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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율시정통보제도는 진료의사에게 자신의 진료행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의 전체적 증가를 억제하고 적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료행태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 연구는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2002년도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자율시정통보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율시정통보의 시정여부에 따른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특성을 구명하여 이에 근거한 합리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 연구는 2002년도 1분기에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345개 의

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분기별 이력과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진료내용 청구실적을 분석하 으며, 요양기관의 특성

별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해 작성된 요양기관현황

통보서 의 일반현황을 사용하 다. 또한 요양기관 특성을 짝짓기한 동일한 

수의 비통보 요양기관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 다. 효과분석을 위한 변수는 

청구실적에서 산출되는 각종 진료지표를 종속변수로 하 고, 요양기관의 특

성 및 과거(2001년)시정통보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관련 요인 및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율시정통보제도의 효과는 수가인상, 진료량의 자연증가율을 고려한  

  총량적인 진료비용 절감효과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

2.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선정기준으로 이용되는 건당 진료비 및 이의 구

성요인라고 할 수 있는 건당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진료비의 비교에서

도 자율시정통보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효과를 나타났다. 자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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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보제도의 효과측면에서 특히 건당 내원일수의 기여도가 높았다. 

3. 자율시정통보제도에서 상병의 중증도에 의한 고가도를 표현하는 상병구

조지표는 하향추세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 다.

4. 자율시정통보제도에서 2002년 1분기에 자율시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 중 2002년 4분기 자율시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된 요양기관은 

잔체의 41.2% 다.

5. 자율시정대상기관에서 해제됨으로써 진료행태를 시정한 요양기관의 특

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설립기간이 짧을수록, 서울에 소재한 요양기관일

수록, 외과 표시과목이, 과거에 통보받은 경험이 있는 요양기관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 다.

  결론적으로 자율시정통보제는 자율성에 기초하여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인식에 향을 주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자율시정통보제의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의료비 증가 억제 효

과 등 진료행태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해본다는 의

미도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당 진료비를 산출하는 주

상병 분류코드의 합리적 분류 및  통보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표시과목 분류

에 진료내용을 반 한 기준의 보완과 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의료인의 진

료행태를 적정한 수준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건전한 진료환경조성, 진료정보 

제공방법 및 교육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체계구축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인도 적정진료 제공에 대한 의료인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의식

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어: 자율시정통보제, 비용증가 억제, 건강보험,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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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7월에 도입된 이후 1989년 7월에 전 국

민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형적으로 12년이라는 짧은 시일 내에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실시하는 성과를 이룩하 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경험

한 바와 같이 신 의료기술의 도입과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이후 의료서

비스 이용의 증가에 따라 국민 의료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 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 증가 억제(medical care cost containment)정책과 의

료의 질 관리(quality assurance)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 다(유승흠, 1990). 

또한 의료비의 증가는 2000년 7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 실시 등의 향으

로 가속화됨으로써, 건강보험은 큰 폭의 재정 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건강보

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증대 정책과 의료

비 증가 억제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의료비 증가 억제방식은 크게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의 의료비 증가 억제는 심사평가기구에 의한 가격과 진료

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심사방법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진료량을 제한하는 방법이

라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의 수가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1년 5월 31일, 2001년 

10월 5일, 2002년 4월 10일 등 지속적으로 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하 다(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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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1; 보건복지부, 2002). 또한 정부는 법규정의 재정비를 통하여 건

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의료비 증가 억제를 시

도하 다. 하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료비 증가 

억제정책을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서 진료의  

자율성(autonomy)을 침해하고 의사들이 처한 진료상황에 대한 형평성을 고

려하지 않는 조치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선희, 2001, 2002).

보건의료 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선진국의 보건

의료 전문가들은 의사의 진료와 처방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의

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의한 자기 수정’을 강조하고 있다

(Eisenberg, 1986). 의사의 진료와 처방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

법인 교육 프로그램은 의사의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

적인 수단일 수 있으며, 전문가의 지도력에 의한 적극적 개입은 의사의 진료 

행태변화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강조한다. 특히, 단순한 의료행

위에 있어 교육프로그램은 의사들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진료행태의 변화 수단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정보의 제공

은 의사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진료와 처방 기록을 동료 의사와의 비교기준

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즉, 환류(feedback)을 통하여 의사의 진료와 처방 행

태의 변화를 요구하는 방법이다. 환류 프로그램에 의한 진료와 처방 행태의 

변화는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절감을 동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환류의 

방법은 의사들이 수행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결과를 다른 동료의사와 비교하

거나 그 외 개인적 지도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의 제공에 의한 자기 수

정은 일반적으로 외래진료와 같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진료부문에서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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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국내의 의료전문가들 역시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

에 동료의사와 비교 가능한 형태의 정보로 제공하여 의사들이 진료와 처방

을 비용 효과적이며 의학적으로는 적정한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

로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조우현 외 2001; 문옥륜 외, 2001).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비 증가 억제의 

기본 방향은 의료개혁과제 차원에서 의료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의료

의 질적 수준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이규식, 2002). 이와 같은 전문적 프로그램과 자율성에 기초한 제도차원

에서 우리나라도 1986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의 제공에 의한 자기 수정’을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적인 의료

비 증가 억제 조치인 “자율지도” 또는 “자율시정”(이하 “자율시정”으로 표기

함) 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율시정통보제도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측면

에서 정부의 규제, 즉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아

닌, 의료인 스스로 자신의 진료와 처방 행태를 지도, 평가 및 수정하도록 하

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자율시정통보제도의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의료비 증가 억제

효과 등 진료 행태변화를 면 히 분석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한다는 측면에서나 의료계의 자율적인 평가추구의 결과측면에서나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율시정통보제에 관한 평가와 효과분석이 어느 정

도 진행되어 왔다(김재선, 1992; 한문덕, 199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김재선(1992)의 연구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요양기관 중 1991년 하반기

에 자율시정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시정통보제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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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분석하여 자율시정 통보전․후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비 증가 억제효과

를 분석하 다. 하지만 김재선의 연구는 당시의 수가개정과 비교시점간 차이

에 따른 진료량의 자연 증가율에 대한 지수보정 변수 통제가 없었다. 한문덕

(1993)의 연구는 김재선의 연구를 확장하여 연도별 자율시정 통보 요양기관

을 대상으로 전체 진료비와 시정율 지표를 사용하여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

하 다. 하지만 한문덕의 연구도 김재선의 연구와 같이 수가인상, 진료량에 

대한 자연 증가율 등의 고려가 없었으며, 보다 세부적인 차원의 요양기관 특

성에 따른 절감효과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 

또한 한문덕의 연구와 김재선의 연구는 연구대상 범위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요양기관 으로 요양기관 특성변수를 종별로만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들 연구에서 종합병원과 병원급 요양기관의 시정율은 의원급 요양기

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사들의 자율시정이

라는 자기검증노력과 자율시정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된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 원천은 개원의사들의 경우 사실상의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수입을 그대로 적용 받고, 병원이나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봉

직의사들은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소속기관의 수입 중에서 고용주로부터 봉

급을 받는다. 의료서비스의 제공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은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받는 개원의사가 

봉급을 받는 의사보다 크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문옥륜 외, 2001; 이 조 

외, 1993). 즉, 봉직의사인 종합병원과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개원의사와 

비교하여 자율시정통보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

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율시정통보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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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효과를 해석할 수는 없으며, 결과의 신뢰성이 문제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합병원과 병원의 자율시정 통보효과는 의사의 이직, 해당 진료의

사에게 자율시정 통보내용의 전달유무의 미확인 등의 문제 때문에 의료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이 제한적이고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먼저 자율시정 요양기관에 대한 연구의 대상범위

를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

어 통보군과 비통보군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수가인상,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의료수요의 자연증가와 계절 향을 통제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또한 이 연구는 요양기관의 특성 및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특성에 

따른 향도 같이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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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제도에서 

요양기관의 진료비용 적정청구 유도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율시정통보제

의 실시효과를 통보군과 비교군(비통보군)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을 설정하 다.

첫째, 이 연구는 자율시정 통보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는 자율시정 통보의 시정여부에 따른 요양기관의 특성을 구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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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의 일반적 고찰

1. 자율시정통보제의 법적 근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자율시정통보제도의 법적 근거를 직접적으로 명시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무적 

역할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청구비용에 대한 규제 측

면보다 자율성 측면을 강조한 정책적 결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질병 등 사회

적 위험을 국가나 사회가 사회보험의 방식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

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이해당사자로는 가입자로서 요양급여 수급자인 국

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요양기관,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사회적 공동

비용인 보험료를 징수․관리하는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 요양기관이 제

공한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 받아 그 적정성을 심사평가

(review)하는 심사․평가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제도를 관장하고 지

도․감독하는 정부(보건복지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를 중심으로 볼 때, 가입자와 보험자, 요양기관과 심사평가기구는 상호 

유기적하거나 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심사․평가기구

는 요양기관이 가입자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에 의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때 

사회적 공동비용인 재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출되어 질 

수 있도록 적정성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질을 평가하여 보험자와 요양기관

간에 상호 균형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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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심사평가기구는 요양급여가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하고, 경제적

으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행하여 졌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정부는 국민건

강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보고와 검

사는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 대한 권한(제1항), 요양기관에 대한 권한(제2항),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권한(제3항)으로 나누어지며, 이 연구의 주제에

서 언급하는 자율시정통보제도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차원에서 행

하여지는 중요수단 중 하나인 현지조사의 예고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조치라 

할 수 있다.

현지조사의 특성은 서류중심의 심사방법을 보완하여 요양기관이 불법․부

당한 진료사실이 없었는지, 가입자의 수급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사회적 

비용인 보험재정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음으로써 부당한 이득

을 취하지 않았는지를 요양기관 현지에서 진료기록내역을 중심으로 직접 조

사하는 방법에 있다. 따라서 현지조사의 법적성격은 정부의 요양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정홍기 

외, 2001). 이 현지조사에 의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제85조(과징금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수반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권한의 행사수단으로서의 현지조사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준에 기초하여 그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에 임하

여야 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청구한 비용의 진료내역을 토대로 여러 가지 기

준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한 방법과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제도상의 이해당사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 축임을 중시하여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스스로에 의하여 

자체시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1차, 2차의 자율시정 통보(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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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지조사 예고)과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

결국 요양기관 자율시정 통보제는 직접적 방법인 심사 및 현지조사라는 행

정권한의 수단을 뒷받침하면서도, 이와는 달리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정책적 감독권 행사의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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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시정통보제의 의의 및 변천 과정

가. 자율시정통보제의 의의

요양기관에 대한 자율시정통보제는 “요양기관 종별 병상수 또는 표시과목

별로 비교대상 군을 집단화한 후 다빈도 상병별 요양급여 비용을 토대로 상

대적으로 비교한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일정기준에 의한 통보대상을 선정하

여 통보하는 제도”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0). 

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는 상대 비교된 지표 값을 토대로 1차 통보․2차 

통보를 하고, 2차 통보대상기관 중에서 지표 값이 일정수준 이상 높은 요양

기관은 해당 의료단체가 회원인 요양기관을 자율적으로 현지 지도하도록 하

고 있으며, 2차 자율시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현지 확인조사가 강제됨을 인식하게 함

으로써, 의료인 스스로 진료내역을 이해하고 자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자 함에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문옥륜 외, 2001).

나. 자율시정통보 제도의 변천과정

o. 1986년 1월 9일 급여 31510-291호(1986년 1분기부터 자율시정 통보제도

의 실시)

- 의료보험연합회와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선정하여 보건사회부에 

보고

․공단: 민원제보, 심사상 문제기관

․연합회: 진료내역분석(건당 진료비, 건당 내원일수, 의사 1인당 환자수 

등) 및 관리지표(민원제보, 심사상 문제기관)를 점수화하여 자율지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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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지도 방문관리에 활용

․요양기관을 종별로 4분화(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현지지도 대상기관 선정: 보건사회부 현지지도 실시 계획에 의한 지역 

소재기관만을 별도 분석하여 고득점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자율지도 대상기관 선정: 일정기준 이상인 기관 중 현지지도 대상기관을 

제외한 잔여기관

o. 1988년 11월 19일 보관 31510-15186호 자율시정 선정기준 변경 (1989년 

1분기부터 적용)

- 1989년 1분기부터 전산화에 의한 대상기관 선정

- 요양기관을 8개의 유사 규모별 (병원급 이상을 병상 규모별로 종합병원 

3개 군, 병원 2개 군,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로 분류

- 청구 다빈도 상병별, 진료과목별(의원급)로 비교

- 진료비 지표 점수화 및 관리지표 점수화(1건당 1점씩 발생분기에 점수 

부여)의 관리체계로 자율지도 실시

o. 1990년 12월 20일 보관 31516-16614호 자율시정 선정기준 변경(1991년 

1분기부터 적용)

- 관리지표 점수는 삭제하고 진료지표만으로 대상기관 선정

- 의원급 진료구분 변경: 전문과목별→표방과목별

- 3차 진료기관에 대한 특성반  (500병상 이상)

- 종합점수 산출시 당분기 누적점수는 가산에서 제외

o. 1991년 12월 5일 보관 31516-17113호 자율시정 선정기준 변경(1992년 1

분기부터 적용)

- 종합병원 Ⅰ그룹(500병상 이상) → 3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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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400병상 이상인 경우 Ⅱ군으로 변경)

o. 1993년 12월 29일 보관 65178-655호 자율시정 선정기준 변경(1994년 2

분기부터 적용)

- 청구 다빈도 상병 범위의 확대(병원급 이상 200개 상병 → 500개 상병, 

의원 표시과목별 100개 상병 → 200개 상병, 치과 10개 상병 → 40개 상

병)

- 진료비 명세서상의 상해외인 란에 “E" 코드(복막투석, 인공신장투석, 신

장이식 후 조직 이식거부 반응 억제제 투여시 등) 표기된 건은 다빈도 

상병에서 제외하고 지표 산출

o. 1997년 3월 29일 보관 65178-386호 자율시정 선정기준 변경, 약국․한방

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 실시

- 약국 요양기관 1997년 2분기, 한방 요양기관 1997년 4분기부터 자율시정

통보제 실시

- 다빈도 상병 건당 진료비 비교시 수술시행건과 비수술건은 구분하여 지

표산출(외래수술 등 상병관리에 합리성 제고)

- 청구 다빈도 상병의 범위 확대(병원급 이상 500개 상병 → 800개 상병, 

의원 표시과목별 200개 상병 → 300개 상병, 치과 40개 상병 → 60개 상병

- 3차 기관 Ⅰ군을 병상 수 감안 2개 군으로 세분화(Ⅰ군: 3차 기관 800병

상 이상, Ⅱ군: 3차 기관 800병상 미만)

- 특수 진료기관, 국립기관, 국가 위탁에 의한 보훈병원 등은 진료의 특수

성을 감안하여 지표는 산출하되, 자율시정 통보대상에서 제외

- 진료비 명세서의 상해외인란에 V001, V003, V005, V007, V009, V073, 

V074, V082, V083, V084 표기 건은 다빈도 상병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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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분석시 C.T(전산화 단층촬 )비용 총액은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은 제외하고 건당 진료비를 산출(분류 군내 요양기관별 진료비 차이 최

소화)

- 자율시정통보 대상요양기관 연계관리(동일 대표자가 폐업 후 재개설시 

누적점수 연계

o. 1998년 12월 16일 보관 65178-1847호 자율시정 선정대상 기준 변경

(1999년 1분기부터 적용)

- 자율시정통보 제외 점수 (분기점수가 3점 미만인 경우) 및 누적점수  해

제기준 점수 (분기점수가 4점 미만인 경우)의 일원화 → 4점 미만인 경

우로 변경

o. 2001년 9월 28일 보관 65178-1005호 자율시정 선정대상 기준 변경(2001

년 4분기부터 적용)

- 약국 요양기관의 자율시정 통보대상에서 제외

- 진료비 명세서상의 상해외인 란에 V001, V003, V005, V006, V007,    

V008, V009, V011, V012, V013, V014, V015, V021, V023, V024, V025, 

V073, V074, V075, V076, V077, V078, V082, V083, V084, V085, V086, 

V087, V088 코드 표기 건은 다빈도 상병에서 제외

- 상병별 평균 값 산출시 수술․비수술건 각각 처방형태에 따른 3가지  유

형 [처방전 발행건, 처방전 미발행건, 처방전 혼재건(처방전 발행 및 미

발행)]으로 구분하여 지표산출(외래 요양급여 비용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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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선정방법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선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요양기관 비교 대상군 분

류, 종별 청구 다빈도 상병범위, 지표의 산출방법, 종합점수의 산출방법 등으

로 구분된다. 첫째, 요양기관 비교 대상군의 구분은 종합전문 요양기관 2개

군(Ⅰ군: 800병상 이상, Ⅱ군: 800병상 미만), 종합병원 3개 군(Ⅲ군: 400병상 

이상, Ⅳ군 : 399∼200병상 이상, Ⅴ군: 200병상 미만), 병원 2개 군(Ⅵ군: 60

병상 이상, Ⅶ군: 60병상 미만) 치과 병원 (Ⅷ군), 한방병원 2개 군(Ⅸ군: 종

별 가산율 25%기관은 A군; Ⅹ군: 기타의 한방병원은 B군), 의원(Ⅺ군, 표시

과목별 기준), 치과의원(Ⅻ군), 한의원(XⅢ군) 등 13개 군으로 분류한다. 하지

만,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종합전문 요양기관 또는 전문 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요령(보건복지부고시)에 의거 인정받은 전문 요양기관(결핵, 나병, 정신

질환, 심장질환, 재활치료 등) 및 국․공립기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 42조 제 1항에 의한 보훈병원은 요양기관 자율시정 통보 대상기관

에서는 제외하지만, 분석대상에는 포함하여 사후에 관리한다.

둘째, 요양기관 종별 청구 다빈도 상병의 범위는 종합전문 요양기관․종합

병원 및 병원은 입원․외래 각각 800개 상병, 의원은 표시과목별 외래 300개 

상병, 치과 병원 및 치과 의원은 각각 외래 60개 상병, 한방 병원은 입원․

외래 각각 200개 상병, 그리고 한의원은 외래 200개 상병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지표산출 비교의 객관성을 위하여 특정상병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

와 같이 제외되는 상병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특정기호 란에 V001, 

V003, V005, V006, V007, V008, V009, V011, V012, V013, V014, V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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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021, V023, V024, V025, V073, V074, V075, V076, V077, V078, V082, 

V083, V084, V085, V086, V087, V088코드가 표기된 상병이다. 특정기호 코

드는 <표 1>과 같다

 <표 1>  특정기호 코드

구   분 특정기호

인공신장투석시 V001

계속적 복막관류술시 V003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투여시 V005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 V006

고셔질환자의 효소대치법 약제투여시 V007

가정간호시 V008

혈우병 치료목적으로 항응고인자 및 동결침전제제 투여시 V009

18세미만의 소아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V011

근육병환자(G12,G70,G71)에게 자율신경용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

은 당일의 외래 진료
V012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투여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V013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V014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V015

터너증후군환자(Q96)가 성장호르몬제 또는 기타 호르몬제를 투여받은 당

일의 외래진료비
V021

재생불량성 빈혈환자(D60, D61)가 경과진단을 위하여 혈액검사, 수혈 등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비
V023

뮤코다당증 환자 (E76)가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비 V024

부신백질이 양증 환자(E71.3)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비
V025

조혈모세포 공여자 V073

신장 공여자 V074

간 공여자 V075

췌장 공여자 V076

심장 공여자 V077

폐 공여자 V078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환자 V082

동종조혈모세포 이식환자 V083

신장 이식환자 V084

간 이식환자 V085

췌장 이식환자 V086

심장 이식환자 V087

폐 이식환자 V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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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빈도 상병 분류기호 중에서 수술․비수술로 구분된 상병은 별도 상병

별 건수를 기준으로 자율지표를 산출한다. 상병별 평균 값 산출시 수술․비수

술건 각각 처방형태에 따른 3가지 유형 [처방전 발행건, 처방전 미발행건, 처

방전 혼재발행건(처방전발행 및 미발행)]으로 구분하여 자율지표를 산출한다

(외래의 경우만 해당). 또한 청구 총 요양급여비용 분석시 CT비용 총액은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자율지표의 산출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지율지표 산출방법

 

상병

분류군의 상병별 평균값 특정기관의 상병별 실적값

일당진료비 내원일수 상병별건수 일당진료비 내원일수

수술 비수술 수술 비수술 수술 비수술 수술 비수술 수술 비수술

 001
 002
  ․
  ․
 100
  ․
 500
  ․
 800

 A 1
 A 2
  ․
  ․
A100
  ․
A500
  ․
A800

 a 1
 a 2
  ․
  ․
 a100
  ․
 a500
  ․
 a800

 B 1
 B 2
  ․
  ․
B100
  ․
B500
  ․
B800

 b 1
 b 2
  ․
  ․
 b100
  ․
 b500
  ․
 b800

 F 1
 F 2
  ․
  ․
F100
  ․
F500
  ․
F800

 f 1
 f 2
  ․
  ․
 f100
  ․
 f500
  ․
 f800

 C 1
 C 2
  ․
  ․
C100
  ․
C500
  ․
C800

 c 1
 c 2
  ․
  ․
 c100
  ․
 c500
  ․
 c800

 D 1
 D 2
  ․
  ․
D100
  ․
D500
  ․
D800

 d 1
 d 2
  ․
  ․
 d100
  ․
 d500
  ․
 d800

 

자율지표(Y)=

 800상병

  ∑ 특정기관의 상병별 실적값(Ci*Di)*Fi+(ci*di)*fi
 i=1개상병

800상병

  ∑ 분류군의 상병별 평균값(Ai*Bi)*Fi+(ai*bi)*fi
 i=1개상병

- 종합전문 요양기관: <Y입원(2.5)+Y외래(1)>/3.5

- 종합병원 400병상이상: <Y입원(2.0)+Y외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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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399∼200병상, 한방병원 A군: <Y입원(1.5)+Y(외래(1)>/2.5

- 병원급 이상, 한방병원 B군: <Y입원+Y외래>/2

- 의원, 치과(병)의원, 한의원: Y

넷째, 산출된 요양기관별 지표 값을 통하여 평균값과 비교한 일정구간 (자

율관리 기준선)별 관리를 하게 되며, 지표의 점수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기

준으로 이루어진다. 종합병원 이상은 100% 초과부터 2.5%당 1점씩 가산하

고, 병원․의원․치과(병)의원 및 한방(병)의원은 100% 초과부터 115% 미만

까지는 1점이며, 그 이상부터는 5% 당 1점씩 가산한다(표 3).

<표 3> 자율지표 구간별 가산 점수

  분기점수

 (증감점수)

                자    율   지    표    구    간

종 합 병 원 이상 병 원 이 하

  1점 (-2) 100% 초과-102.5%미만 100%초과 - 115%미만

  2점 (-1) 102.5%이상-105% 미만 115%이상 - 120%미만

  3점 (0) 105% 이상-107.5%미만 120%이상 - 125%미만

  4점 (1) 107.5%이상-110% 미만 125%이상 - 130%미만

  5점 (2) 110% 이상-112.5%미만 130%이상 - 135%미만

  6점 (3) 112.5%이상-115% 미만 135%이상 - 140%미만

  7점 (4) 115% 이상-117.5%미만 140%이상 - 145%미만

  8점 (5) 117.5%이상-120% 미만 145%이상 - 150%미만

  9점 (6) 120% 이상-122.5%미만 150%이상 - 155%미만

  10점(7) 122.5%이상-125% 미만 155%이상 - 160%미만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분기점수 산출 후 이의 조정을 위한 증감점수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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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며, 증감점수는 분기점수에서 3점을 일률적으로 감산한다. 누적점수는 

분기별 증감점수를 계속 누적시켜 합한 점수이며, 종합점수는 당해 분기점수

와 해당 분기 이전 누적점수를 합하여 최종 산출하고 이 종합점수에 의하여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이 선정된다(표 4).

<표 4>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증감점수의 예

기관명 구분
1999년 

2/4분기

1999년 

3/4분기

1999년 

4/4분기

2000년 

1/4분기

2000년 

2/4분기

○○의원

분기점수 7 - 6 - 4

증감점수 4 - 3 - 1

누적점수 4 - 7 - 8

종합점수 7 - 10 - 11

지도방법
1차 

자율시정

2차 

자율시정
현지조사

○ 분기점수: 한분기의 자율지표 점수

○ 증감점수: 분기점수에 3점을 감한 점수

○ 누적점수: 분기별 증감점수를 계속 누적시켜 합한 점수

○ 종합점수: 당해 분기점수와 해당 분기이전 누적점수를 합한 점수

나.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선정 기준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다.

첫째, 1차 자율시정통보기관으로의 선정은 자율시정통보를 하지 않은 기관 

중 종합점수가 5점 이상인 요양기관이 해당된다. 

둘째, 2차 자율시정통보기관으로의 선정은 1차 자율시정 통보를 하 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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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관 중 종합점수가 7점 이상인 요양기관이 해당한다. 특히, 2차 자율시정

통보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 중 종합점수가 11점인 요양기관은 해당의료

단체를 통한 자율적 현지지도 대상으로 분류되어 각 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셋째, 자율시정통보제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종합점수에 의한 2차 자

율시정 통보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현지지도 감독대상으로 분류되어 

강제적인 현지조사를 받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이는 2차 자율시정통보

를 하 던 요양기관 중 종합점수가 11점 이상인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자율시정 대상기관 선정의 보완을 위하여 분기점수가 4점 미만에 해

당하여 증감점수 산출을 위한 3점을 감한 분기점수에 미달할 경우는 2차 자

율시정 통보 및 현지조사 대상기관에서는 제외하고 있다(그림 1).

1차 자율시정통보

1분기 유예

2차 자율시정통보

현 지 조 사

1분기 유예

의료단체 

현지지도

<그림 1> 종합점수산출에 의한 자율시정통보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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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율시정통보제를 위한 기타사항

자율시정통보 대상요양기관의 선정은 분기점수의 산출 및 종합점수의 산출 

등에 의하여 결정됨에 따라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

첫째, 자율시정통보 대상요양기관의 선정은 종합점수 산출시 비교분석 대

상 군별 전국 평균 청구 건수 또는 평균 청구 요양급여 비용의 30% 미만 청

구한 요양기관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누적점수 해제기준으로 2분기 연속 분

기점수가 4점 미만이거나 8분기 연속 청구실적이 없는 기관, 현지조사를 실

시한 기관은 4분기 후부터(업무 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기관은 8분기 후부

터) 누적점수를 산출토록 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의약단체

① 대상기관

   자료보고
② 운 시달

③ 자율시정대상기관통보

④ 개선사항건의

⑤자율시정통보   

   및 현지지도
⑥ 개선사항

   건의

⑦ 개선사항건의

<그림 2> 자율시정통보 업무절차 흐름도

둘째, 청구 다빈도 상병 및 평균 요양급여 비용은 매 분기별로 산출하며, 

자율시정 통보서상의 기재되는 상병은 종합병원․병원은 입원․외래 각각 

60개 상병, 의원․치과(병)의원은 20개 상병을 표시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한

다. 산출된 점수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광역시․도를 달리하여 동일한 종별로 



- 21 -

재 개업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산출된 점수를 유지 관리하되, 법인으로의 전

환 설립된 기관은 제외한다.

<표 5> 자율시정통보업무 처리 절차

전산자료 출력요청

o.의뢰시점 : 매분기 시작월 초순경

o.대상자료 : 통보분기 전분기 3개월 

     요양급여비용 지급분

o.첨부자료 : 자율시정통보대상에서 제외토록 

     현지조사 실시기관 입력

o.의원급 요양기관의 표시과목 코드 확인

기초자료 출력 및 

자료 검증

o.출력시점 : 당해분기 첫째월 말일경

o.전산자료 검증

 - 1차 통보, 2차 통보, 현지조사 대상기관 자료 확인

 - 요양기관별 자율지표 확인

자료 출력

o.전산자료(최종)확인․출력

 - 자율시정통보기관의 상병별 청구현황자료

 - 2분기전 통보된 1․2차 자율시정통보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경향 분석자료

 -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자율시정 통보 제외 여부 등

보건복지부 보고

o.보고시점 : 당해 분기 둘째 월 10일 이전

o내부보고 : 임원 결재 후 보건복지부 보고

o주요내용

 - 1차․2차․의료단체․현지조사 대상기관 명단

 - 2분기 전 통보된 1․2차 자율시정통보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경향 효과 분석 등

의약단체 및 해당 

심사부서에 자료제공

o.의약단체 자료배부

 - 대상: 병협,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 자료: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명단, 상병별 청구현황, 

주소록 등

o.해당 심사 부서(본․지원)에 자료 송부

 - 1차․2차 명단 및 상병별 청구현황

요양기관 통보

o.통보방법

 - 의약단체에 1차․2차․의약단체 지도대상 자료제공

 - 의약단체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우편발송

 - 통보시점: 매 분기 둘째달 하순경

 - 통보자료: 1차․2차 자율시정통보기관의 통보서 및 상

병별 청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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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가. 연구대상 

이 연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기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

율시정 통보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요양기관 종별 중에서 의과 의원급 요양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 다.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

택한 이유는 의원이 전체 요양기관 중 기관수가 가장 많으면서 동시에 모든 

상병에 있어 진료건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또한 의과 의원

급 요양기관은 2000년 7월 이후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외래진료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의약품 투여가 배제되어 청구 진료비를 구성하는 내역 및 진료

비 규모가 가장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시정통보에 따

른 진료행태 변화추이 분석을 통하여 요양기관의 적정청구 노력 및 자율시

정통보제도의 실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 연구자료

이 연구는 요양기관의 청구 상병의 구조변화 등 진료행태 변화추이를 통한 

제도시행 효과분석을 위하여 2002년 1분기에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심사실적

자료에 의하여 선정된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 345개소의 선정통보 후 12개월

분의 청구자료 (2002년 심사결정시점 기준)를 사용하 으며, 이 선정된 기관

의 선정 후의 시정통보 이력과 청구진료비(청구 건수, 내원 일수 포함)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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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추이 분석을 하고자 2001년 1분기부터 2002년 4분기까지의 이력을 

사용하 다. 요양기관의 자기검증 노력을 통한 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진료시점기준의 자료에 의한 여러 변수들의 분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의원급 요양기관의 진료 다음 월 청구율은 약 63% 수준

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 기간에 분산되어 청구되어짐에 따라 자료수집 상의 제

한에 의해 진료시점 기준에 따른 정확한 검증에 한계가 있고, 실제 이 제도

가 진료시점기준이 아닌 심사결정시점기준의 실적자료에 의함에 따라 부득

이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 다1). 통보군과의 차이 및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통보군의 요양기관 특성을 보여주는 4개의 변수(표시과목, 설립구분, 소재지

역, 근무 의사수)를 기준으로 2002년 6월말 현재의 22,314개 전체 의과 의원

에서 통보군과 중복되지 않도록 1:1 짝짓기를 실시하여 비통보군을 선정하

다. 요양기관의 특성변수를 짝 짓기한 비교집단인 비통보군 선정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어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 10호 서식’인 ‘요양기관 현황통보서’의 일반

현황을 활용하 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그림 3>과 같다. 

1)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처방․조제내역 및 약제비 분석을 위한 2002년 9월 청구자

료 중 8월 진료분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EDI 청구자료 기준 의과 의원급 요양기

관 청구건수 11,917,742건 중 7,555,363건(63.4%)이 청구 전월 진료 분인 것으로 분

석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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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CASE

비 통보군

345개 의원

CONTROLCONTROL

2002.1분기
자율시정선정기관

통보군

345개 의원

짝
짓
기

기관 특성
4개 변수

①표시과목
②설립구분
③의사 수
④소재지역

2002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345)

통보
이력 자료

(345)

2002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345)

통보
이력 자료

(345)

<그림 3> 분석 자료 

2. 연구모형 및 분석변수

가. 연구의 모형

이 연구의 모형은 요양기관의 일반적 특성과 자율시정 대상기관의 통보경

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의료서비스 량 즉, 진료실적에 미치는 

향을 파악함으로써 자율시정통보제도의 효과를 분석하 다(그림 4). 이를 위

하여 통보군과 이에 대응하는 비통보군을 각각 선정한 후 종속변수와의 관

련성을 회귀분석 하 다. 종속변수인 진료실적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발생된 

실적을 그대로 하여 1차 분석하 고, 2차적으로 통보군의 실적을 비통보군에 

대한 비로 산출하여 보정을 한 다음 분석을 시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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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적

청구건수, 내원일수, 

총 진료비, 건당진료비, 내원일당진료비, 

건당내원일수, 상병구성지표

요양기관의 일반적 특성

대표자 연령, 설립기간, 

  대표자 성, 표시과목,     

  소재지역, 설립구분      

  근무 의사 수(단/복수)

자율시정 경력변수

자율시정 대상 여부

자율시정 통보 이력

통보군

비통보군

보정전 실적

보정후 실적

비통보군에  

대한 비

<그림 4> 연구의 모형

나. 분석변수

이 연구에서 자율시정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변수들은 크

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독립변수로는 의료서비스 량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요양기관 특성 변수, 자율시정 경력 변수 등이다. 둘째, 종속변수

로는 의료서비스 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청구건수․내원일수․총 진료비와 건

당 진료비․내원일당 진료비․건당 내원일수 및 상병구성지표이다. 또한 이

를 보정하기 위하여 위 상병구성지표를 제외한 종속변수를 비율화(ratio) 하

여 종속변수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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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구성지표 산출식>

 CMI = 
(∑
i
C i⋅N hi )/(∑

i
N hi)

C

                               h  : 대상 요양기관

                               i : 상병별

                               N hi  : 대상 요양기관의 상병별 건수

                               Ci  : 표시과목별 상병별 평균진료비

                               C  : 표시과목별 평균진료비

상병구성지표(CMI, 중증환자 집중도를 의미)는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상병 구성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진료비의 고가도 지표로서 해당 요양기

관의 다빈도 상병별 건수가 감안된 표시과목별 상병별 평균 건당 진료비를 

표시과목별 평균 건당 진료비에 대비한 지표이며, 이를 통하여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상병의 구조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의원급 

요양기관 전체 자료수집의 한계로 비통보군의 자료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대

신하 다.

자율시정통보제도를 통한 비용측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진료비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수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2002년 4월 1일 진료

분부터 상대가치 환산지수가 종전 55.4원에서 53.8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2002년 4월의 실제 진료비는 대부분 2002년 5월에 청구되어 2002년 6월에 

심사결정되는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2년 6월부터 12월까지

의 심사결정기준 청구비용의 수가인하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가 차이를 

보정해야 함이 타당하다.2)

2) 진료비 보정을 위해 의과 의원급 EDI청구기관의 2002년 5월분 심사결정액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환산지수 인하율 2.89%를 진료내역(Ⅱ란이 환산지수를 적용하

는 기술행위료임) 구성비(Ⅱ란 구성비 94.68%)로 적용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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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통보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독립변수인 요양기관 

특성 변수, 자율시정 경력변수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포함되었다. 

첫째, 요양기관 특성변수에 포함된 변수는 요양기관 대표자의 연령․성, 요

양기관의 설립기간, 표시과목․소재지역․설립구분 그리고 요양기관에 근무

하는 의사 수 등으로 구분하 다. 

둘째, 자율시정 경력 변수는 자율시정 통보대상 여부(통보 분기), 자율시정

대상 이력을 포함하 다. 통보대상 분기에 자율시정 통보대상에 해당되는가

와 선정 후의 이력을 통해 진료행태변화 노력을 파악 하고자 함이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는 <표 6>과 같으며,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표시과목 구분을 위한 코드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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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석에 사용된 변수 정의 

구  분 변 수 명 내        용

종속변수

 비통보군 보정전 

총진료비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총액

청구건수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 총 건수

내원일수  청구한 진료 총 건수상의 총 내원일수

건당진료비  총진료비/청구건수

건당내원일수  내원일수/청구건수

내원일당진료비  총진료비/내원일수

 비통보군 보정후

총진료비 비  총진료비통보군/총진료비비통보군

청구건수 비  청구건수통보군/청구건수비통보군

내원일수 비  내원일수통보군/내원일수비통보군

건당진료비 비  건당진료비통보군/건당진료비비통보군

건당내원일수 비  건당내원일수통보군/건당내원일수비통보군

내원일당진료비 비  내원일당진료비통보군/내원일당진료비비통보군

 상병구성지표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상의 4단 분류체계에 

의한 주 진단명 기준으로 자율시정 통보 분류

군별 개별 요양기관의 청구된 상병구성의 중증 

상대지수

요양기관 

특성

    대표자 연령  세

    설립기간  년

    대표자 성  남성=0, 여성=1

    표시과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  

 관이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진료과목(표 7)-주  

 요 다빈도 표시과목만 변수사용

    소재지역  요양기관 소재지역-5개권역으로 구분함

    설립구분  개인, 기타(제 법인) 

근무 의사수(단수/복수)  단수(1인), 복수(2인이상)

자율시정 

경력

자율시정 통보여부
 분석분기의 자율시정 통보대상기관 해당여부

 통보군=0, 비통보군=1

자율시정 통보이력
 2002년 1분기부터 2002년 4분기 사이에 자율  

 시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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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의원급(의과) 요양기관 표시과목

코드 표시과목 코드 표시과목

00 일반의 14 피부과

01 내과 15 비뇨기과

02 신경과 16 진단방사선과

03 정신과 17 치료방사선과

04 일반외과 18 해부병리과

05 정형외과 19 임상병리과

06 신경외과 20 결핵과

07 흉부외과 21 재활의학과

08 성형외과 22 핵의학과

09 마취과 23 가정의학과

10 산부인과 24 응급의학과

11 소아과 25 산업의학과

12 안과 26 예방의학과

13 이비인후과 - -

* 코드: 00, 과목: 일반의는 GP이거나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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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자율시정통보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의 2002년도 

1분기의 요양기관 청구분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시

정통보 대상기관(통보군) 345개소와 비통보 대상기관(비통보군) 345개소를 

연구대상으로 추출하여 비교분석하 다.

추출된 연구대상에 대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 다.

첫째, 통보군과 비통보군의 자료 추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독립변수인 

의사의 연령․성, 요양기관의 설립기간․표시과목․설립구분․소재지역 및 

해당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수에 대하여 통보군과 비통보군의 χ2-검정을 

실시하 다.

둘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통보군과 비통보군의 요양기관 수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변화하는 추이를 파악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자율시정통보제의 적용시점에 따라 요양기관 진료실적의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paired t-검정을 실시하 다. 진료실적을 표현하는 종속변수는 

청구건수, 내원일수, 총 진료비, 건당 진료비, 내원일당 진료비, 건당 내원일

수, 상병구성지표로 설정하 다. 즉, 각 종속변수에 대하여 통보군과 비통보

군의 시정전․후 차이를 분석하 다.

넷째, 자율시정통보제의 적용시점, 의사의 연령․성, 요양기관의 설립기

간․표시과목․설립구분․소재지역 및 해당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수를 

통제한 후 통보의 효과가 분기별로 종속변수인 진료비용 청구실적 등의 비 

및 상병구조지표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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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요양기관의 특성들, 즉 독립변수(의사의 연령․성, 요양기관의 설

립기간․표시과목․설립구분․소재지역 및 해당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수)에 따라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시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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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요양기관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2002년도 1분기에 요양기관에서 청구하여 심사 결정된 결과에 의하여 자율

시정 통보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통보군) 345개소와 통

보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요양기관(비통보군) 345개소 등 전체 690개소를 

대상으로 대표자의 연령, 설립기간, 대표자의 성, 2001년 통보경험, 요양기관

의 표시과목, 설립구분(설립주체), 소재지역, 근무 의사 수 등 6개의 특성을 분

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통보군과 비통보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대표자의 

연령, 설립기간, 2001년의 통보경험 등 이었으며, 그 밖에 대표자의 성, 요양기

관의 표시과목, 설립구분, 소재지역, 근무 의사수 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표자의 연령은 통보군의 경우 49.14세이었고, 비통보군의 경우는 

58.61세로서 통보군의 경우가 비통보군의 대표자의 연령보다 적었다.

둘째, 의원의 설립기간의 경우 통보군은 평균 10.3년이었으나, 비통보군은 

평균 17.2년으로 통보군의 설립기간이 더 짧았다.

셋째, 대표자의 성의 경우 통보군은 남성 대 여성 비율이 90.4% 대 9.6%이

었으나, 비통보군은 92.2% 대 7.8%로 동일한 수준이었다.

넷째, 2001년에 자율시정통보를 받은 경험 유무의 경우 통보군은 51.0%가 

통보받은 경험이 있는 반면 비통보군의 경우 통보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4.0%에 불과하여 과거 통보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통보군으로 포함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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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높았다.

다섯째, 표시과목의 경우 일반의,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및 기타로 분류하면 통보군과 비통보군의 표시과목별 비율은 동일하다.

여섯째, 설립구분의 경우 개인과 기타로 구분하면 통보군과 비통보군의 표

시과목별 비율은 동일하다.

일곱째, 의원 소재지역의 경우 서울, 부산, 기타 1, 기타 2 및 기타 3으로 

구분하면 통보군과 비통보군의 표시과목별 비율은 동일하다.

여덟째, 의사 수의 경우 의사 1명과 의사 2명 이상으로 구분하면 통보군과 

비통보군의 표시과목별 비율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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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분석대상 요양기관의 일반적 특성

(단위: 세, 명, 개(%))

변수 구분 통보군 비통보군 전체  P값 

  대표자 연령 49.0±9.0 58.5±11.2 53.7±11.2 <.0001

  설립 기간 10.3±7.9 17.2±10.7 13.8±10.0 <.0001

  대표자 남성 312(90.4) 318(92.2) 630(91.3) 0.4176

  성별 여성  33( 9.6)  27( 7.8)  60( 8.7)

  2001년 없음      169(49.0)     331(95.9)      331(95.9) <.0001

  통보 경험 있음      176(51.0)      14( 4.0)       14( 4.0)

  표시과목 일반의  74(21.5)  74(21.5) 148(21.5) 1.0000

외과1)  25( 7.3)  25( 7.3)  50( 7.3)

산부인과  25( 7.3)  25( 7.3)  50( 7.3)

소아과  45(13.0)  45(13.0)  90(13.0)

내과  41(11.9)  41(11.9)  82(11.9)

이비인후과  34( 9.9)  34( 9.9)  68( 9.9)

기타 101(29.3) 101(29.3) 202(29.3)

  설립구분 개인 332(96.2) 332(96.2) 664(96.2) 1.0000

기타  13( 3.8)  13( 3.8)  26( 3.8)

  소재지역 서울  76(22.0)  76(22.0) 152(22.0) 1.0000

부산  59(17.1)  58(16.8) 117(17.0)

기타1
2)

 64(18.6)  63(18.3) 127(18.4)

기타2
3)

 75(21.7)  77(22.3) 152(22.0)

기타34)  71(20.6)  71(20.6) 142(20.6)

  의사 수 1명 290(84.1) 290(84.1) 580(84.1) 1.0000

2명이상  55(15.9)  55(15.9) 110(15.9)

      전체 345(100.0) 345(100.0) 690(100.0)

   1) 일반․정형․신경외과

   2) 경기, 인천, 강원  

   3)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4)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울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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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요양기관의 분기별 시정대상 변화추이 결과

통보군과 비통보군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의 진료비용 청구결과에 따른 시정

통보 대상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 <표 10> 및 <그림 5>, <그

림 6>과 같다. 통보군의 경우 1분기에 선정된 요양기관은 제도운 의 특성

상 2분기에는 유예대상에 해당하므로 1․2분기가 동일하며, 3분기는 시정반

이 가능하나 통보의 지연 또는 요양기관의사의 통보서 지연수령 및 확실

히 인지된 상태에서 진료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필요로 한

다는 가정 아래 명확한 변화여부를 비교하고자 4분기와 비교하 다. 그 결과 

4분기에는 142개소(41.2%)가 통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비통보군의 경우 1분

기는 통보대상이 아닌 요양기관 집단에서 표본 추출함으로써 전체가 당초 

무통보 대상이었으나, 분기의 경과에 따라 4분기에는 11개소(3.2%)가 통보대

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보 다. 즉, 무통보 대상에서 줄어드는 현상을 보

다. 

<표 9> 통보군과 비통보군의 변화추이

                                                                             (단위: 개소, % )

그룹 통보차수  시정전(1분기)   시정후(4분기)   

통보군 1차   172 ( 49.9)    32 (  9.3)

2차   142 ( 41.2)    98 ( 28.4)

3차    31 (  9.0)    73 ( 21.2)

무통보     0 (  0.0)   142 ( 41.2)

비통보군 1차     0 (  0.0)    10 (  2.9)

2차     0 (  0.0)     1 (  0.3)

3차     0 (  0.0)     0 (  0.0)

무통보   345 (100.0)   334 ( 96.8)

계   345 (100.0)   3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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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기간전

시정기간후

<그림 5> 통보군 요양기관의 시정기간 전과 후의 변화  

<표 10> 통보군 요양기관의 통보차수별 1분기 대비 4분기 변화

(단위: 개소, % )

    

           통보차수
 시정후(4분기)

P-값
1차 2차 3차 무통보 계

시정전

(1분기)

1차   32(18.6) 71(41.3)  0( 0.0) 69(40.1) 172(100.0) <.0001

2차    0( 0.0) 27(19.0) 58(40.9) 57(40.1) 142(100.0)

3차    0( 0.0)  0( 0.0) 15(48.4) 16(51.6)  31(100.0)

계  32( 9.3) 98(28.4) 73(21.2) 142(41.2)  345(100.0)

32 71 69

27 58 57

15 16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무통보

<통보군-시정기간 후>

172

142

31

<

통
보
군–

시
정
기
간

전>

<그림 6> 통보군 요양기관의 통보차수별 시정전․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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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비용 청구실적 분석결과

자율시정이 통보된 의원과 비통보된 의원의 진료비용 청구실적 6개 변수를 

동일분기내(1분기 및 4분기내) 분기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으며,

시정전과 시정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첫째, 청구건수에서는 동일 분기내에서는 통보군과 비통보군간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표 11). 시정전과 시정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표 12).

즉, 통보군의 경우 시정전 평균 청구건수는 2,425건에서 시정후 2,579건으

로 높아졌으며, 비통보군의 경우에도 시정전 평균 청구건수가 2,374건에서 

시정후 2,609건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통보군의 경우가 비통보군의 경우보다 

청구건수의 증가폭이 작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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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분석대상 요양기관의 시정전․후 청구실적 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변수(단위) 구분
전(1분기) 후(4분기)

mean±sd p값 mean±sd P-값

청구건수(건) 통보군 2,425±1,756 0.7691 2,579±1,865  0.8726

비통보군 2,374±2,712 2,609±2,936

전체 2,400±2,283 2,594±2,457

내원일수(일) 통보군 5,877±4,490 <.0001 5,789±4,335  0.0038

비통보군 4,368±4,208 4,803±4,584

전체 5,123±4,413 5,296±4,485

총진료비(천원) 통보군 86,999±75,968 <.0001 84,652±74,557  0.0079

비통보군 61,770±84,482 67,217±95,988

전체 74,384±81,266 75,935±86,323

건당진료비(원) 통보군 38,769±18,518 <.0001 34,939±16,791  <.0001

비통보군 28,097±14,034 27,121±12,785

전체 33,433±17,264 31,030±15,417

일당진료비(원) 통보군 17,016±9,393 <.0001 16,189±9,057  0.0004

비통보군 14,421±6,361 14,093±6,286 

전체 15,718±8,120 15,141±7,860

건당내원일수(일) 통보군 2.4±0.6 <.0001 2.3±0.5  <.0001

비통보군 2.0±0.5 1.9±0.5

전체 2.2±0.6 2.0±0.5

둘째, 내원일수에서는 1분기와 4분기 모두에서 통보군과 비통보군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표 11), 통보군의 경우 시정전과 시정후의 내원일수 

차이가 없는 것에 비하여 비통보군의 경우는 시정전 내원일수 평균이 4,368

일에서 시정후 4,803일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표 12). 통보군의 시정전․후 

내원일수는 5,877일 및 5,789일로서 비통보군의 시정전․후 내원일수 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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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803일보다 높았으나, 통보군의 경우 통보이후 내원일수가 5,789일로 감

소한 반면, 비통보군의 경우 내원일수가 4,803일로 증가하 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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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청구건수와 내원일수의 시정전․후 평균 변화

셋째, 총 진료비에서는 1분기와 4분기 모두에서 통보군과 비통보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고(표 11), 통보군의 경우는 시정전과 시정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통보군의 경우는 시정전과 시정후의 유의한 차이

를 보 다(표 12). 통보군의 총 진료비가 86,999천원으로 비통보군의 총 진료

비 61,770천원보다 높았으나, 통보군의 경우 자율시정 통보이후 총 진료비가 

84,652천원으로 감소한 반면, 비통보군의 경우 총 진료비가 62,217천원으로 

증가하 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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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총 진료비와 건당 진료비의 시정전․후 평균 변화

넷째, 건당 진료비에서는 분기간, 통보군․비통보군간 통계적 유의성을 보

다(표 11). 통보군의 경우 건당 진료비가 시정전 38,769원, 시정후 34,939원

으로 비통보군의 시정전․후 건당 진료비 28,097원, 27,121원보다 높았으며, 

분기간에는 통보군과 비통보군 모두 건당 진료비가 감소하 다. 하지만, 통

보군의 건당 진료비는 34,939원으로 감소한 반면, 비통보군의 건당 진료비는 

27,121원으로 감소하여 통보군의 건당 진료비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

다(그림 8).

0

1

2

3

시정전 시정후

건당내원일수

통보군

비통보군

(단위:일)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18000

시정전 시정후

일당 진료비

통보군

비 통보군

(단위:원)

<그림 9> 건당 내원일수와 일당 진료비의 시정전․후 평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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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내원일당 진료비에서는 분기간, 통보군․비통보군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표 11). 통보군의 내원일당 진료비가 17,016원으로 비통보군의 내

원일당 진료비 16,189원보다 높았다. 또한 분기의 경과에 따라 통보군, 비통

보군 모두 내원일당 진료비가 감소하 으나, 통보군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16,189원, 비통보군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14,093원으로 감소함으로써 통보군

의 내원일당 진료비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그림 9).

여섯째, 건당 내원일수에서는 분기간 ,통보군․비통보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 고, 분기간에는 통보군에서만 유의하 다(표 11 및 12)). 분기의 경과에 

따라서는 통보군의 건당 내원일수는 2.4일에서 2.3일로, 비통보군의 건당 내

원일수는 2.0일에서 1.9로 감소하 다(그림 9).

<표 12> 통보군과 비통보군의 시정전․후 평균 비교     

       변수(단위)
시정전 시정후 차이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오차

통보군  청구건수(건) 2,425±1,756 2,579±1,865 154±70 0.0291

 내원일수(일) 5,877±4,490 5,789±4,335 -88±168 0.6000

 총 진료비(천원) 86,999±75,968 84,652±74,557 -2,347±2,976 0.4310

 건당진료비(원) 38,769±18,518 34,939±16,791 -3,829±391 <.0001

 일당진료비(원) 17,016±9,393 16,189±9,057 -827±160 <.0001

 건당내원일수(일) 2.4±0.6 2.3±0.5 -0.2±0.0 <.0001

비통보군  청구건수(건) 2,374±2,712 2,609±2,936 235±63 0.0002

 내원일수(일) 4,368±4,208 4,803±4,584 435±118 0.0003

 총 진료비(천원) 61,770±84,482 67,217±95,988 5,447±1,797 0.0026

 건당진료비(원) 28,097±14,034 27,121±12,785 -977±246 <.0001

 일당진료비(원) 14,421±6,361 14,093±6,286 -328±110 0.0030

 건당내원일수(일) 1.96±0.47 1.94±0.46 -0.02±0.01 0.1422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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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보군의 변화를 보정하여 통보군의 변화를 보고자 짝을 이룬 비통보군

과 통보군 각 요양기관의 청구실적 비(ratio) 변수들의 평균 변화를 분석하

다(표 13 및 그림 10). 분석결과 진료비 청구건수의 비만 미미하게 증가한 

반면, 내원일수․총 진료비․건당 진료비․일당 진료비․건당 내원일수 등의 

비와 상병구성지표 모두에서 감소하 다. 

<표 13> 비통보군 대비 통보군의 청구실적비(ratio)의 시정전․후 평균 비교

       비(ratio)

  (통보군/비통보군) 

시정전 시정후 평균차이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오차

 청구건수비 2.19±3.84 2.21±4.15  0.03±0.14 0.8466

 내원일수비 2.71±4.89 2.64±5.13 -0.07±0.18 0.6892

 총 진료비비 2.98±5.32 2.90±5.28 -0.08±0.20 0.6701

 건당진료비비 1.47±0.57 1.38±0.65 -0.08±0.02 <.0001

 일당진료비비 1.20±0.50 1.17±0.55 -0.02±0.01 0.0401

 건당내원일수비 1.27±0.32 1.20±0.31 -0.07±0.01 <.0001

 상병구성지표 1.40±0.35 1.31±0.38  -0.09±0.01 <.0001

    

   - paired t-test

   

<그림 10> 비통보군 대비 통보군의 청구실적비의 시정전․후 평균비교

1

1.5

2

시정전 시정후

건당진료비 ratio

건당 내원일수 ratio
일당 진료비 ratio

2

2.5

3

시정전 시정후

총진료비ratio

내원일수ratio

청구건수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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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타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비통보군과 통보군 각 요양기관의 청구

실적 비(ratio) 변수들의 평균 변화가 유의한지 혼합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표 14, 15, 16).

첫째, 건당 진료비․내원일당 진료비․건당 내원일수의 경우 시정전․후 

모두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표 15, 16).

둘째, 상병구성지표가 시정전보다 시정후에 유의하게 낮아진 면은 보다 조

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표 16). 자율시정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요양

기관들이 자율시정을 통보를 받은 이후 자율시정대상기관에서 해제되기 위

하여 진료비 청구시 건당 진료비가 높은 상병을 선택(또는 기재)하는 소위 

상병분류의 up-coding 경향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3)

3) 상병구성지표는 시정지표에서 분모를 전체가 아닌 비통보군을 기초로 하여 계산

한 결과이다. 따라서 지표 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비통보군과 비교하여 통보군이 선

택하는 상병의 건당 진료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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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진료비용 청구실적비(ratio) 대한 회귀분석 결과(Ⅰ)

변수 구분
청구건수비 내원일수비 총진료비비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시점    시정전

         시정후 0.0269 0.8466 -0.0734 0.6892 -0.0842 0.6701

연령    0.0041 0.8961 0.0056 0.8866 -0.0056 0.8927

설립기간 -0.0001 0.9981 0.0131 0.7764 0.0066 0.8916

대표자성별 남성

         여성 0.0706 0.9242 0.1081 0.9069 0.0412 0.9661

2001년통보경험 없음

있음 -0.6423 0.1226 -0.6141 0.2358 -0.5122 0.3456

표시과목 일반의

         외과 -0.0449 0.9600 0.0540 0.9614 0.1960 0.8669

         산부인과  0.8618 0.3371 1.0111 0.3661 0.6647 0.5709

         소아과 -0.5805 0.4461 -0.5199 0.5838 -1.2285 0.2175

         내과 -0.1638 0.8289 -0.6529 0.4895 -0.8055 0.4163

         이비인후과 -0.6032 0.4511 -0.6896 0.4892 -105976 0.1272

         기타 -1.1121 0.0688 -1.6245 0.0330 -2.0200 0.0116

설립구분 개인

  기타 -1.4295 0.2324 -1.8292 0.2201 -2.3472 0.1338

소재지역 서울

         부산 -1.0802 0.1008 -1.4465 0.0779 -1.8726 0.0298

         기타 1 -2.0059 0.0022 -2.2726 0.0054 -2.7158 0.0015

         기타 2 -2.4599 <.0001 -2.8355 0.0003 -3.2356 <.0001

         기타 3 -1.7431 0.0060 -2.1075 0.0076 -2.5701 0.0020

의사 수   1인

           2인 이상 -1.0958 0.0575 -1.3608 0.0584 -1.5432 0.0408

절편 4.4062 0.0039 5.2237 0.0061 6.7752 0.0007

- mixed model, typ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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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진료비용 청구실적비(ratio)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Ⅱ)

변수 구분
건당진료비비 일당진료비비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시점    시정전

         시정후 -0.0829 <.0001 -0.0231 0.0401

연령    -0.0038 <.0001 -0.0011 0.7870

설립기간 -0.0065 0.4534 -0.0148 0.0030

대표자성별 남성

         여성  0.0225 0.8486 -0.0328 0.7408

2001년 통보경험 없음

있음 0.0692 0.2959 0.0362 0.5155

표시과목 일반의

         외과 -0.0107 0.9400 0.0132 0.9124

         산부인과 -0.2004 0.1613 -0.1332 0.2677

         소아과 -0.2559 0.0355 -0.2089 0.0410

         내과 -0.0753 0.5329 0.0170 0.8670

         이비인후과 -0.3440 0.0072 -0.2617 0.0150

         기타 -0.1961 0.0440 -0.0307 0.7062

설립구분 개인

  기타 -0.3549 0.0631 -0.3125 0.0515

소재지역 서울

         부산 -0.1014 0.3327 -0.0685 0.4359

         기타 1 -0.0430 0.6785 -0.0194 0.8240

         기타 2 0.0223 0.8213 -0.0142 0.8644

         기타 3 -0.0892 0.3745 -0.0314 0.7098

의사 수   1인

           2인 이상 0.0262 0.7753  0.0546 0.4786

절편 1.8791 <.0001 1.4860 <.0001

    - mixed model, typ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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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진료비용 청구실적비(ratio)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Ⅲ)

변수 구분
건당내원일수비 상병구성지표

회귀계수 P-값 회귀계수 P-값

시점    시정전

         시정후 -0.0654 <.0001 -9.3482 <.0001

연령    -0.0018 0.4668 0.2961 0.2766

설립기간  0.0082 0.0060 -0.9858 0.0022

대표자성별 남성

         여성 0.0176 0.7649 -2.4411 0.7020

2001년 통보경험 없음

있음 0.0334 0.3128 -0.3034 0.9323

표시과목 일반의

         외과 -0.0534 0.4531 1.2284 0.8732

         산부인과 -0.0834 0.2430 -10.9374 0.1571

         소아과 0.0104 0.8643 12.5060 0.0570

         내과 -0.0637 0.2908 -2.5835 0.6920

         이비인후과 -0.0206 0.7458 7.3620 0.2852

         기타 -0.1293 0.0079 26.1083 <.0001

설립구분 개인

  기타 -0.0149 0.8752 7.2827 0.4792

소재지역 서울

         부산 -0.0069 0.8956 1.7791 0.7530

         기타 1 0.0250 0.6288 2.4426 0.6628

         기타 2 0.5232 0.2894 1.8144 0.7340

         기타 3 -0.0229 0.6481 0.3372 0.9504

의사 수   1인

           2인 이상 -0.0189 0.6803 10.1336 0.0413

절편 1.3025 <.0001 124.03 <.0001

   - mixed model, typ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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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보군 중 자율시정기간 후 해제군과 잔류군의 특성 비교 

자율시정이 통보된 통보군 의원 345개소 중 시정기간 이후 자율시정대상기

간에서 해제된 의원은 41.2%인 142개소이며, 여전히 자율시정대상기관으로 

잔류된 의원은 58.8%인 203개소이다(표 17).

 

<표 17> 통보군 중 시정기간 후 해제군과 잔류군 분포 

                                                               (단위 : 개소, %)

통보차수     시정전     시정후   P-값

잔류군(1,2,3차통보)    345 (100.0)     203 ( 58.8) <.0001

  해제군(무통보)      0 (  0.0)     142 ( 41.2)

자율시정기간 이후 통보군 중  해제군과 잔류군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변수에서 분석할 수 있다(표 18). 

첫째, 대표자의 연령의 경우 자율시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된 의원의 경우 평

균 47.4세 으나, 잔류하는 의원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평균 50.1세 다. 

둘째, 의원 설립기간의 경우 자율시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된 의원의 경우 평

균 9.0년이었으나, 잔류하는 의원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평균 11.2년이었다. 

셋째, 2001년에 자율시정대상기관으로 통보를 받은 경험유무의 경우 자율시

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된 의원의 경우 52.8%, 잔류하는 의원의 경우는 49.8%가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넷째, 표시과목의 경우 외과만 자율시정대상기관에서 해제된 의원의 규모가 



- 48 -

잔류하는 의원보다 많았다.

다섯째, 소재지역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의원의 경우만 자율시정대상기관에

서 해제된 의원의 규모가 잔류하는 의원보다 많았다.

여섯째, 의사수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율시정대상기관에서 해제된 의원의 규

모가 잔류하는 의원보다 적었다.



- 49 -

<표 18> 통보군 중 시정기간 후 해제군과 잔류군의 일반적 특성

                                                                                       (단위: 세, 명, 개(%)

변수 구분 해제군 잔류군  P값 

  대표자 연령 47.4±8.4 50.1±9.3 0.0055

  설립 기간 9.0±7.5 11.2±8.0 0.0097

  대표자 성별 남성 129(90.9) 183(90.2) 0.4176

여성  13( 9.1)  20( 9.8)

2001년 통보경험 없음      67(47.2)     102(50.3) 0.8284

있음      75(52.8)     101(49.8)

  표시과목 일반의  31(21.8)  43(21.2) 0.0627

외과
1)

 18(12.7)   7( 3.5)

산부인과   9( 6.3)  16( 7.9)

소아과  17(12.0)  28(13.8)

내과 13(9.2)  28(13.8)

이비인후과  13( 9.2)  21(10.3)

기타  41(28.9)  60(29.6)

  설립구분 개인 136(95.8) 196(96.5) 0.7091

기타   6( 4.2)   7( 3.5)

  소재지역 서울  39(27.5)  37(18.2) 0.3370

부산  23(16.2)  36(17.7)

기타 12)  25(17.6)  39(19.2)

기타 2
3)

 30(21.1)  45(22.2)

기타 3
4) 

 25(17.6)  46(22.7)

  의사수 1명 116(81.7) 174(85.7) 0.3150

2명 이상  26(18.3)  29(14.3)

      전체 142(100.0) 203(100.0)

   1) 일반․정형․신경외과

   2) 경기, 인천, 강원  

   3)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4)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울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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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시정기간 후 자율시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되는 의원의 특성

요양기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독립변수별로 자율시정대상기관에서 시정

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9>

와 같다. 

첫째,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중 의사의 연령을 기준으로 자율시정 기간이

후 자율시정대상기관에서 해제되는 의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

록 의사가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시정하는 정도가 높았다.

둘째,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중 요양기관의 설립기간을 기준으로 자율시정 

기간이후 자율시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되는 의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설립기

간이 짧을수록 시정되는 정도가 높았다.

셋째,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중 의사의 성을 기준으로 자율시정 기간이후 

자율시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되는 의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 의사의 자율

시정 정도에 비해 여성 의사의 자율시정 정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의사의 성을 기준으로 자율시정기간 이후 자율시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되는 의

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성별 대상기관 수의 대칭이 이루어지

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넷째, 과거(2001년)의 통보경험 유무에 따른 자율시정 기간 이후 자율시정대

상기관에서 해제되는 의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01년도에 통보를 받은 기

관이 통보를 받지 않은 기관에 비해 시정되는 정도가 1.3배 높았다.

다섯째,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중 표시과목에서는 일반의를 기준으로 자

율시정 기간이후 자율시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되는 의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반의에 비해 외과 의원이 3.8배 수준의 시정 정도가 높았다. 표시과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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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를 제외한 산부인과, 소아과, 일반의, 이비인후과, 기타표시과목 등은 기

준 표시과목인 일반의에 비해 0.7∼1.0배 수준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여섯째,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중 의원의 설립구분을 기준으로 자율시정 

기간이후 자율시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되는 의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개인이 

설립한 기관이 기타 설립기관(제 법인)에 배해 자율시정 정도가 약간 높았

다.

일곱째,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중 의원의 소재지역을 기준으로 자율시정기

간 이후 자율시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되는 의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 

비해 부산 등 지방권역 모두가 시정수준이 절반 정도로 낮았다. 즉, 서울에 

소재한 의원의 자율시정 정도가 서울 이외지역에 소재한 의원의 시정 정도

에 비해 상대적으로 2배 수준 높았다. 그러나, 기타1지역과 기타3지역은 통

계적 신뢰성이 없었으며, 기타2지역만 통계적으로 신뢰성이 있었다.

여덟째,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중 의원의 근무 의사 수를 기준으로 자율시

정 기간이후 자율시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되는 의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경우 의

사가 1명인 요양기관에 비해 의사가 2명 이상인 요양기관의 시정 정도가 1.2

배 수준으로 약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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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통보군 중 시정기간 후 해제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관련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단위: 배)

       변수 비차비(odd ratio) 95% 신뢰구간

연령         0.970  0.935 ∼ 1.007

설립기간 0.978  0.937 ∼ 1.022

대표자 성별     남성 

             여성 0.745 0.327∼ 1.696

2001년  없음 

통보 경험 있음 1.296 0.810 ∼ 2.073

표시과목  일반의

             외과
1)

3.843 1.340∼11.023

          산부인과 0.963 0.352 ∼ 2.637

             소아과 0.963 0.410 ∼ 2.262

             내과 0.713 0.299 ∼ 1.699

             이비인후과 0.987 0.405 ∼ 2.405

             기타 1.044 0.531 ∼ 2.054

설립구분     개인

             기타 0.878 0.386 ∼ 5.404

소재지역     서울

             부산 0.461 0.265 ∼ 1.160

             기타 12) 0.465 0.215 ∼ 0.921

             기타 2
3)

0.639 0.255 ∼ 1.026

             
 

기타 3
4)

0.441 0.209 ∼ 0.866

의사 수       1인

                   2인 이상 1.241 0.576 ∼ 2.074

  

1) 일반․정형․신경외과

2) 경기, 인천, 강원  

3)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4)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울산, 제주

- 종속변수 : 해제군  1. 잔류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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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의료보장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1차적인 외래진료

에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이 진료행태를 스스로 시정

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시정통보제도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

여 이 연구는 2002년도 1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자료를 기준으로 자율

시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고 통보된 345개소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시

정통보제도의 효과를 분석하 다. 

자율시정통보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의 자율시정통보제도 관련 자료 및 요양기관이 청구

한 요양급여비용 비용청구 자료와 요양기관 현황 자료 다.

이 연구는 자율시정통보 대상요양기관의 차이 및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통보군의 요양기관 특성을 보여주는 요양기관의 설립기간, 2001년 통보경험,

표시과목, 설립구분, 소재지역, 근무 의사 수 등의 독립변수를 설정하 다.   

  더불어 통계적인 분석방법으로 자율시정대상 통보군과 비통보군과의 독립

변수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보군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표시과목, 설립

구분, 소재지역, 근무 의사수 등 4개의 특성에 의한 1:1 짝짓기를 실시하여 

동일한 수의 비통보군을 선정하 다. 통보군과 비통보군의 자율시정대상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분기별 자율시정

대상 선정이력자료를 사용하 다. 청구된 진료비를 기준으로 통보군과 비통

보군의 의료서비스 량을 비교 분석하고자 이 연구는 심사결정기준 20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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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사용하 다. 자율시정통보제

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는 먼저 통보군과 비통보군의 자료 추출

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독립변수에 대한 χ2-검정을 수행하 으며, 또한 통보

군과 비통보군에 따른 시정기간전․후의 요양기관수를 비교하고자 교차분석

을 실시하 다. 이 연구는 또한 자율시정통보제의 적용시기에 따라 요양기관 

진료실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건수, 내원일수, 총 진료비, 건당 진

료비, 내원일당 진료비, 건당 내원일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통보군과 비

통보군에 대해서는 t-검정을, 1분기와 4분기의 전․후 비교에 대해서는 

paired t-검정을 실시하 다. 특히 종속변수로 선정된 청구건수, 내원일수, 총 

진료비, 건당진료비, 내원일당 진료비, 건당 내원일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

보군과 비통보군의 차이효과를 보정후 비(ratio)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검정

하 다. 그리고 적용시점, 연령, 설립기간, 대표자의 성, 2001년의 통보경험, 

표시과목, 설립구분, 소재지역, 근무 의사수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독립변수

에 대한 종속변수인 진료비용 청구실적 등의 비 및 상병구조지표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

로 이 연구는 요양기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독립변수별로 자율시정통보 

대상요양기관의 시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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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자율시정통보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

나로 진료 의사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진료와 처방 행태에 대한 정보의 제공 

즉,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진료와 처방 행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방

법이다. 기존 연구들은 자율시정통보제가 진료비용의 증가 억제에 간접적이

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김재선의 연구(김재선, 1992)는 진료비에 대한 간접 통제라는 관점에서 자

율시정통보제도를 진료비 증가 억제에 향을 미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  

  김재선의 연구에 의하면 1991년 하반기에 자율시정통보대상기관으로 선정

된 요양기관의 통보 전․후 진료비 청구실적을 비교한 결과 진료비 증가 억

제 효과는 12%인 약 63억원으로 분석되었다. 한문덕의 연구(한문덕, 1993)는 

요양기관의 전체 시정율 지표 분석을 통하여 자율시정통보제도를 재정절감

에 효과가 있는 제도로 파악하고 있고,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약 194억원의 

재정절감에 기여하 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재선의 연구

와 한문덕의 연구는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수가개정에 따른 수가인상 효과

와 비교 시점간의 차이 및 진료량의 자연증가에 따른 지표보정 변수를 통제

하지 못한 연구방법론상의 한계가 있다. 또한 한문덕의 연구는 보다 세부적

인 차원의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율시정통보제의 효과를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

할 수 있다. 먼저 수가인상, 진료량의 자연 증가율을 고려한 총 진료비 등 

자율시정통보제도의 총량적인 비용절감 효과측면과 시정통보 후 의료인들의 



- 56 -

변화노력 및 진료행태를 변화시킨 의료인집단의 특성측면이다. 총량적인 비

용효과 측면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산출하 다. 특히 자율시정통보대상 요양기관 선정기준이 되는 건당 

진료비의 경우에서도 다른 동료 의사와 비교한 자신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결과에 대한 통보 후의 변화추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율시정통보제의 시정효과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료행태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면 자율시정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2002년 1분기 대

비 2002년 4분기에는 41.2%의 시정율을 보 다(표 9 및 10). 이와 같은 높은 

시정율은 자율시정통보제도가 의원급 요양기관 의사들의 적정량의 의료서비

스 제공 인식에 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효과측면에서도 긍

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비통보군의 경우는 2002년 1분기 대비 

2002년 4분기의 변화추이를 기준으로 345개소 중 11개 요양기관만이 통보를 

받았다. 즉, 3.2%의 통보율을 보임에 따라 요양기관의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안정된 진료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약 40%대의 자율시정율을 보이고 있는 통보군의 경우 진료량을 측정하는 

종속변수에 대한 paired t-검정 및 다중회귀분석결과 건당 진료비를 구성하

는 요인 중 건당 내원일수와 내원일당 진료비에서도 하향추세의 통계적 유

의성을 보 다.(표 12. 13. 15. 16). 건당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건당 내원

일수와 내원일당 진료비 중에서는 건당 내원일수의 미치는 향이 더 컸다.  

  이에 따라 자율시정통보제가 의료비 증가 억제 측면만이 아니라 의료인의 

진료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당 내원일수의 감소는 환자요인에 의한 것인지 공급자 진료행태 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이 연구에서 명확하게 구명할 수는 없지만, 진료 의사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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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도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진료가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상병의 중증도에 의한 고가도를 표현하는 상병구조지표의 통계분

석 결과도 하향추세의 유의성을 보 는데, 이 경우도 의료비 증가 억제 측면

과 의료인의 진료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

지만 상병구조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은 자율시정통보제도의 운 에 관한 상

반된 해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즉, 자율

시정통보제의 지표구성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기검증 노력이라는 이 제

도 마련시의 취지와 달리 의료인이 순수하게 자신의 진료행태를 개선시키는 

대신 지표 값 산출과정을 의식하여 상병의 중증도를 상향조정(up-coding)함

으로써 지표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료행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

문이다. 

해당 요양기관이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에서 해제됨으로써 시정율을 보인 

의료인 계층을 파악하고자 해제군과 잔류군의 특성을 비교하고 요양기관 특

성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의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해당 요양기관이 자율시정 통보대상 기관에서 해제되어 시정되는 정도가 높

았다.요양기관의 설립기간은 자율시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된 요양기관의 경우 

9.0년이며, 자율시정 대상기관에 잔류된 요양기관이 11.2년으로 설립기간이 

짧을수록 시정율이 높았다. 과거(2001년) 자율시정 대상기관으로의 통보 경

험유무는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 해제여부에 의미있는 향을 주지 못하

다.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의에 비교하여 외과만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에서 해제되어 시정되는 요양기관이 많았으며, 시정되

는 수준이 3.8배 높았다. 표시과목 중 외과를 제외한 요양기관군은 기준 표

시과목인 일반의에 비해 0.7∼1.0배 수준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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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요양기관의 경우만 해제로 인하여 시정되는 요양기

관이 많았으며, 서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에 비해 부산 등 4개 권역에 

소재한 요양기관의 경우 모두 시정되는 정도가 서울에 비해 0.5배 수준으로 

낮았다. 즉, 서울에 소재한 요양기관이 다른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에 비해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에서 해제되어 시정되는 수준이 2배 정도이었다. 소재

지역의 경우 정보의 신속한 접근과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라는 민

감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의 성, 요양기관

의 설립구분, 요양기관 근무 의사수를 기준으로 한 분석의 경우 해당 요양기

관이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에서 해제되는 시정율의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이 자율시정통보 대상기관에서 해제

됨으로써 시정율을 보인 의료인 계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환류된 자신의 진료행태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는 속성과 유사

한 요양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의 진료행태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면

에서 오랜 진료관행을 중시하는 연장계층보다는 연소계층이, 지방 소재보다 

다양한 환자를 진료하거나 학회 활동 등에 유리한 대도시에 소재한 요양기

관의 의사들 즉, 이들 의료인 계층은 진료행태 변화를 시도하기에 상대적으

로 유리한 조건들이 주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자율시정통보제의 효과를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자율시정통보제의 의미는 자율성에 기초하여 진료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인식에 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율시정통보제의 

효과는 의료비 증가 억제 및 보험재정의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도 무시

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자율시정통보제의 진정한 효과는 적정한 진료를 하

고자 하는 의료인의 인식 변화라는 간접적인 효과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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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자율시정통보제도의 이와 같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사항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율시정통보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결과 값의 판단기준이 

되는 건당 진료비 산출시 대입하는 주상병별 건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12,000여개 4단 분류 상

병코드에 의한 건당 진료비 산정이 갖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

다 합리적이고 포괄적 범위의 상병분류 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고 표

시과목 분류 등 대상선정의 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시정통보제도가 의료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제도라는 것을 고려

하여 의사의 진료행태를 적정한 수준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의사에 대한

교육과 자신의 진료행태에 관한 정보의 환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인들의 진료행태를 적

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요양급여비

용 심사결과의 통보, 자율시정대상기관의 지표 값 통보, 현지확인심사에 의

한 현지상담, 진료비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현지지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적정 진료 제공에 관한 사회적 책임의 의식이

라는 관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의사 자신이 의사라는 전문가적 위치에서 환자

의 대리인 역할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의사의 건전한 진료환경의 조성 및 진료정보 제공방법과 교육 프로

그램을 내용으로하는 종합적인 체계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환자에게 적정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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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시정통보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이 연구는  

이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분석하 기 때문에 진료비 청구자료가 갖는 문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첫째, 요양기관 또는 의사의 진료행태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근

거자료가 진료비 청구시점의 자료보다는 환자를 진료한 시점기준의 자료가 

더 정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이 법적기간이 3년이며, 또한 요양기관이 실제로 진료비를 청구하

는 경향을 분석해 보면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전월 진료분의 당월 청구율

은 약63%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분기를 단위로 실시하는 자율

시정통보제도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가지는 시간적 특성 때문에 이 

연구가 분석한 시기와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시기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향후 자율시정통보제도의 보다 정 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

기별 또는 반기별 자율시정 대상기관으로 통보된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진료시점기준으로 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자율

성에 기초한 이 제도의 실시의미가 보다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자료는 방대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자율시정

통보 대상기관을 제외한 전체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 중에서 추출된 비통보

군을 분석의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상병구성지표 산출을 위한 분모로 사용

하 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분석한 비통보군은 전체 의과 의원급 요양기

관의 특성을 반 하는 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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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자율시정통보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

나로서 의사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진료와 처방 행태에 대한 정보의 제공 즉,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진료와 처방 행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방법이

다. 기존 연구들은 자율시정 통보제가 진료비용의 증가 억제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의료보장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에 있어서 1차적인 외래진료에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이 진료행태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시정 

통보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자율시정통보제의 효과를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

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 자율시정통보제는 총량적인 비용절감 효과측면과 시

정통보 후 의료인들의 진료행태 변화노력 및 진료행태를 변화시킨 의료인집

단의 특성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2

년 1분기에 자율시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 중 2002년 4분기에 진

료행태를 시정하여 자율시정 대상기관에서 해제된 요양기관은 41.2%(요양기

관수 기준) 으며, 각종 진료지표도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 다. 

이에 따라 자율시정통보제도는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 의사들의 적정량의 의

료서비스 제공 인식에 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측면에서도 긍정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시정통보제도의 실시 효과를 제고하기 위

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지원 및 의료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율시정통보제는 의료비 증가 억제 및 보험재정절감이라는 직

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적정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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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동료의사의 진료행위수준을 상대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

로써 스스로 진료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정보 환류 시스

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시정통보제는 의료인에게 적정진료의 중

요성을 인식시키는 제도이 때문에 이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

도 자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시정통보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사들에게 자신의 진료행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외에

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의료인들이 인정하는 전문가에 의한 진료행태에 관

한 교육프록램 운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으로 이를 결론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율시정통보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결과 값의 판단기준이 

되는 건당 진료비 산출시 대입하는 주상병별 진료건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 즉, 상병분류코드의 합리적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의원급 표시

과목 분류시 개별 요양기관의 진료내용이 고려된 분류기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진료행태의 개선에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의료인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진료행태에 관한 정보 제공의 확대, 심사기준 

및 청구경향의 홍보․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

원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의 강화는 의료인 스스로가 환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동료심사(peer review)의 강화 또는 의료인단체에 의한 의료인

의 정화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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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he self-control program for cost containment 

in Korean Health Insurance

                                               Kim, Hong Su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Eun Cheul Park, M.D., Ph.D.)

The self-control program for cost containment has been one way that 

can leads self-change of physicians' behavior on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services through information feedback of health care services from 

reviewer to physicians. This paper analyses effects of this program in 

two aspects: the one aspect of total medical expenses that can be 

expressed in volume claims, medical expenses, visit days per claim, 

expenses per claim and daily expenses; the other aspect of 

self-change-rate of physicians' behavior on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services.

The data of this paper were the outpatient claims of the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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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based physicians in the year of the 2002, who was informed as 

objects for self-control program in the first quarter of the year 2002.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this paper used the claim data of the other 

345 office-based physicians, who was not objects for self-control program 

in the year 2002. In the statistical analysis, this paper used 

demographical-social factors of physicians and past experiences of this 

program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various indexes of medical 

expenses as dependent variables. 

The major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1. The self-control program leaded to decrease in total medical 

expenses;

2. The self-control program effected positive on decrease of various 

indexes of the claims, specially of visit days per claim;

3. The self-control program leaded to decrease in CMI(case-mix index);

4. The self-control program resulted in 41.2% self-change-rate of 

physicians' behavior on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services;

5. The demographical-social factors of physicians which leaded 

self-change of physicians' behavior on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services were lower age of physicians, shorter running years of 

office, physicians in Seoul than other regions, surgical part of 

treatment, past experiences of the program for the program.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 self-control program had effected not 

only on the decrease in total medical expenses, but also on self-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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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hysicians' behavior on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services in base 

of self-regulation of physicia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elf-control program, cost containment,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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