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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의 도구로 활용하

고 있는 심사기준의 적용에 따른 진료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 으며, 소

화기관용 약제에 대한 처방행태의 변화분석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하 다.

 연구대상자료는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가 의사이므로 환자의 특성을 보정하여 

분석하고자 하 으며, 소화기관용 약제 심사기준 적용 전인 2002년 5월과 적용 

후인 7월의 진료자료가 모두 있는 내과계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 중 의사 2인 

이상 요양기관과 수술환자는 제외하고, 위궤양(K25) 또는 십이지장궤양(K26)으

로 외래에서 소화기관용 약제를 처방받고 심사기준 적용 전․후 시점 모두 내

원한 환자가 5인 이상 되는 요양기관(183개)의 심사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 적용에 따른 처방행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당 약제비는 소화기관용 약제의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에

는 낮아졌으나 심사기준 적용 전과 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아니하 다. 

  둘째, 내원일당 약제비는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에 높아졌으나 심

사기준 적용 전과 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아니하 다. 그러나 내원

일수가 심사기준 적용 후에 감소되었다.

  셋째, 환자당 총약품목수는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에 감소하 으

며, 심사기준 적용 전과 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2. 의사 및 요양기관 특성별로 살펴본 심사기준 적용에 따른 처방행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당 총약제비는 표시과목(내과, 가정의학과, 일반의)과 개원기간(1년 

미만, 1년 이상)에 따른 처방행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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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연령(39세 이하, 40 ∼ 50세, 50세 이상)에서는 39세 이하에서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해서 적용 후에 환자당 총약제비가 월등한 감소폭을 보 다. 1년 미

만의 개원기간이 짧은 경우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하여 적용 후에 환자당 총약제비가 

높은 감소폭을 보 으며,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개원기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소재지역에서는 중소도시가 대도시 보다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해서 

적용 후에 환자당 총약제비가 월등한 감소폭을 보 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내원일당 약제비는 의사의 연령, 표시과목, 개원기간에 따른 처방행태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표시과목이 내과와 일반의에서는 심사

기준 적용 전에 비하여 적용 후에 환자당 총약제비가 감소되었다.

 셋째, 환자당 총약품목수는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해서 적용 후에 대체적으로 감

소되었다. 아울러 개원기간에 따른 처방행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따라서 3개의 종속변수(환자당 총약제비, 내원일당 약제비, 환자당 총

약품목수) 모두에서 개원기간에 따른 처방행태 변화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으며, 2개의 종속변수(환자당 총약제비, 내원일당 약제비)에서 

표시과목에 따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심사기준 적용의 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두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분석결과에서 심사기준 적용은 의약품의 비용절감 측면과 의약품 처방

행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는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별로 심

사기준 적용에 따라 처방행태가 민감하게 나타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차이가 확실히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핵심언어 : 심사기준, 처방행태 변화, 의사 특성,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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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의약품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문제

를 발생시키는 재화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공급자인 의사가 환자의 대리인

으로서 소비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양봉민, 1999).

 이러한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과다

소비, 진료과오, 행위별 수가제 등의 문제이다. 이는 임상적 불확실성이 존재

하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특성과 공급자 자신도 자신이 제공한 의료서

비스의 결과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결과에 대

해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최선(최대량)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인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며(김윤미, 2000), 의사의 소득과 같은 경제

적 요인이나 보험적용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제도적 요인에 의한 의약품 처방 행태의 변화는 간혹 예상치 못한 혹은 예

상했지만 그 부작용이 생각 외로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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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국내의 의료전문가들 역시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동료의사와 비교 가능한 형태의 정보로 제공하여 의

사들이 진료와 처방을 비용 효과적이며 의학적으로는 적정한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조우현 외, 2001; 문옥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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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1). 의사들의 처방 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사회구조적 요인, 의사의 인구학적 요인, 업무 관련 요인, 의사의 

교육관련 요인, 의사의 정보 수집 관련 요인, 환자의 요인, 의약품의 요인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박실비아, 1998). 그 중 사회구조적 요인은 의약품 처방

에 대한 수가나 지불보상제도, 의료전달체계 등의 보건의료 제도적 요인에서

부터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 보건의료 

제도적 요인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의약품 처방에 빠르고 직접적인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 프로그램과 같은 직접 향요인을 통한 처

방변화방법이 갖는 단점으로는 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

속적인 처방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지는 못한다는 점과 의사의 인

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 의사는 제도적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Raisch, 1990). 또한 의약품 처방의 

경우 거의 모든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되고 처방의약품의 가격이

나 종류에 어떤 제한이 없는 경우 의사는 필요한 의약품 이상을 사용하거나 

신약 또는 가격이 비싼 의약품을 처방하기 쉽다(Lundin, 2000). 그간 정부에서

는 약제비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일반의약품에 대한 비급여를 확대(약무

고시, 2001)하 으며, 2001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2002년 4월에는 979개 

품목에 대하여 비급여를 실시하기도 하는 등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

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줄이고, 의사와 환자가 비용을 고려하여 처방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게 하고 

약제비용의 과잉 증가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심사평가기구에서의 심사를 하게 

하고 있으며, 심사는 심사기준에 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 원천은 개원의사들의 경우 사실상의 행위별 수가제

로 인한 수입을 그대로 적용 받고, 병원이나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봉직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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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소속기관의 수입 중에서 고용주로부터 봉급을 받는

다. 의료서비스의 제공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 하는 경제적 유인은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받는 개원의사가 봉급을 받는 

의사보다 크다는 연구보고도 있으며(문옥륜 외, 2001; 이 조 외, 1993), 개원

의들은 서구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양적으로 많은 의약품을 사용하며 항생제

나 주사제 처방도 높은 상태 으며 고가약과 같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의

약품을 선호하여 약제비 부담이 매우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장선미, 2000).

 의약품 처방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여러모로 진행되어 왔다. 장선미

(2001)는 의약분업 실시 초기 개원의 처방형태의 변화를 이춘래(2003)는 의약

분업 전․후 의원 외래 진료 환자의 약제처방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하 다. 정

진(2003)의 연구는 비급여 전환에 따른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하 으나, 대부

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의사간의 환자구성 차이를 보정하지 않은 결과들이다.

 또한 심사평가기구에서 심사시 적용하고 있는 심사기준 적용과 관련된 의사

들의 진료행태 변화를 분석한 것은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사평가기구에 심사청구를 하는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이 심사기준이 적용되기 전과 후의 처방행태가 어

떻게 변화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 으며 특히,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분석 시 

요양기관별 환자구성 차이를 보정하고자 하 다.



- 4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러 심사기준 중 

소화기관용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의 적용이 이루어졌던 시기를 전후

로 의과 내과계 의원급 요양기관 의사들의 소화기관용 약제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을 설정하 다.

 첫째, 심사기준 적용이 이루어졌던 시기 전후로 의사들의 처방행태의 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심사기준 적용 전․후에 따른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

에 향을 미치는 의사 및 요양기관 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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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처방에 향을 미치는 규제정책

 의사들의 처방에 향을 미치는 국외 및 국내의 약제비 규제 정책은 다음과 

같다.

가. 약제비 통제정책(예산제도)

 국과 독일에서 대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예산제도는 약의 가격과 양을 

함께 통제하는 정책으로 약제비 절감에 비교적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Burstall, 1997). 국의 예산제도는 1991년부터 도입되었는데 개인의

사나 의원에 할당되는 예산인데 반하여 독일의 경우는 1993년 건강보험개혁법

(Statutory Health Insurance Reform Act)을 통해 지역 의사회에 총액으로 약

제 예산을 할당하는 약제 예산제를 실시하 다. 그러나 이는 약제 예산이라기

보다는 약제비 지출상한이라 할 수 있다.

 예산제도 효과와 관련하여 1993년 국에서는 예산 보유 일반의가 예산 보

유 일반의가 아닌 경우보다 약제비를 7% 적게 지출하 으며 처방의약품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Burstall, 1997; Delnoij, 2000). 이는 예산 

보유 일반의가 아닌 경우에 적용하는 약가지출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목표액을 

할당하는 처방지시표(Indicative Prescribing Scheme)이 강제사항이 아닌 하나

의 목표치 제시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는 제도 도입 초기인 1993년에 약제비 지출이 크게 줄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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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그 효과가 둔화하여 1995년에는 처음으로 23개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약제비 지출이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에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가 문제가 제기되어 1997년 3월 정부는 총액 

처방약 예산을 전문과와 환자 구성에 기초한 의사별 처방 가이드라인과 약제 

예산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약제비 지출 상한제 도입 이후 파킨슨병, 

고혈압, 천식, 궤양, 암 등 약제비가 높은 질병의 경우 환자 의뢰율이 높아진 

것이 관찰되었다.

나.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1) 상환대상 약물의 제한

 상환대상 약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은 상환제외 목록(negative list)과 

상환대상 목록(positive lis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환제외 목록은 상환대상에

서 제외되는 약물의 리스트를 운 하는 것이고, 상환대상 목록은 상환대상 약

물의 리스트를 운 하는 것이다. 상환제외 목록과 상환대상 목록을 운 함으

로써 상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약품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간접적인 효과로서는 

상환대상에 포함되기 위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약제비 절감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

나 상환제외 목록과 상환대상 목록을 운 함으로써 상환약물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해당 약물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접근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과 기

존의 약물보다 비싼 신약의 도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상환대상에서 제외된 약물을 사용하던 환자가 더 비싸거나 덜 

적절한 상환대상 약물로 대체하면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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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는 온타리오 주정부에 의해 약제급여목록(Drug Benefit List)에서 

1993년 제외된 134개 약물의 향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수의 의사들

(61%)이 급여대상이 되는 다른 약물로 대체하 으며, 비처방의약품(OTC)으로 

전환되는 약물도 많아졌다. 

 (2) 참조가격제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 system)는 화학구조․약리작용․적응증 등이 

유사한 약품들을 엮어서 참조가격군을 설정한 후 해당 군에 속한 모든 약품의 

약값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제도로서, 참조가격보다 그 가격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그 차액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참조가격제도는 소

비자를 가격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보다 값싼 약의 이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진해서 가격을 인하할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이는 전체 

약제비 지출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약제에 대한 보험자의 지

출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요자 측면에서는 본인비용 부담을 부과하여 비용

의식을 높임으로써 고가약 사용의 상대적 감소를 유도하고, 공급자 측면에서

는 참조가격제 시행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게 된 제약기업의 자기통제를 통

한 약제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989년 독일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폴

란드, 스페인, 미국, 캐나다(British Columbia), 이태리, 호주 등에서 채택하

으며, 참조가격제 도입의 공통적 이유는 공적 재정에 대한 약제비 지출의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많은 나라들이 참조가격제란 공통제도를 가지

고 있으나, 참조가격제의 적용범위․참조가격군의 설정기준․참조가격 설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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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약제비 상환방식 등에서 나라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독일의 경우는 참

조가격제를 적용하는 제품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나, 스웨덴의 경우는 

1996년 현재 불과 8% 내외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동일한 참조가격을 적용하는 제품군의 설정기준에 있어서도 어떤 국가는 제

품의 성분이 동일한 약, 즉 선발 상품명 제품과 처방의약품(GTC)만을 동일 

군으로 분류한 반면, 어떤 국가는 성분은 다르더라도 약리작용이나 치료효과

가 같은 약물들을 함께 분류하기도 한다. 

 독일의 의사들은 참조가격보다 가격이 높은 제품의 선택을 주저하게 되고, 

그 결과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잃지 않으려는 오리지널(original) 상품명 제품

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참조가격과 유사하게 가격을 인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처방환경은 의사로 하여금 참조가격제에 포함되지 

않은 특허약의 처방을 늘이는 인센티브(Incentive)로서 작용하기도 하고, 제약

기업으로서는 참조가격제에 포함되는 약의 가격하락에서 비롯된 손실을 참조

가격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허약의 가격인상에서 만회하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

하 다.

 실제 독일에서 참조가격제 실시 이후의 성과를 분석한 논문들에 의하면 참

조가격 적용대상 약물의 가격은 하락하 으나, 참조가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는 약물들의 시장가격은 상승하 고, 그 처방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Drummond, 1997; Giuliani G, 1998). 그러나 독일의 참조가격제는 약제비 지

출 상한제도와 함께 처방의약품(GTC)의 사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Drummon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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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방행태 개선에 향을 미치는 전략

 Parish(1973)는 처방은 “적절하고(appropriate), 안전하고(safe), 효과적(effective), 경제

적(economic)이어야 한다"고 하 으며, Barber(1995)는 ”처방하는 사람은 효과를 최

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비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4가지 

목적을 달성해야만 한다“라고 하 다. Lexchin(1998)은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 행해졌던 여러 방법들을 고찰하고 효과적인 방법과 비효과적인 방

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비효과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면 대규모의 인원들

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나 진료지침의 발송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방법, 정

부의 캠페인이나 약품집에서 약품을 삭제하는 것 등이 있었다. 

진료지침의 경우에는 처방행태를 바꾸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Gresco, 1993). 일부 진료지침의 경우 최근의 과학적 지식에만 초점을 두

면서 임상의사들이 실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과 진료지침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신한다는 점,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제적 이윤과 같

은 비진료적 요인 때문에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 등이 제시되고 있다. 

 처방행태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조흥준 등(2001)의 보고에 의하면 일부 개

원한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고혈압 진료지침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의하고 인

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진료지침에 표현된 진찰 및 검사의 시행률을 보면 동의

한 것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78년부터 1980년 사이에 미국의 식품의약국(FDA)는 특정약품의 처방을 줄

이기 위해서 경고문 등을 통한 캠페인을 벌 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적었다. 미

국의 한 주에서 Medicaid 약품집에서 상당량의 약품을 삭제하 지만, 비용이나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는 다양한 대체 약물의 증가가 발견되었다(Soumerai 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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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행태의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로는 학술적인 세부 교육(academic 

detailing), 검토(audit), 환류(feedback) 등이 제시되고 있다(Oxman, 1995). 학

술적인 세부 교육(academic detailing)은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해 줄 훈련된 임

상약사들과 의사들과의 1:1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부적절한 처방이 12∼49%까지 감소하 다는 보고가 있었다(Oxman, 1995). 이 

방식은 세부 교육을 하는 사람(detailer)들을 고용하고 훈련하는데 초기비용이 

들긴 하지만 비용 면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세한 검토(audit)와 환류(feedback)는 의사들의 처방행위를 평가하고 처방을 변

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권고를 통해서 환류(feedback)를 의사들에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경우에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첫째는 의사들이 자신의 처방행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만 한다. 둘째는 환류과정을 거친 의사가 그 내용에 준해서 행동해야만 한다. 

셋째는 즉시 환류과정을 실시할 수 없다면 의사들은 환류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이 성공적이라고 알려져 있지

만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경

우에 그 효과가 이전처럼 있을 것인가는 의문시되고 있으며, 또한 환자측 결

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동료 검토(peer review)가 알려져 있는데 소규

모의 의사집단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검토된 것을 평가하고 자신의 행동을 개

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토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 말초혈관확장제

나 진정제(barbiturate) 등의 문제 있는 약품의 처방이 감소하 으며(von 

Ferber 외, 1992), 일반의약품을 처방되는 경우가 매우 증가하 으며(Harris 

외, 1985), 좀 더 경제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효과가 대부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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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Lexchin(1998)은 부적절한 처방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그 해결방안 역시 모든 상황에 맞는 하나의 방법은 없으며 다양한 측면을 가

져야만 한다고 하 다. Schulkin(1993)은 적절하고 비용효과적인 약품의 처방

을 유도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의사들이 이러한 비용억제정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신약 및 개선된 약물에 대한 환자의 선호, 제약회사의 

공격적 홍보전략, 치료결정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바라는 욕구 등의 

많은 이유가 존재할 수 있으며, 두 가지 특별한 장벽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의사들의 수련과정에서 비용절감정책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의과대학

생의 경우 과거의 것보다는 최근의 더욱 비싸진 기술이 더 좋은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전공의 과정에서도 처방시 병원에서는 성분명으로 대체하는 정

책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절반이상이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Schulkin 외, 1993). 둘째는 보건행정가와 임상의사 간의 약제비 절감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점이다. 의사들은 자신을 환자의 옹호자라고 생각하고, 환자의 

치료결과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절감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는 약품집(managed-care formulary)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에 관한 조

사에서 약품집(managed-care formulary)이 단지 비용절감수단이기 때문이라

는 응답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Nash 외, 1993).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약제비 절감정책에 의사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

적인 단일 방법은 없지만 Schulkin 등은 처방결정에 전문의의 참여, 약물사용 

검토의 지속, 교육적인 노력 등과 같은 여러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이며, 병원의 임상 지도자들의 참여가 약제비 조절정책

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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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화기관용 약제 관련 심사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행한 후 그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심

사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하도록 하

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심사평가원은 심사함에 

있어 ‘심사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심사기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 방법에관한세부사항, 법 제42조의 규

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 그상대가치점수,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등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로 정한 사항과 진료비 심사에 관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심사위원회

가 심의결정한 심사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말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

 여러 가지 심사기준 중 소화기관용 약제에 대한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로 2002.7.1일 진료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하 으며, 소화기관용 약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 소화성궤양을 치료하는 소화성궤양용제인데 약리기

전과 사용목적에 따라 히스타민수용체차단제, 프로톤펌프억제제, 방어인자증강

제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둘째, 산(酸)을 억제하는 제산제와 셋째, 설사

나 만성변비 등에 투여하는 정장제, 그리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위와 장의 운동을 

돕는 위장관운동개선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화기관용 약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각 약제별로 세부적인 인정기준 

범위를 정하여 운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해준 

범위 안에서의 투여이지만 정한 인정기준 외에서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의 

100/10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소화기관용 약제의 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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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화성궤양용제 중 히스타민수용체차단제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범위 안에서 투여하여야 하며, 투여기간은 2∼3개월을 원칙으로 하

고 추적검사 없이 계속적으로 장기투여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프로톤

펌프억제제는 마찬가지로 허가범위 안에서 투여하여야 하며 내시경검사 등으

로 궤양이나 역류성식도염 등의 상병이 확인된 경우 4주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8주까지 투여를 인정하며, 객관적 자료를 

참고로 하여 이 이상의 연장투여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제산제는 허가범위 

안에서 투여하여야 하며 위궤양․십이지장궤양․위염․역류성질환․비궤양성 

소화불량증 등 소화기질환에 수반되는 증상(위산과다, 속쓰림, 신트림 등)에 

투여할 경우에는 인정된다. 셋째, 정장제는 허가범위 안에서 투여하여야 하며 

입원환자의 만성설사나 변비 또는 항생제 사용에 따른 위장관 이상증상이 나

타나는 경우에만 인정하되 보다 경제적인 약제를 우선 투여하여야 한다. 마지

막으로, 위장관운동개선제는 허가범위 안에서 투여하여야 하며 기능성 소화불

량증, 과민성대장증후군에 투여 시 인정하나 보다 경제적인 약제를 우선 투여

하여야 하며, 단순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시에는 인

정하지 아니하고 감염․종양․외상․수술․검사 후 소화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환자상태나 병용투여 약제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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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분석변수

 

가.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소화기관용 약제의 심사기준 적용 전․후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

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조사대상 선정 및 분석단계는 그림 1과 같

다.

1) 동일 수진자가 동일 진료월에 동일 요양기관을 방문하 을 경우 1환자로 

   합산하 으며, 청구건마다 발생된 진료비․내원일수는 합하 다.

처방행태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의사의 성               - 의사의 연령           - 개원기간
 - 진료과목(표시과목)       - 소재지역      

⇓

의원(의사)별 처방행태 차이 검증

 - 환자당 총 약제비 변화         - 환자당 총 약품목수 변화 

 - 약품목당 약제비 변화

도동동 - 환자당 총 약제비 변화              - 환자당 총 약품목수 
변화

 - 환자당 총 약제비 변화              - 환자당 총 약품목수 변화

⇓

선정기준(Inclusion Criteria)

- 내과계의원(내, 가, 일반의)
- 외래환자
- 위궤양(K25), 십이지장궤양 
(K26)환자

제외기준(Exclusion Criteria)

- 의사 2인 이상 근무하는 의원 제외
- 심사기준 적용 전후 (5월, 7월) 진
료자료가 모두 있는 의원만 포함

- 수술건 제외

 - 정액․정률 등 분리청구건을 합산(환자기준자료 구축)
1)

 - 동일한 환자가 심사기준 적용 전후 시점(5월, 7월) 모두 내원
한 환자가 5인 이상인 의원 선정(환자특성 차이 보정)

조사대상 및 자료선정

3단계

2단계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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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의 모형

 나. 분석변수 

 본 연구에서 소화기관용 약제의 심사기준 적용에 따른 의사의 처방행태 변

화와 처방행태 변화에 향을 미치는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를 조사하 다(표 1).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정의

구             분 변    수    내    용

종속

변수

 환자당 총약제비  요양기관이 청구한 소화기관용 약제비 총액

 내원일당 약제비
 

 요양기관이 청구한 소화기관용 약제비 총액/내원일수
 

 환자당 총약품목수  요양기관이 청구한 소화기관용 약제의 총약품목수

독립

변수

 의사의 성별  1:남성, 2:여성

 의사의 연령  1:39세 이하, 2:40세 이상~50세 미만, 3:50세 이상

 표시과목  1:내과, 2:가정의학과, 3:일반의

 개원기간  1:1년 미만, 2:1년 이상

 소재지역  1: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중소도시(전 지역에서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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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본 연구는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분석을 위하여 소화기관용 약제에 대한 심

사기준인 보건복지부 고시가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적용전인 

2002년 5월과 적용후인 2002년 7월의 요양기관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 다. 분석자료는 해당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진료비 자

료를 이용하 다. 

 조사대상은 1단계로 소화기관용 약제 투여빈도가 가장 높은 질병인 위궤양

(K25) 또는 십이지장궤양(K26)으로 내과계 의원(내과, 가정의학과, 일반의) 외

래로 내원한 환자를 선정한 결과, 2,848개소의 요양기관을 내원한 80,869명의 

환자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심사기준 적용에 따른 처방행태 변화를 보기 위하

여는 심사기준 적용 전․후 처방행태 변화를 비교분석함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심사기준 적용 전․후인 2002년 5월과 7월의 청구자료가 모두 있는 

동일한 요양기관을 선정하 으며, 의사의 개인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하여 의사 2인 이상 근무하는 의원은 제외하 다. 아울러 위궤양이나 십

이지장궤양이라 하더라도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으므로 수술을 한 환자는 제외하 다. 이렇게 하여 모집단인 

1,588개소의 요양기관을 내원한 53,658명의 환자가 선정되었다. 2단계로 동일 

수진자가 동일 진료월에 동일 요양기관을 방문하 을 경우에는 1환자로 합산

하 다. 아울러 의원별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원별 환자구성의 

차이를 보정할 필요성이 있다. 환자의 인구학적 변수(성, 연령 등), 질병명 등 

일부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환자의 중증도 및 기본적인 건강상

태(health status) 등의 완전보정은 불가능하다. 만약 동일한 환자에 대해서 심

사기준 적용 전․후의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를 비교한다면 환자별 개인특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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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보정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의원(의사)이므로 3단계

로 위궤양(K25) 또는 십이지장궤양(K26)으로 심사기준 적용 전․후인 2002년 

5월과 7월에 동일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5인 이상 되는 요양기관을 표본집

단으로 선정한 결과 분석대상 요양기관은 총 183개소(3,030명의 환자)가 선정되

었다. 

 또한 처방행태 변화에 향을 미치는 의사의 개인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의사의 성, 의사의 연령, 진료과목(표시과목), 개원기간, 소재지역등의 자료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일반현황 자료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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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소화기관용 약제의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적용에 따른 처

방행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과계 의원급 요양기관 중 외래로 2002

년도 5월과 7월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으로 소화기관용 약제를 투여받고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

시하 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사용된 표본집단과 전체 모집단간이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chi-square검정을 실시하 다.

 둘째, 심사기준 적용 전후에 따라 의약품 처방행태의 변화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paired t-검정을 실시하 다. 처방행태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는 환자

당 총약제비․내원일당 약제비․환자당 총약품목수등이다. 

 셋째,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의사의 성․연령, 요양기관의 개원기간․표

시과목․소재지역)에 따라 심사기준 적용 전․후의 처방행태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환자당 총약제비․내원일당 약제비․환자당 총약품목수 각각에 

대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넷째, 심사기준 적용 전․후의 처방행태 변화에 향을 미치는 의사 및 요

양기관 특성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 19 -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 요양기관1)
1)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95.08%, 여성이 4.92%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둘째, 의사의 연령은 40∼49세가 61.75%, 50세 이상이 21.86%, 39세 이하가 

16.39%로 40∼49세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요양기관의 소재지역은 중소도시가 58.47%와 대도시 41.53%로 중소도

시에 위치한 요양기관 비율이 높았다. 

 넷째, 요양기관의 표시과목은 내과계 의과 의원급을 대상으로 선정하 는데 

그 중 내과가 84.70%, 일반의 13.66%, 가정의학과가 1.64%로 내과비율이 높았

다. 

 다섯째, 요양기관의 개원기간은 1년 이상이 91.26%, 1년 미만이 8.74%로 개원

기간이 1년 이상 비율이 높았다. 

1) 분석대상 요양기관

  - 내과계 의원급 요양기관

  - 5월, 7월에 K25, K26환자 진료실적이 모두 있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 K25, K26환자 중 5월, 7월에 모두 방문한 환자가 5인 이상

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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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대상 요양기관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분석대상 요양기관

n(A)          %

의사성별 남성 174        95.08 

여성 9         4.92 

의사연령 39세 이하 30        16.39

40~49세 113        61.75 

50세 이상 40        21.86 

소재지역 대도시 76        41.53 

중소도시 107        58.47 

표시과목 가정의학과 3         1.64 

내과 155        84.70 

일반의 25        13.66 

개원기간 1년 미만 16         8.74 

1년 이상 167        91.26 

계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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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기준 적용 전․후의 처방행태 변화

 

 소화기관용 약제에 대한 심사기준인 보건복지부 고시 적용 전과 후의 의약품 처

방행태 변화를 보기 위한 3개의 변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환자당 총약제비는 심사기준 적용 전에는 434.84원에서 적용 후에는 336.49

원으로 낮아졌으나 심사기준 적용 전과 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아니하

다(P값 : 0.0561).

 둘째, 내원일당 약제비는 심사기준 적용 전에는 206.81원에서 적용 후에는 

214.23원으로 높아졌으나 심사기준 적용 전과 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아니하 다(그림 2).

  <표 3>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적용 전․후 처방행태 변화 비교

환자당 총약제비

336.49

434.84

0

500

적용전 적용후(단위: 원)

내원일당 약제비

214.23

206.81

0

300

적용전 적용후(단위: 원)

변  수 적용 전 적용 후 차이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환자당 총약제비 434.84 336.49 -98.36   692.10 -1.92 0.0561

내원일당 약제비 206.81 214.23 7.42    84.83 1.18 0.2381

환자당 총약품목수 1.27 1.15 -0.12     0.26 -5.9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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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환자당 총약제비와 내원일당 약제비의 심사기준 적용 전․후 평균 변화

  셋째, 환자당 총약품목수는 심사기준 적용 전에는 1.27품목에서 적용 후에는 

1.15품목으로 감소하 으며(그림 3), 심사기준 적용 전과 후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 다(표 3). 

                     

환자당 총약품목수

1.15

1.27

0

2

적용전 적용후(단위: 개)
            

     

          <그림 3> 환자당 총약품목수의 심사기준 적용 전․후 평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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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 및 요양기관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

 의사 및 요양기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독립변수별로 심사기준 적용 전과 후의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를 보기 위한 3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5, 6).

 환자당 총약제비에서는 표시과목과 개원기간에 따른 변화가, 내원일당 약제

비에서는 의사의 연령․표시과목․개원기간에 따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아울러 환자당 총약품목수에서는 개원기간에 따른 변화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따라서, 3개의 종속변수 모두에서 개원기간에 따른 변화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2개의 변수(환자당 총약제비, 내원일당 약제비)에서 

표시과목에 따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가. 환자당 총약제비 

  의사 및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환자당 총약제비의 변화는 독립변수별로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보 다.

  의사의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남

성이 여성보다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해서 적용 후에 환자당 총약제비가 많이 낮

아졌음을 볼 수 있었다(표 4). 즉, 여성은 적용 전에는 171.29원에서 적용 후에 

163.09원으로 낮아진 반면, 남성은 적용 전에는 448.47원에서 적용 후에는 345.45원

으로 많은 차이를 보 다. 아울러 여성 의사의 경우 적용 전의 평균 환자당 총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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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 434.84원에 비해 171.29원으로 약제비용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4).

 의사의 연령에서는 39세 이하에서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해서 적용 후에 환자당 

총약제비가 월등한 감소폭을 보 다. 즉, 40∼50세와 50세 이상의 경우는 각각 

64.06원과 66.51원의 감소를 보인데 비해 39세 이하에서는 269.98원의 많은 감소

를 보 으나, 각 연령군(39세 이하, 40∼50세, 50세 이상)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표 4). 아울러 39세 이하에서는 적용 전 환자당 총약제비는 

657.30원으로 평균 환자당 총약제비인 434.84원에 비해서 약 1.5배의 약제비용이 높

게 처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적용 후에는 387.31원으로 평균 환자당 총약제

비 336.49원에 비해 약 1.2배의 약제비용이 높게 처방되었다(그림 4).

<표 4>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른 환자당 총약제비 변화 

변  수   구  분 n 적용 전 적용 후 차이평균 F 값  P 값

의사성별  남 성 174 448.47 345.45 -59.88 0.16 0.6898 

 여 성 9 171.29 163.09 -11.17 

의사연령  39세 이하 30 657.30 387.31 -269.98 1.10 0.3335 

 40 ~ 50세 113 348.77 284.71 -64.06 

 50세 이상 40 511.14 444.64 -66.51 

표시과목  가정의학과 3 95.09 123.18 28.09 9.07 0.0002 

 내과 155 214.25 198.12 -16.13 

 일반의 25 1843.27 1219.97 -623.31 

개원기간  1년 미만 16 2036.13 1186.85 -849.28 23.15  <.0001

 1년 이상 167 281.42 255.01 -26.41 

소재지역  대도시 76 200.76 197.38 -3.38 2.47 0.1180 

 중소도시 107 601.10 435.29 -1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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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성별

448.47

171.29163.09

345.45

0

300

600

남 여(단위:원)

적용전

적용후

의사연령

657.30

511.14
348.77 444.64

284.71
387.31

0

300

600

900

39세 이하 40세~50세  50세 이상
(단위:원)

적용전

적용후

 <그림 4> 의사성별과 의사연령에 따른 환자당 총약제비 변화 

  표시과목에서는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하여 적용 후에 환자당 총약제비가 내과와 

일반의에서는 감소를 보 고 가정의학과에서는 오히려 28.09원이 증가되었으며, 각 

표시과목별(가정의학과, 내과, 일반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4).  

  그러나 가정의학과는 분석대상 기관 183개소 중 3개 기관에 대한 분석결과 다. 

한편 일반의에서는 적용 후에 623.31원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평균 환자당 총약

제비 98.36원의 감소, 내과 16.13원의 감소와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을 보 다. 아울

러 일반의의 경우 환자당 총약제비가 심사기준 적용 전에 1843.27원으로 평균 환자

당 총약제비인 434.84원에 비해 약 4.2배의 높은 약제비용이 처방되었다(그림 5).

  개원기간에서는 1년 미만의 개원기간의 경우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하여 적용 후에 

환자당 총약제비가 849.28원의 높은 감소폭을 보 으며,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개원기

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4). 1년 이상의 개원기간에서는 26.41원

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평균 환자당 총약제비 98.36원의 감소와 비교하여 볼 때에도  

많은 차이를 보 다. 아울러 1년 미만의 개원기간에서는 환자당 총약제비가 적용 전에 

2,036.13원으로 평균 환자당 총약제비인 434.84원에 비해 약 4.7배의 높은 약제비용이 

처방되었다. 이는 표시과목별 특성에서 심사기준 적용 전 환자당 총약제비가 일반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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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843.27원보다 높은 약제비용이 처방되고 있으며,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 중 가

장 높은 약제비용이 처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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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표시과목과 개원기간에 따른 환자당 총약제비 변화 

  소재지역에서는 중소도시가 대도시 보다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해서 적용 후에 

환자당 총약제비가 월등한 감소폭을 보 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4). 즉, 대도시는 적용 전의 평균 환자당 약제비보다 적은 

200.76원에서 적용 후 197.38원으로 3.38원의 매우 적은 감소를 보 으나, 중소도시

에서는 적용 전 601.10원에서 적용 후 435.29원으로 165.81원의 많은 감소폭을 보

다. 아울러 중소도시에서는 적용 전의 환자당 총약제비도 평균 환자당 총약제비보

다 약 1.4배의 약제비용이 높게 처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6).

  따라서 환자당 총약제비는 표시과목과 개원기간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표시과목

에서 가정의학과는 심사기준 적용 후 환자당 총약제비가 증가하 지만 다른 표시

과목에서는 감소하 다. 아울러 심사기준 적용 후 개원기간에 따른 환자당 총약제

비는 감소하 다. 다중검정(multiple comparison)결과를 살펴보면, 표시과목 중 내과

와 일반의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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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소재지역에 따른 환자당 총약제비 변화 

나. 내원일당 약제비 

  의사 및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내원일당 약제비의 변화는 의사의 성별과 소재지

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의사의 연령․표시과목․개원기간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5). 즉, 내원일당 약제비는 심사기준 적

용 전에 비해서 적용 후에 대체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내원일수가 고시 전 2.314

일에서 고시 후 1.996일로 감소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환자당 총약제비가 심사기준 

적용 후 감소되었음에도 내원일당 약제비는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원

기간에서의 1년 미만의 경우와 표시과목에서의 일반의의 경우 아울러, 의사의 연령

에서의 39세 이하의 경우에서는 내원일당 약제비가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에 각각 63.71원, 46.21원, 38.68원의 감소를 보 다(그림 7, 8, 9). 이는 환자당 총

약제비의 감소폭이 다른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에 비하여 매우 높았던 특성에서 내

원일당 약제비가 감소되었으며, 감소폭 또한 환자당 총약제비에서의 감소폭 순위와 동

일하 다.

  따라서 의사의 연령별, 표시과목별, 개원기간별 내원일당 약제비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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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의사 연령이 39세 이하의 경우는 심사기준 적용 후 

내원일당 약제비가 감소하 지만 나머지 연령에서는 적용 후 증가하 다. 표시과목

이 가정의학과와 내과의 경우 적용 후 내원일당 약제비가 증가하 지만 일반의의 

경우 감소하 다. 개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 후 내원일당 약제비가 감소하

지만 1년 이상인 경우 증가하 다. 다중검정(multiple comparison)결과를 살펴보

면, 표시과목 중 가정의학과와 일반의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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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의사성별과 의사연령에 따른 내원일당 약제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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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른 내원일당 약제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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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표시과목과 개원기간에 따른 내원일당 약제비 변화 

 변  수   구  분  n 적용 전 적용 후 차이평균 F 값  P 값

의사성별  남 성 174 212.39 218.87 6.48 0.44 0.5102 

 여 성 9 98.81 124.45 25.64 

의사연령  39세 이하 30 284.68 246.00 -38.68 5.88 0.0033 

 40 ~ 49세 113 157.09 176.63 19.54 

 50세 이상 40 288.84 296.60 7.76 

표시과목  가정의학과 3 60.12 72.17 12.05 6.12 0.0027 

 내과 155 113.66 129.64 15.98 

 일반의 25 801.92 755.71 -46.21 

개원기간  1년 미만 16 774.83 711.11 -63.71 13.15 0.0004 

 1년 이상 167 152.38 166.62 14.24 

소재지역  대도시 76 117.76 134.09 16.33 1.44 0.2324 

 중소도시 107 270.05 271.15 1.10 



- 30 -

                      

소재지역

270.05

117.76

271.15

134.09

0

500

대도시 중소도시(단위:원)

적용전

적용후

              <그림 9> 소재지역에 따른 내원일당 약제비 변화 

다. 환자당 총약품목수 

  의사와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환자당 총약품목수의 변화는 의사의 성별․의사의 

연령․표시과목․소재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개원기간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6). 다만 환자당 총약품목수는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해서 적용 후에 대체적으로 감소되었다. 아울러 적용 전의 평균 환자

당 총약품목수는 1.27품목이었으나, 환자당 총약제비와 내원일당 약제비가 높았던 

개원기간에서의 1년 미만의 경우와 표시과목에서의 일반의의 경우, 의사의 연령에

서의 39세 이하의 경우에서는 심사기준 적용 전 환자당 총약품목수가 각각 1.75품

목, 1.51품목, 1.43품목으로 품목수 또한 높게 처방되고 있었다. 아울러 심사기준 적

용 전에 비해 적용 후에 약품목수 처방도 각각 1.47품목, 1.37품목, 1.22품목으로 감

소되었다(그림 10, 11, 12). 



- 31 -

<표 6>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른 환자당 총약품목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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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의사성별과 의사연령에 따른 환자당 총약품목수 변화 

 변  수    구  분 n  적용 전 적용 후 차이평균 F 값  P 값

의사성별  남 성 174 1.27 1.15 -0.115 0.25 0.6208 

 여 성 9 1.29 1.13 -0.160 

의사연령  39세 이하 30 1.43 1.22 -0.207 2.59 0.0778 

 40 ~ 49세 113 1.23 1.14 -0.087 

 50세 이상 40 1.27 1.14 -0.134 

표시과목  가정의학과 3 1.08 1.22 0.139 1.55 0.2147 

 내과 155 1.23 1.12 -0.117 

 일반의 25 1.51 1.37 -0.145 

개원기간  1년 미만 16 1.75 1.47 -0.275 6.47 0.0118 

 1년 이상 167 1.22 1.12 -0.102 

소재지역  대도시 76 1.26 1.13 -0.134 0.55 0.4600 

 중소도시 107 1.27 1.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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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표시과목과 개원기간에 따른 환자당 총약품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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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소재지역에 따른 환자당 총약품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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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방행태 변화에 향을 미치는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요인 분석 

 

 의사 및 요양기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독립변수별로 심사기준인 보건복지부 

고시 적용 후에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에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

석을 한 결과, 3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8, 9).

 환자당 총약제비는 표시과목이 내과에 비해 일반의의 경우와 개원기간이 1

년 미만에 비해 1년 이상의 경우에서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내원일당 약제비에서는 표시과목이 내과에 비해 일반의의 경우와  의사

의 연령이 39세 이하에 비해 40 ∼ 49세의 경우, 개원기간이 1년 미만에 비해 

1년 이상의 경우에서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아울러 환자

당 총약품목수에서는 표시과목이 내과에 비해 가정의학과의 경우와 의사의 연

령이 39세 이하에 비해 40 ∼ 49세의 경우, 개원기간이 1년 미만에 비해 1년 

이상의 경우에서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따라서, 3개의 종속변수(환자당 총약제비, 내원일당 약제비, 환자당 총약품목

수) 중에서 개원기간이 1년 미만에 비해 1년 이상의 개원기간에 따른 변화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또한 표시과목이 내과에 비해 일반의

의 경우에서는 환자당 총약제비와 내원일당 약제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의사의 연령이 39세 이하에 비해 40 ∼ 49세의 경우에서 내

원일당 약제비와 환자당 총약품목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아울러 표시과목이 내과에 비해 가정의학과의 경우에서는 환자당 총약품목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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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자당 총약제비 

  환자당 총약제비 변화에 향을 미치는 의사 및 요양기관 특성별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의사의 성별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와 소재지역이 대도시에 있는 경우

에 비해 중소도시에서의 환자당 총약제비가 감소되었다. 표시과목에서는 내과에 

비해 일반의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자당 총약제비가 감소하 으며, 

표시과목이 내과인 경우에 비해 가정의학과의 경우는 증가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아니하 다(표 7).

<표 7> 환자당 총약제비 변화에 향을 미치는 의사 및 요양기관 특성에 

                      대한 관련 요인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회귀계수   t 값     p 값  

절편 -683.44919 -3.52 0.0005

소재지역(1:대도시, 2:중소도시) -179.4439 -1.89 0.0609

표시과목(내과) : 가정의학과 214.96536 0.58 0.5608

                일반의 -568.84069 -4.13  <.0001

개원기간(1:1년 미만, 2:1년 이상)          814.75477 4.89   <.0001

의사성별(1:남성, 2:여성)         -40.30367 -0.19 0.8522

의사연령(30세 이하) : 40 ~ 49세 19.83042 0.15 0.8808

                     50세 이상 47.6674 0.31 0.7565

 R-Square 0.2149

F값 6.84

P값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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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원일당 약제비 

  내원일당 약제비 변화에 향을 미치는 의사 및 요양기관 특성별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표시과목이 일반의의 경우에는 내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내원일당 약제

비가 감소되었으며, 소재지역이 중소도시인 경우에는 대도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아니하나 내원일당 약제비의 감소가 있었다. 반면 개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비해 1년 이상의 경우와 의사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에 비해 40∼49세

의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내원일당 약제비가 증가되었다(표 8). 

<표 8> 내원일당 약제비 변화에 향을 미치는 의사 및 요양기관 특성에 

                       대한 관련 요인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회귀계수   t 값     P 값  

절편 -75.80048 -3.09 0.0023

소재지역(1:대도시, 2:중소도시) -14.15553 -1.18 0.2405

표시과목(내과) : 가정의학과 17.30406 0.37 0.7108

                일반의 -50.604 -2.91 0.0041

개원기간(1:1년 미만,  2:1년이상) 71.14854 3.38 0.0009

의사성별(1:남성, 2:여성) 5.53418 0.2 0.8395

의사연령(39세 이하) : 40 ~ 49세 41.75511 2.5 0.0132

                     50세 이상 32.69152 1.69 0.0936

 R-Square 0.1658

F값 4.97

p값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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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자당 총약품목수 

  환자당 총약품목수 변화에 향을 미치는 의사 및 요양기관 특성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시과목에서는 내과보다 가정의학과와 일반의가, 개원기간에서는 1년 미만의 경

우에 비해 1년 이상의 경우가, 의사의 연령에서는 39세 이하인 경우에 비해 40 ∼

49세와 50세 이상의 경우에서 환자당 총약품목수가 증가되었다. 아울러 표시과목이 

가정의학과의 경우는 내과에 비해, 개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경

우에 비해, 의사 연령이 40 ∼ 49세인 경우에는 39세 이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환자당 총약품목수가 증가되었다. 다만 의사의 성별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인 경우에서 환자당 총약품목수가 감소하 음을 볼 수 있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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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환자당 총약품목수 변화에 향을 미치는 의사 및 요양기관 특성에 

                      대한 관련 요인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회귀계수       t 값        P 값  

절편 -0.38526 -4.81   <.0001

소재지역(1:대도시, 2:중소도시) 0.03271 0.83 0.406

표시과목(내과) : 가정의학과 0.3195 2.1 0.0373

                일반의 0.00301 0.05 0.9578

개원기간(1:1년 미만, 2:1년 이상) 0.17588 2.56 0.0115

의사성별(1:남성, 2:여성) -0.05307 -0.6 0.5524

의사연령(39세 이하) : 40 ~ 49세 0.11475 2.11 0.0366

                     50세 이상 0.06788 1.07 0.2854

 R-Square 0.0858

F값 2.35

P값

       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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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연구방법 및 자료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1차 진료를 맡고 있는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하고 있는 심사기준 적용에 따른 의약품 처방행태의 변화가 있

는지를 연구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내과계 의원급 외래에서 위궤양(K25) 또는 

십이지장궤양(K26)으로 소화기관용 약제를 투여하고 동 약제에 대한 심사기준 적용 

전․후인 2002년 5월과 7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진료비를 모두 청구한 동

일 요양기관의 심사청구자료를 이용하 으며, 의사의 개인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의사 2인 이상 근무하는 의원과 또한 수술건은 제외한 결과 모집단

인 1,588개 기관(53,658명의 환자)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심사기준 적용 전․후의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별 개인특성의 차이를 보정하

고자 하 으며, 동일한 환자가 동일 요양기관에서 심사기준 적용 전․후 시점(2002

년 5월, 7월) 모두 진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가 5인 이상 되는 요양기관만을 선정하

여 표본집단인 183개의 요양기관(의사)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다. 

 심사기준 적용 전․후의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요

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관련 진료비 자료와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이용하 다. 아울러 본 연구 분석결과, 처방행태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약품목당 단

가, 처방일수, 처방일당 품목수를 보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변수에 대

한 자료를 얻기 곤란하여 처방행태 변화에 얼마나 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 다. 따라서 추후에는 동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함이 좀 더 면 한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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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심사기준”에 의

한 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기준”이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심사에 적

용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전신인 의료보험이 실시된 1977년부터 약26년간  

심사기준은 의료발전이나 치료방법의 개선 또는 도태 등에 의해, 계속 생성되

기도 하고 폐지되는 등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기준 적용에 따른 진료행태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파악되지 아

니하 다. 의약품 처방행태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intervention 

전․후의 처방행태 변화는 주로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된 연구이었다. 정 진의 

연구(정 진, 2003)는 2002년 4월 1일자로 급여대상품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약제에 대하여 의사들의 처방행태 변화 분석을 통하여 비급여 전환이란 제도

적 규제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적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장기

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 진의 연구는 상

병이나 연령 등의 환자특성을 통제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심사기준 적용에 따른 처방행태의 변화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를 일으키는 지와 처방행태

가 변화되었다면 변화시킨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 측면이다.  

 우선 심사기준 적용에 따른 처방행태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심사기준

이 적용된 후에 소화기관용 약제의 환자당 총약품목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산출하 으며 환자당 총약제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아니하 으나 감소하 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심사기준 적용에 따른 의

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별로 분석한 처방행태 변화는 심사기준 적용 후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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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과 개원기간에서 환자당 총약제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개원기간에 따른 처방행태의 변화는 심사기준 적용 후 환자당 총약제비, 내원

일당 약제비, 환자당 총약품목수등 독립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

소하 다. 아울러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별로는 대체적으로 심사기준 적용 

전에 환자당 약제비나 약품목수 처방이 평균 환자당 약제비나 평균 약품목수 

처방에 비해서 높았던 군에서 약제비와 약품목수 모두에서 감소폭이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처방비용이나 약품목수를 많이 처방하 던 군에서 심

사기준 적용에 따라 민감하게 처방행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심사기준 적용 후에 환자당 약제비가 감소한 것은 환자의 상태 변화가 있었

던 것인지 공급자인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본 연구에서 명확

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약품목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도 이유

가 되겠으며 아울러 본 연구대상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소화기관용 약제 중 상

위 10순위 다빈도 처방 약제를 심사기준 적용 전인 2002년 5월과 적용 후인 7

월을 비교한 결과, 평균 투여일수는 9.39일에서 9.38일로 변화가 없었으나 총투

여량(개수)는 평균 2,155개에서 2,257개로 증가하 다. 그러나 상위 10순위 다

빈도 처방약제는 모두 소화기관용 약제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약제들이었으며 

심사기준 중 “보다 경제적인 약제를 우선 투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의해 저

렴한 약제의 처방이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아니하 으나 환자당 총

약제비가 심사기준 적용 후 감소된 것으로 이해된다. 더군다나 본 연구는 동일

한 환자에 대한 처방행태 변화이기 때문에 심사기준 적용 전인 5월에 비해 7

월의 변화가 치료효과 등에 의해 실제 처방행태 변화보다 적게 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심사기준 적용은 의약품 처방행태를 변화시키고 보험재정 억

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심사기준 적용에 따른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별로 처방행태 변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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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자당 총약제비는 의사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환자당 약제

비 변화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사연령에서는 39세 이하, 50세 

이상, 40 ∼ 50세의 순으로 변화의 차이가 있었다. 여성 의사의 경우 심사기준 

적용 전의 평균 환자당 총약제비인 434.84원에 비해 171.29원으로 훨씬 약제비용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는 여성 의사수가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적으므로 

평균 약제비용이 남성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시과목에서는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하여 적용 후에 환자당 총약제비가 내과와 

일반의에서는 감소를 보 고 가정의학과에서는 오히려 증가되었으며, 각 표시과목

별(가정의학과, 내과, 일반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4). 그러나 

가정의학과는 분석대상 기관 183개소 중 3개 기관으로 미미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한편 일반의의 경우 환자당 총약제비가 심사기준 적용 전에 1843.27원

으로 평균 환자당 총약제비인 434.84원에 비해 약 4.2배의 높은 약제비용이 처방되

었으며(그림 5), 심사기준 적용에 따라 약제비 처방의 감소폭 또한 매우 높은 현상

을 보 다(일반의의 경우 623.31원 감소, 평균 환자당 총약제비 98.36원 감소, 내과 

16.13원 감소).

  개원기간에서는 1년 미만의 개원기간의 경우 심사기준 적용 전에 비하여 적용 후에 

환자당 총약제비가 849.28원의 높은 감소폭을 보 으며,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개원기

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4). 1년 이상의 개원기간에서는 26.41원

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평균 환자당 총약제비 98.36원의 감소와 비교하여 볼 때에도 

개원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가 심사기준 적용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1년 미만의 개원기간에서는 환자당 총약제비가 적용 전에 2,036.13원으

로 평균 환자당 총약제비인 434.84원에 비해 약 4.7배의 높은 약제비용이 처방되었다. 이는 

표시과목별 특성에서 심사기준 적용 전 환자당 총약제비가 일반의인 경우 1843.27원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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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제비용이 처방되고 있으며,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 중 가장 높은 약제비용이 처방되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 5). 본 연구에서 1년 미만의 개원기간이 짧은 의사의 경우가 가장 

높은 약제비를 처방하 으며 심사기준 적용에 따른 약제비 감소폭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환자당 약제비와 약품목수는 심사기준 적용 후 감소하 으나, 내원일당 약제비는 증

가된 양상을 보 다. 이는 심사기준 적용에 따라 내원일수도 함께 감소(2.314→1.996)

되고 있어 내원일당 약제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사기준으로

서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가 적용된 소화기관용약제는 의료계에서는 약효와 약

리기전별로 통상 소화성궤양용제(히스타민수용체차단제, 프로톤펌프억제제, 방

어인자증강제), 위장관운동개선제, 제산제, 정장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

시된 소화기관용 약제를 모두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환자당 평균 처방 약품목수는 심사기준 적용 전에 1.27품목을 처방하고 있어 

약효와 약리기전별로 처방하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부분 내원

일수 감소에 따른 내원일당 약제비는 증가되는 양상을 보 으나, 환자당 총약

제비의 감소폭이 다른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에 비하여 매우 높았던 개원기

간에서의 1년 미만의 경우와 일반의를 표방하고 있는 군에서는 내원일당 약제

비도 같이 감소하고 있어 심사기준 적용에 따라 처방행태 변화도 컸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심사기구에서는 일반의의 경우와 개원기간이 짧은 경

우에서는 심사기준 적용 등에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방행태 변화에 향을 미치는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요인을 분석 

한 결과에서는 내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 비하여 일반의의 경우에서는 심사

기준 적용 후 환자당 약제비, 내원일당 약제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현상을 보 다. 또한 적용 전의 소화기관용 약제를 처방한 환자당 약제비가 평

균 약제비보다는 약 4.2배 내과 표방과목 의사에 비해서는 8.6배 높으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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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처방행태 변화도 평균 약제비 감소액의 6.3배로 감소폭이 큰 현상을 보

다. 그러나 심사기준 적용 전의 환자당 약품목수는 내과 1.23품목, 일반의 1.51

품목으로서 약품목수의 증가 외에도 고가의 약제의 처방이나 처방일수 증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된다. 또한 의사의 연령군별로는 분석대상 183개소 

요양기관 중 40 ∼ 49세의 연령군이 113개소로 39세 이하(30개소)와 50세 이

상(40개소)의 연령군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 다. 그러나 동 연령군에서의 소화

기관용 약제 처방은 환자당 총약제비도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낮을 뿐만 아니

라 적용 후에 처방행태 변화의 차이도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1년 미만

의 개원의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개원의에 비해 심사기준 적용 후에 환자당 

약제비․내원일당 약제비․환자당 약품목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고, 적용 전의 환자당 약제비 또한 2,036.13원으로 평균 약제비인 434.84원

의 4.7배의 높은 약제비 처방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일반의(4.2배)

에서 보다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개원의 경우 처음부터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임상의의 경험을 쌓고 개업하는 

경우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어렵지만 개원기간이 짧

은 경우 소화기관용 약제 비용이 높게 처방되고 있었다. 아울러 대도시 소재 

요양기관보다는 중소도시 소재 요양기관이 환자당 약제비․내원일당 약제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소화기관용 약제 비용이 높게 처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의약품 처방행태에 향을 미치는 의사 및 요양기관 특성을 보기위한 회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원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 1년 미만의 경우에 비해 심사기준 적용 후 환

자당 총약제비, 내원일당 약제비, 환자당 총약품목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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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의의 경우 내과에 비해 심사기준 적용 후 환자당 총약

제비, 내원일당 약제비 2개의 종속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의사 연령에 있어서는 40 ∼ 49세인 경우는 39세 이하에 비해 심사기준 적

용 후 내원일당 약제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환자당 총약품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소재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소재한 경우

가 대도시 소재의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환자당 총약제

비가 감소하 다(P값 0.0609).

 그러나 회귀분석결과에서 R-Square의 설명력(8.58∼21.49%)은 그다지 높지 않

았다. 이는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에 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를 충분히 포함시

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에는 중요변수를 더욱 포함시켜야 

의사 및 요양기관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연구 분석결과, 자료를 얻기 곤란하여 분석하지 못하 으나 약품

목당 단가, 처방일수, 처방일당 품목수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함이 좀 더 

면 한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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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하고 있는 심사기준 적용에 따른 진

료행태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파악되지 아니하 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실시와 함께 존폐를 거듭해왔고 계속 진료비 심사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심사기준의 적용에 따른 진료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소화기관용 약제에 

대한 처방행태의 변화분석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하 다.

 심사기준 적용의 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두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분석결과에서 심사기준 적용은 의약품의 비용절감 측면과 의약품 처방

행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는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별로 심

사기준 적용에 따라 처방행태가 민감하게 나타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차이가 확실히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심사기준이 적용된 후에 소화기관용 약제의 환자당 총약품목수의 변화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그러나 환자당 총약제비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아니하 으나 뚜렷한 비용의 감소가 있었으며 자료를 얻지 못하여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분석하지는 못하 으나 심사기준 적용 후 소화기관용 약

제 중 가장 저렴한 약제의 처방량(개수)이 증가되고 있었으며 “보다 경제적인 

약제를 우선 투여하여야 한다”는 심사기준 적용에 의한 처방행태의 변화로 이해

된다. 또한 의사 및 요양기관의 특성측면에서 살펴본 심사기준 적용에 따른 소

화기관용 약제의 처방행태 변화는 심사기준 적용 후에 표시과목과 개원기간별

로 볼 때 환자당 총약제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심사기준 적용 

후 내원일수의 감소가 있었고 내원일당 약제비는 대개 증가되었으나, 39세 이하

의 의사연령과 일반의의 경우, 1년 미만의 개원기간의 경우에서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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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감소하 다. 아울러 내원일당 약품목수는 1년 미만의 개원기간의 경우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 심사기준 적용은 의원급 요양기관 의사들에게 처방행태의 변

화를 유발시키고 재정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심사기준 

적용이 제도를 이용한 진료의 억제라는 비판이 높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의약

품의 처방량 등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임상의들의 진료 

guideline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의 현

실에서는 과잉 진료 억제, 과다 보험재정 지출 억제의 효과도 있다고 판단된다. 

 심사 시 활용되고 있는 심사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정하고 적용하며 관리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과 심사기준 제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하

고 있는 심사평가원 및 의료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심사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그간 의사들의 개인적인 치료경험을 토대로 

한 심사기준에서 탈피하여 EBM(Evidence of based medicine)을 중심으로 한 

충분히 의학적 근거가 있고 입증된 치료방법에 의한 심사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는 계속 발전과 개선을 하고 있으므로 심사기준 또한 지속적인 보

완․수정 등의 환류가 필요하다.

 셋째, 심사기준이란 보편성, 객관성,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을 때 요양급여를 

할 수 있는 우선 조건으로 제정되고 있어 개인의 치료방법과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비판보다는 적극적인 임상연구를, 치료경험에 의한 심사기준 제

정의 주장보다는 근거중심의학으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심사기준 적용에 있어서 현재 6만여 요양기관에 대한 모든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의사 및 요양기관 

특성별로 구분하여 볼 때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한 군에 대하여는 좀 더 철

저하게 심사기준 적용 및 관리가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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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ed to closely investigate changes in physician's behavior 

after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that use as a medical review 

tool in Health Care Agency of Medical Fees Review Organization and to 

study through changes analysis of prescribing behavior in drug for digestive 

organ system. 

  Because of in this study analysis unit is physician, I aimed to analysis to 

revision on the patient's characteristics. So, the data of this study was medical 

fees claim's data of all May and July 2002 before and after medical fe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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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application about drug for digestive organ system that was disease 

of gastric ulcer(K25) or duodenal ulcer(K26). And the data was except 2 

more physician and operation patient among in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clinic and was selected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clinic's medical fees 

claim's data that was 5 more patient as outpatient that was prescribed all 

May and July 2002. Therefore, the count of 183 medical care clinic was selected  

and analysis's result is described. 

  1. The results of changes in prescribing behavior after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were as follows :  

  First, the drug expenses per patient was decreased after than before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but the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ce.

  Second, the drug expenses per visiting clinic was increased after than before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but difference of before and afte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ce. But, the number days of visiting clinic was 

decreased after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Third, the counts of drug per patient was decreased after than before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but the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ce.

  2. The results of changes in prescribing behavior of particular physician 

and/or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clinic characteristics after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were as follows :  

  First, the drug expenses per patient was decreased after than before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but the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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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ribing behavior's changes according to expression of speciality(medicine, 

family medicine, general physician) and opening duration of an institution(less 

than 1 year, 1 year or more). In less than 39 years old physicians among in 

physician's age(less than 39 years old, 40∼50 years old, 50 years old or more), 

the drug expenses per patient was markedly decreased after than before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In short opening duration of an 

institution(less than 1 year), the drug expenses per patient was markedly 

decreased after than before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And 

either less than 1 year or 1 year or more opening duration of an institution, the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ce. In a small and medium city's clinic region, 

the drug expenses per patient was markedly decreased after than before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But either a big city or a small and medium 

city's clinic region, the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ce.

  Second, the drug expenses per visiting clinic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prescribing behavior's change according to physician's age and 

expression of speciality and opening duration of an institution. In medicine and 

general physician of expression of speciality, the drug expenses per patient was 

decreased after than before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Third, the counts of drug per patient was generally decreased after than before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prescribing behavior's change according to opening duration of an 

institution. Therefore the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prescribing behavior's change according to opening duration of an institution. 

in three dependent variables(drug expenses per patient, drug expenses per vis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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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 counts of drug per patient),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prescribing behavior's change according to expression of speciality in two 

dependent variables(drug expenses per patient, drug expenses per visiting clinic).  

 This study is analysis of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effect.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comprehended in two point of view. 

 First,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was a point of view in 

health care insurance cost economy of drugs and a point of view in 

prescribing behavior's change.

 Second,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known that prescribing behavior's 

significant change groups and not-significant groups was divided according 

to medical fees review standards application in particular physician and/or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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