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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건강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역으로 여겨

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를 받는 것은 건강보장의 중요한 가치이다[1,2].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회보험방식의 국민건강보험과 공적부조방식의 의료급여를 중심

으로 건강보장제도를 구축하여 발전시켜왔다. 의료급여는 보험료 부

담능력이 없는 빈곤층,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조

세를 재원으로 의료보장을 제공하였다. 반면,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

담능력이 있는 계층(피부양자 포함)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

하여 이를 재원으로 건강보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

의 부담능력에 맞는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중요하다[3,4].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직장조합을 시작으로, 1979년 공무원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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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학교 교직원,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 등 조합주의 방

식으로 각각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조합의 특성에 맞게 보험

료를 부과 · 징수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 각각의 조합이 하나로 통합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이 출범

하면서 단일보험자체제가 정착되었다. 단일보험자체제 이후 건강보

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

화 논의가 지속되었다[5].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통일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

원화되어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차이점은 지역가

입자에게서 부각된다. 첫째,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

한다는 점과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

한다는 점이 있다. 둘째, 지역가입자 간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

율이 조세와 같이 누진도 아니고 직장가입자와 같이 정률도 아닌 역

진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지역가입자만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 초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은 문제점을 재산으로 

보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간 소득과 재산보험료율이 

역진적으로 설계된 것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의 파악되지 않는 소득

파악 이외에는 명시적으로 제시된 근거는 미약한 편이었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역진성 문제가 대두되었

다.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보험료에 더

하여 재산보험료, 자동차 등까지 보험료율에 추가산정이 된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서 역진성 문제가 끊임없

이 지적되어왔다. 역진성은 사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

질을 의미한다[6]. 흔히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언급할 때 세제에서 간

접세의 역진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국세에서 직접세에 비

해 간접세가 역진적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 예를 들어, 간접세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

를 부담하는 역진성 때문에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

다[7,8]. 건강보험에서의 역진성은 흔히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역진적 부분을 지칭한다[4]. 특히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차원

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왔다[9,10]. 그

로 인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한다

는 논란도 많았고[11,12],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에 비해 과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들 일부는 건강

보험료 체납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의료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

게 되어 사각지대로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3,14].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강보험 통합(2000년) 이후 17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1단계 개편작업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행

되고 있고,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

다. 현시점에서 건강보험 1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전에는 관련 연구가 많았으나[9,10], 

1단계 개편 이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학술적 논의가 이전

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1

단계 개혁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문제는 다소 완화되었을 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15,16]. 이에 1단계 개편과정, 개편

의 성과에 대한 검증과 분석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실증분석은 미

미한 편이다. 더구나 2022년 2단계 개편작업 시 고려되어야 할 제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역진성 등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역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

입현황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를 기반으로 지역가입자 보험

료 역진성을 살펴보고, 1차 · 2차 개편에 따른 역진성 완화 효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제1차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

자의 보험료 역진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또한 2022년에 예정

된 제2차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보험료 역진성 완화 효과의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  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강보험 통계연

보에 수록되어 있는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지역가입자 전체로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발행하는 2017–2019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였

다[5].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추정을 시도하지 않

았던 것을 본 연구에서 시도하였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제시되나, 지역가입자는 달리 등급별 부과 점수(소득, 재산)만 제시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른 보험료

율을 역으로 산출하였다. 소득 및 재산 구간별 부과점수를 점당 가격

을 곱하여 해당 구간 보험료를 산출하고 구간별 보험료율을 산출하였

다. 이를 통하여 2018년 7월 전후 시점인 2017년(연말) 지역가입자와 

2019년(연말) 지역가입자를 비교 ·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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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내용

1) 2019년 기준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수준별 보험료율 분석

2019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수록되어 있는 ‘지역보험료 부과요소

별 점수표’를 활용하여, 2019년 연말 기준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수

준별 보험료율을 분석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분 보험료율은 97등급 

체계로 1등급(월 45만 원)부터 97등급(월 9,500만 원)으로 구성되고, 

재산분 보험료율은 60등급 체계로 1등급(450만 원)부터 60등급

(7,781,124만 원)으로 구성된 것을 보험료율로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

로 현시점의 지역보험료의 역진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제1차 부과체계 개편 전·후 소득과 재산보험료율 역진성 

완화 효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서 제1차 부과체계 개편 전인 

201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와 개편 후인 2019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제1차 부과체계 개편 전 · 후 소득과 재산수준별 보험료율 

역진성을 비교 · 분석하여 역진성 완화 효과를 분석한다.

3) 제2차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소득과 재산보험료율 역진성 

완화 효과 추정

2022년 시행 예정인 제2차 부과체계 개편안을 현재의 소득과 재산

보험료율과 비교 · 분석하여 소득과 재산보험료율 역진성 완화 효과

를 추정하고자 한다.

결  과

1. 2019년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수준별 보험료율 분석

1) 소득보험료의 역진성 

2019년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율은 

감소하다 일정 구간에서부터 정률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97등급 중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등급(월 

10만 원: 공제소득 제외)의 보험료율은 16.1%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39등급(월 342만 원)부터 6.5% 정률로 전환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91등급(월 5,567만 원)부터 6.4%–6.2%로 

보험료율이 낮아졌다(Table 1). 분석결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험

료율이 높은 역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일수록 

보험료율이 높았던 배경에는 과거 소득파악률이 낮아서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파악 문제로 낮게 나타나 이를 보정하기 위함과 동시에 건

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재산보험료의 역진성

2019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60등급 중 재

산수준이 가장 낮은 1등급(450만 원: 공제재산 제외)의 보험료율은 

0.10%였으며, 4등급(1,800만 원)부터 10등급(4,500만 원)이 0.11%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5등급(2억 2700만 원)은 

0.05%, 33등급(5억 3,600만 원) 0.03%로 낮아지면서, 44등급부터 60

등급까지는 0.01% 수준까지 보험료율이 더 낮아졌다(Table 2). 소득

보험료에 비해 재산보험료의 역진성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산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보험료율이 더 낮은 이유는 저소득층과 같

이 0.1%의 정률로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면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하였고, 더 나아가서 재산보험료가 없는 직장가입자

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재산이 적은 

계층의 보험료율을 낮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우려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제1차 부과체계 개편 전·후 소득과 재산보험료율 역진성 완화 

효과

1) 소득보험료의 역진성

제1차 부과체계 개편 전(2017년)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월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13등급1)(500만 원–600만 원 이하)에서 13.6%로 가

장 높았으며, 62등급2)(1억 5,000만 원–1억 6,000만 원)까지 2.8%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87등급3)(4억 9천 9백만 원 초과) 

4.8%로 증가하였다(Figure 1). 반면, 제1차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는 

13등급에서 11.0%로 가장 높았으며, 38등급(3,640만 원–3,860만 원)

부터 6.5% 정률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1차 부과체계 개편 전

· 후 소득보험료의 역진성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소득수

준이 낮은 계층에서 보험료율이 더 높은 역진성이 잔존하고 있었다.

2) 재산보험료의 역진성

재산보험료의 경우, 500만 원–1,200만 원 공제 및 상위구간 확대 이

외에는 보험료 점수의 조정이 매우 미미하였다(Figure 2). 따라서 

1) 17년 기준 1등급
2) 17년 기준 51등급
3) 17년 기준 7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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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ng Monthly income Premium rate
1 10 16.1
2 12 15.3
3 13 14.7
4 15 14.2
5 17 13.9
6 20 12.9
7 23 12.6
8 27 12.3
9 30 12.1
10 33 12.0
11 37 11.9
12 42 11.5
13 50 11.0
14 58 10.9
15 67 10.9
16 75 10.9
17 83 10.9
18 92 10.8
19 100 10.8
20 108 10.5
21 117 10.2
22 125 10.0
23 133 9.8
24 142 9.6
25 150 9.4
26 158 9.3
27 168 9.1
28 178 8.9
29 189 8.7
30 201 8.4
31 213 8.2
32 226 8.0
33 240 7.8
34 254 7.6
35 270 7.3
36 286 7.1
37 303 6.9
38 322 6.7
39 342 6.5
40 363 6.5
41 384 6.5
42 408 6.5
43 433 6.5
44 458 6.5
45 487 6.5
46 516 6.5
47 547 6.5
48 580 6.5

(Continued on next page)

Table 1. Insurance premium rate by income rating of local 
subscribers (unit: 10 thousand won, %)

Rating Monthly income Premium rate
49 615 6.5
50 653 6.5
51 693 6.5
52 735 6.5
53 780 6.5
54 828 6.5
55 883 6.5
56 933 6.5
57 992 6.5
58 1,050 6.5
59 1,117 6.5
60 1,183 6.5
61 1,250 6.5
62 1,317 6.5
63 1,383 6.5
64 1,450 6.5
65 1,525 6.5
66 1,600 6.5
67 1,675 6.5
68 1,758 6.5
69 1,842 6.5
70 1,933 6.5
71 2,033 6.5
72 2,133 6.5
73 2,233 6.5
74 2,350 6.5
75 2,458 6.5
76 2,583 6.5
77 2,708 6.5
78 2,842 6.5
79 2,983 6.5
80 3,133 6.5
81 3,283 6.5
82 3,442 6.5
83 3,608 6.5
84 3,783 6.5
85 3,967 6.5
86 4,158 6.5
87 4,367 6.5
88 4,600 6.5
89 4,867 6.5
90 5,183 6.5
91 5,567 6.4
92 6,033 6.4
93 6,600 6.4
94 7,292 6.4
95 8,125 6.3
96 9,500 6.2
97 >9,500 6.2

Data were calculated by the author based on the statistical yearbook health insurance.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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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9년 재산보험료의 재산구간에 따른 역진성은 크게 개선

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재산 4등급(1,350만 

원–1,800만 원)의 보험료율은 0.10%에 달한 데 비해 그 이후 보험료율

은 계속 감소하여, 44등급(158,000만 원–176,000만 원) 구간부터는 

1/10에 해당하는 0.01%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

차 부과체계개편 전 · 후 재산보험료의 역진성은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제2차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소득과 재산보험료율 역진성 

완화 효과 추정

제2차 부과체계 개편(안)에서 지역보험료 관련 주요 내용은 첫째, 

소득구간별 부과점수를 정률화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

1차 개편안에서는 소득수준별 부과점수를 조정하여 역진성의 일부

를 완화시켰다면, 2차 개편안에서는 소득수준별 부과점수를 정률화

하여 역진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산구간

별 보험료는 공제금액을 1단계 500만 원–1,200만 원에서 2단계는 공

제금액을 5,000만 원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공제금액을 올려 재산이 

적은 계층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5,000만 원 이상 구간의 역진적인 재산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있다.

1) 소득보험료의 역진성 완화 추정

2022년 시행될 제2차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구간별 부과점수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같이 정률로 전환

한다(Figure 3). 2019년 기준으로 소득수준별 비교 시, 소득수준이 가

장 낮은 1등급(월 10만 원)의 보험료율은 16.1%로 가장 높았으며, 이

후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39등급(월 342만 원)부터 6.5% 정률로 전환

Rating Property Premium rate
1 450 0.10
2 900 0.10
3 1,350 0.10
4 1,800 0.11
5 2,250 0.11
6 2,700 0.11
7 3,150 0.11
8 3,600 0.11
9 4,050 0.11
10 4,500 0.11
11 5,020 0.10
12 5,590 0.10
13 6,220 0.10
14 6,930 0.10
15 7,710 0.09
16 8,590 0.09
17 9,570 0.08
18 10,700 0.08
19 11,900 0.08
20 13,300 0.07
21 14,800 0.07
22 16,400 0.06
23 18,300 0.06
24 20,400 0.06
25 22,700 0.05
26 25,300 0.05
27 28,100 0.05
28 31,300 0.04
29 34,900 0.04
30 38,800 0.04
31 43,200 0.03
32 48,100 0.03
33 53,600 0.03
34 59,700 0.03
35 66,500 0.03
36 74,000 0.02
37 82,400 0.02
38 91,800 0.02
39 103,000 0.02
40 111,400 0.02
41 127,000 0.02
42 142,000 0.02
43 158,000 0.02
44 176,000 0.01
45 196,000 0.01
46 218,000 0.01
47 242,000 0.01
48 270,000 0.01

(Continued on next page)

Table 2. Insurance premium rate by property rating of local 
subscribers (unit: 10 thousand won, %)

Rating Property Premium rate
49 300,000 0.01
50 330,000 0.01
51 363,000 0.01
52 399,300 0.01
53 439,230 0.01
54 483,153 0.01
55 531,468 0.01
56 584,615 0.01
57 643,077 0.01
58 707,385 0.01
59 778,124 0.01
60 >778,124 0.01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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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surance premium rate by income rating before and after the first imposition system was reorganized.

Figure 2. Insurance premium rate by property rating before and after the first imposition system was re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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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2nd reorganization of the imposition system (proposal): flattening the income premium rate.

Figure 4. The 2nd reorganization of the imposition system (proposal): expansion of property deducted from property insurance 
prem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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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후 91등급(월 5,567만 원)부터는 오히려 6.4%–6.2%로 보험

료율이 낮아졌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은 역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2년 2차 개편 시, 모든 소득구간에서 정

률의 보험료율 적용이 된다고 가정하면, 소득보험료의 역진성은 완

화될 것이다.

2) 재산보험료의 역진성 완화 추정

2022년 시행될 제2차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구간별 부과점수를 조정한다는 내용은 없다. 대신에 재산공제 

금액을 기존 500만 원–1,200만 원에서 2022년부터 5,000만 원으로 늘

려 저소득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춰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역진성 문

제는 여전히 잔존하게 된다(Figure 4).

2019년 기준 전체 60등급 중 재산수준이 가장 낮은 1등급(450만 원)

의 보험료율은 0.10%였으며, 4등급(1,800만 원)부터 10등급(4,500만 

원)이 0.11%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5등급(2억 

2,700만 원)은 0.05%, 33등급(5억 3,600만 원)은 0.03%로 낮아지면서, 

결국 44등급부터 60등급까지는 0.01% 수준까지 보험료율이 낮아졌

다. 현 기준에서도 소득보험료에 비해 재산보험료의 역진성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찰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역진성

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 2018년 제1차 부과체계 개편 

전 · 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역진성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고, 둘

째, 2022년 시행될 제2차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역진성 완화 효과

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1차 부과체계 개편 전 ·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역

진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등급별 보험료율을 

살펴봤다. 개편 전 2017년에 비해 개편 후 2019년 소득등급별 보험료

율의 역진성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97등급 중 38등급(월 322만 원) 

이전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역진성은 유지

되었다. 반면, 재산보험료의 경우 개편 전후 큰 변화 없이 재산이 많을

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역진성이 유지되었다.

둘째, 2022년 2차 부과체계 개편(안)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지역가

입자의 보험료 역진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2차 부과체계 개편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율은 정률(6.5% 정률 가정)로 변경이 예정

되어 있어, 소득보험료의 역진성은 해소된다. 반면, 재산보험료의 경

우 재산의 공제금액만 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증액될 예정이다. 이 

경우 11등급(5,000만 원)까지는 재산보험료가 면제되어 저소득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없어지나 12등급부터 재산보험료의 역진성은 잔

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만 봐도 소득수준별 비교 시, 소득수준이 가장 낮

은 1등급(월 10만 원)의 보험료율은 16.1%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지

속적으로 낮아졌고, 39등급(월 342만 원)부터 6.5% 정률로 전환되었

다. 이후 91등급(월 5,567만 원)부터는 오히려 6.4%–6.2%로 보험료율

이 낮아졌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은 역진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2022년 2차 개편 시, 정률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소득보험료의 역진성은 완화될 것이다.

다만, 재산보험료 부분에 대한 정책고려가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전체 60등급 중 재산수준이 가장 낮은 1등급(450만 원)의 보험료율은 

0.10%였으며, 4등급(1,800만 원)부터 10등급(4,500만 원)은 0.11%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5등급(2억 2,700만 원)은 

0.05%, 33등급(5억 3,600만 원)은 0.03%로 낮아지면서, 결국 44등급

부터 60등급까지는 0.01% 수준까지 보험료율이 낮아졌다. 현 기준에

서도 소득보험료에 비해 재산보험료의 역진성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제한점

본 분석결과의 제한점은 2017년 부과체계 개편이 되면서 소득 · 재

산보험료 신규 등급대상자들은 전 · 후 비교대상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2017년 제1차 부과체계 개편 시 비판대상이었던 소득 5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부과되었던 평가소득(성, 연령, 재산, 자동차에 

부과)이 폐지되면서, 역진성을 상당 부분 완화하였으나, 본 연구는 이

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대부분은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이 되어 기존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17]4). 또한 제1차 부과체계 개편 이후 신규로 추가된 고소

득 · 고재산 대상자 추가에 따른 역진성 완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소득보험료의 경우 기존 75등급이었으나, 제1차 개편 이후 97

4) 2014년 2월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집세, 공과금 등의 부담으로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다. 사망 당시 송파 세 모녀의 당시 월 47,06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었
다. 이들에게는 큰 보험료 부담으로 자살의 원인으로 건강보험료 등이 지목되었다. 세 모녀의 경우, 당시 지역가입자였기에 세 명의 성, 연령을 기준으로 한 ‘평가소득’, 
셋방에 매겨진 ‘재산가점’, 수입에 매긴 ‘소득가점’을 합한 결과가 월 47,060원이었다[17]. 이 가족에 대해 2017년 제1차 부과체계 개편(안) 적용 시 최저보험료인 1만 3,100
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80621/9068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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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으로 변경되었다. 소득 500만 원 이하 구간 10등급이 추가되었고, 

최대 5억이었던 상한 범위를 위로 12등급을 추가하여 최대 11억 4천

만 원으로 늘렸다. 재산보험료의 경우도 기존 50등급으로 상한금액

이 30억이었으나, 위로 10등급을 추가하여 총 60등급이 되었으며, 상

한금액이 77억 8천만 원으로 증가시켰다.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

료 부담을 크게 늘려 역진성을 일부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분석

에서 미진한 부분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심층분석이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3. 제언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제언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1단계의 정책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편사항으로 평가되었던 평가소득보험료 폐지(자

동차 중복 부과 등) 및 최저보험료 도입, 재산보험료 비중 축소 및 공

제제도 도입, 자동차보험료 비중 축소를 통해 역진성 및 형평성 관점

에서 이전보다는 나아졌다는 평가가 있었다[11,16].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역진성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

히 역진성은 잔존하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 부분에서 역진성이 

나타나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 역진성을 완화할 정책수단이 필요해 

보인다. 2022년에 시행되는 2차 개편 시,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율

은 정률로 전환되면서 소득보험료의 역진성은 해소될 것이다. 반면, 

재산보험료는 공제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역진적인 보험료율을 유지한다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

다. 다만, 지역가입자만 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기존 부담

하고 있던 보험료율 이상으로 올리게 된다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전

환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현재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에 부과되는 높

은 보험료율을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률화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건강보

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대유

행 상황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되어 소득기준을 무

엇으로 선정할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등 다양한 논

의가 있었다[18]. 결국, 중앙부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 적시에 적

용하기 논란이 적고, 매월 보험료가 산정되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으

로 채택된 바 있다. 특히 자영자에 대한 정책의 실행 가능한 측면에서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자료로서 여러 논란은 있으나 대체로 객관적인 

소득자료로 활용되었다. 부과체계에 대한 여전한 논란은 있으나 건

강보험료는 중요한 국가지표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주제로 

다루어온 건강보험료의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

의 신뢰성(trust)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제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부과체계 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정감소분 등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이슈에서도 있어서도 사회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본 연구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부과점수를 근거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최초로 역으로 추정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의 역진성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결과들이 향후 건강보험

제도 개편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편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기

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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