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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각 병원의 의사나 보험심사 간호사는 빈번히 변경 발표되는 기준

고시의 내용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진료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심사간호사

의 업무를 지원함과 동시에 의사 처방단계에서 진료비 관리를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처방점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동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공

학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조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보

건복지가족부 고시기준을 분석하여 1672개의 심사지침 알고리즘을 산출하

였으며 이를 처방심사, 사전심사, 사후심사 세 단계로 나누어 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결과는 100개 병 의원을 대상으로 168명을 인터넷으로 의한 설

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처방점검시스템의 프로그램 활용도, 처방점검시스템

의 편리성, 처방점검시스템의 서비스 만족도, 처방점검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의사의 환자 진료 시 보건복지가족부 요양급여기준에 상응

하는 처방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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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요양급여 제공자인 

병원은 요양급여 수급자인 국민에게 제공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건강보험관

리 공단에서 비용을 지급 받고 있어 이를 제 3 자 지불제도라 한다(문옥륜, 

2006).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삼십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이는 

요양급여비용을 둘러싼 보험자와 의료계 간의 갈등의 기간이기도 하다.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회 공공 재화인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기관

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한 후 지불한다. 심사기준은 보건복지가

족부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세부 고시이다. 요양기관은 수

진자에게 제공한 만큼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

에 의해 심사 조정된 금액을 지불 받고 있다(박인범, 2007). 이는 의사, 

보험심사간호사 및 병원경영자 모두에게 순응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의사들의 입장은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을 바탕으로 한 의학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목표에 

의사들의 공헌을 표현하면서란 가치를 내세운다(제네바선언, 세계의학총회, 

1948). 하지만, 오늘날 의료기관이 당면한 현실은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

료보험 도입, 의약분업 실시, 의약품 실거래가 보상 등으로 대외 대내적으

로 악화된 환경에 처해져 병원경영의 효율화와 함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전국민의료보험의 도입은 진료수입이 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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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서 보험중심으로 바뀌어(장익암, 2000; 박정랑, 2006) 의사들이 얼

마나 보험급여 수가기준을 잘 이행하며 진료를 행하는지에 따라 병원의 수

익이 달라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보험자단체의 진료비 삭감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청구 업무를 위하

여 병원은 간호사들을 병원 내 자체 심사 및 청구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심사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진료내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 사이

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박정랑, 2006). 하루가 멀게 신설 

및 변경 고지되는 엄청난 분량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습득하여 진료

시 적용하는 것은 보험심사간호사는 물론이고 진료제공자 및 병원경영자에

게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이에 의사들의 환자진료가 이루어지는 처

방 시점에서 건강보험 급여인정기준 고시 내용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고

시기준에 따른 처방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와 같은 시스

템이 존재 하지 않아 처방점검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다. 처방점검시스템

을 사용하면 의사들은 개정고시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즉시 인식을 하고 

자동적으로 정보의 습득이 이루어 지게 된다. 처방점검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사 진료 및 의약품, 검사, 물리치료 등 처방시 보험심사기준을 참고한 

의사결정시스템의 적용은 이후에 진행되는 보험심사간호사의 업무처리, 원

무과 수납 등 병원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해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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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사전/사후심사 시스템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많으

나 처방점검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아 처방점검시스템 구축과 효과에 대하여 

알아 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의 의료보험료 심사 업무를 분석하여 적정진료를 위한 처방 

심사시스템을 설계한다. 

 

둘째,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처방점검시스템을 개발한다. 

 

셋째, 처방점검시스템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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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적정진료 

 

적정진료 또는 진료지침은 ‘특정한 임상적 상황에서 제공되는 보건의

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적절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한 권고’로 정의하고 있다. 진료지침은 과정 측면에서 의

료의 질을 관리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로 의료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진료 비용 또는 진료량의 통제를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

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회가 진료지침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의약분업

제도의 시행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최근 진료지침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지침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지침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

단된다. 진료지침은 영어권 국가들에서 때때로 Practice standard, 

protocol, parameter, algorithm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용어들 중 일부는 진료를 ‘유도하는 선(guide line)’이라는 용

어가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료제공자들

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말 용어로도 임상

진료지침, 임상지침, 진료지침, 진료가이드라인, 처방지침, 진료권고안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의료에 ‘품질관리’ 등의 용어를 쓰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의료는 개개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품질관리의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고, 확실하게 양질의 의료가 되도록 관리한다는 의미에

서 의료의 질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품질관리’란 용어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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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 관리’ 또는 ‘양질의 의료관리’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최적(最適)을 의미하는 ‘적정(適正)’이라는 용어를 의료서비스에 적용, 

‘적합한 검사’ ‘적절한 진료’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

진료의 목적은 양질의 진료제공, 만족도 향상, 즉각적 위험 사고 파악, 감

염률 최소, 의무기록 향상, 합리적 재정운영, 자원의 적절한 배치 등을 하

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진료 행위에 목적이 있다. 가장 좋은 진료 행위보

다는 가장 적절한 진료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적정 진료의 의미는 과

잉, 과소, 과오 진료를 방지하고 효과성, 효율성, 양질성을 고려한 진료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료 행위에 대한 제공의 요건으로 보면 첫째, 구

조적인 측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양질의 인력 및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며 둘째, 진단 치료과정에서 기준에 맞는 의료 행위를 하여야 하며 

셋째, 진료결과와 진료비 부담이 바람직한 수준으로 맞춰 져야 한다. 이러

한 요건이 갖추어 질 때 적정 진료라 할 수 있겠다. 적정진료 관리의 필요

성을 살펴 보면, 의학적 판단 외에 경제적 판단이 개입하여 인간의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이 불가능하고 비용낭비가 불

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필요하다(이성란, 2008). 이를 위하

여 효과 적인 사례관리 즉, 환자의 질병 치료과정을 추적 관리 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서 정해진 재원 기간 내에서 기대되는 환자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시간 내에 일어나야 할 예측 가능한 주요 핵심적인 사건들을 보여주

는 요약된 양식을 갖추어 표준 진료지침을 제공 하여야 한다(채영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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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진료 심사기준 

 

진료지침, 진료심사기준, 성과지표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준들이다.  

의료비 상승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지 않으며 선진국 및 개도국 나라

의 공통과제 임은 분명하다. 의학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진보가 의료의 지

적 수준을 향상시켜 정밀기계(예: CT, MRI) 및 이를 활용할 새로운 전문 

인력과 이를 수용할 설비 등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08).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해 서

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종합병원 및 300병상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3년의 평가주기로 시행

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은 4개영역 21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영역

은 진료 및 운영체계, 부서별 업무 성과, 임상 질 지표, 환자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보건복지부, 2008). 현재 정부 및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적정진료 유도 정책으로 종합관리제,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입원진료비 모

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 ∙ 서비스 ∙ 시술 단위 별로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할 때 진료비고가도지표와 환자구성지표 등을 통해 진료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 ∙ 심사를 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경향 (일당 요양급여비용 및 내원일수 

등)을 비교 분석, 대상별로 분류 (13개군별 분류, 병원급이상 : 병상규모

별, 의원급 : 표시과목별) 한 후 다빈도 상병별 지표를 구간별로 점수화하

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 분류군의 상병별 평균치 보다 일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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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상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 2차 자율시정 통보 및 의료단체 현지지

도를 실시하여 의료인 스스로 진료 내역을 이해하고 자체 시정할 수 있도

록 계도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 및 

현황 등이 요양급여비용 산정내역과 비교하여 확인 필요 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 후 심사 결정하는 심사방법도 있다(건

강보험심사평가원, 2003). 부적정한 청구, 과잉진료 등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로 요양기관의 부적정 청구 행위에 대한 견제 및 현지에서 적절

한 계도로 적정진료 및 청구를 유도한다(의료보험연합회, 1982). 요양급여

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양급여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현지에서 

이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도 하고 있다(의료보험연합회, 1982). 요양급여비

용 심사, 평가상 문제기관, 자율시정 통보 후 미시정기관, 비위사실 또는 

부정혐의 제보기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결과 부당사항 과다 발

생기관 및 문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의료보험연합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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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정진료와 건강보험진료 심사기준 

 

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CPG) 은 ‘특정한 임상적 상황

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적절한 의사결정

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한 권고’로 정의하고 있다. 진료지

침은 과정 측면에서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로 의료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진료비용 또는 진료량의 통제를 목

적으로 이용하여 왔다(이상일, 2002).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있는데 의료의 질적 측면과 비용적 측면 양쪽에 유용하다.   

임상진료지침 적용 후 과다 진료행태의 감소, 과소 진료행태의 개선, 

의료자원 과다 이용의 절감, 의료자원의 과소 이용의 개선, 실제 환자의 

진료결과나 부작용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지침

개발 후 비효과적인 교육 및 보급방식, 보급 후 지속적 관리미비, 너무 복

잡한 수행체계로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원인이다. 개발과정에서 임상 전문

가들과 충분한 논의, 검토과정을 통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보급전략과 지속적인 홍보 및 지침사용에 대한 

환기가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임상 진료 지침의 한계를 어떻게 극

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적정진료를 위해 심사가 필요한가? 이 질문은‘건강보험 요양급여기

준’이 적정진료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진료과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양상은 환자 질병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에 따

른 검사방법, 투약, 처치 및 수술의 다양한 변이와 의학의 발전에 따른 변

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진료의사의 지식과 기술 등에 따른 변이가 존재 할 

것이다.   

적정진료를 정의하기 전에 진료과목 또는 상병에 따른 의사집단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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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 표준진료지침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비용 경제적인 개념을 가감한 

것이 건강보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정진료일 것이다. 현재 건강보

험의 각종 고시 기준에 따른 심사삭감은 사안에 따라 의료계의 거센 저항

을 받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시비 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해

본다면 각종 상병에 대한 적정진료에 대한 합의가 보건의료당국과 의료계 

간에 계속 논의 되어야 하며 확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각종 규제라고 본다면 심사가 적정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적정진료 관리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 care Organization)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성 기준 등을 확인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사업에 반영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프랑스

의 경우 의료평가 인증기구를 설치하고 의료의 질 관리와 더불어 의료비의 

경제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의료기관 평가로서 병원의 질 관리와 경쟁

을 촉진하고, 기술평가로서 진료 행위목록을 작성하고 적정한 진료행위 수

가 안(案)을 작성하였고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적정가격을 산정

하고 있다. 검진 등 공공보건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고, 의료계획으로서 

MRI 배치, 뇌수술 병원 선정, 고액 의료에 대한 계획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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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방점검시스템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에 병원 진료비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 진료비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폭증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통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투여한 진료비만큼 국민의 건강

이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내역 에 대한 복지부와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각종 정책과 규제에 따라 엄청난 양의 고시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진료비 심사조정이 일정기간 공표 후 적용된다. 또한, 

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양의 의학정보가 의학 저널에 발표되어 의사들은 새

로운 질병, 치료법, 의약품 지식의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적용에 자동점검 시스템은 복지부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종 정책 및 고시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여 의사의 진료 시 또는 진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전에 의사 판단

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자동점검 시스템이란 요양기관의 진료비용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가 정당한 것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사항점

검, 전산입력착오, 계산착오 등 전문 고급인력의 판단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심사업무량이 총 심사조정건수의 52%에 달하면서 그 심사 조

정액은 19.3%에 불과하다는 점에 기초하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91), 

전산기기의 고속 점검기능을 이용한 심사점검으로 심사조정 후 그 단순심

사 해당건의 심사를 종결하고 그 이상의 복합 심사 건은 구체적인 심사과

정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동점검시스템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초전산심사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수가, 약가 등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통과하면서 고정된 약가, 수가 등의 금액착오 및 계산착오, 적용착오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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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는 과정이고, 둘째, 일반전산심사로서 상병별 건당진료비, 내원일당 진

료비 및 행위별 표준 비용 등 각종 심사지표를 통계자료로부터 도출하여 

기준치를 설정한다.  

기준치 이하의 비용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도록 분리한 후 

구체적 심사과정으로서 진료항목별 표준비용을 초과한 진료비 청구에 대하

여 정밀심사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문가 심사시스템은 복잡한 규칙

이 많은 진료비 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요양기관의 전

산화 보급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컴퓨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

환되는 현시점은 전산심사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등 기술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접근이 활발히 연구 되어가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후 심

사 물량의 계속적 증가에 대한 대책 및 적정진료 유도 측면에서 심사효과

를 높이고 요양기관 및 심사기구, 보험자의 비용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심사의 전산화는 앞으로도 계속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야 할 과제라 하겠다. 

자동점검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보험과, 의사, 보험심사간호사, 원무

담당자, 병원경영자 측면에서의 입장이 있다. 첫째,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의

사가 시행한 진료내역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

사지침에 잘 부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료내역의 교과서적인 기

준이나 환자별 특수 상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므로 필요시 고시기준에 대

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청구 시 보조자료 작성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보험심사간호사 입장에서 보면 청구심사의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 및 의약품 상세정보가 자동점검 시스

템에 탑재되어있다. 이전처럼 수작업으로 찾아 개인적으로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없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입 ∙ 퇴원시간 등 사

소한 추가 기재의 누락은 실시간으로 발견하여 수정이 가능하다. 한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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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내역에 대한 결과 통보서를 받은 후, 심사조정 

내역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용이하여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행정시간이 획기

적으로 줄어든다. 셋째, 전산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본원에서 적용하고 있

는 처방전달시스템 프로그램 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주민번호 착오 등 

사소한 지급 보류는 자동 점검 시스템에서 사전 발견 후 수정 가능하다. 

넷째, 원무 담당자 측면에서 보면 청구액, 삭감액 및 지급보류 금액 등이 

쉽게 식별되어 미수금 관리가 쉬워진다. 다섯째, 병원 경영자 측면에서 보

면 수가관리 및 고시변경 시 소요되는 보험심사 전문인력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며 잉여 인력은 적정진료비 관리자로 전

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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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범위 

 

적정진료를 지원을 위한 처방점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국 130

개 중소병원의 심사 업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2009

년까지 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심사 룰로 적용하여 처방

점검에 운영하며 이에 대한 업무의 변화 및 설문조사를 통한 시스템의 만

족도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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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틀 

 

 

 

적정진료를 위한 처방점검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한다.  

• 고시 및 심사지침 업무 분석 

• 업무흐름, 개체관계도(ERD)를 제시 

시스템 만족도를 평가한다.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 시스템 아키텍쳐와 사용자화면(UI/Architecture)를 제시 

•  카이제곱 검정(Chi-squre test)을 통해 처방점검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 

 
그림 1. 연구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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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가. 처방점검시스템 분석 

일부 병원 전산시스템에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는 기재점검과 같이 

간단한 기본 점검과 사후점검을 일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처방점검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서 심사업무를 분석하고 전산적으로 자동점검 하기 

위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모델을 상세화 하

고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흐름, 개체관계도(ERD), 시스템 사용 

전·후 업무를 비교하였다.  

 

1) 자동점검의 분류 

적정진료를 위하여 처방에 대한 심사의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처방시점에서의 심사, 환자의 퇴원 시점에서의 심사, 수납전의 심사, 청구

전의 심사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처방심사 

의사가 처방시점에서 주로 정확한 진단명을 필수 기재하여 누락을 방

지하고, 자료보완 사항들을 특정내역란에 필히 기재하는 형태로, 주로 약

제처방의 적정성심사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사전심사 

의료이용도관리 및 사례관리 개념을 심사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사전 예

방적인 심사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재원 중 심사체계 강화를 통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 병동에서 퇴원 예고된 환자로서 병동에서 퇴원완료 시점

에서 심사과 화면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검색하여 심사완료 후 영수증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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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게 된다. 

 

다) 사후 심사 

행위별수가에 의해 발생된 행위마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퇴원 후 진료비 청구 전 검토가 주된 업무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심사기준에 피동적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는 심사업무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즉, 월별 마감 후 최종 심사하는 형태로서 입원은 차트점검을 

하게 되고, 외래는 화면심사 중 정확한 상병 기재가 필수이며, 심사조정 

방지를 위한 충분한 자료보완(검사결과지, 판독소견서, 의사소견서, 수술기

록지, 경과기록 등)이 필수이다. 

 

나. 처방점검시스템 개발 방법 

처방점검시스템 개발은 소프트웨어 공학에 따른 구조적 방법을 제시 

하였다.  

다양한 병원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개발을 하며 개발을 위한 구조적 

모형 개발에 있어 필요한 자료 흐름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

다. 

 

1) 데이터 흐름 

데이터 흐름(Data Flow)은 구성요소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데이터 흐름은 프로세스들 사이를 연결하지만, 데이터 저장소로 

부터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기도 한다. 데이터 흐름은 명칭이 부여되거나 

부여되지 않은 화살표로 표시한다. 단, 후속 작업들의 참조를 위해 되도록 

칭이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로 다른 데이터 흐름에는 동일한 이름

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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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Process)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로 변환

하여 출력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도형적 표기형태로는 원과 원안의 이름으

로 표현한다.     

원안에 기록하는 이름은 아래에 그림과 같이 프로세스가 수행하는 일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행위자를 기술한다. 프로세스는 자체적으로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없고 항상 입력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프로세스

는 항상 새로운 가치를 부가해야 한다.  

 

3)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저장소(Data Store)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 집합이다. 데이터 

저장소는 테이프, 디스크, 카드 데이타, 캐비넷의 인덱스 파일 일 수도 있

으며, 때로는 휴지통 일 수도 있다. 데이터 저장소는 단순한 데이터의 저

장을 나타내는 것이지 데이터의 변동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흐

름을 표시함으로써 데이터의 입∙출력을 나타낸다. 데이터 흐름에서 데이터 

저장소를 나타내는 표기법은 단순하게 두개의 직선 즉, 평행선으로 나타내

고, 평행선 안에 데이터 저장소의 명칭을 부여한다. 

 

4) 외부 엔티티 

외부 엔티티(External Entity)는 프로세스 처리과정의 데이터 발생의 

시작 및 종료를 나타낸다.  어떤 기업의 내적인(Inside) 외부 엔티티는 관

리, 부서, 기능, 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기업 외적인(Outside) 외부 엔티티

는 고객, 거래처, 공공기관, 외부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외부 엔티티는 데

이터 흐름도 상에서 프로세스와의 상호관련성을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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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흐름 범위 밖에 사각형 형태로 표시한다. 

위의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개발 모형을 제시하고 룰의 등록 및 적용에 

있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상 심사지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

여 변경 혹은 신규 심사 지침이 발생하면 이를 룰로 재 생산하여 시스템에 

반영을 하였다. 

 

다. 처방점검시스템 환경 

 

1) 개발환경 

시스템 개발 환경은 Linux RedHat Enterprise version 4를 사용하였

으며 지누스㈜에서 개발한 Middleware(W2A)를 사용하였다. Server Side

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을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작성하며 

이 서비스는 C++로 작성한다. Java와 C++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와의 

통신 역할과 각종 심사 룰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클라이언트의 환

경은 Delphi를 사용하였으며 Windows XP, Vista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SSL(Secure Socket Layer)를 이용하고 통신 데이

터를 암호화를 하여 Server와 Client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게 구축 한다. 

 

2) 처방점검시스템 개발도구 

개발도구는 Server와 클라이언트로 부분이 된다. Server에서는 Unix 

및 Linux에 지원이 되는 Java, C, C++가 사용이 되고 있으며 Apache 

Web Server 및 Tomcat을 사용하며 JDK(Java development kit)도 사용

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PowerBuilder, Delphi, Visual C++을 이용

하여 개발을 하고 Oracle Database 접근 및 제어를 위하여 Orange라는 

Too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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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문조사 

설문 조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처방점검시스템을 이용하는 병 의원을 

대상으로 처방점검 전, 수의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전체적으로 4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처방점검 활용도, 처

방점검시스템 편리성, 처방점검시스템 서비스 만족도, 처방점검시스템의 

필요성으로 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사항의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2) 설문 방법 

설문조사는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대상병원은 총 100개 병 의원이며 

응답자 수는 16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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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처방점검시스템 설계  

 

가. 배경도  

처방점검 도입 전의 시스템을 보면 일반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방문 

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의사는 처방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처방 테이블 

에 저장을 한다. 그러나 처방점검시스템이 도입 되면서 그 상황은 달라 

지게 된다. 이렇게 처방점검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의 배경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처방점검시스템 배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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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정진료지원 시스템의 변화 

처방점검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의 처방 업무를 보면 환자를 

진료하여 처방을 입력하면 아무런 행위 없이 처방이 저장이 되고 수납 

처리되지만 처방점검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후는 처방을 입력하면 

처방점검대상을 찾고 점검한 후 그에 대한 메시지를 처리하게 

되어있다(그림 3). 

 

 

 

그림 3. 처방점검시스템 도입 전과 후의 업무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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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심사방법 

 

가) 외래 진료분 

처방점검의 과정에서 기존 병원 외래진료내역에 대한 처방점검은 불가

능하다.  이는 외래진료의 특성상 의사의 진료업무 수행 시 의사결정이 즉

시적이고 진행이 빠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의사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찰 후 필요한 혈액검사나 영상의학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향후 치료계획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 경구약 또는 주사약

을 처방한다. 따라서 외래진료에서 이루어진 진료내역이 적정한지 보험급

여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 입원진료분 

처방점검은 의사의 입원환자 진료내역에 대하여 의약품이나 검사의 경

우 전문의의 진료지침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람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기준 등이 있으나 의사의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한다. 

 

2) 처방점검 도입 시 심사방법 

 

가) 외래진료분 

처방점검은 진료의가 내원한 환자의 주 증상 호소에 따라 문진, 시진, 

촉진, 청진에 의한 의심 상병을 입력한다.  이후, 각종 검사 또는 의약품 

처방명령을 입력하면 전산심사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내

원환자의 골다공증이 의심된다면 동 환자의 이전 골다공증 검사 기록이 있

는지 전산적으로 검색한다. 그 결과치가 얼마인지 읽어 오도록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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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할 수 있다. 고시 기준에 따라 골다공증 검사가 일년이전에 이루어졌

다면 다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만약, 6개월 전에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검사 결과치가 일정수치 이하라면 골다공증 검사를 보험급여로 다시 시

행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결과치에 따른 골다공증 투약만 가능하다. 

 

다. 자료흐름 

업무변경 전후의 세부적인 흐름은 그림 4와 같다. 환자가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의 처방행위가 종이차트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게 된다.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의사의 처

방이 이루어지면 처방 데이터를 점검 받기 위하여 처방 점검 모듈을 호출

하게 된다. 호출된 처방점검 모듈은 처방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알려준다. 이러한 형태로 동작되면서 의사는 자연적으로 자신의 

처방에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는지를 알게 되며 처방에 대하여 다시 판단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때, 처방점검 모듈은 두 가지의 형태로 데이터를 구분한다. 처방 데

이터가 입력이 되면 처방부분의 점검을 위한 부분과 병명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한 상병 데이터로 구분을 한다. 처방 데이터는 점검항목 검색 및 

전제항목을 검색한다. 점검항목이란, 처방에 의한 점검들을 점검하는 것으

로 점검항목 DB에서 검색을 하고 처방이 이루어지기 전 전제해야 할 항목

들을 전제항목 DB에서 검색을 한다. 상병 데이터는 처방을 분석한 결과 

전제해야 할 상병을 전제상병 DB에서 검색을 한다. 검색된 결과 데이터를 

통하여 관련된 룰 함수를 호출하여 점검을 시작한다. 점검 프로세스를 통

하여 나타난 결과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메시지 DB에서 해당되

는 항목을 찾아 병원 전산시스템에 메시지를 전달한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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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처방점검 전후 자료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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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 프로세스 설계 

 의사는 환자 진료 시 병원 전산시스템에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방에 대

하여 입력하고 이에 대한 처방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처방이 

완료 된다. 그러나 처방점검을 하게 되면서 항상 처방에 대하여 검증을 받

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환자정보, 진료접수정보, 진료정보, 환자정보, 검

사결과정보를 통하여 처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처방점검 중에 고시

기준 내용 및 기재점검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하여 진료정보를 변경하던지 

아니면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이때 점검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환자의 처

방 내역에 대한 전제항목 정보 검색, 사용기간 정보, 처치 행위에 대한 정

보, 약품에 대한 정보 등을 통하여 점검이 이루어지고 점검의 결과에 따라 

메시지로 출력이 된다. 각 단계별 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그

림 5). 

 

 

 

그림 5. 처방점검시스템의 단계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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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체관계도 

 

1)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병원 전산시스템에 사용자들이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형태로 접근을 해야 함으로 여러 가

지를 고려하여 오라클 10g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구성한 데이터 베

이스는 그림 8과 같다. 점검대상 정보가 되는 테이블은 중간에 위치한 진

료정보 테이블 및 맨 아래 쪽에 위치한 병명정보 테이블이 되고 여기에는 

환자번호, 진료일자, 진료 과와 연결되는 키 값인 접수정보 및 환자번호와 

연결되는 환자정보로서 점검 대상이 되는 기본 구축자료로 구성이 된다. 

구축된 대상정보 중 처방코드, 적용일자와 연결되는 키 값인 점검항목(시

스템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항목) 또는 전제항목(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분석대상항목에 필요한 선행항목) 및 전제상병(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분석

대상항목에 필요한 선행상병)에서 대상 자료를 축출한다. 또한 추출된 대

상정보의 점검번호로 연결되는 키 값인 점검정보, 메시지 정보에 대한 내

용 또한 추출이 가능하며 점검정보는 시스템에서 적용가능 여부를 판가름 

해주며 메시지 정보는 시스템 적용에 따른 출력 종류에 해당한다. 이상의 

추출된 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물에 대한 정보는 화면의 맨 

좌측에 해당하는 점검 메시지 테이블 된다. 또한 점검 메시지 정보는 환자

번호, 진료일자, 진료과, 처방코드와 연결된 키 값으로 시스템에 대한 처리

결과의 분석이 가능하다. 

 

2) 개체관계도(ERD) 

처방점검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도는 그림 6와 같다. 처방점검을 

위하여 환자정보, 처방정보, 점검항목, 전제항목, 상병정보, 점검메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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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테이블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6와 같이 각각의 테이블을 정의하고 

서로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림 6. 개체관계도(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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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방점검시스템 개발 

 

가. 처방점검시스템 구성요소 

본 연구는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항목을 근거로 크게 네 가지 

형태의 모듈로 분류된다.   

첫째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력된 처방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처방점검 게이트웨이 모듈이다. 이 모듈은 다양한 병원 전산시스템에 제품

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어느 업체에서 개발된 시스템이라도 

이식성이 높은 형태로 제공이 된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모듈을 호출하

기 위한 형태가 정의가 되어 있으며 정의된 형태로 각 업체에서 개발된 병

원 전산시스템에 제품에서 호출만 하면 어떤 프로세스가 처리되는지는 몰

라도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처방 데이터를 접수 하는 접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처방 데

이터를 접수하여 순서를 정하며 정해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적재를 한다.  

셋째, 적재된 처방 데이터를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처방 

데이터를 각각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한다.  처방 데이터와 상병 데이터

로 분류를 하며 분류된 데이터들은 각 해당되는 항목들을 검색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넷째,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룰을 실행하는 모듈이 필요하다.  룰이 

실행되면서 최종적인 결과 메시지를 도출하여 처방점검를 요청한 곳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위의 네 가지 모듈로 분류하여 각각의 시스템을 구축

하고, 이 시스템들의 상호 관계를 정의 하였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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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처방점검시스템 구성 

 

1) 처방점검 게이트웨이(gateway) 

처방점검 게이트웨이는 다양한 시스템에 Interface기능을 제공하기 위

하여 컴포넌트(Component) 형태로 구축을 하며 각 인터페이스 규격을 정

의 하였다.  

 

2) 처방 데이터 접수 모듈 

처방 데이터를 수신하여 큐를 이용하여 접수된 데이터는 적재가 되며 

각 데이터의 접수 기관 및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을 한다. 이때 처리 프로

세스의 설정에 따라 적재되어있는 큐의 데이터를 가져와 이 데이터를 분류

하는 모듈을 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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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방 데이터 분류 모듈 

호출 받은 모듈은 큐의 데이터를 색출하여 처방 부분과 상병부분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분류된 데이터 중 처방 데이터는 점검항목 및 

전제항목을 찾아 이에 해당되는 결과를 도출한다. 상병부분은 전제 되어야 

하는 상병 리스트를 검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다. 도출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해당되는 룰을 검색하고 이에 해당되는 룰 ID를 

호출한다. 

 

4) 룰 처리 모듈 

룰은 점검해야 하는 모든 항목들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각각 

디시젼트리를 구성하고 이를 서비스로 구현을 한다.  구현된 서비스는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 동작을 하며 요청된 점검사항들을 수행한다.  

수행된 결과를 통하여 메시지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5) 메시지 처리 모듈 

메시지는 각종 상황 별로 데이터베이스에 구성이 되어있으며 점검의 

결과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찾아서 점검을 요청한 처방점검 게이트웨이로 

전송한다. 

 

나. 인터페이스  

다양한 병원 전산시스템에 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

하기 위하여 컴포넌트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각 병원 전산시스템에 개발자

들이 쉽게 연결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처방점검 모듈은 DLL로 개발하

여 제공을 하며 각 병원 전산시스템에 프로그램에서 DLL을 호출하여 진

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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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정보 

환자정보는 요양기관코드, 환자 주민번호, 외래∙입원 구분, 내원일자/처

방일자, 내원시간/처방시간, 보험/보호 구분, 진료과목, 내원일자/입원일자, 

초진/재진 구분, 병록번호, 환자성명, 장애인 유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2) 상병내역 

상병내역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되는 평가원 상병코드가 필

요하다. 

 

3) 처방정보 

처방정보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용해야 하며 이를 수용하기에 적

합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있다. 코드 구분에는 평가원 기준으로 수가, 준용

코드, 국산등재약, 수입∙원료약, 치료재료대, 병원수가를 표현하며, 처방코

드, 행위/재료(평가원 기준),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투여일수, 원내

사유코드(평가원 기준), 위탁검사 유무, 치식(평가원 기준), 병원코드, 처

방 의사명, 상태를 표현하여 자료를 전송한다. 

 

4) 결과보기 

결과보기에는 평가원 기준의 코드 구분, 처방코드, 메시지 발생 순서, 

이전 처방 일일투여량, 이전 처방 총 투여일수, 인정 총 투여일수, 메시지

내용, 메시지번호, 메시지유형, 메시지형태를 나타내준다. 

 

5) 메시지 코드 표 

메시지의 유형과 메시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메시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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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처방의 수정, 주의, 경향, 산정가능, 기타를 나타낼 수 있으며 메시지의 

형태는 상병, 기타, 결과지 및 소견서가 필요하다. 

 

다. 내용화면 

처방점검 결과 처방 오류에 대한 내역을 표시 하며 이에 대한 메시지

를 출력한다. 관련 고시 근거를 알려주며 오류 내역 대체하는 항목에 대하

여 검색할 수 있다. 화면심사는 말 그대로 처방 시 오류 내용에 대하여 화

면으로 직접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을 수정하

는 것을 말한다. 화면에는 환자 기본정보와 처방내역, 점검된 메시지 리스

트, 특이사항 등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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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내용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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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방점검시스템 아키텍쳐 

 

현 처방점검시스템은 다양한 제품들의 접속을 수용 해야 하는 관계로 

대형 서버로 구성을 하고 각 데이터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하여 미들웨어

(Middle-ware)를 사용하여 데이터 보안 및 속도를 개선하였다. 

외부에서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화벽을 운영하며 외부 

유지보수를 위하여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구축하였다. 

시스템의 24시간 가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트링(Database 

system clustering)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확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스토리지(Storage)를 구축하였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Web 

Server(Application Server)를 3대 동시 운영을 하여 사용자의 

접근경로를 분산 시켰다(그림 9). 

 

 

 

그림 9.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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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방점검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 

 

가.  처방점검시스템 만족도 

 

1) 처방점검시스템의 활용도 

 처방 시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처방점검을 사용하는 그룹에서 만족도 

가 86.06%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은 12.73%로 낮게 나타났다. 담당 

직책 별로 보면 심사 과에서 83.33%로 만족도가 높으며 진료파트 또한 

89.29%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처방 시 처방점검시스템에 의존하는 

경우에서 만족도가 89.77%로 나타났으며 고시내용과 비교 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82.54%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1). 

 

표 1. 처방점검시스템의 활용도 

단위 : 명(%) 

만족 보통 불만족

예 142(86.06) 21(12.73) 2(1.21) 165(100)

아니오 3(100) 0(0) 0(0) 3(100)

심사 70(83.33) 12(14.29) 2(2.38) 84(100)

진료 75(89.29) 9(10.7) 0(0) 84(100)

시스템에 의존 79(89.77) 8(9.09) 1(1.14) 88(100)

고시내용 52(82.54) 10(15.87) 1(1.59) 63(100)

비교안함 14(82.35) 3(17.65) 0(0) 17(100)

p값내역 구분
만족도

합
카이제곱
통계량

처방시 필요한 정보
는 대부분 처방점검
으로 해결하십니까?

0.4845 0.7849

담당 및 직책은? 2.601 0.2724

처방점검 사용시 어
떤부분과 비교하십니

까?
2.2966 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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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방점검시스템의 편리성   

처방점검 편리성에 대하여는 쉽다고 대답한 사람이 87.40%로 나타났

고 불만족의 경우는 11.81%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사용빈도별 사용자가 만족한 경우가 86.11%로 높았고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2). 

 

표 2. 처방점검시스템의 편리성  

                  단위 : 명(%) 

만족 불만족 무응답

쉽다 111(87.40) 15(11.81) 1(0.79) 127(100)

어렵다 34(82.93) 6(14.63) 1(2.44) 41(100)

메번 124(86.11) 18(12.50) 2(1.39) 144(100)

필요시 13(86.67) 2(13.33) 0(0) 15(100)

사용안함 8(88.89) 1(11.11) 0(0) 9(100)

p값내역 구분
만족도

합
카이제곱
통계량

처방점검
사용 용이성

0.9797 0.6127

처방점검
사용빈도는?

0.3634 0.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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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방점검시스템의 적용 후 서비스 만족도 

새로운 고시에 대한 룰 적용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86.5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속적인 고시변경에 따른 빠

른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방점검에 대한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가 86.1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동점검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85.16%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수작업으로 하던 심사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 있다. 

 처방점검의 결과에 대한 문의에 대한 만족도가 84.83%로 자주 변하

는 고시 내역들에 대하여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3). 

 

표 3. 처방점검시스템의 적용 후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만족 불만족 무응답

신속 141(86.50) 20(12.27) 2(1.23) 163(100)

느림 4(80) 1(20) 0(0) 5(100)

예 112(86.15) 17(13.08) 1(0.77) 130(100)

아니오 33(86.84) 4(10.53) 1(2.63) 38(100)

예 109(85.16) 17(13.28) 2(1.56) 128(100)

아니오 36(90) 4(10) 0(0) 40(100)

p값내역 구분
만족도

합
카이제곱
통계량

새로운 기준고시
반영 속도는?

0.317 0.8534

처방점검에 관한 결과에 만
족하십니까?

(정확성)
1.0113 0.6031

처방점검으로 업무는 신속하
게 처리되었습니까?

0.9703 0.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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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방점검시스템의 필요성  

처방점검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86.36%로 높게 나타

났으며 불만족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14.29%에 불과 하였다. 이 결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4). 

 

표 4. 처방점검시스템의 필요성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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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보건복지부에서 신설 및 변경되어 발표되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고시의 

분량은 2008년도 일년 동안에만 244개에 이르렀으며 현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고시로 운영되는 약제관련 항목의 급여기준만 총 440개가 운

영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4). 병원 EDI 사용자들의 애로사

항으로는 ‘고시 등 제도변경이 빈번하고 시행일이 촉박하여 프로그램 수정 

갱신이 곤란하다’고 조사 된바 있다(이영곤, 2005). 

따라서 고시내용을 전산화 하여 청구하기 전 심사를 하는 사후 심사에 

대한 논문이 대다수 나와있지만 처방점검을 통하여 사후 심사에 많은 부분

의 일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방점검 모형을 제시하고 시스템

을 구축하여 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하였다. 이는 의사의 처방내역이 건

강보험 심사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점검하여 처방단계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조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향후 보험심사간호사의 청구 심

사시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다수 병원에는 사후심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처방점검에 목적을 두고 처방시점에 연계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

였다. 또한 설문이 처방점검시스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 시스템의 운영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심사과, 진료과에서 만

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처방점검에 대하여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

우도 86%이상 나타났고, 급여고시내용에 대한 반영속도도 신속하여 만족

도가 86%로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이 연구에서 파생된 시스템

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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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처방내역을 점검하고 교정 함으로서 보험 삭감률을 낮추고자 하

는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모두 사전 처방점검 프로세스가 병원수익에 

도움이 되고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를 나타났다.  

김세라(2004)등의 연구에도 처방시점에서 점검하고 발생되는 보험삭

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연구와 일치한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처방점검시스템은 100개의 중소병원에 일률

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는 진료과목, 상병명의 다양성, 진료패턴의 다양성 

등 진료내역의 다양성에 따라 상이한 처방점검시스템을 적용하지 못 하였

다. 둘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된 각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할 때 각 병원의 특수진료과목 및 주진단군을 고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

라 전국 진료비 청구 통계에 근거해서 심사조정내역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

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향후 진료지침의 일치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된 

후 각 병원 및 진료과목별 진료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처방점검시

스템의 구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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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현재 건강보험 청구 전 심사는 의료지식과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기준

에 대한 지식 등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이는 진료

에 전념을 해야 할 의료진 및 보험심사간호사들이 정부의 건강보험급여 고

시기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

금액의 최소화 및 재발방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의사 처방시점

에서 건강보험 고시기준 내용에 대한 처방점검시스템의 적용으로 의료진들

은 처방 시 변경된 고시 및 기준들을 자동적으로 습득하여 환자에게 제공

되는 의료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험심사간호사들은 

처방 시, 퇴원 시, 청구 전에 수행해야 할 심사들의 많은 부분이 전산화 

됨으로써 질적인 보험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자체 심사를 하면

서 수가관리, 진료비 조기회수, 진료비 삭감률 최소화 및 의료진에게 양질

의 진료 및 진료의 적정성 및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수행

하는데 시간을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처방점검시스템은 진료부서와 보험

심사부서에서 인적 요소와 시간적 요소, 비용적 측면에서 매우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관단위인 거시적 차원으로 초점이 바꾸어 개별화된 처방점검시

스템을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가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전산심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관 

혹은 영역별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의료기관 내에서 행

해지던 진료비 청구 전 심사의 방법과 목표가 달라져야 하며 사전심사의 

비용∙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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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심사지침 구현 사례 

 

1) 골다공증치료를 위한 경구약  Bisphosphonate 

 

(a) 고시문 

Bisphosphonate제제 점검 고시 2005-27호(2005.5.10)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남성의 골다공증 치료 

 

a-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상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 보다 1표준편차이상 감소된 경우에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검사 결과지 미첨부).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하되,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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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a-2) 골다공증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 (Estrogen, Estrogen derivat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 D3, 

Ipriflavon,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alendronate 5mg과 calcitriol 0.5㎍과의 병용 

 

주) 특정 소견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b) 점검모형 

b-1) 점검항목  

점검항목은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위해 적용할 항목이다. 상기 

골다공증의 고시에 의하면 주성분명은 sodium alendronate, risedronate 

sodium 의약품에 해당되며 관련 주성분코드군은 228303A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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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01ATB, 228302ATB, 442301ATB, 442302ATB, 481100ATR 

6개의 군이 존재한다. 해당 의약품은 2009. 4. 21 현재 건강보험 급여 

등재된 의약품은 120개이다. 동 의약품이 처방된다면 전산심사가 

시작된다. 

 

b-2) 적용범위 

이 룰이 적용되어야 하는 범위는 처방심사, 사전심사, 사후심사 

모두에 해당된다. 

 

b-3) 전제상병 

점검항목이 처방되기 위해서는 전제상병으로 M80 ~ M828 상병이 

존재해야 한다. 만약 관련 의약품이 처방되었으나 전제상병이 입력되지 

않고 다른 상병이 입력된다면 경고 메시지가 발생하게 된다. 

 

b-4) 전제항목 

동 고시는 Bisphosphonate제제의 의약품 처방시 타 약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고시된 관련 약제의 

처방이 이미 존재한다면 경고 메시지가 발생하게 된다. 전제항목은 

한가지에서부터 무한대로 조건을 줄 수 있다. 

 

01 : 골다공증 약제(raloxifene, calcitriol, ipriflvon, bisphosphonate, 

salcatonin) 

02 : 호르몬제제(estrogen) 

 

b-5)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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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ision tree 에 따라 해당되는 메시지가 발생하게 된다. 

 

01 : 인정상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02 : 골다공증치료제는 1종만 인정됩니다. 

03 : 호르몬약제와 병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04 : 골밀도 검사 결과지 첨부하세요.(-3.0이상에 인정) 

05 : 총 투여기간은 6개월 인정됩니다. 

06 : 일투 1T 인정됩니다. 

 

b-6) 알고리즘 04-0019-2 

 

Decision Tree(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경구약  Bisphosphonate) 

 

M2
전제상

병 

전제항목 

(01)동시존

N 

Y

M3

Y

N 전제항목 

(02)동시존
M4

M6

N

총투 

<= 
M4

Y

일투 

<= 1 

Y Y 

M7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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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성종양치료에 인정되는 항암제 젬자주  

아래는 전산 심사사례 로서 고시의 기준부터 Decision Tree 그리고 

제픽스 라는 약제를 처리하기 위한 룰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아래는 

고시내용 및 심사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a) 고시문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비소세포폐암 

  ○ Stage ⅢA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인정 

나. 췌장암 

○ Stage Ⅱ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인정 

○ 6Cycle 사용 후 병변이 최소한 진행되지 않는 상태(불변, Stable 

disease)이면서 임상증상의 개선(통증, 활동능력, 체중 중 한가지 이상)이 

있다면 3cycle을 추가로 인정하며, 10cycle이상 투여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심사함. 

○ 용법∙용량 중 처음 7주간 사용은 일반적인 항암제의 cycle이 

3~4주 간격임을 고려, 2cycle로 인정 

 다. 방광암(신우 및 요관의 이행세포암 포함) 

○ 수술 또는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방광주위 지방조직에 침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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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 (T3)이상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하며, Cisplatin 대신 

carboplatin의 병용사용은 Kidney toxicity가 있는 경우 인정 

다. 진행성 유방암 

○ 수술후 재발한 환자와 전이∙진행성(Stage Ⅳ이상) 유방암 환자로서, 

Anthracycline이나 Taxane에 실패후 2차 요법제로 투여시 인정 

○ 병용투여시에는 병용약제의 허가사항 등을 참조하여 

아드리아마이신(성분명: doxorubicin), 파모루비신(성분명: epirubicin), 

나벨빈(성분명: vinorebin)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시 인정(상기 

고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 

 

(b) 심사기준 검증  

1. Stage Ⅲa이상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2. Stage Ⅱ이상 확인된 췌장암 

3. 6cycle사용 후 병변이 최소한 진행되지 않는 상태(불변, stable 

disease)이면서 임상증상의 개선(통증, 활동능력, 체중 중 한가지이상) 

4. 방광암 - 신우 및 요관의 이행세포암 포함하여 방광주위 

지방조직의 침윤상태(t3)이상 

5. Stage Ⅳ이상 진행성 유방암 - Anthracycline이나 Taxane에 

실패후 2차요법제로 투여 

6. 해당사항 없음 

 

(c)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 심사기준 1. 인 경우, 참조란에 자동으로 ‘Stage Ⅲa이상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내역입력 - 참조란에 심사기준 해당 환자상태 충분히 기재, 

자주 사용되는 내역 재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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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혈액종양내과로 표시 

 

(d) 심사기준 점검을 위한 Decision Tree 작성 

심사기준 점검을 위한 방법으로서 점검해야 할 부분을 나열하여 특정 

도형을 이용하여 역할을 정의하여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좋은 형태로 

표현을 한다.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에 나와 있듯이 환자 

진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증하고 사전에 검증 되어야 할 것 등을 

도식화하여 알고리즘 구현에 적합한 형태로 작성을 한다(CDSS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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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지침 적용 사례 

 

/*--------------------------------------------
-------------- * 
   제픽스정 적용점검(04-0006-05) 
 * -------------------------------------------
------------- */ 
int irsf_룰_04000605(FILE *fp,_irsbase *_base,_taskprec **_runt,_taskprec 
**_runs,_taskprec **_runp) 
{         
  _taskprec *_prec[100];               /* 처리전제항목  */ 
             
   int    li_save_runp = 0; 
   int    li_sub = 0, li_loop = 0, li_inj_days = 365, li_calc_days = 0; 
   int    li_prec01 = 0, li_prec02 = 0, li_prec03 = 0, li_prec04 = 0; 
   int    li_prec05 = 0, li_prec06 = 0, li_spec_exist = 0; 
   int    li_prec07 = 0; 
   int    li_prec_s07 = 0, li_prec_s01 = 0; 
   double ld_inj_dqty = 1, ld_org_inj_dqty = 1; 
   char   ls_ordt[_IRS_CYMD_LEN+1]; 
          
   /* ------------------------------------------
------------ * 
      초기화 
    * ------------------------------------------
------------ */ 
   memset(ls_ordt, 0x00, sizeof(ls_ordt)); 
   irsp_mesg_clr(_base, &irsmsg); 
   li_save_runp = _base->runp; 
                          
   if ( !strstr(_base->adia, "0400060501|") ) 
   { 
      if ( irsp_emesg(fp, _base, (_base->runs > 0 ? &_runs[0] : &_runt[0]), 

irsmsg.code[2], "") ) return FAIL; 
   } 
       
   /* ------------------------------------------
------------- * 
      전제항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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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 li_loop = 0; li_loop < _base->runp; li_loop ++ ) 
   { 
      switch ( atoi(_runp[li_loop]->gubn) ) 
      { 
         case 2 : li_prec02 = 1; break; 
         case 3 : li_prec03 = 1; break; 
         case 4 : li_prec04 = 1; break; 
         case 5 : li_prec05 = 1; break; 
         case 6 : li_prec06 = 1; break; 
         case 1 : 

if ( _runp[li_loop]->_item.gubn[0] != 'P' ) li_prec01 = 1; 
break; 
         case 7 :  

if ( _runp[li_loop]->_item.gubn[0] != 'P' ) li_prec07 = 1; 
break; 
      } 
   } 
 
   if ( irsp_spec_get(_base, "MT002", "V085") ) 
   { 
      li_spec_exist = 1;   /* 존재하지 않음 : 특정기호 */ 
      if ( _base->wkgb[0] == _IRS_WKGB_O || (_base->wkgb[0] ==  

_IRS_WKGB_D && _base->_eatt.iogb[0] == 
'O') ) 
      { 
         irsp_prec_exist(fp, _base, "%", 365, _prec, _runp); 
         /* --------------------------------------
----- * 
            전제항목 점검 
          * --------------------------------------
----- */ 
         for ( li_loop = 0; li_loop < _base->runp; li_loop ++ ) 
         { 
            switch ( atoi(_prec[li_loop]->gubn) ) 
            { 
               case 2 : if ( !li_prec02 ) li_prec02 = 1; break; 
               case 3 : if ( !li_prec03 ) li_prec03 = 1; break; 
               case 4 : if ( !li_prec04 ) li_prec04 = 1; break; 
               case 5 : if ( !li_prec05 ) li_prec05 = 1; break; 
               case 6 : if ( !li_prec06 ) li_prec06 = 1;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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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rsp_prec_free(fp, _base, _prec); 
      } 
      _base->runp = li_save_runp; 
      if ( !(li_prec02 > 0 && (li_prec03 || li_prec06) && (li_prec04 || 
li_prec05)) ) 
      { 
         if ( irsp_emesg(fp, _base, (_base->runs > 0 ? &_runs[0] : 
&_runt[0]), irsmsg.code[3], "과거 처방 12개월 안에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
다.") ) return FAIL; 
      } 
   } 
 
   if ( _base->wkgb[0] == _IRS_WKGB_O || _base->wkgb[0] == 
_IRS_WKGB_D ) 
   li_inj_days -= (int)irsp_get_maxdays(fp, _base, 'D', "%", "%"); 
    
   /* ------------------------------------------
------------ * 
      처방전 점검 
    * ------------------------------------------
------------ */ 
   for ( li_loop = 0; li_loop < _base->runs; li_loop ++ ) 
   { 
      if ( strncmp(_runs[li_loop]->_item.psno, ls_ordt, _IRS_CYMD_LEN) ) 
      { 
         memset(ls_ordt, 0x00, sizeof(ls_ordt)); 
         sprintf(ls_ordt, "%-8.8s", _runs[li_loop]->_item.psno); 
 
         ld_inj_dqty  = ld_org_inj_dqty; 
         li_inj_days -= li_calc_days; 
         li_calc_days = 0; 
 
         li_prec_s07 = li_prec_s01 = 0; 
         for ( li_sub = 0; li_sub < _base->runp; li_sub ++ ) 
         { 
            if ( _runp[li_sub]->_item.gubn[0] != 'P' ) continue; 
            if ( strncmp(_runp[li_sub]->_item.psno, ls_ordt, 
_IRS_CYMD_LEN) )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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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tch ( atoi(_runp[li_sub]->gubn) ) 
            { 
               case 1 : li_prec_s01 = 1; break; 
               case 7 : li_prec_s07 = 1; break; 
            } 
         } 
 
         if ( li_prec_s01 ) 
         { 
            if ( irsp_emesg(fp, _base, &_runs[li_loop], irsmsg.code[4],  

irsmsg.code[4],) ) return FAIL; 
         } 
         if ( li_prec_s07 ) 
         { 
            if ( irsp_emesg(fp, _base, &_runs[li_loop], irsmsg.code[7],  

irsmsg.code) ) return FAIL; 
         } 
      } 
      if ( _runs[li_loop]->_item.dqty > ld_inj_dqty ) 
      { 
         _runs[li_loop]->_item.iqty = ld_inj_dqty; 
         if ( irsp_emesg( _base, &_runs[loop], msg.code[5], "") ) return 
FAIL; 
      } 
#if 0 
      else if ( li_spec_exist ) 
      { 
         if ( irsp_emesg( _base, &_runs[loop], msg.code[6], "") ) return 
FAIL; 
      } 
#endif 
 
      if ( _runs[li_loop]->_item.days > li_inj_days && !li_spec_exist ) 
      { 
         _runs[li_loop]->_item.iday = li_inj_days; 
         if ( irsp_emesg(_base, &_runs[loop], msg.code[7], "") ) return 
FAIL; 
      } 
 
      if ( _run[loop]->_itm.day > calc_day ) calc_day = _run[loop]-
>_ite.day; 



- 57- 

      ld_inj_dqty -= _runs[li_loop]->_item.dqty; 
   } 
 
   if ( _base->runt < 1 ) return SUCC; 
 
   if ( li_prec01 ) 
   { 
      if ( irsp_emesg(fp, _base, &_runt[0], irsmsg.code[4], irsmsg.rslt[4]) 

  return FAIL; 
   } 
   if ( li_prec07 ) 
   { 
      if ( irsp_emesg(fp, _base, &_runt[0], irsmsg.code[8], irsmsg.rslt[8])  

return FAIL; 
   } 
 
   ld_inj_dqty  = ld_org_inj_dqty; 
   li_inj_days -= li_calc_days; 
   li_calc_days = 0; 
 
   /* ------------------------------------------
------------- * 
      세부내역 점검 
    * ------------------------------------------
------------ */ 
   for ( li_loop = 0; li_loop < _base->runt; li_loop ++ ) 
   { 
      if ( _runt[li_loop]->_item.dqty > ld_inj_dqty ) 
      { 
         _runt[li_loop]->_item.iqty = ld_inj_dqty; 
         if ( irsp_mesg(_base, &_runt[loop], irsmsg.code[5], "") ) return 
FAIL; 
      } 
#if 0 
      else if ( li_spec_exist ) 
      { 
         if ( irsp_emesg(_base, &_runt[loop], irsmsg.code[6], "") ) return 
FAIL; 
      } 
#endif 
 



- 58- 

      if ( _runt[li_loop]->_item.days > li_inj_days && !li_spec_exist ) 
      { 
         _runt[li_loop]->_item.iday = li_inj_days; 
         if ( irsp_emesg(_base, &_runt[loop], irsmsg.code[7], "") ) return 
FAIL; 
      } 
 
      if ( _base->wkgb[0] == _IRS_WKGB_O ||  

_base->wkgb[0] == _IRS_WKGB_D ) 
      { 
         ld_inj_dqty -= _runt[li_loop]->_item.dqty; 
      } 
      else 

li_inj_days -= _runt[li_loop]->_item.days; 
} 

   return SU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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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지침 룰 종류 

 

대분류 상세분류 

1. 기본진료료 초진료 적용점검 

  진찰료 연령가산 적용점검 

  진찰료 횟수 적용점검 

  협의 진찰료 적용점검 

  외래 의약품 관리료 적용점검 Ⅱ 

  만성질환 관리료 적용점검 

  응급의료관리료 적용점검 

2.검사료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 적용점검 

  검사 결과지 첨부항목(약제 감수성검사) 적용점검 

  1 일당 검사 적용점검 

  편측 이외 대칭기관 검사(일투) 적용점검 

3. 방사선료 소아가산 적용점검 

  판독소견서 필요항목 적용점검 

  C-Arm 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 적용점검 

  Brain CT 적용점검 

  Chest CT 적용점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적용점검 

  옴니파큐 240 적용점검 

  이소비스트 적용점검 

  흉추 단순촬영 적용점검 

4. 투약료 소아가산 적용점검 

  퇴원환자 조제료 적용점검 

  외래환자 내복약 조제료 적용점검 

  외래환자 외용약 조제료 적용점검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적용점검 

  에비스타정 경구액 적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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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칼식 나살스프레이 적용점검 

  고지혈증 적용점검 

  알케란정 적용점검 

5. 주사료 프라그민주 적용점검 

  국소지혈제 적용점검 

  Erythropoietin 적용점검 

  바소프레신주 적용점검 

  소마토산주 적용점검 

  잔탁 외 1 일투여량 적용점검 

  치옥타시드주 적용점검 

  그라신주 적용점검 

  류코젠액주 적용점검 

  Cefpirmide sodium 1 일투여량 적용점검 

  스테놀주사약제 적용점검 

  타고시드주 적용점검 

6. 마취료 Glycopyrrolate 제제 적용점검 

  Pyridostigmine bromide 주사제 적용점검 

7. 이학료 단순재활치료료 적용점검 

  1 일 2 회(입원) 1 일 1 회(외래) 적용점검 

  1 일당 수가 적용점검 

  동일효과 이학요법료 동시산정Ⅱ 적용점검(작업치료)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 적용점검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적용점검 

  수압팽창술 적용점검   

8. 정신료 정신요법료 전체항목 적용점검 

  개인정신치료 적용점검 

9.처치 및 수술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적용점검 

  견인술 적용점검 

  견인장치감시료 적용점검 

  두개골 유합증에 대한 수술 적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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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골 종양 수술 적용점검 

11. 기재점검 청구서 기재착오 적용점검 

  명세서 기재착오 적용점검 

  상병 기재착오 적용점검 

  항목 기재착오 적용점검 

  세부내역 기재착오 적용점검 

  처방전내역 기재착오 적용점검 

12. 상병점검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적용점검 

  상해외인상병 적용점검 

  성별에 따른 상병 적용점검(남자상병) 

  성별에 따른 상병 적용점검(여자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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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페이스 내용 

 

Name Return  DATA 기능 

IRSLOGIN String NONE 사용자 확인 

IRSLOGOUT NONE NONE 접속 종료 

IRSCONFIRM String 존재 처방 점검 

IRSMESG String 존재 발생한 메시지 조회 

IRSINFO String 존재 메시지에 대한 상세정보 조회 

IRSMESGADM NONE NONE 감추어진 메시지 조회 및 복원. 

IRSSEND String 존재 일괄 및 개별 사후심사 

IRSSTAT String 존재 일과 사후심사 진행상태 

IRSRECV String 존재 일괄 사후심사 결과 받기 

Method 및 Properties 

 

이중 처방점검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아래의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RSCONFIRM 
 

a) 기능 : 처방심사 
b) Return Type : String (정보 + 데이터) 
c) Parameter : IRSCONFIRM의 파라메터는 아래와 같다. 

 
Name TYPE MAX NULL Default 비고 

환자정보 
『아래 내용 참조』  상병정보 

처방정보 
결과보기 B 1   True/False 

IRSCONFIRM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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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정보 

 

2) 상병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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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방내역 

 

4) 결과보기 

 

 

5) 메시지 코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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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문지 

 

<고객설문조사서> 

 

 

1. 처방 시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자동점검으로 해결하십니까?? 

1)있다. (있으면 2번으로)     2)없다 

 

2. 근무하는 부서는 어디십니까? 

1) 심사                      2) 진료 

 

3. 자동점검 사용시 어떤 부분과 비교하십니까? 

1) 심사결과 통보서 2) 처방점검과 비교 3) 비교안함 

 

4. 자동점검을 사용하는데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1) 쉽다                      2) 어렵다 

 

5. 자동점검의 사용빈도는 어떻습니까?  

1) 월 2) 분기 3) 필요시 

 

6. 자동점검 사용 시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1) 전화 문의 2) 정기적인 상담 3)담당자의 방문 4) 필요없다 5) 기타 

본 설문조사는 자동점검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자동점검 프로그램의 사용빈도 

및 심사정보에 대한 고객 설문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보다 더 낳은 서비스를 제

공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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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점검 사용시 문의사항은 누구에게 의뢰하십니까?? 

1) 프로그램제조사 2) 담당영업사원 3) 보험심사컨설턴트 4) 자체해결 

5) 포기 

 

8. 새로운 룰 반영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1) 높음                       2) 낮음  

 

9. 자동점검에 관한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정확성) 

1) Yes                       2) No  

 

10. 자동점검에 관한 업무는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까?  

1) Yes                            2) No   

 

11. 자동점검에 관한 결과에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1) Yes                            2) No   

 

12.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이 있으면 참석하시겠습니까? 

1) Yes                            2) No   

 

13. 주변에 자동점검 사용을 추천하시겠습니까? 

1) Yes                            2) No   



- 67- 

Abstract 

 

 

 

Prescription Review System Construction  

for Adequate Medical Support 

 

 

Seong Lim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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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medical insurance review is increasingly being 

regarded as an important field of medical practice since it requires  

variety of experience and know-how. This situation forces medical 

staffs and nurses who are supposed to concentrate on medical 

practices to take lots of time learning frequently changing government 

insurance guidelines. 

Computerization of insurance claim processes at time of ordering 

prescriptions helps medical practitioners understand the frequently 

changing insurance guidelines easily, allowing medic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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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nurses to provide patients with quality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it saves costs for hiring someone to process insurance 

claim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medical insurance 

review system to automate review process for doctors and review 

nurses and to evaluate its effectiveness in terms of user satisfaction 

and frequency of system use.  In this study, 1,672 insurance review 

algorithms were derived and incorporated into the system. The 

system was designed in such a way that it supports three types of 

insurance reviews: review of ordering prescription, review before the 

insurance claims, and review after the insurance claims. 

Questionnaire surve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was 

conducted by internet.  168 users were responded from 100 

hospitals.  Three areas were evaluated in this survey: frequency of 

the system use, ease of use, user satisfaction, and meeting user 

require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respondents rated positively on 

most of categories.  80% of users at the insurance claims department 

and clinical departments were satisfied; 86% of them were relied on 

the system; and 86% of users were satisfied with a prompt update of 

the system according to the government guidelines.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system does not 

account for a variety of clinical patterns or case mix of hospitals 

because it uses the same review algorithms for all hospitals.  

Moreover, the system does not account for the adjustment i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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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based on the national statistics on insurance claims.  

Accordingly, the system should be modified to account for these 

limitations in the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