, 만성

질환, 성별의 특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친

항목으로 언급되었다.

실손형민간의료보험가입이의료서비스이용에영향

을미쳤는지에대한연구들도진행되었다. 다중회귀분석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는 등

다양한통계적방법들을이용하면서연구결과도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가 의료서비

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연구들은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

들이외래이용을더많이한다’는공통된연구결과를내

놓고 있다[13,14,15,16].

반면실손형민간의료보험가입자의의료서비스이용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은 ‘실손 의료보험 가

입자들의입원이용은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

않는다는 공통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13,15,17].

그외외래및입원일수, 이용횟수, 장단기분석, 정액

형과실손형중복가입자에대한연구등을통해서실손

민간의료보험자체가의료서비스이용에전혀영향을주

지않는다거나, 단기적으로는영향을주나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는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과부담 의료비는 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일정 한계

를 넘는다는 뜻으로, 과부담 의료비와 관련된 연구로는

총소득에서의료비가차지하는비율또는식료품비등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과부담 의료

비 지출률에 대한 분석연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에 영향

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연구분야, 과부담인료비가가

구빈곤화와빈곤지속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등이

있다.

2010년 송은철, 신영전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정

률제를 기반으로 한 본인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낮은 의료 보장성을 유지하는 한 과부담 의료비의 발생

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가구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과부담 의료비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과부담 의료비 기준에 따라

서 7.3%-25%가과부담의료비를지출하고있었으며, 빈

곤가구의 25.6%~57.5%가 과부담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

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18].

2015년 이선화·감신·이원기는 2008년~2011년 한국의

료패널 자료를 교차분석과 일반화 추정방정식을 이용하

여분석한결과, 연간과부담의료비발생률추이는 10%,

15%, 20%, 30%, 40% 역치 수준에서 각각 평균 25.1%,

15.4 %, 10.1%, 5.4%, 3.2%로 나타났으며,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간 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보장형태

가건강보험가입가구일수록, 가구주가장애가있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원의주관적건강수준이낮을수록, 가구당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게 나

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19].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관한 선행연구는 한국노동패

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빈곤 진입 후 1년

이내에빈곤에서탈출하는비율은대략 58% 수준이며, 2

년이내빈곤에서탈출하는비율은대략 79.8%~86.4% 수

준으로 나타났다[8,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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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연구의분석자료는 2015년 의료패널조사이다. 자료

대상자는 6,607가구이며, 개인가구원은 180,130명이다.

본연구의분석변수는가구소득, 민간보험수입, 의료비본

인부담지출인 법정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이다. 민간

보험수입과의료비본인부담지출이가구소득불평등에미

치는영향을확인하기위하여우선가구소득불평등정도

를 평가하고, 가구소득에 민간보험수입을 더한 소득의

불평등을 확인하여 민간보험수입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

향을 평가하였다.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이 가구소득불평

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의료비본인부담지출

의 구성요소인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본인부담의 불평

등을 각각 평가한 후,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

한 가구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평가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분석 절차는 [Fig. 1]과 같다.

Household
income
inequality

→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private
insurance
income

→

Household
income
inequality
except
personal
medical
expenses

[Fig. 1] Research analysis procedure

가구소득불평등에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

출이 미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분배의

불평등측정방법중사회경제적불평등측정방법으로많

이 활용되고 있는 집중곡선과 집중지수를 활용하였다.

집중곡선은 로렌쯔 곡선의 산출과정과 원리가 동일하며

인구집단을 사회경제적 상태에 의해 순위를 매긴 다음

이들 인구집단의 누적비율을 건강 또는 의료이용수준의

누적비율에대해표시하는방법으로, 집중지수를산출하

여연도별불평등의변화를비교할수있는장점을갖고

있어 보건의료영역에서 불평등 측정도구로 널리 활용되

고 있다. 집중지수는 집중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을

두 배로 곱한 값이다. 이론적으로 집중곡선이 대각선 아

래에위치할때는양의값을취하게되고대각선위에집

중곡선이놓일때는음의값을취한다. 즉, 집중지수는 -1

에서 +1사이의값을취하는데이론적으로전자(-1)는 저

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1)는 고소득층

에 집중된 경우이다. 집중곡선과 집중지수에 대한 구체

적인 산출방법은 [Fig. 2]와 같다.

Income decile distribution

concentr
ation curve

 100 O 0

 100

Perce
ntage
(%) *

a
perfectly
equal line

 30

 η

 а

 A

12

* percentage of (private insurance income and medical expenses) of
household income

[Fig. 2] Concentration curve and Concentration index

4. 분석결과
4.1 가구소득불평등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한 결과 집중지수가 0.3580

으로 불평등정도가상당히큰것으로파악되었다. 특히,

소득이가장낮은 1분위는전체가구소득의 2.2%에해당

하는 반면에 10분위는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1분위와

10분위간비율격차가 10배 이상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

의평균도 1분위는 522만원인반면 10분위는 6천 71만원

이었음을 <Table 1>에서 알 수 있다.

Income
bracket

Frequency
(person)

Household
income (KRW)

Ratio
(%)

1 1,042 5,225,500 2.2
2 1,228 8,303,300 3.5
3 1,476 11,432,500 4.8
4 1,777 14,838,400 6.2
5 1,974 18,251,600 7.7
6 2,022 21,959,500 9.3
7 2,124 26,252,100 11.1
8 2,154 31,256,100 13.2
9 2,203 38,396,200 16.2
10 2,130 60,719,200 25.8
Total 18,130 26,272,400 100.0

Concentration index 0.35800

<Table 1> The inequality of household income

가구소득불평등을 확인하기위한집중곡선은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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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같이아래로볼록한모향을취하고있어서소득이높

은 고소득층에 소둑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 Concentration curve of household income

4.2 민간보험수입과 가구소득불평등
민간보험수입의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집중지수가 0.44393으로나타나서고소득층에크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득분위별로

민간보험수입이가장적은저소득층인 1분위민간보험수

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한 반면에 10분위는

34.8%에 이르러서 3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분

위 민간보험수입은 3만 1300원에 불과한 반면에 10분위

는 88만 7500원이었다.

가구소득에 민간보험수입을 합한 가구소득의 불평등

등을 분석한 결과 집중지수가 0.3589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의집중지수 0.3580보다 0.0009가 증가하였다. 즉, 불

평등도가약간의증가를보인것이다. 한편, 가구소득불

평등은 1분위비율이 2.2%, 10분위 25.7%로 나타나서그

차이가 매우 컸다. 아울러 민간보험수입을 더한 가구소

득도 1분위는 525만원에 불과한 반면에 10분위는 6천

160만원이었다. 민간보험과 가구소득의 집중지수커브는

[Fig. 4]와 [Fig. 5]와 같다.

[Fig. 4] Concentration curve of private insurance 
income

[Fig. 5] Household income concentration curve 
combining private insurance income

4.3 의료비본인부담지출과 가구소득불평등
의료비지출로 인한 가구부담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중지수를 분석한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법정본인부담금 지니계수는 –

0.1753으로 나타나서 저소득층의 법정본인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분위 법정본인부담금의

비율은 14.7%인 반면에 10분위는 7.0%로 1분위가 10분

위에 비해 2배 이상의 법정본인부담을 더하고 있었다. 1

분위 법정본인부담액은 27만3,496원이나 반면 10분위는

17만2,512원이었다.

비급여본인부담도 집중지수가 –0.0488로 나타나서

Income
bracket

Freque
ncy
(perso
n)

Private insurance
Household income+
private insurance

income
Income
(KRW)

ratio
(%)　

Income
(KRW)

Ratio
(%)　

1 1042 31,300 1.2 5,256,800 2.2
2 1228 59,300 2.3 8,362,600 3.5
3 1,476 134,800 5.3 11,567,300 4.8

<Table 2> Relation between the inequalities of the 
private insurance and household income 

4 1,777 99,700 3.9 14,938,100 6.3
5 1,974 169,500 6.6 18,421,100 7.7
6 2,022 216,900 8.5 22,176,400 9.3
7 2,124 289,100 11.3 26,541,200 11.1
8 2,154 272,700 10.7 31,528,800 13.2
9 2,203 389,200 15.3 38,785,400 16.2
10 2,130 887,500 34.8 61,606,700 25.7
Total 18,130 287,000 100.0　 26,559,400 100.0　
　Concentration

Index
　0.44393 0.3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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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고소득층의차이가크지는않았지만, 저소득

층에비급여본인부담이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분위의비율이 11.4%인반면 10분위비율은

10.6%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1분위 비급여본인부담은

29만 4,881원이나 반면에 10분위는 25만 2,445원이었다.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본인부담을 합하여 전체 의료

비본인부담지출에 대한 집중지수를 분석한 결과 집중지

수가 –0.1017로 나타나서 역시 저소득층의 의료비본인

부담지출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1분위의 전체 의료비본

인부담 비율은 12.8%인 반면 10분위는 9.1%였다. 1분위

전체의료비본인부담은 56만 8,392원이나반면에 10분위

는 42만 4,957원이었다.

가구소득에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한 후

산출한집중지수가 0.3676으로나타나서의료비본인부담

지출 후에도 소득은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

을 제외한 1분위의 가구소득비율이 2%로 매우 적은 반

면 10분위는 26.1%로 나타났다.

요컨대 최초 가족소득의 집중지수는 0.3580이었으며

여기에 민간보험소득을 합한 가구소득의 집중지수는

0.3589로 0.0009가 증가하여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가

미약하지만 약간 강화되었다. 또한 가구별 전체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을 제외한 소득의 집중지수가 0.3676으로

더욱커져서다시 0.0087이 증가하였다. 저소득가구가고

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을 함으로서 가구소

득의 불평등이 증가된 것이다.

[Fig. 6] Concentration curve of medical expenses 
self-pay

[Fig. 7] Concentration curve except medical expenses 
self-pay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더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

지출 집중곡선과 가구전체에서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한 집중곡선은 [Fig. 6]과 [Fig. 7]과 같다. 전체의료

비본인부담지출 집중곡선은 위쪽으로 볼록하여 저소득

층 지출이 많지만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한 가구소

Income
bracket

Frequency
(person)

Legal private burden
Private burden of
uncovered insurance

Total private medical
expenses

(covered+uncovered)

Household income-
total private medical

expenses
amount
(￦)

Ratio　
amount
(￦)

Ratio　
amount
(￦)

Ratio　 Income (￦) Ratio　

1 1,042 273,496 14.7 294,881 11.4 568,392 12.8 4,688,408 2.0
2 1,228 291,857 15.7 314,904 12.2 606,777 13.7 7,755,823 3.3
3 1,476 253,674 13.7 302,867 11.7 556,555 12.5 11,010,745 4.7
4 1,777 197,964 10.7 217,696 8.4 415,671 9.4 14,522,429 6.2
5 1,974 165,741 8.9 280,967 10.9 446,717 10.1 17,974,383 7.7
6 2,022 153,295 8.3 222,051 8.6 375,354 8.5 21,801,046 9.3
7 2,124 129,533 7.0 229,608 8.9 359,148 8.1 26,182,052 11.2
8 2,154 130,560 7.0 229,544 8.9 360,111 8.1 31,168,689 13.3
9 2,203 131,208 7.1 218,799 8.5 350,014 7.9 38,435,386 16.4
10 2,130 129,351 7.0 272,880 10.6 402,238 9.1 61,204,462 26.1
Total 18,130 172,512 100.0　 252,445 100.0　 424,957 100.0　 26,134,443 100.0　
　Concentration index -0.17532 -0.04878 -0.10168 0.36763

<Table 3> Relation between the inequalities of medical care expenditure and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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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집중곡선은 아래로 크게 볼록하여 여전히 불평등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5. 분석결과 및 함의
의료비부담이가계파탄을가져올만큼부담이커지고

있는상황에서많은가구들은민간보험을통하여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보험

과 의료비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연구가 부재하다. 본 연구는 2015년 의료패널조사를

활용하여민간보험수입과의료비본인부담지출이가구소

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였다. 주요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의불평등을측정하기위하여집중지수

를 산출한결과 0.3580으로 나타나서 가구소득이고소득

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국내의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가구소득 분포를 보여주는 집

중곡선도아래로볼록한모향을취하고있어서고소득층

에 소득이 집중된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민간보험수입과 가구소득불평등의 관계를 확인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소득계층별 민간보험수입을

활용하여산출한집중지수가 0.44393으로나타나서민간

보험수입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기

존 가구소득에 민간보험수입을 합하여 불평등을 확인하

기 위하여산출한 집중지수가 0.3589로 나타나서최초의

집중지수보다 0.0009가 증가하였다. 민간보험수입이 고

소득층에 집중하여 적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집중현상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민간보험이 활성화

될 경우 고소득층이 민간보험가입에 더 많이 하고 이로

부터 얻는 소득도 증가하여서 결과적으로 가구소득불평

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간보

험수입에 관한 집중곡선과 민간보험수입을 더한 가구소

득 집중곡선도 아래로 크게 볼록한 모습을 보여서 저소

득층 집중현상이 큰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이 가구소득평등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법정본인부담금 집

중지수를 산출하였는데, 집중지수가 –0.1753으로 나타

나서 법정본인부담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

다. 아울러 비급여본인부담 집중지수도 –0.0488로 나타

나서저소득층에비급여본인부담이집중되어있었다. 그

러나 법정본인부담 집중지수가 비급여본인부담 집중지

수에 비해 훨씬 큰 값을 나타내서 법정본인부담지출의

저소득층 집중현상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본인부담을 합하여 산출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집중지수가–0.1017로 나타나서역

시 저소득층의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끝으로 가구소득에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한 후분석한 가구소득에 대한 집중지수가 0.3676으

로 나타나서 의료비본인부담지출 후에도 소득이 고소득

층에 더욱 크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가구소득의 집중지수는 0.3580이었으며, 민간

보험을 통해 얻는 소득을 합한 가구소득 집중지수는

0.3589로 나타나서 0.0009가 증가하였다. 즉, 민간보험수

입이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약간 악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가구소득에민간보험수입을합한값에서

다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하여 산출한 소득

의 집중지수가 0.3676으로 나타나서 0.0087이 증가하였

다. 즉,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은 가구소득불평등을 심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비본

인부담지출집중곡선은위로약간볼록하여저소득층지

출이많지만, 의료비지출을제외한가구소득집중곡선은

아래로크게볼록하여가구소득불평등이큰것으로나타

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보험과 의료비지출은 저

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민간보험제도를저소득층이많이

가입하지 못하고 혜택도 적게 보고 있는 반면에 의료비

지출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보험

제도의 활성화는 고소득층의 가입과 급여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하여 민

간보험활성화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의 의

료비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

컨대, 의료비본인부담의소득비례제도를통하여저소득

층일수록 의료비본인부담을 적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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