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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재정을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하여 사회공동체적으로 조달할 때에
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가 중요한 논제 임(허만형
외, 2003).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사회보험의 기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 등을 도모할 수 있음(옥동석 외, 2012).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 미흡 논란 지속
건강보험 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은 제도 도입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임(김진현, 2019 등).
특히, 직장과 지역의 관리운영체계를 단일보험자 체계로 전환(‘00)하고, 보험재
정을 통합(‘03)하였음에 가입자 간 보험료부과체계가 달라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담액에 차이가 발생
➢ 보험료 관련 민원 :‘19년 공단에 제기된 민원은 총 15,709만건으로 이중 보험료 관련
민원이 총 82.3%를 차지하는 12,935만 건 임(매일경제, 2020.1.29)
➢ 헌법소원 : ‘00. 6. 29. 헌마289부터 ‘16. 12. 29. 2015헌마199까지 총 12회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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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와 학술연구 및 제
도개선이 있어 왔으나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음
‘98년 이후 12회 이상의 정책연구를 진행 했으나 단편적인 대안만을 제시하
는 수준에서 수행된 것으로 평가 됨(신현웅 외, 2017 등).

학술적연구는 대부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미흡하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 함(이은경 외, 2016 등)
정부와 공단 등은 제도 불신의 핵심인 보험료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시도하여왔음.
➢ ‘1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임금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확대

➢ ‘13년 7월에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
하고, ‘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
던 평가소득 폐지 및 소득비중 확대(김진현, 2019).
➢ 20대 국회에서는 소득중심의 단일보험료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법률개정안
을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발의: 실행되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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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체계 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부과체계관련 주요논점사
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에 관점의 차이를(정형선, 2015 등)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접근한 것에서 비롯 됨.
핵심적인 논점은 보험료 부과요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 부과대상 소득파악
즉, 소득자료보유율과 소득자료의 질적수준, 소득유형별 소득금액 및 소득금액
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평가율 등 임. 특히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와 소
득자료보유율에 대한 논점은 많은 논쟁을 야기하고 있음(김진현, 2019 등).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부
과체계 개편의 합리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에서
야기되는 쟁점과 개편방향에 따라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논의 및 정의가 요
구됨.
➢ 정의된 내용을 반영한 분석모형 설계 및 분석, 정책적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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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평성의 개념
형평성은 행정에 있어 추구하여야할 기본이념이자 행정이 추구하는 실천적
가치 중의 하나임(전주상 외, 2018 등).
그렇지만, “형평은 아름다움과 같이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McLachlan&
Maynard, 1982)의 견해와 같이 정의, 평등, 형평 등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
고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존재 함.
1960, 70년대에 신행정론의 등장과 더불어 행정학계에서 발굴한 형평성
의 개념은 롤스(Rawls)의 정의론에 기반을 두어 이론화되었고, 그 이후
행정이념으로 수용되었음(임의영, 2011; 전주상 외, 2018).
롤스(Rawls, 1971)는 정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형평성이란 사회구조가 근본적
인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적 협동의 이익을 나누는 것(유종해 외, 2010).
➢ 돌바흐(d'Holbach, 1776)는 형평성을 정의의 본질로 파악, 정의는 각자의 재능
과 업적에 따라 대우하는 것, 형평이 곧 정의라함(이종수 외, 2018).
➢ 맥레이와 와일드 (MacRae &
(justice)와 동의어로 규정

Wilde, 1979: 71) 는

형평성을 공평성 또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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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Justice)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동등한 사람이 똑같은 배
당을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넓은 의미의 정의는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의 정의는 평등을 의미한다고 함(Aristotle, 1962; 이종수 외, 2018)
➢ 시즈위크(Sidgwick, 1981)는 정의를 공정성으로 설명. 즉, 권리와 자유, 부담과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규정.
➢ 정의(justice)의 개념에는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
칙과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이 포함됨(전주상외,
2018).

평등은 동일 부류에 속하는 두 사람 혹은 두 집단 간에 성립하는 배분정의로
비교적이며 상대적 임

➢ 같은 군(群)이나 부류에 속해 있거나 같은 처지 또는 입장에 놓여있거나 또
는 같은 필요를 느끼고 있는 동일범주를 필요·충족의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
음
형평과 관련하여 Sidgwick( 1981)는 형평의 원리를 자의적 차등(arbitrary
inequality)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동일범주의 구성원에게 동일한 것을 주어야
하고, 동일한 공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벌을 해야 한다는 등 5가지를 제시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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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렐만(Perelman, 1963)도 형평의 원리를 동일범주에 속한 성원들에게 동
등한 대우를 할 것, 수행한 일에 비례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것,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배분을 할 것 등으로 규정함(전주상 외, 2018 등)
경제학에서 형평성은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부 또는 복지 배분에서의 공정
성(fairness)을 의미(Heibrum, 1981).
정책학 또는 조세 등 재정학에서는 형평성과 공평성을 같은 개념으로 공
정성(fairness) 또는 정의(justice) 뜻으로 사용.

➢ 형평성을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형평성과 서로 다른 경
우에는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수직적 형평성을 의미(정정길 외, 2020 등).
따라서 형평성의 기본이념은 각자가 ‘합당한 자기의 몫’을 갖게 하는 정
의 관념(idea of justice) 임(임의영, 2011).
형평성 원칙은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수평적 형평)과 다른경우 다른대우
의 원칙(수직적 형평)이 적용됨.
형평성의 원칙에 도달하기 위한 형평성의 원리는 범주화의 원리, 비례의 원리,
비교의 원리가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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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부과체계에서의 형평성 개념
보험료 부담과 기여에 있어 공평성 또는 형평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
지에 대한 통일된 개념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음(이윤경 외, 2011 등).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문헌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형평성의 개념과 같
이 주로 동일범주 내에서 부담능력이 같으면 동일하게 부담을 하는 수평적 형
평성(horizontal equity)과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수직적 형평성
(vertical equity)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 함(이은경 외, 2017; 이준구 외, 2018 등)
따라서, 보험료부과체계에 따른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개념을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를 동일 범주화하고, 동일 범주화내에서는 단일보험
료부과체계를 적용하며, 부담능력에 따라 비례의 원리에 의하여 차등부과
하는 것’으로 정의.
즉, 동일범주 동일대우 원칙에 의하여 모든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하여 보험료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내에서는 비례의 원리에 따라 부담능력에 맞게 차등 부담토록하는
수직적 형평성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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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부과체계
1) 사회보장 제도 : 질병, 부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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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 제도
건강보험은 질병·부상 등의 불확실한 사회적위험의 발생에 대비하고, 가계
가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지출하는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
무가 부여 됨.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하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
를 부과하고,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 짐.
그리고 당해연도에 갹출된 재원을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보험급여서비스의 내
용도 조정되는 단기보험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으로 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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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현황(‘19년 기준)
총 5,139만명(의료보장적용인구: 5,288만명)

3,723만명(72.4%)

1,416만명(27.6%)

- 가입자 1,812만명
- 피부양자 1,910만명

- 세대수 838만세대

59조1,328억원

50조7,712억원
(85.9%)

8조3,616억원
(14.1%)

※ 의료급여 149만 명(2.8%)

69조1,732억원
3% 3%
9%

72조 972억원
•
93.2%

6.8%
86%

•

<자료: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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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부과체계

보험료부과체계의 의의
보험료는 건강보험재정의 기본재원으로서,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부과․징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가입자 개인이 지니는 위험발생 정도나 개연성이
아니라,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함.
이는 질병, 부상, 출산 등의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여야할 총비용과의 균
형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입자들의 부담능력에 따라 배분한 금액임.
이와 같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일련의 방식을 보험료부과체계라 하
며,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부과를 통한 가입자 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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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료부과체계
(2019년 기준)

구분
부과요소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
소득
- 보수외 소득 연간3,400만원 기준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 연간 소득 100만원 기준

① 초과세대: 소득 + 재산 + 자동차
①초과자: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② 이하세대: 소득최저보험료 + 재산 +
자동차
② 이하자: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 97등급, 재산 60등급, 자동차 11등급

산정식
산정
방식

보험료율
소득
평가율
상·하한
보험료
부담
피부
양자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지역보험료 =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율
보험료 부과점수(소득등급점수 + 재산등급점
= {(연간보수외소득 - 3,400만원)/12개월} ×
수 + 자동차등급점수)× 점수당 금액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

보험료율: 6.46%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89.7원
- 직장 소득월액보험료, 지역보험료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에 대한 평가율
①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100%, ② 연금, 근로소득: 30%
보험료액 상·하한 적용
-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가입자 각 50%
- 지역가입자 100%
- 소득월액보험료: 가입자 100%
- 없음 … 모든 가족의 소득, 재산 등을 포
- 있음 … 보험료 미부과
함하여 보험료 부과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장(보험료)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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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료부과체계 분석

범주화의 원리에 의하여 건강보험가입자를 범주화할 경우에는 모든 건강 보험
가입자는 동일범주에 속함.
➢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보험자에 의하여 관리운영체계
가 일원화 되었고 보험재정을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같이 쓰고 있음.
➢ 2000.7월 건강보험 통합으로 관리운영체계를 전환한 것은 전 국민을 건
강보험가입자로 동일 범주화한 것임.
▪ 의료보험조합 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논란은 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의 변
화를 요구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고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게 되는 주요 논거가 됨(김순양·신영균, 2000; 김진구, 2004).
하지만, 현재 동일범주에 속한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로 구분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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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범주화 및 부과체계 변천 〉
직장의료보험139개 범주
- 조합별로 조합정관에 의하여
보험료부과기준을정함.
(2000년6월기준139개 조합)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2000.7)
-직장 부과체계(‘19)

지역의료보험227개범주
- 조합별로 조합정관에 의하여
보험료부과기준을정함

·보수외소득3,400만원기준
➀ 초과자:
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1998년9월기준227개 조합)

➁ 이하자: 보수월액보험료

-

피보험자당+세대당+소득+
재산+자동차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1
-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을정함
(2000년6월 기준 1개 조합)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역보험료부과체계
·종합소득 500만원기준
➀초과자:소득+재산+자동차
➁이하자:

- 지역 부과체계(‘19)
· 소득+재산+자동차
* 소득100만원 이하자
소득최저보험료 부과

평가소득+재산+자동차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부과체계
(19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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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리 측면에서 역진적 임.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
져 있기는 하나, 정률제로 비례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
➢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등급제로 역진적 임(신현웅 외, 2017 등).
•

소득이 연5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0배 증가할 때 보험료 부과점수는
281점에서 14,525점으로 51.7배 증가. 재산도 이와 유사하게 역진적임
따라서, 동일범주 동일대우 원칙(합당한 평등원칙, 수평적 형평성)과 다른대우
원칙(합당한 불평등원칙, 수직적 형평성)에 부합하지 못함.

➢ 동일한 소득 등을 보유하고 있어도 보험료 부담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수평적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차등부과하는 수직적 형평성도 매우 미흡 함.

이에 따라 현행 보험료부과체계는 형평성의 이념인 정의 관념으로써 부담능
력에 따라 합당한 자기의 몫을 부담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즉 보
험료부과체계의 형평성 개념구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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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등 부담능력이 같은 수준임에도 가입자의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
담액에 차이가 발생 함.
➢ 아래 사례는 본인부담 기준으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3.3배 더 부담(사용
자 부담 포함시 1.6배),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 없음
(2019년 기준)
구분
소득
재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연3,384만원

연 3,384만원(사업,금융)

연3,384만원(금융,기타

(월보수 282만원)

: 소득점수 1,038점

소득)

주택 1억 1,000만원

주택 1억1,000만원
: 재산점수 465점
소나타(1.8천cc,2017년식)

자동차

소나타(1.8천cc,2017년식)

보험료

282만원x 6.46%x 50%

1,582점x189.7원

= 91,080원

= 300,100원

산정
보험료

피부양자

‧ 월 91,080원
(사용자부담금 포함 182,160원)

: 자동차점수 79점

‧ 월 300,100원

주택 1억1,000만원
소나타(1.8천cc, 2017년식)
0원
‧ 월 0원

자료: 가입자간 소득, 재산, 자동차 자료는 사례를 참작하여 본 연구에서 재 정리한 것임
16

동일한 소득금액인 경우에도 직장과 지역에 따라 보험료 부담액 큰 차이가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지역보험료 소득 등급별 직장·지역 보험료 비교(2019 기준)
등

급

연소득금액
(만원)

100 초과 ∼ 120 이하

1

연소득
중앙값
(만원)

월소득
(원)

점수

지역 소득
보험료(원)
(A)

직장보험료(원)(B)
본인
부담금

지역 과다부담액
(A-B)(원)

사용자
부담금 포함

본인부담

사용자부담
포함

110

91,666

82

15,555

2,960

5,920

12,595

9,635

380

316,666

204

38,698

10,220

20,440

28,478

18,258

1,960

1,633,333

780

147,966

52,750

105,500

95,216

42,466

26,200

21,833,333

7,440

1,411,368

705,210

1,410,420

706,158

948

114,000

95,000,000

32,372

6,140,968
(3,182,760)

3,068,500

6,137,000

3,072,468
(114,260)

3,968
(-2,954,240)

⦙
10

360 초과 ∼ 400 이하
⦙

27

1,900 초과 ∼ 2,020 이하
⦙

73

25,600초과∼26,800이하
⦙

97

114,000 초과

주) 2019년 보험료율은 6.46%, 지역보험료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189.7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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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부과요소
보험료 부과 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요소.
부담능력을 무엇으로 어떻게 측정하느냐?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보험료 납부능력과 부담능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야 함. 가입자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며 반론을 제
기할 여지가 적고, 동시에 보험재정 충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신영석 외, 2007 등)

➢ 소득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론이 것의 없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세대원수 등을 부과요소로 활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과정의 특성, 소득파악을 나타내는 개별세대의 보험료 부과대상
과세소득자료 보유율의 한계 등에 관한 쟁점 때문 임(신현웅 외, 2017 등).
➢ 재산, 자동차, 세대원 수 등은 소득을 추정하는 요소로 사용(오윤 외, 2011 등)
따라서 소득파악 즉 과세소득자료 보유율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재산 등을 보
험료 부과요소로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며(옥동석 외, 2012 등),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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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
소득개념은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을 부담능력의 지표로 파악할 때에 소득을
‘일정기간 부의 순증가에 대한 금전가치’라고 정의한 순자산증가설이 목적에
부합하는 개념임. 이 학설은 오늘날 통설로 되어가고 있으며 상속·증여도 소
득으로 정의됨(김완석, 2011).
소득세법은 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음.
상속소득과 증여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음.
현행 건강보험료부과체계에서의 보험료 부과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종합
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중심으로하고 있음.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소득되는 일용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 과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의한
상속소득과 증여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또한, 연금소득은 5대 공적
연금소득에만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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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상 소득유형과 과세방식 및 건강보험료 부과소득(2019년 12월 기준 )
소득유형

과세방식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종합과세

보험료 부과
(소득자료 확보)

분리과세

보험료 미부과
(소득자료 미확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20.11월 부터일부분리과세에부과(주택임대소득,2천만원이하1천만원초과금융소득)

퇴직소득

분류과세

보험료 미부과
(소득자료 미확보)

양도소득

분류과세

보험료 미부과
(소득자료 미확보)

※ 상속·증여소득도 보험료 미부과(소득자료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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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과세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하여야
한다는 견해 / 소득유형별 특성 고려하여 부과대상소득 범위를 정하여야 한
다는 견해 /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자료의 확보와 보험료 징수체계
등을 감안하여 부과대상소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과세방법 및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 소득이 발생한 곳에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원칙을 정립할 수 있는 등 소득 간
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신현웅 외, 2017),
➢ 이들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전월세, 주택 등 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 최근의 정보통신의 발달로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소득자료의 확보가 용이하
게 인푸라(infra)가 가추어지고 있다는 점,
➢ 우리사회에서 다소 취약한 계층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벋어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이들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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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파악 및 소득자료의 질적 수준
소득파악률의 개념에 대한 정의 / 소득자료의 질적 정합성을 어떻게 볼 것
인지 / 소득자료가 없는 가입자 또는 세대는 어느정도 되는지 등이 논점임.
즉, 소득만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형평하게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가?
소득파악률의 의미에 대하여 해당 세대의 실제 소득 중 과세관청이 파악하고
있는 소득의 비율 또는 실제 소득과 과세관청에 신고된 신고소득의 비율 / 공
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확보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단위인 개인 또는
세대의 과세소득자료보유율을 의미한다는 견해(이용재, 2003 등)
실제 소득과 세무당국에 신고된 신고소득의 비율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실제소
득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100%의 소득파악은 존재할 수 없음. 과세당국은 소
득탈루율(Tax Gap) 또는 소득 적출률이라는 용어를 사용 함 (김종대 외, 2014 등).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 소득파악률의 개념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개인 또는 개별 세대의 과세소득자료보유율’로 정의되어야 함.
➢ 공단은 가입자의 실질 소득을 파악할 수 없고, 파악한다 하더라도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과 국가의 과세관청에서 정한 소득금액이 국
민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제도 초창기부터 과세관청의 종합과세 소득
자료를 받아 보험료를 부과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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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의 질적 수준에 대하여 개인 또는 해당 세대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능력을 적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되었다는 견해 / 소득자료의 질
적수준이 낮아 경제적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흡하다는 주장이 충돌함.
논쟁의 핵심은 자영업자의 소득자료임. 건강보험에서 자영업자의 자격은 2016
년 기준으로 약 66.6%는 지역가입자 세대이고, 33.4%는 직장가입자 임. 이러
한 쟁점은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관련된 논점 임(신현웅 외, 2017)
국민소득계정법: 2006년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38.2%이었으나, 2015
년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83.0%로 지난 10년간 약 44.8%p 향상되어
2배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신현웅 외, 2017).
소득함수 추정법: 2003년 기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74.7% 였으나, 2012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79.2%로 향상됨(신현웅 외 2017).
소득세 탈루 규모만을 지하경제라고 보면 2008년 지하경제 규모는 5%미만이
며, 화폐수량 방정식과 DYMIMIC 모형을 통해 추정한 지하경제 규모는
17~18% 수준으로 지하경제 규모는 2000년대에 들어 빠른 속도로 축소된 것
으로 나타남(안종선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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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의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경제투명화를 위한 조치의 성과
2000년대 이후 현금영수증제도, 신용카드소득공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전
자계산서제도, 국민참여탈세감시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금융정보분석원
(FIU)관련 법 개정 등의 시행 및 확대로 과표탈루율 축소와 지하경제 규모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음 (신현웅 외, 2017 등).
따라서, 국가의 과세소득자료는 그 질적 정확성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향상
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
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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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부과대상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세대
소득만으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형평하게 부과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논점 / 소득자료가 없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함.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부과대상 소득범위는 종합과세소득 임.
보험료 부과소득범위를 소득세법상의 분리과세소득과 분류과세소득 및 상속소
득과 증여소득으로 확대한다면 소득자료보유율은 크게 향상 됨.
➢ 2013년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2011년 귀속 분리과세소득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종합과세소득 자료와 합쳐서 분석한 결과 전체
세대의 소득자료보유율은 81.1%에서 92.2%로 높아짐.
➢ 분류소득과 상속·증여소득자료까지 확보된다면 전체 세대의 95% 이상 소득
자료를 확보하게 될 것임.

➢ 이경우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세대는 전체의 약 5%정도 임(김종대 외, 2014)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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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모형
구분
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자(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자격 일원화)
○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㊉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이하인 경우 세대당 최저보험료
○ 소득
- 보수월액(근로자의 임금소득 및 사용자의 사업소득) : 현행과 동일
-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을 제외한 다음의 소득

부과요소

· 종합과세소득인 이자, 배당, 보수외 사업, 보수외 근로, 연금(5대 공적연금), 기타소득
· 분리과세소득인 일용근로, 이자, 배당, 주택임대, 기타소득

· 분류과세소득인 양도, 퇴직소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의한 상속, 증여소득

소득평가율 ○ 모든 소득 동일하게 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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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방식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외소득 ÷ 12) × 보험료율

보험료
상·하한선

○ 보험료 상한선 설정 : 현행과 동일
- 보수월액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 각각 구분 적용
○ 보험료 하한선 설정: 보수월액보험료 및 소득월액 보험료 각각 적용

보험료 부담
피부양자

-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부담
- 소득월액보험료 : 본인이 전액부담

- 직장, 지역, 피부양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통합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있는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보험료 징수 : 보수월액보험료는 현행과 같이 사업주에게 고지·징수하고,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합산 부과 ·징수.
➢ 단, 양도․상속․증여소득의 보험료는 국세청에서 관련세금과 함께 징수하여 공
단에 이관 함.
➢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보수 외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지급
처인 연금공단 및 금융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공단
에 납부.
➢ 또한, 원고료, 강의료, 프리랜서(free-lancer) 등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그 특
성을 반영하여 소득지급처에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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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모형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부과로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향상

▪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도모
-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

현행

획기적인

부과체계

형평성과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 대부분 해소

문제점

공정성

해소

기대
효과

▪ 사회연대성 강화
- 의료보호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

사회

행정의

연대성

효율성

강화

제고

▪ 부과 및 징수관련 민원처리건
감소 등 행정의 적정성 확보

- 소비세에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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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분석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11차 자료(‘18년도 조사)
전체 4,729 가구로 직장가입자 가구가 54.6%이며, 지역가입자 가구 20.9%이
고, 나머지는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24.4%임.
➢ 가구원 7,965명으로 직장가입자 가구원이 43.7%이고, 피부양자가 39.0%,
지역가입자 가구원이 17.3%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건강보험가입자 구성비
와 유사함.
분석방법: 형평성 측정계수를 활용하여 분석
카크와니 누진 지수, 보험료집중곡선 (Concentration curve) 과 집중지수
(Concentration Index), 십분위 분배율,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
을 이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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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1)소득자료보유율
분석대상 가구의 소득자료 보유율은 전체 4,729가구 중 97.8%인 4,624가구에
소득자료가 있으며, 나머지 2.2%의 가구는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전체 세대의 95%이상 소득 자
료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로 확인 됨
(단위 : 가구, %)

구분

소득자료보유율(파악률)
계

보유가구

미보유가구

계

4,729(100.0)

4,624(97.8)

105(2.2)

직장

2,584

2,581

3

지역

989

987

2

피부양자

1,156

1,056

100

주) 직장가입자 가구의 소득자료 미보유 3가구는 조사기간 중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었거나,
응답 착오로 추측됨. 소득자료가 없는 가구로 분류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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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카크와니 누진지수, 보험료집중곡선과 집중지수, 십분위 분배율,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 등 형평성 측정계수의 분석결과,
➢ 모든지표에서 유사하게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의 형평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
석되고 있으며, 개선분석모형 적용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카크와니 누진지수의 분석결과,
➢ 현행 보험료부과체계는 - 0.0632로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가구의 경우 - 0.2772로 직장가구 - 0.0507로 약 5.47배의 차이가 발생
하여 직장가구보다 지역가구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그만큼 낮은 것으
로 드러남.
개선모형에 의한 전체 가구의 카크와니 지수는 현행 - 0.0632에서 - 0.0311로
약 2.03배 좋아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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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구의 경우는 현행 - 0.0507에서 0.0195로 약 2.6배 향상되고, 지역가구
는 현행 - 0.2772에서 - 0.0060로 약 46.2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남.
➢ 카크와니 누진지수 산출 결과
구분

현행

개선모형

가입자

보험료
집중지수 (IP)

소득 집중지수
(IY)

Kakwani's
Index (K)

전체가구

0.4085

0.4718

-0.0632

직장가구

0.2896

0.3403

-0.0507

지역가구

0.1944

0.4716

-0.2772

전체가구

0.4407

0.4718

-0.0311

직장가구

0.3598

0.3403

0.0195

지역가구

0.4656

0.4716

-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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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분위 분배율에 의한 분석결과,
➢ 십분위 분배율(Deciles distribution ratio)은 0에서 2의 값을 가지며,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는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는 0에
가까워질수록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 됨.
➢ 직장가구와 지역가구를 합한 경우에 개선모형 적용시 1.14215로 현행의
1.19499과 비교하여 0.05284 낮아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향상되는 것으
로 나타남.
구분

현행

개선모형

직장+지역

1.19499

1.14215

직장

1.03892

1.02192

지역

1.62764

0.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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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체계에 의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은 사회보험으로써 건
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
하지만,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에 의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원인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 부과대상 소득파악
자료의 확보수준과 소득자료의 질적수준 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논의와 정의가 요구되고 있음.
➢ 보험료부과체계에 의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의 개념은 ‘모든 건
강보험가입자를 동일 범주화하고 동일 범주화내에서는 단일보험료부과체
계를 적용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비례의 원리에 의하여 보험료를 차등부과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는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는 종합과세 소득 이
외의 분리과세소득과 분류과세소득 및 상속소득과 증여소득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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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파악의 의미는 ‘보험료 부과기관인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확보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단위인 개인 또는 세대의 과세소득자료 보유율’
을 의미하는 것이 현실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 과세소득자료의 질적수준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 유
지·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 결과 전체 세대의 95%이상 보험료 부과 소득자료를 보유할 수 있고, 나
머지 과세소득이 없는 세대는 전체세대의 5% 미만으로 예측됨.
• 이들 세대에 대해 세대단위로 소득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것
으로 분석됨.
각 논점의 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모형을 설계하고,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
하여 카크와니 누진지수 등의 형평성 측정계수를 분석한 결과,
➢ 모든 형평성 측정계수에서 유사하게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은 매우 낮고,
➢ 개선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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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바탕한 정책적 시사점은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를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고,
➢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상속소득과 증여소득까지 포함한 과세대상 모든 소득
으로 확대하며,
➢ 보험료 산정기준을 정률제로 통일하는 등 보험료부과체계를 단일화하여야
함.
➢ 그리고 보험료 징수를 소득유형별로 소득지급처에서 원천징수하는 방법으
로 가능한 한 전환 하여야 함.
끝으로 과세소득자료를 토대로하여 개선모형 적용시 소득자료보유율과 개별
세대의 보험료 변동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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