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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혈액투석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

가제 도입 전후의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변화, 혈액

투석 횟수 변화, 분리청구 경향을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혈

액투석 환자에 대한 지불방식이나 수가수준의 결정시 도움이 되는 내용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산청구한 급여비용 명세서를 이용하여 2001년 7월과 

2002년 7월 동시에 존재하는 혈액투석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중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각각 10명이상 양기간에 존재하여 진료비 비교가 

가능한 의료기관(종합병원35, 병원0, 의원58)의 환자전수(의료급여 2,167

명, 건강보험 2,928명)를 대상으로 진료내용과 환자특성, 의료기관 특성

을 비교하 다. 정액수가제 도입전인 2001년 7월과 도입후인 2002년 7

월 각각 한달동안의 혈액투석 명세서 진료비, 혈액투석횟수,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 내원일수의 두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기위하여 t-test하

으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각각 그룹내에서의 2001년과 2002년의 진료

비, 혈액투석횟수,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 내원일수를 비교하기위해 

paired t-test 하 다.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액수가제 도입효

과를 분석하기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종속변수는 진료비, 혈액

투석횟수,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진료비 내원일수이며, 통제변수는 의료

보장 종류, 개인특성(성별, 나이, 고혈압유무, 당뇨유무), 의료기관 특성

(지역, 대표자구분, 의료기관종별), 혈액투석횟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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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수가제 도입후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감소하고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는 증가하여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정액수가 도입 전후 1인당 

진료비가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독립변수별로는 대표자가 개인인 그룹

과 의원급인 의료기관은 정액수가제 도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은 진료비가 유

의하게 감소하 다. 투석횟수는 의료급여 환자가 2001년에 12.1회에서 

2002년 12.7회로 건강보험 환자의 11.6회, 12.5회보다 모두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 정액수가제 도입후인 2002년에 투석횟수가 증가했으나 의료

급여 환자의 투석 횟수의 증가는 건강보험 환자의 증가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투석 처치 외 내과 내원일수는 의료급여 환자는 2001년 0.11회

에서 2002년 0.22회로 유의한 증가를 보인반면, 건강보험은 2001년 0.18

회에서 2002년 0.14회로 유의한 감소를 보 다.

      정액수가제 도입은 진료비를 감소시켜 재정절감 효과측면에서는 성

공적이나 혈액투석처치외 내원일수의 증가, 고혈압약제 분리청구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정액수가제 도

입으로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의 진료비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재정절감의 긍적적 효과이면에 건강보험 진료비로의 전가, 필수약제의 

분리청구, EPO제제 용량 감소, 의료급여 환자 진료거부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의료급여 혈액투석 진료비 감소가 큰 종

합병원, 종합전문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병

원의 의료급여 심결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적정 운 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유형별 적정한 진료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환자가 받는 진료에 대한 질 관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

급여 제도의 단독운 의 한계점을 극복하기위해서 건강보험 제도에서도 

정액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두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액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의료이용, 진료비, 혈액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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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최근 의료급여 비용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1999년 진료비가 1992년에 비해 3.1배 증가한데 비해 의료급여의 경우

에는 대상자 수가 감소하 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3,010억원에서 1999

년 12,341억 원으로 약 4.1배 증가하 다.(의료보험관리공단, 1992-1999). 

이는 건강보험의 진료비증가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국가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의료급여대상자의 책정, 급여의 범위와 수준설정 등 의료급여정책의 운

방식을 결정하는데에도 중요한 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문제의 크

기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와 관련한 연구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 중 고액진료비 환자군이 진료비 증가에 중요한 향

을 미쳐왔는데, 1996년 말 의료급여 이용자 10%에 해당하는 14,386명이 

전체 진료비의 71%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염용권 등, 1998)

가 있었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2002년 1월에서 3월까지의 의

료급여 심사 청구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수급자 중 1인당 총진료비 상위 

10% 환자가 전체 진료비의 62%를 사용하고 있었고, 입원․외래로 분리

하여 분석한 결과는 입원 진료비의 45%, 외래 진료비의 57%를 쓰고 있

었다. 해당 상병 중 신부전이 진료비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외래진료비는 약1/4이 신부전환자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었

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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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투석환자는 1986년 1,335명에서 2001년 23,057명으로 매년 20%이

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45%정도가 의료급여 대상자이고 환자별 주

당 투석횟수도 1986년 평균 2.04회에서 2001년 2.82회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표1). 이러한 혈액 투석치료는 고가의 의료서비스로 수진자 

개인 및 의료보험 재정에 끼치는 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1. 년도별 환자수, 평균투석횟수, 실시기관수

년도 1986 1990 1993 1994 1995 1998 2000 2001

환자수(명) 1,335 4,311 6,611 7,387 8,778 13,473 15,853 23,057

평균투석
횟수/주 2.04 2.25 2.40 2.48 2.57 2.72 2.82 2.82

실시기관수 70 109 146 249 304 335

   ※ 자료 : 대한신장학회 및 심사평가원 내부자료.

   따라서 의료급여 외래진료비의 약1/4을 차지하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혈액투석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에 기여

할 목적으로 정부는 2001년 11월부터 의료급여 환자에게 실시 하는 혈

액투석에 대한 정액수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즉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 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36,000원

의 정액수가로 산정하며,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액수가제 도입 전인 2001년 상반기와 도입 후인 2002년 상반기  

의료급여 환자의 투석관련 청구변화를 보면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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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원일당 진료비는 도입전 143,026원에서 도입후 136,493원으로 4.7% 

감소되었으나 환자 1인당 외래 내원일수는 13.08회에서 14.32로 9.5% 

증가되었다. 따라서 내원일당 진료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진료

비는 68,378,972천원에서 71,064,756천원으로 3.9%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수가 정액화 후 내원일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공급자

의 행태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로 청구변화를 보면 내원일당 진료비 감소는 병원에

서 6.9%로 가장 컸고 의원은 1.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환자 1인당 

내원일수는 진료비 감소가 가장 컸던 병원에서 25.1%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진료비 수입이 공급자 수입에 직접 향을 미치는 의원에서도 

14.5% 증가하여 의료기관 속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혈액투석 정액화 후에 종합전문과 종합병원의 심사결정건수

는 감소한 반면 병원과 의원에서는 증가하는 현상도 주목할만한 내용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비분석은 정액수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건강보험

과의 비교 자료가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만의 진료비 분석 자료로 위와 

같은 현상이 정액수가제 도입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판단 

할 수 없으며, 도입 전후의 환자구성을 통제하지 않은 분석이므로 정액

수가제 도입 효과를 바르게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액수가

제 도입이 투석환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수임을 감안할 때 이에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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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의료급여 투석수가 정액화 전․후 진료비와 내원일수의 변화(심사결정자료)
( ) : %

구분

2001 상반기(정액화 전) 2002상반기(정액화 후)

심사결정
진료비(천원)

심사결정
건수

내원일당
진료비(원)

1인당외래
내원일수

심사결정
진료비(천원)

심사결정
건수

내원일당
진료비(원)

1인당외래
내원일수

종합
전문

9,467,880 6,360 145,057 11.78 6,287,569
(66.4)

4,363
(68.6)

138,949
(95.8)

12.5
(106.1)

종합
병원

27,003,069 18,179 142,800 12.77 25,007,083
(92.6)

16,963
(93.3)

139,127
(97.4)

12.39
(97.0)

병원
2,467,155 1,711 137,021 12.29 4,258,457

(172.6)
3,114
(182.0)

127,529
(93.1)

15.38
(125.1)

의원
29,451,094 18,673 137,728 13.9 35,511,646

(120.6)
23,307
(124.8)

135,383
(98.3)

15.92
(114.5)

계
68,378,972 44,923 143,026 13.08 71,064,756

(103.9)
47,747
(106.3)

136,493
(95.4)

14.32
(109.5)

  

 주: 환자1 인당 외래 내원일수 계는 종별 심사결정건수로 가중평균함

     2002년 백분율은 2001년 대비임

  (자료 : 혈액투석수가 정액화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02.12.30)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혈액투석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정액수가제 도입이 의료

급여 혈액투석 환자의 투석 횟수 증가, 총 진료비 감소, 혈액투석 관련약제의 

분리청구 발생을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정액수가제 도입전후의 의료급

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변화, 혈액투석횟수 변화, 분리청구경향을 

분석하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혈액투석환자에 대한 지불방식이나 수

가수준의 결정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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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정액수가제 도입 전후의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정액수가제 도입 전후의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혈액 

투석 횟수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정액수가제 도입후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 내원

일수, 관련 약제 분리청구 경향을 분석한다.

  넷째, 환자특성 및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진료비, 혈액투석 횟수, 혈액 

투석 처치외 내과 내원일수 변화를 분석한다.

  다섯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혈액투석환자에 대한 지불방식이나 수

가수준의 결정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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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액수가제 도입 효과

  가. 미국에서의 DRG도입 효과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에서는 1983년에 

Medicare환자의 병원 진료비 지급방법으로 Diagnosis-related groups 

(DRG)를 채택하 다. DRG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각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원 1일당으로 환산하여 그대로 보상해 주었다(per diem cost 

reimbursement). 이러한 지불 방법 하에서는 병원이나 의사들이 진료시 

전혀 비용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의 주원인이 되는 것으

로 판단되어 진료비 지불방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의료비 절감을 시

도하게 되었다. DRG실시 이후 초기에는 기대했던 대로 재원기간이 단축

되고 병원진료비 상승이 둔화된 반면 우려했던 입원수의 증가나 진료의 

질 저하등이 나타나지 않아 제도 개혁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hulis, 1991;Eggers, 1987;Kahn,1988). 

     시계열 개입 분석(Interventin analysis)을 통해 DRG 도입이 의료비 증

가추세를 완화시켰는지를 검정한 연구결과(김한중, 1994), DRG실시 전 1인

당 평균 병원 입원진료비의 연평균 증가는 ＄11.1이었으나 DRG실시후 

＄5.11로써 DRG로 인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5.99의 감소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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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위별 수가제가 지속된 1인당 평균 의사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

는 ＄5.76이었으나, DRG실시후 ＄7.49로써 ＄1.73증가한 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인당 총 진료비 지출에 있어서는 연평

균 증가가 DRG실시 전 ＄16.86이었으나 실시후 ＄12.6로써 DRG  도입

으로 인해 ＄4.26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효과가 있어 대체효과에도 

불구하고 DRG 도입이 총 의료비 상승을 둔화시켰다고 보고하 다.

      DRG가 도입되면서 재원기간의 단축, 불필요한 검사와 서비스의 감

소 등으로 의료비가 절감할 것이라는 기대뿐 아니라 불필요한 입원, 재

입원, 전원등이 증가하고 질병명의 상향조정(DRG creep), 입원서비스의 

의도적 분리(unbundlig)등으로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비효율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기도 하 다.      

특히 Simborg(1981)는 DRG제도가 도입되기 전 DRG creep의 문제를 제

기하 고 그후 Steinwald와 Dummit(1989), Carter등(1990)이 DRG creep

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 다. 두 연구결과 모두 DRG실시 이후 질

병구성의 변화는 있었으나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DRG creep

보다는 실제적인 질병구성의 변화와 의무기록의 완벽한 작성 등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DRG creep을 포함하여 앞서 지적한 문제점

들이 어느정도 존재한다 하더라도 총 의료비 상승의 둔화를 감안할 때 

DRG 도입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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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국에서의 DRG 도입 효과

     1977년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제도로 약 20년간 적용되어 온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어 왔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많은 문제

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불단위의 포괄화를 기본골격

으로 하고 있는 DRG 지불제도가 적합한 대안으로 부상되었다(염용권, 

1997). 현재 DRG지불제도는 8개 질병군에 대하여 원하는 요양기관을 대

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3차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시범사업 전후 합병증 발생률과 재수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PPI(Physician Performance Index)1)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김창엽, 

2000). 다만 수술전후 필수검사 중 일부 검사에서 시범사업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서 미시행 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3년간의 질 평가 추이를 살펴보아도 비슷한 양상을 보 다. 

     의료서비스 제공량 감소는 1차년도에 68,749원, 2차년도에 18,688원, 3

차년도에 127,754원이었다. 이를 분율로 나타내면 각각 9.5%, 3.4%, 

14.0% 는데 각 연도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DRG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일수에 미친 향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 0.30일(5.2%) 감소하 고,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

각 0.31일(5.7%), 0.39일(5.7%) 감소하 다. 또한 계속 참여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평가하 을 때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다. 

1) PPI는 필수적인 서비스 항목이 모두 제공되었을 때를 100으로 할 경우에 실제 제공된 

점수를 %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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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중 항생제 사용량과 기간, 환자 1인당 평균 검사량 및 검사항목 

수는 감소하 고, 외래에서는 증가하 다. 또한 외래 방문 횟수는 DRG

지불제도 도입 이후 증가하 는데 이는 의료기관이 입원시 의료제공량을 

외래로 전가하고 있는 경향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

하면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의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시범사업 참여후에 시

범사업 참여 전보다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의료의 질에 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결과와 상반된 평가(정우진, 2000)로 DRG지불제도

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다. 1차 년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실시 

전․후로 진료비는 10.3%, 재원일수는 10.2% 감소하 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를 DRG지불제도의 효과라고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는 지적이

다. 모든 질병별 건당 재원기간이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동일시기 시

범사업 참여병원과 미참여 병원간 비교에서 오히려 시범사업 병원군의 재

원일수가 길었던 결과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되며 비교방법이 정 하지 않

아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량과 재원일수가 감소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하다는 주장이다. 2차년도의 결과와 비교하면 진료비는 1.9%, 재원일

수는 4.6% 감소함으로써 감소폭이 둔화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두가지 추론이 가능한 바, 1차년도 시범사업에 가입한 의료기관의 제도에 

대한 대응이 시간적 경과에 따라 이완되었을 가능성과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에 비해 규모가 큰 의료기관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대상기관의 구조적 특성

에 기인하 을 가능성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DRG지불제도

에 따른 효과는 지속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일회성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

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미 미국에서도 누차 지적된 바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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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평가결과 항생제 비용, 검사횟수 감소 및 미시행률등은 소폭 감

소하 으나 비참여 병원간 차이가 없어 역시 전반적인 의료계 변화를 고

려할 때 DRG도입으로 진료행태의 변화가 있다고 설명하기에는 제한적

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량의 감소가 수술 후 감염 및 

환자 진료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하고도 장기적

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병원들의 의료의 질 관리 수준이

나 통계자료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인데 질관리 능력이란 하루 아침에 형

성되지 않고 질 관리 인력풀과 전문적인 노하우의 축적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로서 이를 촉진한다고 할지라도 상당기간 동안은 질적 문

제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원치않는 비용을 치룰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 의료급여 정신병원 정액수가제 효과

     의료급여제도 내에서는 진료비 증가의 큰 요인으로 파악된 의료급여  

정신병원 진료에 대한 수가 개선책으로 1978년 2월부터 정액수가제를 도입

하여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진료받은 내용과 관계없이 1일당 정액금액을 지

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 하에서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간의 

정신요법 진료량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이대희 등 2003), 정신요법 입

원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정신요법 중 집단적으로 시행되는 정신요법에서

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환자 개인의 지지

나 분석을 위한 정신요법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횟수의 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신요법 

시행시간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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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들이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진료에 있어서의 차별은 기회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진료결과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위 연구결과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는데, 진료량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의 특성 즉 투여약물의 종류나 양, 질환의 경중도, 경과에 대한 

정보 및 직업, 결혼여부, 교육수준 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조사가 부족

했다. 또한 진료량에 향을 미칠수 있는 병원이나 담당 정신과 의사의 

특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며, 3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정신병원 전체 혹은 정신질환자 전반에 대한 것으로 일

반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혈액투석환자를 위한 Critical Pathway

     혈액투석 Critical pathway(양상희, 1999)는 말기신부전 환자의 입원

일에서 혈액투석 후 퇴원일까지 요구되는 의료와 간호 활동내용을 선정

하고 효율적인 시행기간을 결정하기위해 개발되었다. Critical pathway의 

종축의 의료 역은 문헌과 현재 미국과 국내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인 

다양한 진단명별 Critical pathway를 참조하여 검사, 시기, 약물, 활동, 

의뢰, 사정, 처치, 교육, 퇴원계획 등의 9개 역으로 결정하 으며

(Bodin, 1991) 각 역에 포함될 의료 및 간호내용은 의무기록지 상에 

처방 및 시행 빈도가 10건 이상에서 발생한 내용만을 포함시켰다. 그중 

약물 역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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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역의 경우는 혈액투석으로 인해 수용성 비타민이 손실되므

로 수용성 비타민이 투여되었고 엽산, 인결합제, 칼슘 보급제, 포타슘조

절제, 이뇨제가 투여되나 이뇨제의 경우 소변이 안나올 경우 중단되었

다. 의사처방에 따라 항고혈압제와 심장약이 투여되고 간혹 쇄골하 정

맥이나 경정맥 카테터 삽입 후 항생제가 한차례 정맥투여 되었으나   

빈도가 낮아 제외하 고, 조혈호르몬(EPO제제)이 1주에 세 차례 피하

주사로 투여되었다. 혈액투석 2시간 후 투석불균형증후군에 대비해 고농

도 포도당액이 500cc 주입되었으나 최근의 입원 기록일수록 그 빈도가 

감소되고 있었다. 혈액투석 중 투석막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헤파린이 

지속적으로 주입되었고 출혈 경향이 높은 환자는 국소 헤파린 요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저용량 헤파린이나 무헤파린이 시행

되고 있었다. 경정맥 카테터 삽입 후 날마다 heparin rock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투석 후 두통이 소실되지 않을 시 진통제가 투여되고 있었고, 

동정맥루 수술 후 경구용 항생제가 5일간 투여되었다.

     정액수가제 도입후 CP상 필요한 조치들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없으나, 일부병원에서 조혈호르몬 제제의 농도를 

낮추어서 투여하거나, 필수약제로 포함되어 있는 고혈압제를 혈액투석 

처치를 하지 않은 방문 일에 분리해서 처방하는 등의 진료행태의 변화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DRG 도입 후 평가결과

(김창엽, 2000), 조기퇴원을 통한 내원일수의 감소, 항생제비용 및 검사횟

수의 감소 등의 진료행태 변화가 실제로 나타났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13 -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고시 제2001-56호2)에 의거 2001. 11.1일부터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수가가 정액제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향을 분석하기위하여, 정액수

가제 도입 전․후인 2001.7월과 2002년 7월의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내용을 분석하 다. 건강보험은 종전과 같이 행위별수가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액수가제 도입이 중재(intervention)가 되며   

의료급여 환자가 실험군, 건강보험 환자가 비교군이 되도록 하 으나, 두 

환자군이 무작위로 선정될 수 없기 때문에 quasi experimental design으

로 설계하 다. (그림1)

2) 고시 제2001-56호(2001.11.1 시행) 

   제7조①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36,00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행위별)에 의한다.

        ②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 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

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타삽입술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1조의 규정(행위별)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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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

(t1)

2002.7

(t2)

의료급여환자 진료내용
정액수가제도입

(intervention)
진료내용

건강보험 환자 진료내용 행위별수가제유지 진료내용

 그림1. 연구설계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가. 연구대상

     전산청구 기관 중 2001년 7월과 2002년 7월 동시 존재하는 혈액투석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중 최소한 양기간에 

동시에 존재하여 진료비 비교가 가능한 환자 전수를 연구대상으로 하

다. 

     우선 2001년 7월과 2002년 7월 양 시점에서 모두 혈액투석으로 진료

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양시점 모두 혈액투석 환자가 의료급여와 건

강보험 대상자 각각이 10인 이상이 되는 의료기관인 35개의 종합병원과 

58개의 의원을 추출하 다. 추출된 의료기관에서 양 시점 모두 존재하는 

환자 전수를 연구대상으로 하 으며 의료급여 환자는 2,167명 건강보험 

환자는 2,928명 이었다.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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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료수집방법

     전산청구한 진료비 명세서를 이용하여 진료내용과 환자특성, 의료기

관 특성을 조사하 다. (표3의 변수참조)

3.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심사결정 총 진료비, 혈액투석횟수, 고혈압약제 

금액, EPO금액, 혈액투석처치 외 내과진료비 내원일수이고 독립변수는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 특성이며, 환자특성에는 환자 종류, 성별, 나이,  

고혈압유무, 당뇨유무가 있고, 의료기관 특성에는 지역, 대표자구분, 요양

기관 종별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3과 같다.

 

그림2. 연구대상 추출방법

대상기관에서 양 진료기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 전수 선정

(의료급여 환자 2167, 건강보험 환자 2928)

양진료기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환자가 의료급여, 건강보험 각각

10인 이상인 기관

(종합병원35, 병원0, 의원58)

양진료기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환자가 의료급여, 건강보험 각각

10인 미만인기관

양 진료기간에 존재하는 기관 한쪽 진료기간에 존재하는 기관

2001.7월과 2002.7월 

혈액투석 전산 청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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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주요변수 및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종

속

변

수

심사결정 총진료비

2001년 7월과 2002년 7월 각각 한 달동안 혈액투

석  처치를 실시한 명세서 청구금액 중 심사결정

되어 지급된 총 금액

혈액투석횟수
2001년 7월과 2002년 7월 각각 한 달 동안 혈액

투석 처치를 실시한 총 횟수

고혈압약제금액

2001년 7월과 2002년 7월 각각 한 달동안 혈액투

석  처치 진료비가 아닌 내과 진료비 중 고혈압

약제 의약품 분류번호 214에 해당하는 약제비

EPO금액

2001년 7월과 2002년 7월 각각 한 달동안 혈액투

석  처치 진료비가 아닌 내과진료비중 EPO제제 

의약품  분류번호 249 해당약제비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

진료비 내원일수

2001년 7월과 2002년 7월 각각 한 달동안 혈액 

투석처치 진료비가 아닌 내과진료비 해당 내원 

일수

독

립

변

수

환자

특성

의료보장 형태 의료급여/건강보험

성 남/여

연령 45세미만/ 45-54세/55-64세/65세이상

고혈압유무 부상병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당뇨유무 부상병으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의료

기관

특성

지역구분 대도시 / 시, 군지역

대표자구분 개인/법인/집단개원

요양기관종별 의원/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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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정액수가제 도입 후인 2002년과 정액수가제 도입 전인 2001년의 진료

비, 혈액투석횟수,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 내원일수의 차이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그룹 간에 비교분석 하기 위해서 t-test하 다. 정액수가제 

도입외에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성별, 나이, 지역구분,  

대표자구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나누어 2002년과 2001년의 진료비,  

혈액투석 횟수,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진료비 내원일수의 차이를 t-test하

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각각 그룹내 에서의 2001년과 2002년의 심결 

총 진료비, 혈액투석횟수, 혈액투석처치외 내과진료비 내원일수를 분석하

기 위해 paired t-test하고 t-test방법과 마찬가지로 성별, 나이, 지역형

태, 대표자구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나누어 역시 같은 방법으로 

paired t-test하 다.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액수가제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변수는 진료비, 혈액투석횟수, 혈액투석 처

치외 내과진료비 내원일수이며, 독립변수는 의료보장 종류 다. 통제변수

는 환자 특성(성별, 나이, 고혈압 유무, 당뇨유무), 의료기관 특성(지역형

태코드, 대표자구분, 요양기관종별), 혈액투석횟수(진료비의 경우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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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환자와 의료기관의 특성

     두 집단간의 환자특성과 진료한 의료기관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4 및  

표5와 같다. 의료급여 환자의 성비는 비슷했으나, 건강보험 환자에서   

남자가 약간 많았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의료급여 환자에서 54세 이하

의 젊은 연령군이 많았고, 55세 이상의 노인 연령군이 적었다. 고혈압의 

경우 2001년에는 건강보험 환자에서 유병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2002년

에 차이가 없어졌다. 당뇨병의 경우 2001년에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2002년에 건강보험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표4. 연구대상 환자의 특성

변수 구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χ2값

성
남성

여성

1103(50.9)

1064(49.1)

1617(55.23)

1311(44.77)
9.363**

연령

45세 미만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821(37.9)

627(28.9)

427(19.7)

292(13.5)

528(18.0)

596(20.4)

894(30.5)

910(31.1)

443.48**

2001년도

고혈압

유

무

  50( 2.3)

2117(97.7)

 152( 5.2)

2776(94.8)
27.20**

2002년도

고혈압

유

무

 122( 5.6)

2045(94.4)

 152( 5.2)

2776(94.8)
0.471

2001년도 

당뇨병

유

무

   8( 0.4)

2159(99.6)

  19( 0.7)

2909(99.3)
1.849

2002년도

당뇨병

유

무

   9( 0.4)

2158(99.6)

  46( 1.6)

2882(98.4)
15.57**

계 2167(100.0) 2928(1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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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집단 모두 대도시 지역에 분포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환자가 많

았고, 의료기관 대표자 구분별로는 법인, 개인, 집단개원 순이었다. 의료

기관 종별로는 두집단 모두 의원에서 진료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순으로는 의료급여에서는 종합병원이, 건강보험에서는 종합전문병원

이 많았다.

 표5 연구대상 의료기관의 특성

변수 구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χ
2
값

지역
대도시

시,군

1303(60.1)

 864(39.9)

2079(71.0)

 849(29.0)
65.99**

대표자

개인

법인

집단

 847(39.1)

1134(52.3)

 186( 8.6) 

 903(30.9)

1831(62.5)

 194( 6.6)

53.33**

요양기관

의원

종합병원

종합전문

1279(59.0)

 553(25.5)

 335(15.5)

1775(60.6)

 346(11.8)

 807(27.6)

214.42**

계 2167(100.0) 2928(1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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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과 2002년의 월간 진료비 비교

     의료급여 환자의 2001년 7월 월 평균 투석치료 진료비는 1,781,401원 

이었으며, 정액제 도입후인 2002년 7월에는 1,721,379원으로, 약 3.37%가 

감소하 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2001년 7월 1,733,860원이

었던 것이 2002년 7월에는 1,776,534원으로 증가하여 약 2.46%의 증가분

을 보여주었다. (그림3 참조)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환자의 월간 진료비

1,781,401

±364,813
1,733,860

±397,138

1,721,379

±352,903

1,776,534

±362,249

0

200000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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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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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급여

  진료비(단위: 원)

2001 2002

 그림3.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월간진료비

     남녀모두, 그리고 모든 연령군에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는 유의하게 

감소하 고,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는 유의하게 증가하여 두 집단 간의 

진료비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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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 환자특성별 월간 진료비

※ 1)  paired t-test 결과, 2) t-test 결과, **: p<0.01   *: p<0.05 

   

     지역별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변화를 보면 대도시에 비해 시군 지역 

의료기관 진료비 감소가 컸으며,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는 의료급여 진료

비 감소가 큰 시군지역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대도시 지역의 진료

비는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도시, 시군지역 모두 의료

급여와 건강보험 두 집단간의 진료비 차이는 유의했다. (표7 참조)

의료급여 건강보험

구분 2001평균 2002평균 차이 t값 1) 2001평균 2002평균 차이 t값 1) t값 2)

성

남성

여성

1,775,386

±363,181

1,787,637

±366,565

1,719,186

±359,046

1,723,654

±346,574

-56,200

±398,544

-63,983

±374,200

-4.68**

-5.58**

1,733,293

±401,858

1,734,561

±391,390

1,774,418

±366,204

1,779,146

±357,435

41,125

±400,535

44,584

±406,537

4.13**

3.97**

-6.24**

-6.77**

연

령

45세

미만

45

-54세

55

-64세

65세

이상

1,767,465

±356,453

1,774,306

±407,580

1,818,543

±338,350

1,781,507

±323,964

1,716,673

±364,592

1,710,761

±371,014

1,749,857

±314,468

1,715,773

±331,680

-50,792

±389,880

-63,545

±414,472

-68,686

±343,887

-65,735

±376,440

-3.73**

-3.84**

-4.13**

-2.98**

1,710,899

±389,756

1,727,330

±398,171

1,761,411

±394,717

1,724,396

±402,222

1,757,235

±365,877

1,789,410

±341,500

1,797,563

±346,756

1,758,642

±386,519

46,336

±412,537

62,080

±383,145

36,152

±391,117

34,247

±421,890

2.58*

3.96**

2.76**

2.45*

-4.37**

-5.50**

-4.95**

-3.83**

계
1,781,401

±364,813

1,721,379

±352,903

-60,022

±386,713
-7.23**

1,733,860

±397,138

1,776,534

±362,249

42,674

±403,168
5.73**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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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구분별로는 대표자가 법인인 그룹과 집단개원인 그룹의 진료

비는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대표자가 개인인 집단의 진료비는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대표자 구분별 건강보험 진료비는 의료급여 진료비의 

가장 유의한 감소를 보인 법인그룹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보 으며, 집단

개원, 개인 그룹에서는 증가하기는 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 간의 진료비 차이는 법인, 집단개원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의 감소 및 건

강보험 환자의 증가가 가장 적은 개인 그룹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는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의원급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감소하기는 

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는 세그룹 

모두 진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종합전문병원의 진료비가 가장 

유의하게 증가하 다. 의료기관 종별로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 

두 집단간의 진료비 변화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 종합 

병원, 의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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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의료기관 특성별 월간 진료비

※ 1)  paired t-test 결과, 2) t-test 결과, **: p<0.01   *: p<0.05 

 

의료급여 건강보험

구분 2001평균 2002평균 차이 t값 1) 2001평균 2002평균 차이 t값 1) t값 2)

지

역

대도시

시,군

1,794,320

±404,280

1,806,771

±301,961

1,714,810

±384,407

1,740,758

±306,573

-70,426

±374,281

-44,331

±404,454

-3.92**

-5.57**

1,783,978

±370,368

1,733,332

±393,614

1,793,402

±345,936

1,787,435

±348,219

31,624

±389,733

69,732

±433,367

0.77

4.52**

-7.52**

-5.63**

대

표

자

구

분

개인

법인

집단

개원

1,734,907

±371,920

1,803,477

±354,213

1,858,533

±372,018

1,731,440

±360,843

1,710,731

±347,905

1,740,489

±346,266

-3,467

±355,628

-92,746

±395,915

-118,044

±433,576

-0.28

-7.89**

-3.71**

1,706,136

±376,890

1,745,193

±399,287

1,755,961

±459,422

1,728,432

±346,692

1,796,639

±370,846

1,810,688

±329,468

22,296

±379,904

51,447

±414,951

54,728

±393,885

1.76

5.31**

1.94

-1.46

-9.36**

-4.07**

의

료

기

관

종

별

의원

종합

병원

종합

전문

1,759,824

±357,030

1,819,203

±365,749

1,801,380

±386,916

1,742,771

±343,649

1,698,884

±361,835

1,676,843

±367,181

-17,053

±359,715

-120,319

±427,337

-124,537

±394,502

-1.70

-6.62**

-5.78**

1,732,052

±368,628

1,706,757

±431,883

1,749,460

±439,621

1,756,235

±322,624

1,774,098

±380,894

1,822,229

±427,027

24,183

±360,941

67,342

±448,844

72,769

±464,097

2.82**

2.79**

4.45**

-3.12**

-6.28**

-7.30**

계
1,781,401

±364,813

1,721,379

±352,903

-60,022

±386,713
-7.23**

1,733,860

±397,138

1,776,534

±362,249

42,674

±403,168
5.73**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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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1년과 2002년의 월간 투석횟수 비교

     투석횟수를 보면 의료급여 환자가 2001년에 12.1회에서 2002년 12.7회

로 건강보험 환자의 11.6회, 12.5회보다 모두 높았다.(그림 4참조) 두집단 

모두 2001년에 비해 2002년 투석횟수 증가를 보 는데 의료급여의 혈액

투석 횟수 증가(4.7%)는 건강보험환자의 투석횟수 증가(7.4%)보다 유의

하게 적었다.

의 료 급 여  환 자 와  건 강 보 험  환 자 의  월 간  투 석 횟 수

12.14±2.46
11.62±2.66

12.71±2.7712.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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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급여

 투석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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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월간투석횟수
   

     환자특성별 혈액투석횟수 변화를 살펴보면 두집단 모두 남녀, 연령군

별로 차이없이 2001년에 비해 2002년 투석횟수가 유의한 증가를 보 으며,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 두집단 간의 투석횟수 변화에 대한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나이별로는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증가횟수와 건강보험 환자 혈액투석 증가횟수 차이가 적은 55-64세그룹 및 

65세이상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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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환자특성별 월간 투석횟수

※ 1)  paired t-test 결과, 2) t-test 결과, **: p<0.01   *: p<0.05 

     의료기관 특성별 혈액투석횟수 변화를 보면 의료급여, 건강보험 두집

단 모두 대도시지역에 비해서 시군지역의 혈액투석횟수 증가가 컸고, 대

표자 구분별로는 두 집단 모두 법인, 개인 그룹은 유의한 증가를 보인 

반면 집단 개원 그룹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고, 건강보험 진료비도 다른 그룹에 비해 증가폭이 적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두 집단 모두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 으며, 특히  

의원급의 혈액투석횟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표9참조)

의료급여 건강보험

구분 2001평균 2002평균 차이 t값 1) 2001평균 2002평균 차이 t값 1) t값 2)

성

남성

여성

12.2±2.5

12.1±2.4

12.8±2.9

12.7±2.6

0.6±2.9

0.6±2.4

6.25**

7.92**

11.6±2.7

11.6±2.6

12.5±2.6

12.5±2.5

0.9±2.7

0.9±2.7

12.89**

11.59**

-2.83**

-2.53*

연

령

45세미만

45-54세

55-64세

65세이상

12.2±2.4

12.0±2.9

12.3±2.2

12.1±2.2

12.7±2.8

12.6±2.9

13.0±2.7

12.6±2.5

0.5±2.7

0.6±2.8

0.7±2.7

0.5±2.5

5.50**

5.59**

5.19**

3.12**

11.6±2.7

11.6±2.7

11.8±2.6

11.5±2.7

12.5±2.6

12.6±2.4

12.6±2.4

12.2±2.7

0.9±2.8

1.0±2.5

0.8±2.6

0.8±2.8

7.56**

9.84**

9.49**

8.16**

-2.67**

-2.62**

-0.96

-1.69

계 12.1±2.5 12.7±2.8 0.6±2.7 9.86** 11.6±2.7 12.5±2.5 0.9±2.7 17.34**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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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혈액투석횟수 증가에 대한 차이는 

시군지역이 대도시지역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 간 투석

횟수증가 차이가 컸으며, 대표자 구분별로 봤을 때 세그룹 모두 의료급

여 환자에 비해 건강보험 환자의 혈액투석 횟수의 증가가 유의한 차이로 

컸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과 의원급의 혈액투석 횟수의 증가는 

두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

의 혈액투석횟수 증가의 차이가 가장 적은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9참조)

표9. 의료기관특성별 월간 투석횟수

※ 1)  paired t-test 결과, 2) t-test 결과, **: p<0.01   *: p<0.05 

의료급여 건강보험

구분 2001평균 2002평균 차이 t값 1) 2001평균 2002평균 차이 t값 1) t값 2)

지

역

대도시

시,군

12.2±2.8

12.4±1.2

12.7±3.0

12.9±2.7

0.5±2.8

0.6±2.6

3.47**

6.02**

12.0±2.4

11.7±2.7

12.7±2.4

12.5±2.4

0.8±2.6

1.1±2.9

8.75**

8.92**

-2.60**

-3.25**

대

표

자

구

분

개인

법인

집단

개원

12.3±2.6

12.0±2.4

12.7±2.3

12.8±2.7

12.6±2.9

12.8±2.6

0.5±2.5

0.7±2.8

0.2±2.9

6.45**

7.87**

0.69

11.8±2.6

11.5±2.7

11.7±2.9

12.6±2.5

12.4±2.5

12.9±2.3

0.8±2.7

0.9±2.7

1.2±2.4

17.34**

13.57**

6.69**

-2.02*

-1.95*

-3.70**

의

료

기

관

종

별

의원

종합

병원

종합

전문

12.4±2.5

11.9±2.4

11.7±2.6

13.0±2.8

12.4±2.6

12.3±2.7

0.6±2.7

0.5±2.7

0.6±2.6

7.88**

4.27**

4.20**

11.9±2.5

11.1±2.9

11.2±2.9

12.8±2.3

12.1±2.6

12.0±2.8

0.8±2.5

1.1±3.0

0.8±2.9

13.98**

6.56**

8.18**

-2.44*

-2.89**

-1.32

계 12.1±2.5 12.7±2.8 0.6±2.7 9.86** 11.6±2.7 12.5±2.5 0.9±2.7 17.34**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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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1년과 2002년의 월간 혈액투석처치 외 내과 내원일수, 관련약제 

분석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진료비 방문횟수는 의료급여 환자는 2001년 0.11

회에서 2002년 0.22회로 유의한 증가(96.89%)를 보인반면, 건강보험은 

2001년 0.18회에서 2002년 0.14회로 유의한 감소(-21.92%)를 보여 두 집

단간의 방문횟수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그림5참조)

그림5. 월간 혈액투석처치 외 내과 내원일수

     환자특성별 혈액투석처치외 내과 내원일수는 남녀 모두 의료급여환자

는 증가하고 건강보험 환자는 주는 현상을 보여 두 집단 간의 내원일수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모든 연령군에서 의료급여환자의 내원일

수는 증가하고 건강보험 환자의 내원일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65세이상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10참조)

월간 혈액투석처치외 내과 내원일수

0.1125±0.6064

0.1793±0.78

0.2215±0.8821

0.14±0.7658

0

0.05

0.1

0.15

0.2

0.25

건강보험  의료급여

평균내원일수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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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환자특성별 월간 혈액투석처치 외 내과 내원일수

※ 1)  paired t-test 결과, 2) t-test 결과, **: p<0.01   *: p<0.05 

  

     의료기관 특성별 혈액투석 처치 외 내과 내원일수를 보면 의료급여 

환자 방문횟수는 대도시, 시군그룹 모두 증가하고, 건강보험 환자 내원일

수는 두 그룹 모두 감소하여,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간의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대표자 구분별로는 의료급여 환자 내원일수는 개인, 

법인순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고, 건강보험환자는 법인, 개인 순으로 감

소를 보 으며, 집단개원의 경우 두집단 모두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 간의 내원일수 변화 

차이는 의료급여 환자 내원일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대표자가 개인인 

그룹이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그다음이 법인 이었다. 집단개원의 

경우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11참조)

의료급여 건강보험

구분 2001평균 2002평균 차이 t값 1) 2001평균 2002평균 차이 t값 1) t값 2)

성

남성

여성

0.07±0.41

0.16±0.76

0.18±0.91

0.26±0.85

0.11±0.91

0.10±1.00

4.19**

3.39**

0.16±0.74

0.20±0.83

0.11±0.66

0.17±0.88

-0.05±0.83

-0.03±0.87

-2.34*

-1.17

4.75**

3.38**

연

령

45세미만

45-54세

55-64세

65세이상

0.09±0.48

0.11±0.53

0.11±0.57

0.20±1.01

0.19±0.80

0.25±1.01

0.22±0.85

0.27±0.88

0.10±0.86

0.14±1.02

0.92±0.05

0.07±1.08

3.34**

3.36**

2.48*

1.14

0.14±0.63

0.17±0.74

0.19±0.77

0.20±0.89

0.05±0.27

0.13±0.70

0.15±0.86

0.19±0.89

-0.09±0.67

-0.05±0.62

-0.04±0.95

-0.01±0.96

-3.06**

-1.87

-1.19

-0.21

4.53**

3.84**

2.67**

1.11

계 0.11±0.61 0.22±0.88 0.11±0.95 5.33** 0.18±0.78 0.14±0.77 -0.04±0.85 -2.5*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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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료급여 환자 내원일수가 의원, 종합병원은 유의

한 증가를 보 고, 종합전문병원은 증가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환자 내원일수는 종합전문병원, 의원은 내원일수의 감

소를 보인 반면, 종합병원은 반대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두 집단간의 

내일일수 변화는 의료급여 내원일수가 증가가 가장 큰 의원에서만  유의

한 차이를 보 다.(표11참조)

표11. 의료기관특성별 월간 혈액투석처치외 내과 내원일수

※ 1)  paired t-test 결과, 2) t-test 결과, **: p<0.01   *: p<0.05 

의료급여 건강보험

구분 2001평균 2002평균 차이 t값 1) 2001평균 2002평균 차이 t값 1) t값 2)

지
역

대도시

시,군

0.14±0.71

0.07±0.40

0.27±0.99

0.15±0.69

0.12±1.08

0.09±0.71

4.15**

3.55**

0.19±0.83

0.14±0.63

0.15±0.79

0.12±0.70

-0.04±0.89

-0.03±0.73

-2.26*

-1.08

4.71**

3.24**

대
표
자
구
분

개인

법인

집단
개원

0.01±0.08

0.21±0.82

0.005±0.07

0.14±0.77

0.31±1.01

0.03±0.21

0.14±0.77

0.10±1.13

0.027±0.22

5.16**

3.02**

1.68

0.03±0.31

0.27±0.95

0.02±0.14

0.02±0.17

0.21±0.95

0.04±0.19

-0.01±0.33

-0.06±1.05

0.02±0.22

-1.32

-2.35*

1.00

5.28**

3.83**

0.51

의
료
기
관
종
별

의원

종합병원

종합전문

0.01±0.07

0.14±0.69

0.48±1.18

0.10±0.64

0.34±0.99

0.49±1.32

0.10±0.64

0.20±1.10

0.01±1.51

5.36**

4.24**

0.15

0.02±0.23

0.23±0.78

0.50±1.29

0.01±0.13

0.32±1.15

0.34±1.20

-0.01±0.25

0.08±1.06

-0.16±1.41

-1.25

1.42

-3.26**

5.48**

1.58

1.85

계 0.11±0.61 0.22±0.88 0.11±0.95 5.33** 0.18±0.78 0.14±0.77 -0.04±0.85 -2.5*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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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수가제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혈액투석 필수약제로서 정액수가제

에 포함되어있는 고혈압 약제와 조혈호르몬제의 분리청구 현상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조혈호르몬 제제(EPO)는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 진료비로 

청구된 건이 년도별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고혈압 상병을 주 상병

으로 해서 행위별 진료비로 청구가 용이한 고혈압제의 청구 건수는 의료

급여의 경우 2001년도 1건에서 44건으로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의 청구건

수는 2001년 11건에서 2002년 3건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 다.

표12. 정액수가제 전후 고혈압제 및 EPO제제 월간 진료비․건수

구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고혈압약제
2001

2002  

3,822( 1)

1,998,104(44)

280,183(11)

211,396( 3)

EPO제제
2001

2002

101,213(1)

12,670(1)

112,909(2)

13,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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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비에 대한 회귀분석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고혈압 및 당뇨의 부상병

이 있을수록, 시군지역일수록, 집단개원 의료기관 일수록, 의원급 의료기

관에 비해 종합병원, 종합전문 병원일수록, 투석횟수가 많을수록 진료비

증가에 더 향을 미쳤고,  건강보험에 비해서 의료급여환자가, 2001년에 

비해 2002년에, 정액수가제를 도입한 2002년 의료급여인 경우 진료비는 

다른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

 표13. 진료비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값

성   남성†

여성 2591.91 2758.83   0.939

연령  606.64  106.85     5.67**

의료보장 유형   건강보험†

의료급여 -16616 4075.49   -4.07**

고혈압 유무   고혈압 없음†

고혈압 있음 22626 6781.63    3.33**

당뇨 유무   당뇨 없음†

당뇨 있음 48080 15411.73    3.12**

지역 대도시†

시, 군 11233 3225.58    3.48**

대표자구분   개인†

법인 -4990.02 4196.49 -1.18

집단 50163 5590.93     8.97**

의료기관 종별 의원†

종합병원  93038 5041.55    18.45**

종합전문 127666 4501.72    28.35**

연도   2001년†

2002년 -72443 3639.67   -19.90**

연도*의료보장유형 -64407 5540.47   -11.62**

투석횟수 133557  532.27   250.92**

R2 86.25

†: reference group ,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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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혈액투석횟수에 대한 회귀분석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때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가, 대표

자가 개인인 집단에 비해서 법인인 집단이, 2001년에 비해 2002년에 혈액

투석횟수 증가에 더 향을 미쳤으며, 대도시지역에 비해서 시군지역이, 의

원급 의료기관에 비해서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이, 정액수가제를 도입한 

2002년 의료급여인 경우 혈액투석횟수는 다른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

표14. 혈액투석횟수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값

성   남성†

여성  0.0101 0.0513  0.196

연령 -0.0034 0.0019 -1.721

의료보장 유형   건강보험†

의료급여  0.5402 0.0757    7.13**

고혈압 유무   고혈압 없음†

고혈압 있음 -0.0725 0.1262 -0.575

당뇨 유무   당뇨 없음†

당뇨 있음 -0.1413 0.2870 -0.492

지역 대도시†

시, 군 -0.4481 0.0599    -7.481**

대표자구분   개인†

법인  0.2520 0.0781     3.227**

집단  0.0244 0.1041  0.235

의료기관 종별 의원†

종합병원 -0.6561 0.0936    -7.006**

종합전문 -0.9466 0.0833   -11.363**

연도   2001년†

2002년  0.8599 0.0672    12.788**

연도*의료보장유형 -0.2879 0.1031    -2.792**

R
2

4.96

†: reference group ,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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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혈액투석처치 외 내과 내원일수에 대한 회귀분석

   다른 변수를 통제 했을때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고혈압 

및 당뇨의 부상병이 있을수록, 의원에 비해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에서 혈

액투석 처치외 내과 내원일수 증가에 더 향을 미쳤으며, 대도시에 비해

서 시군지역이, 대표자가 개인인 그룹에 비해서 법인인 그룹이, 2001년에 

비해 2002년에 내원일수가 적었다. 그러나 정액수가제 도입 후인 2002년 

의료급여 환자일수록 다른 경우에 비해 혈액투석 처치 외 내과 내원일수 

증가에 더 향을 미쳤다.

표15. 혈액투석처치 외 내과 내원일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값

성   남성†

여성  0.0371 0.0148     3.17**

연령  0.0018 0.0005    2.50*

의료보장 유형   건강보험†

의료급여 -0.0311 0.0218 -1.42

고혈압 유무   고혈압 없음†

고혈압 있음  0.3536 0.0364     9.69**

당뇨 유무   당뇨 없음†

당뇨 있음  0.2531 0.0828     3.05**

지역 대도시†

시, 군 -0.0575 0.0172    -3.32**

대표자구분   개인†

법인 -0.0615 0.0225    -2.79**

집단 -0.0459 0.0300 -1.53

의료기관 종별 의원†

종합병원  0.2500 0.0270     9.24**

종합전문  0.3783 0.0240    15.73**

연도   2001년†

2002년 -0.0416 0.0194   -2.14*

연도*의료보장유형  0.1386 0.0297     4.65**

R2 6.48

†: reference group ,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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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연구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진료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서면청구기관은 제외하고 전산 청

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2001년 7월과 2002년 

7월 동시 존재하는 혈액투석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중 최소한 양 기간에 동시에 존재하여 진료비 비교가 가능한 환자 전

수를 연구대상으로 하 다.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 환자가 무작위로 선

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특성과 의료기관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고 연령 군이 많으나 

본 연구 대상자인 혈액투석 시술환자의 경우는 오히려 의료급여 환자에서 

54세이하의 젊은 연령군이 많은 결과를 보 다. 이는 혈액투석 진료비가 고

가인 점을 감안하여 장기 투석자는 의료급여로 전환함으로써 다른 상병과는 

달리 젊은층에서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부상병으로 고혈압, 당뇨 유무를 분석해본 결과 2001년에비해 2002년에 

부상병 유병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질병이 진행되어 나타난 성숙 효과로 보

인다. 

   두집단 모두 진료 받은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가장 많았으나, 다음

순으로는 의료급여에서는 종합병원, 건강보험에서는 종합전문 병원이었다.  

이런 차이는 건강보험 환자가 재정여건상 의료급여 환자에 비해 종합전문

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도 있지만 종합전문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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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틀은 quasi experimental design이며 실험군으로 의료급여 환자, 

대조군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설정하고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도입”이라는 

개입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향을 분석 하 다.  의료급여, 건강보험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하므로써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배제시켰고, 결과에 향을 미칠수 있는 환자 특성요인을 통제 하므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 다. 즉 혈액투석 진료비, 투석횟수에 향을 

주는 환자 특성 변수는 최초 말기신부전 진단후 시간경과, 투석량, 말기신

부전의 주 원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급여, 건강보험 

각각 동일환자를 대상으로 정액수가제 도입전후를 비교 하므로써 이러한 

환자특성 요인의 보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은 전체 혈액투석 300여개 중 정액수가제 도입 전․후의 진료

내용 비교가 가능한 93개 의료기관의 5,0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 기 때문

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혈액투석기관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혈액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액수

가제 전후 심결진료비, 혈액투석 횟수, 혈액투석 처치외 내원일수 및 분

리청구경향을 조사하여 정액수가제가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2001년 7월 투석진료비는 1,781,401원에서  

2002년 7월에는 1,721,379원으로, 약 3.37%가 감소하 고, 건강보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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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2001년 7월 1,733,860원이었던 것이 2002년 7월에는 1,776,534원

으로 약 2.46%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이전에 심평원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성별, 나이변수별 및 지역형태별, 요양기관 종별 변수 

분류별로도 동일한 결과를 보 다. 

     그러나 대표자 구분으로 봤을 때 법인, 집단개원은 유의한 차이를 보

인반면 대표자가 개인인 그룹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개

인그룹의 의료급여 진료비 감소가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건

강보험의 진료비 증가는 다른 그룹에 비해 크지 않아 나타난 결과이다. 

대표자가 개인인 그룹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액수가제 도입으로 의료급

여 진료비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

수가제 도입 전 요양기관종별로 차이가 있었던 혈액투석 진료비를 요양

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병원급이상은 진료비 감소

효과가 큰 반면 의원급 진료비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종별 월간 진료비를 비교한 자료이므로 월 혈액투석 

횟수가 큰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른 두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비가 크게 

측정된 향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감소가 큰 그룹인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DRG 도입후 외래진료비가 입원진료

비로 shift 되었던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가 일부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로 일부 shift되었을 가능성을 내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혈액투석 횟수를 보면 의료급여 환자가 2001년에 12.1회에서 2002년 

12.7회로 건강보험 환자의 11.6회, 12.5회보다 모두 높았다. 두집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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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비해 2002년 혈액투석 횟수 증가를 보 는데 의료급여의 혈액

투석 횟수 증가는 4.7%로 건강보험의 증가분인 7.4%보다 적었다. 

     의료급여 정액수가 도입에 대한 진료비감소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의료급여 혈액투석 횟수를 증가시킬 거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건강보

험에 비해 의료급여의 혈액투석 횟수의 증가는 적었다. 현재 혈액투석 

횟수가 일정수준을 초과했을때는 제한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 여건상 

2001년도 혈액투석 횟수가 이미 건강보험보다 높은 의료급여 경우 변화

의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다. 한편으로는 의료

기관 입장에서 수가가 제한되어 있는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횟수의 

증가보다는 건강보험 환자의 혈액투석 횟수 증가가 더 이익이 되므로 건

강보험 환자 혈액투석 횟수를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년도별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의원급 혈액투석횟수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혈액투석 횟수 절대값 

또한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환자 두집단 모두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아 

리를 추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속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종합전문 병원의 혈액투석횟수 증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

험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정액수가제 도입에 의한 진료비 감

소를 염두에 둔 의사의 진료행태의 변화의 소지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진료비 방문횟수는 의료급여 환자는 2001년 

0.11회에서 2002년 0.22회로 유의한 증가(96.89%)를 보인반면, 건강보험

은 2001년 0.18회에서 2002년 0.14회로 유의한 감소(-21.92%)를 보 다. 

특히 대표자가 개인인 그룹과 의료기관 종별이 의원급인 기관에서 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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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뚜렷했는데 이 분석결과는 혈액투석 처치에 포함되어야 할 일부 진

료비가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도입후 의료급여 정액수가에서 일부 분리되

어 청구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정액수가제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혈액투석 필수약제로서 정액수가제

에 포함되어있는 고혈압 약제와 조혈호르몬제의 분리청구 현상을 파악해 

본 결과 조혈호르몬 제제(EPO)는 행위별 진료비로 청구된 건이 년도별

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고혈압 상병을 주 상병으로 해서 행위별 진

료비로 청구가 용이한 고혈압제의 청구 건수는 의료급여는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의 청구건수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 다. 정액수가제 도입후 의

료급여에서 고혈압제의 분리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정액수가제에 포함되

어야 할 진료비가 행위별로 분리되어 진료비가 이중으로 청구되는 것을 

시사하므로 비록 건수가 적더라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때 진료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2001년

에 비해 2002년에,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가 진료비가 적

었으며 특히 정액수가제를 도입한 2002년의 의료급여 인 경우 다른 경우

에 비해 진료비가 적었다는 것은 정액수가제 도입 후 의료급여의 진료비 

절감효과는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다른 

두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유의하게 컸는데 의료기관별 환자 중증도에 의

한 진료량의 차이 및 종별 가산율에 따른 거라 판단된다.

     혈액투석횟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서 의료급여 

환자가, 2001년에 비해 2002년에 혈액투석 횟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의료급여 환자인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혈액투석 횟수가 적었다

는 것은 정액수가제 도입이 예상과는 달리 혈액투석횟수 증가요인으로 



- 39 -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른 두 유

형의 의료기관에 비해 혈액투석 횟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은 의원급에서 

리를 추구하는 방편으로 혈액투석 횟수를 늘려 진료할 가능성을 내재

하고 있다. 동 결과 분석을 위해 설정한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설명

하는 R2값이 4.96으로 낮은 것은 혈액투석 횟수의 분산(Variance)이 너무 

커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 내원일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2001년에 비해 

2002년에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 내원일수가 적었는데 정액수가제 도입한 

의료급여는 2002년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 내원일수는 다른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결과를 보 다. 이는 정액수가제 도입이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 내원일수를 증가키시는 요인이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의원급 의료

기관에 비해서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 병원이 혈액투석 처치외 내원일수

가 유의하게 컸다. 이는 진료과목별로 나누어서 진료하는 System에 의

한 것으로 내원일수는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이 많았으나, 2001년에 

비해 2002년 의료급여 내원일수의 증가는 의원급이 가장 컸고, 그다음이 

종합병원이었으며, 종합전문 병원의 내원일수는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대한 지불 방식이나 

수가수준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의료급여 정액수가제 도입은 진료비를 감소시켜 재정 

절감 효과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나, 혈액투석 처치외 내원일수의 증가, 고

혈압약제 분리청구를 막을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재 혈액투석 처치외 진료비는 정액수가제와 별도로 행위별로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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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파악이 어려운 현실이긴 하나 양 지불제도의 통합관리를 통해 좀더 

효율적 운 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정액수가제 도입으로 인한 종합병원, 종합전문 병원의 진료비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재정절감의 효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부작

용 예컨대 건강보험 진료비로의 전가, 필수약제의 분리청구, EPO제제용

량  감소, 의료급여 환자 진료거부 등을 야기시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의료급여 혈액투석 진료비 감소 큰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병원에서 건강

보험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종합전문병원의 의료급여 심결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혈

액투석 정액수가제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유형별 적

정한 진료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환자가 받는 진료에 

대한 질 관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진료비가 2001년에 비해 2002년에 유

의한 감소를 보인반면 건강보험은 반대로 2002년에 유의한 증가를 보

다. 이는 DRG제도 도입으로 입원 진료비는 줄어드는 대신 외래진료비가 

증가했던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런 결과를 통해 혈액투석 의료기관

에서 두 의료보장제도를 같이 운 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한 제도만의 

진료비 절감대책만으로는 재정절감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위해 미국에서는 입원DRG제도 실시와 함께 외래

에서도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실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도입의 경우에도 의료급여 제도의 단독 운 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제도에서도 정액수

가제를 도입하여 운 하는 등 두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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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정액수가제 도입효과에 대한 향을 조사하 다. 연구대상이

나, 연구방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진료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서면청구기관은 제외하고 

전산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이러한 과정

에서 selection bias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전체 의료기관중 88.2%가 

전산매체로 청구되고 있어 분석결과가 왜곡될 우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

된다.

     둘째, 의료급여 혈액투석 진료비 청구할 때 상세한 투약 내용, 검사 

내용 등의 진료내역 기재 없이 정액수가만 기재하고 있어, 정액수가제 

전․후의 진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이유로  두 집단간의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분석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환자 및 의사대상의 설문지 조사를 고려해 

보았으나 시간적․행정적 여건상 실시하지 못했다. 

     세째, 전산청구 기관중 2001.7월과 2002.7월 양 진료기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환자가 10인 이상인 기관을 대상 요양기관으로 선정하는 과정

에서 전체 혈액투석기관 중 차차하는 Portion이 7%(2001년 3월기준)이

며, 전산 청구률이 현저히 낮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혈액투석 기관 중 차지하는   

부분이 적음을 감안할 때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의료기관 종별 분석시 병원급 의료기관 특성 분석이 제한 

되는 단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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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지불방식과 수가의 차이가 진료비 및 진료내용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2001.7월과 2002.7월 양기간에 동일 기관을 방

문했던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조

사하 다. 

     지불방식과 수가수준이 다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별 심결진료비, 혈

액투석횟수, 혈액투석 처치외 내과 내원일수를 비교하기위해, 환자특성

별, 의료기관 특성별로 t검정으로 두 그룹간의 차이를 분석하 으며   

최종적으로 진료내용에 향을 미칠수 있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환자간에 2001년과 2002년의 진료비와 

혈액투석 횟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의료

기관 지역형태, 요양기관종별, 대표자구분별 요인이 진료내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기전은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추측하기 어렵지만, 두 의료보장제도간의 주요한 차이인 지

불방식과 수가수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로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의 진료비는 2001년에 비해 

2002년 건강보험에 비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종

합병원, 종합전문에서 이 현상은 뚜렷했다. 의료급여의 2001년에 비해 

2002년의 혈액투석 횟수 증가폭도 건강보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반면 혈액투석 처치외 내원일수는 증가하 고, 고혈압약제 및 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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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분리청구 현상도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봤을때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재정절감측면에서 그 효과

성이 인정되나 의료기관 종별 수가수준의 조정과 혈액투석처치의 분리청

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의료급여 제도의 단독 운 이 아니라 건강

보험 제도와 공조체제하에서 조화를 이루어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

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하지 못

한 혈액투석 처치의 진료 투입, 과정, 결과 측면에서의 질 관리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 

양질의 진료를 적정가격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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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s of Implementing case payment system to Medical Aid 

hemodialysis patients on health expenditure and utilization

Seon Heui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an Joong Kim, Ph D)

To contain rising costs in treating hemodialysis patients enrolled 

in Medical Aid (MA) program, the Korean government has begun to 

apply a case payment system to this population since November 2001, 

which set a fixed price for a hemodialysis treatment regardless of type 

of institutions.  For hemodialysis patients of Medical Insurance (MI) 

program, conventional method of fee-for-service payment remain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impacts of implementing case 

payment system to MA hemodialysis patients on health expenditure and 

utilization. 

Fifty-eight clinics and 35 tertiary care hospitals were identified 

as having a minimum of 10 hemodialysis patients for each of MA and 

MI programs, who received hemodialysis from the same institutions for 

both periods of July 2001 and July 2002.  From these institutions, a 

total of 2,167 MA and 2,928 MI patients were identified as study 

subjects.  Using electronic claims data, changes in the total number of 

monthly treatments and charges for outpatient hemodialysis treatments 

to each pati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ase payment system were 

compared between MA and MI patients.  To examine whether there 



- 47 -

was unbundling practice after the case payment system, changes in the 

frequency of separate claims for outpatient visits to internal medicine 

other than hemodialysis treatments were compared between MA and MI 

patients.  

There was significant decrease in total charges of hemodialysis 

treatments for MA patients (p<0.05) whereas significant increase was 

observed for MI patients (p<0.05).  For both MA and MI patients, the 

frequency of monthly hemodialysis treatment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5.5% (from 12.1 to 12.7) and 7.8% (from 11.6 to 12.5) 

increase for MA and MI patients, respectively.  While the frequency of 

separate claims for internal medicin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0.11 to 0.22 for MA patients, it was decreased from 0.18 to 0.14 for MI 

patients. 

The result of significant decrease in total charges for 

hemodialysis treatments among MA patients might suggest that there 

was cost reduction in MA program after the case payment system.  

However, greater increase in the utilization of hemodialysis treatments 

among MI patients than MA patients raised a concern that there might 

be cost shifting between the two programs.  Also, the increase of 

separate claims among MA patients raises another concern about 

potential unbundling effect of the case payment system.  

                                                                      

 Key words : case payment, fee-for-service payment, health expenditure, 

utilization, hemodi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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