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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2012년 약가일 인하 정책 ·후 

약품비  사용량 변화 분석 

연구배경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규모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약품비 리가 보건

의료정책 부분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약품비는 매년 12% 

이상의 증가율로 상승하여 2011년까지 진료비  약품비 비 은 29% 수 을 

유지하 다.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약품비는 지속 으로 증가가 

상되어 국민 약제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한 특단

의 조치로 2012년 약가일 인하정책을 실시하여 체 약값 평균 14%를 인하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년간 축 된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

약가일 인하정책 ·후 약품비  사용량 변화를 단  시계열 구간별 

회귀분석을 통하여 정책이 약품비  사용량에 미친 향과 정책의 효과를 평가

해 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약가일 인하정책 ·후 건강보험 약품비  사용량 변화

를 분석하기 해 진료개시일 기 으로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자료를 이용하 다. 약품비와 사용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 특성별 추세분석에 이용되는 변수는 연령별, 요양기 종별, 지역별,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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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이다. 정책 개입 과 개입 후 시 과 구간에 따른 약품비 및 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단  시계열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연구결과

  약가일 인하정책 ·후 약품비 및 사용량 분석 결과 2009년 1월 체 약품비

는 935,597백만원에서 매달 5,776백만원씩 증가하 으나 정책 시행 직후 

135,864백만원으로 큰 폭 감소를 하 다. 정책 이후 약품비 변동 추세는 매달 

3,896백만원씩 증가액이 감소하는 둔화 선형 추세를 나타냈고 통계 으로 유의

하 다(p<.0001). 사용량은 2009년 1월 3,690,801천량에서 매달 16,072천량씩 

증가하 으나 정책 시행 직후 63,799천량이 감소하 다. 정책 이후 사용량 변동

추세는 12,347천량씩 증가액이 감소는 하 으나 정책의 향을 받지 않아 정책 

·후 증가추세가 비슷한 양상을 보 다. 정책개입 이후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선형

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3388). 특성별 하 분석

에서는 체 으로 약품비는 정책개입으로 감소하 다가 증가율이 둔화되는 

선형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사용량은 정책의 향을 받지 않았으며 정책이후 

증가율이 증가, 감소, 둔화되는 다양한 모습을 나타냈다. 특이 은 연령그룹별 

75세 이상에서는 약품비 및 사용량이 정책개입 이후에도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결 론

  약가일 인하정책 개입으로 약품비는 감소하 고 개입이후 약품비 및 사용량

은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3년 후반부터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 장기 으로는 정책효과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약가

일 인하정책을 기 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도 둔화되어 2014년도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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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약품비 지출 감소에 따른 약가인하정책의 향

이 큰 것으로 보여 정책시행의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의 향

이 연령별, 요양기 종별, 지역별, 진료형태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특성들을 좀 더 세부 으로 분석해보고 약품비 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정책개입 이후에도 약품비 및 사용량

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베이비부머세 의 노인인구 진입으로 노령화

가 가속화 될 것으로 상되어 약품비 및 사용량을 억제할 다양한 리정책이 

필요하다.

                                                                     

핵심어 : 약가일 인하, 약품비, 사용량, 단  시계열 구간별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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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필요성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규모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약품비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보건의료 정책  면에서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만성

질환 증가와 속한 인구노령화 그리고 의약 기술의 발  등과 같이 약품비를 

증가시키는 여러 사회 환경  요인들의 상황에서 약품비 증가를 억제는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우리나라 건강보험 요양 여비는 2014년 50조 7,740억원이고 이  약품비가 

13조 4,491억원(26.5%)을 차지하고 있다. 약품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지속 인 증가가 상된다. 그래

서 약품비를 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가격측면  사용량 측면

의 정책을 같이 운 해야 약품비 감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다(권혜  외, 2011).

사용량 측면의 정책 효과를 성공하기 해서는 수요자인 요양기 에서 어떤 

약품들을 선호하고 사용하는지 정 한 분석이 필요한데 주로 오리지  제품

선호, 고가 제네릭 처방을 선호하여 약품비가 증가되고 있다(장선미 외, 2010). 

소비자인 환자의 약품비 증가 련 요소에 해서는 환자의 의료기  근성

과 본인부담에 한 비용이 낮아 잦은 의료기  방문, 복투약으로 인해 약품비

에 낭비요소가 발생하고 있다(이승미외, 2010).

  OECD 통계자료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의약품 지출 비 은 2012

년 기  20.8%로 OECD 평균인 15.9%의 약 1.30배 수 으로 매우 높다. 따라

서 약품비 리에 한 책을 세우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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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정부의 약제비 감 노력을 살펴보면,  2002년 8월 ‘약가재평가제도’

를 실시함으로써 약가 등재 후 상시 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약가 리기 을 

최 로 도입하 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분류번호 구분 별로 매년 선진

7개국의 약가 수 을 조사하고 선진 7개국의 수 에 맞추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한 2006년 12월에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허가된 모든 의약품  

일부 비 여 상을 제외하고 보험 용(Negative List System)하던 방식에서 

비용효과 인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 용(Positive List System)하고, 

공단과 제약사간에 약가 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약제비 정화 방안’을 시행하 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약은 경제성 

평가  치료  가치가 우수한 약품을 약가 상을 통해 가격 결정을 하고, 

제네릭 의약품은 등재 순서에 의해 계단식 약가결정 방식으로 하게 되었다

(김 진, 2011).

  1999년 11월에 실시한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정부가 고시한 가격(상한 액)

내에서 요양기 이 실제 구매한 가격으로 청구하고 상환해주는 제도로 상한

액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이고자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여 상한 액을 

주기 으로 인하 하 다(배승진 외, 2009). 하지만, 실거래가제도 하에서 요양

기 들은 가로 구매할 동기가 없어 부분 상한 액으로 청구하 다. 이를 

개선하기 해 2010년 10월 요양기 이 의약품을 상한 액보다 렴하게 구입

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 로 제공하여 요양기 의 의약품 가구매동기를 

부여하여 정확한 실거래가 신고를 유도하고자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가

구매인센티 )를 도입하 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통한 약가인하 속도가 더디고 제도의 정착

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상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그간

의료 장에서 행 , 음성 으로 행하여오던 리베이트의 원천인 약값의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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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함으로써 의약질서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선진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약가일 인하조치를 단행하 다.‘약가제도 개편방안(2011.8.12.)’

은 종 의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동일성분의 의약품에 일 으로 동일

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이 제도는 2012년 4월 1일

부터 시행하 다(보건복지부, 2011).

  지 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특허 신약에 해서 외국제약사가 약의 

개발에 들어간 R&D 및 임상시험비용 등을 감안하여 약가를 높게 책정하 다.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2011년까지는 오리지 약에 해서는 당  특허 신약

가격의 80%를 산정하고, 제네릭에 해서는 보험에 등재되는 순서에 따라 최 로

생산된 제네릭부터 다섯번째 제네릭까지는 68%, 여섯 번째로 등재한 제네릭

은 61%(68의90%), 일곱 번째는 55%(61의90%) 등 계단식으로 약가가 결정되면

서 오리지  약가 역시 조정되기 시작하 다.(정소원외, 2008)  

  외국의 경우는 특허 만료 후 오리지 약값이 네덜란드는 60%, 오스트리아는 

70%이며, 제네릭은 랑스 50%, 네덜란드 60%, 오스트리아는 52%에 불과하는 

등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보다 비싼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 한 제네릭 가격 

통제 사례를 보면 그리스는 2010년 평균 21.5% 약가인하를 했고 스페인은 

2010년 8월 처방약 약값을 평균 23% 약가인하를 하고, 독일의 경우도 10% 인하

및 2013년까지 약가를 동결 하고 등 약가 리를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2012년 4월 약가일 인하는 신규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 과 복제약 모두 특허

만료  오리지  가격의 53.55%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단, 

특허만료 후 제네릭 진입시 최  1년간은 오리지 의 70%, 복제약은 59,5%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 에 보험등재 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기존 

약가 재평가를 폐지하고, 변경된 약가산정기 을 용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게 

된다(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  고시, 2011). 한 퍼스트복제약 등으로 보험 

등재 시기가 빨랐던 고가의 복제약 한 보험 가격이 인하되면서, 복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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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의약품 가격 차이도 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약가를 규제하기 해 그

동안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 고 약가인하제도가 여러 가지 도입되었지만 제도의 

취지가 제 로 실 되었는지에 한 분석이나 평가가 미흡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년간 축 된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 약가일 인하

정책 ·후 약품비  사용량 변화를 단  시계열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연구의 질  향상을 도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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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 약가일 인하정책 시 을 

구간으로 단  시계열분석을 통해 정책개입의 향을 분석하여 추후 약가

정책의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구체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2014년까지의 약품비  사용량에 한 월별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둘째, 2012년 약가일 인하정책이 체 약품비와 사용량에 미친 향을 

분석한다.

  셋째, 약가일 인하정책이 약품비  사용량에 미치는 특성별 하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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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건강보험 여의약품 약가제도 

건강보험 의약품의 보험 여는 약 37년 인 1977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당시에는 비 여로 고시된 의약품을 제외한 체의약품

을 보험 여 하 다. 2006년 12월부터는 허가된 의약품  치료 , 경제 으

로 우수한 의약품을 선택 으로 보험 여목록에 등재하는 선별등재 방식으로 

환하 다<표 1>.

  건강보험의 약품비가 가파른 증가로 약가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건강

보험에서는 2006.12.29.부터 체의약품  치료  가치와 경제  가치가 우수

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지  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 여하는 선별등재

(positive list)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 요양 여기 에 한 규칙 

제8조제1항제2호). 이는 체 의료서비스를 여 상으로 하고 별도로 정한 

일부서비스에 해서만 비 여하는 일반 의료서비스의 여방식(negative list 

system)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체 25,000여 품목

의 의약품  비용효과 인 것으로 평가된 약 15,000여 품목에 해서만 건강

보험 등으로 여하고 있다.

  약과 련된 비용을 일반 으로 약제비라고 부른다. 약제비는 다시 약품비

와 조제료를 나 며, 2012년 약가 일 인하 정책 후 약품비  사용량 변화

를 연구하기에 조제료를 제외한 순수 약품비를 연구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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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약가제도의 변천

  연도                     주 요 내 용

1977. 7. • 약가기  제정 
  - 고시가 (생산가격과 유통거래폭)

1982. 2.
• 약가제도 면개정
  - 고시가 (공장도 출하가와 유통거래폭)

1999. 2. • 의약품 등재  약가 산정업무 의료보험연합회 이

1999.11.
•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
  - 약가기  : 상한 액 범  내에서 실거래가 보상

2000. 7. • 의약품등재방식 변경 (Negative list)
  - 등재방식 : 허가된 의약품 모두 등재( 여, 비 여)

2006.12. • 선별등재방식 도입(Positive list)
  - 허가된 의약품  비용효과 인 의약품 선별 등재

2010.10.
•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2012년 2월부터 2년간 유 )
  - 상한 액과 실거래가 차액의 70%를 요양기 에 인센티 로 

지 ( 가구매 장려)하고 실거래가에 따라 다음해에 약가인하

2012. 1.
• 약가제도 개편(산정기  면 개정)
  - 등재 순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계단형 결정 방식 

폐지(제네릭)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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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 황

  건강보험 진료비  약품비 비 은 2003년 27.19%에서 2011년 29.15%로 크

게 증가하다 2012년 약가일 인하 후 , 2013년 26.10%, 2014년 26.48%로 감소

하 다. 약품비에 약국조제료를 합산한 약제비의 진료비  비 은 2011년에

는 35.30%까지 증가하다 2014년 32.89%로 감소했다. 의약분업이 안정되면서 

약국조제료가 진료비  차지하는 비 은 분업 기인 2003년 8.21%에서 

2014년 6.40% 감소하 으나  규모는 2003년 1조 6,861억원에서 2014년 

3조 4,898억원으로 2.0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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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진료비  약품비 및 약제비 유율 추이 (2003~2014년)
(단  : 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건강보험진료비(A) 205,336 223,559 247,968 285,580 322,589 350,366

체약품비(B)

구성비(B/A)

55,831

(27.19)

63,535

(28.42)

72,289

(29.15)

84,041

(29.43)

95,126

(29.49)

103,036

(29.41)

약국조제료(C)

구성비(C/A)

16,861

(8.21)

18,084

(8.09)

18,084

(7.29)

21,712

(7.60)

22,908

(7.10)

23,701

(6.76)

약제비(B+C)

구성비(B+C)/A

72,691

(35.40)

81,619

(36.51)

91,819

(37.03)

105,757

(37.03)

118,035

(36.59)

126,738

(37.17)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강보험진료비(A) 394,296 436,571 460,760 482,349 507,426 545,275

체약품비(B)

구성비(B/A)

116,546

(29.56)

127,694

(29.25)

134,230

(29.15)

130,744

(27.11)

132,413

(26.10)

144,388

(26.48)

약국조제료(C)

구성비(C/A)

26,051

(6.61)

27,503

(6.30)

28,375

(6.16)

29,635

(6.14)

30,477

(6.00)

34,898

(6.40)

약제비(B+C)

구성비(B+C)/A

142,597

(36.16)

155,198

(35.55)

162,605

(35.30)

160,379

(33.25)

162,890

(32.10)

179,341

(32.89)

주 : 1) 건강보험진료비용(심사결정기 )은 공단(보험자)부담 과 본인일부부담 합

이며 비 여는 제외됨(연간 심사결정분에 한 산매체 청구기 진료실

을 토 로 추정)

2) 체 약품비는 의료기 과 약국 약품비를 합산함.

3)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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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품비 증가요인 고찰

  건강보험 약품비는 의약분업 이후 2007년까지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로 

상승하 고 진료비  약품비 비 이 29%를 상회하 다. 약품비 증가를 억제

하기 하여 2006년 이후 ‘약제비 정화방안’을 통하여 많은 정책들을 시행

하 으나 약품비 비율은 29% 수 에서 더 낮아지지 않았다. 2012년 7,500여개 

의약품을 상으로 일 약가인하를 단행한 이후 마침내 약품비 규모가 감소하

고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수 으로 낮아졌다(보건복지부, 2014).

  근래들어 OECD 주요국들에서도 총 보건의료비 지출에서 약품비가 차지하

는 비 이 높아지고 약품비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품비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증가율을 둔화시키기 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인구  만성질환의 증가, 치료약이 없던 질병에 한 새로운 치료약의 

개발,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 치료제 같이 이 엔 질병으로 보지 않던 것들이 

질병의 범주에 들어온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바 ‘lifestyle medicine’이라

고 부르는 약제의 등장을 약품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 이러한 

사회경제  요인이 장기 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부분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로 약품비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하 다(Almarsdottir, 2005).

  한 OECD Health Data(2014)에 의하면 2011년 OECD 비 우리나라 의약품

지출 비 은 20.8%로 OECD 평균인 15.9%의 약 1.30배에 해당한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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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OECD평균 17.5 17.3 17.0 16.4 17.1 16.7 16.4 15.9

한국 22.4 22.5 21.4 21.2 20.7 20.5 20.2 20.8

표 3. 연도별 OECD 비 의약품 지출 비 (2005-2012년)

(단  : %)

주) : 1) OECD 평균(2012) : 2012년 미제출 국가 자료는 2006년 이후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자료로 구성하여 평균치 계산

       2) OECD 평균(2011년 이 ) : 제출 국가에 한하여 평균치 계산

     3) 자료는 2014 OECD Health Data 공식 발표일(2013.6.27)을 기 으로 작성

하 으며, OECD 자료는 추후 국가별 제출 정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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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  사용량 요인

부분의 연구들이 약품비 증가요인을 크게 가격과 사용량으로 나 어 분석

하 다. 가격  사용량을 주요 원인으로 구분한 후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총 약품비 지출증가에서 고가약이 차지하는 비 과 사용횟수의 변화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치료군에 의하여 가격과 사용량의 상  기여도가 달라진다

는 결과를 확인하 다(Barents Group, 1998).

  약품비 지출 증가 요인이 자연  인 이션과  사용량 증가 그리고 신약

으로의 체(product shift)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분석을 

하 다(Mulins et al., 2001).

  또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 연도별 상반기 진료 실 을 상으로 약품비

변화를 가격과 수량을 포함하여 고가 제품의 구성비 변화로 분석하 다. 분석

은 기여 수 를 확인하고자 하는 요인이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한계 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확인결과 개별 약품의 단  가격은 년도에 

비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으나, 사용량은 상승하고 있어 약품비 증가의 

주요원인이 사용량에 있음을 분석하 다. 동일 성분 내에서 고가약의 비 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동일 효능군 내에서 고가의 성분이 차지하는 

비 이 증가하고 있다(허순임 외, 2006).

  이어서 후속연구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을 확 하여 분석한 결과에

서도 가격요인보다는 사용량이 약품비 증가에 더 향을 끼친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투여일당 약품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에 주목하여, 고가 제네릭

사용 증가  신약사용 증가경향 등의 요인을 함께 생각해야 함을 강조하 다.

  재까지 국내 약품비 변동 요인 분석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변동 요인을 

사용량, 약품비, 의약품 믹스(drug mix)의 세가지 요소를 상으로 분석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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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구 결과에서는 일 으로 약가는 약품비의 감소에, 사용량은 약품비의 

증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 다(김 숙, 김성옥, 2009, 장선미 외, 2010).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 경우 의약품 사용 추이 분석 보고서

(Chemew, 2001)가 약품비 증가 추세를 사용량  가격 요인으로 나 어 분석

한 바 있다. 캐나다 의약품 사용 추이 분석 보고서(2006)에서는 먼  의약품을 

특허의약품과 기타의약품, 오리지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그리고 효능군

별로 분류하 다. 그리고 분류된 의약품에 한 기 년도를 100으로 했을 때 

비교년도의 가격지수와 사용량지수를 각각 계산했다. 거의 모든 분류에 있어

서 사용량지수가 가격지수보다 휠씬 높게 나타나, 캐나다의 경우에도 가격 보다

는 사용량 요인이 약품비 증가의 주요원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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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요인

1) 인구의 고령화 요인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 으로 48,580천명이며 그  65세 노인

인구는 5,425천명으로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5년 총인구 47,279천명 

 65세이상 인구 4,365천명으로 9.3%와 비교해 보면 5년만에 65세 이상 인구

가 1,060천명으로 24.3%가 증가한 것이다. 한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재 

노인인구는 662만명에서 2030년과 2050년에는 65세이상 인구가 1천269만명

(24.3%)과 1천800만명 (37.4%)로 크게 늘고 85세 이상의 후기노인인구 비율도 

8.3%에서 2050년에는 20.6%로 상되고 있다.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진료비 

황을 살펴보면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기  체인구의 11.9%를 차지하는 65

세 이상 인구 6,005천명이 건강보험 체 진료비 54조 4,272억원  36.7%의 19조 

9,687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 노령화는 가속화 될 망이고 노인인구의 약품비 사용은 지속

으로 증가가 상되어 노령화 사회를 제하여 건강보험지출과 약품비의 지출

을 효율 으로 하게 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장경원, 2015).

  약품비 변동 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한 외국의 연구에서도 주로 약가, 사용

량, 의약품믹스(drug mix)의 요소를 심으로 약품비 변동분을 분해하 으나, 

분석 결과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의약품의 사용량 증가와 고가약 사용 증가가 

약품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하 다(Gerdtham & Lundin, 2004;  Hsies & Sloan, 

2008;  Lambrelli & Donnell, 2011;  Wu et al., 2013).  일부 연구에서는 인구 

노령화 요인을 포함하여 약품비 변동 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한 바 있으며, 인구

노령화 요인보다는 사용량 증가가 약품비 증가에 더 큰 향을  것으로 보고

하 다(Tielen et al., 1998;  Morgan, 2006). 하지만 노령층에서의 약품비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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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여 앞으로 인구학  요인이 미치는 향이 더커질 것

으로 망하고 있다(Tielen et al., 1998). 

  한편 국내에서 의료비 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

에서는 가격 요인, 의료이용 요인 외에 노인인구 요인을 포함한 경우가 있으며,

연구결과에서는 인구 노령화 요인에 비해 가격의 상승  의료이용의 증가 요인

이 진료비 증가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 다(유근춘, 2007; 허순임,

김수정, 2014). 특히, 1986부터 2001년까지의 국민의료비 증가 원인의 분석에

서 노인인구의 기여도가 재는 높지 않지만 향후에는 향이 증가할 것이라

고 밝혔다(유근춘, 2007).

  2) 만성질환 요인

만성질환 약품비는 2004년에 비해 2014년 4배 가까이 증가하 고, 2006년 

이후 만성질환의 진료건당 약품 평균 가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질환과의 

차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투여일수는 만성질환이 기타질환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김 숙 외, 2009)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은 첫번째가 본태성

고 압으로 530만명에 2조 5,446억원이고 두번째가 만성신장질환으로 16만명에

1조 4,436억원이며 세번째가 인슐린_비의존 당뇨병으로 208만명에 1조3,501억원이

지 되었다. 한 주요 만성질환(11개 질병) 진료 황을 보면 만성질환 진료인원이

2007년 1,085만명에서 2014년 1,399만명으로 29% 증가했으며, 진료비 역시 2007년

10조6,549억원에서 2014년 19조7,256억원으로 85.1%로 증가하 다<표 4>. 

  표 인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 압 등은 한번 발병하게 되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거나 평생을 계속해서 약물에 의존하여 생활하게 된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한 리 책이 필요하다(강경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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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만성질환 진료 황(2007-2014년)

(단  : 천명, 억원, %)

구 분

진료인원 진료비

2007년 2013년 2014년

증감율

2007년 2013년 2014년

증감율

년 
비

연평
균

년 

비

연평
균

계 10,849 13,753 13,992 1.7 3.7 106,549 172,880 197,256 14.1 9.2 

고 압 4,278 5,512 5,557 0.8 3.8 18,760 23,344 27,385 17.3 5.6 

정신 행동장애 1,892 2,469 2,522 2.2 4.2 12,178 24,928 28,340 13.7 12.8 

호흡기결핵 117 79 75 -4.5 -6.1 802 954 1,037 8.8 3.7 

심장질환 926 1,224 1,271 3.8 4.6 9,926 13,790 16,415 19.0 7.5 

뇌 질환 606 837 846 1.1 4.9 10,844 18,852 21,615 14.7 10.4 

신경계질환 1,991 2,587 2,629 1.6 4.1 5,993 13,266 15,306 15.4 14.3 

악성신생물 636 1,111 1,172 5.5 9.1 24,465 42,098 45,806 8.8 9.4 

갑상선의 장애 740 1,286 1,227 -4.6 7.5 1,510 2,364 2,561 8.3 7.8 

간의질환 1,544 1,497 1,468 -2.0 -0.7 4,974 6,432 7,592 18.0 6.2 

만성신부 증 72 151 158 4.6 11.8 6,868 13,419 14,436 7.6 11.2 

당뇨병 1,724 2,317 2,409 4.0 4.9 10,229 13,434 16,762 24.8 7.3 

주) 1. 자료출처 :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 수진기 (주상병 기 , 한의분류 제외), 여일수, 진료비, 여비는 약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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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약  고가약 요인

  약품비는 가격요인 보다는 사용량요인이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약1)을 포함한 고가약2) 사용의 증가가 큰 요인으로 지 되었다. 특히 의약

분업이후 고가약 처방이 큰 폭 증가하 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3년 종합 문요양기  66.34%이고 종합병원 56.23%에서 2005

년에는 각각 56.43%, 46.52%를 고가약으로 처방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

가원(2009)에 의하면 고가약 처방비 은 2003년 4분기 28.25%에서 2006년 4분기

22.24%까지 감소하 으나, 2008년 4분기 다시 25.35%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3년부터 약품비 정성 평가의 한 부분으로 “고가약 처방비 ”을 평가해 

해당 요양기 에 고지하 음에도 불구하고 처방비 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1) 신약 란 신 질 신약과 타 신약  분 , 동  주 분 약품 에  최초  등재  

경우를 신 질 신약 라 고 동 분, 형, 량 내에  최초  등재  것  타 신약

라 다.
2) 고가약 란 연도별  동 분, 형, 량  등재  품목  3품목 상 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 가 있는 분  약품  최고가약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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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의 약가일 인하정책 · 후 약품비  사용량을 분석하기 한 연구

의 틀은 다음과 같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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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2012년 약가일 인하 정책 ·후 건강보험 약품비  사용량

변화를 분석하기 해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 자료를 이용하 다. 진료

개시일 기 으로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72개월의 건강보험 지  

청구명세서 자료를 진료 월별로 하여 2015년 8월에 수집하 다.

  분석의 목 이 약품비와 사용량 변화 분석이므로 해당 기간의 모든 명세서 

에서 의약품 처방이 있었던 명세서만을 분석 상으로 추출하 다. 또한 각 

명세서에 연계된 의약품 사용내역자료에서 사용량1)과 약품비를 산출 하 고,

약품비는 처방된 모든 의약품의 약품비를 합한 값으로 하 다. 다음으로 연령별,

요양기 종별, 지역별, 진료형태별로 각 특성별 자료의 분석 테이블을 구축하 다.

1) 사용량 란 투여랑*1회투여랑*총투여랑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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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가. 연구가설

이 연구는 지속 으로 증가하는 약품비를 이기 하여 정부에서 정책 으

로 실시한 약가일 인하 정책 이후 건강보험 약품비와 사용량이 어떻게 변화

하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2011년말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의 총 품목수 

13,814개  47.1%인 6,506개 품목의 가격을 2012년 4월 1일부터 체 약품비 

평균 14%를 인하 하 다.

  이에 약가일 인하정책 시행 ·후의 약품비  사용량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가설 : 약가일 인하정책 개입으로 약품비가 감소할 것이며, 약품비 감

소에 한 보상심리로 처방이 증가하여 사용량이 증가하거나 

사용량 감소를 지연시킬 것이다.   

  나. 변수의 정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약품비와 사용량이다. 약품비와 사용량은 건강보험 

심사 청구자료를 사용하 으며 각 특성별 추세분석에 이용되는 독립변수는 연령별,

요양기 종별, 지역별, 진료형태별이다. 2012년 약가일 인후정책 ·후 약품비

 사용량 변화 분석이기 때문에 상기간은 진료개시일 기 으로 진료월

(2009.1∼ 2014.12), 심사년월(2009.1∼2015.6)  월별 자료를 추출하 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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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각 특성별 추세분석에 이용하는 독립변수

   변 수           내     용

연령별 0-14세, 15-24세, 25-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이상

요양기 종별 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지역별 도시, 소도시, 농어

진료형태 입원, 외래, 약국

  다. 연구가설 검증

이 연구에서는 정책이 변경된 시 과 구간에 따른 약품비 및 사용량의 변화

를 분석하기 하여 단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 series) 구간별 회귀

분석(segmented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 고, 통계분석 로그램은 SAS 

9.4를  사용하 다.

  1) 단  시계열 분석 및 구간별 회귀분석

  단  시계열이란 특정한 개입(intervention)에 의해서 결과 변수의 시계열 

곡선의 단 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해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Wagner AK, Soumerai SB, Zhang F, Ross-Degnan D, 2002). 

  즉 단 이 일어난 시 을 기 으로 하여 그 ·후의 측정치를 비교하여 개입

의 효과를 단한다. 만약 개입 후에도 이 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단한다. 단  과 후를 비교하기 한 분석으로 구간회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시계열 연구는 개입 과 개입 후의 시계열 양상을 시각 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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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입이 결과에 얼마나 많은 향을 미쳤는지 평가한다. 변화는 수

(level)과 추세(trend)로 정의되는데, 수 은 주어진 시간 간격의 시작 시 의 

계열 값이고, 추세는 구간 내의 변화율, 즉 기울기를 의미한다 (Wagner et al., 2002).

  그래서 상정책의 개입에 따른 약품비와 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단  시계열분석으로 정책개입 ·후를 비교하 다. 단  시계열 분석에서

구간별로 정책개입의 효과에 한 크기를 추정하기 하여 구간별 회귀분석 

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축하 다.

   : 최 기 시 에서의 결과 변수값

   : 정책  단 시간 경과에 따른 결과변수 값의 변화량

   : 개입시 에서 즉각 인 개입효과 는 개입후 종속변수의 수 (level) 변화값

 : 개입이후 개입효과가 반 된 추세(trend)

   : 해당 시계열자료가 속한 기간의 연속 인 월별 수치(연속형)

   : 2012년 4월 약품비 일 인하 정책 시  

   (개입 =0, 개입 후=1)

   : 정책 개입이후 기간(연속형)

  : 오차항

  t : 시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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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2009-2014년 약품비 및 사용량에 한 월별 변화추이

가. 약품비 변화 추이

  단  시계열 구간별 회귀분석에 앞서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시간 시 별 자기상 성을 보정하지 않은 약품비와 사용량을 이용하여 시계열 

자료의 변화, 추세, 계 성 등의 원자료의 특성을 악하고자 먼  약품비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 다

  약품비 변화 추이의 그래  추세를 보면 2009년부터 진 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4월과 8월경에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다 2012년 4월 약가일 인하정책의 실시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

내고 있다. 정책개입이후 다시 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 말

부터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 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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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백만원)

그림 2. 약품비 변화 추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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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량 변화 추이

약가일 인하정책에서 정책개입으로 체 약품비의 14%가 감소했을 때 

약품비 감소의 향으로 사용량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해 단  시계

열분석에 앞서 원자료의 사용량을 시계열 변화 추이로 확인하 다.

  사용량 변화 추이의 그래  추세를 보면 2009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일정

하게 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책개입 후에도 변화 없이 진

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큰 폭으로 사용량이 증가

하는 추세를 나타냈다<그림 3>.

(단  : 1,000/량)

그림 3. 사용량 변화 추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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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가일 인하정책이 약품비  사용량에 미친 향분석

가. 약품비 분석결과

약가일 인하정책 개입으로 인한 약품비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해 체 약품비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

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한 단  시계열 구간별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체 

약품비는 2009년 1월 935,597백만원이었다. 정책  약품비는 매달 5,776백만원

씩 증가하 고, 정책 시행 직후 135,864백만원으로 큰 폭 감소하여 유의하게 

변화하 다(p<.0001). 정책개입 이후 약품비 변동 추세는 둔화되어 매달 3,896

백만원으로 증가액이 감소하 다. 기울기()값이 마이 스(-)로 나타나는 것은 

정책개입 이 보다 정책개입 이후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책 개입으로 인한 약품비 수  변화와 정책 후 약품비 변화 추이는 체

약품비는 정책 개입  증가 추세를 보이다 정책 개입 직후 큰 폭으로 감소하

고, 개입 이후 기울기는 선형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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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ef   S·E t Value p-value

Intercept  935597 10601 88.25 <.0001

Baseline trend 5776 420.2523 13.74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135864 11984   -11.34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1880 705.9385 -2.66 0.0097

표 6. 약품비의 단 시계열 분석 결과

(단  : 백만원)

(단  : 백만원)

그림 4. 약품비 변화 추이



- 28 -

나. 사용량 분석 결과

약가일 인하 정책에서 심사는 사용량이다. 정책 개입으로 사용량에 어떠

한 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용량에 한 

단 시계열의 구간별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체 사용량은 2009년 1월 

3,690,801천량이었다. 정책  사용량은 매달 16,072천량씩 증가하 고, 정책개입 

직후 사용량 매달 63,799천량씩 감소하 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p=0.3388). 정책개입 이후 다소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매달 증가액이 12,347천량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

  정책 개입으로 인한 사용량 변화와 정책 후 사용량 변화 추이는 사용량은 

약가인하정책의 향을 받지 않아 정책 개입 · 후 변화가 없으며, 개입이후 

기울기가 약간 둔화되는 선형 증가추세를 나타냈다<그림 5>.

표 7. 사용량의 단 시계열 분석 결과                   

(단  : 1,000/량)

Variable Coef   S·E t Value p-value

Intercept  3690801 69980 52.74 <.0001

Baseline trend 16072 2547   6.31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63799 66219 -0.96 0.3388

Trend change after 
policy 

-3725 4293 -0.87 0.3887



- 29 -

(단  : 1,000/량)

그림 5. 사용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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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가일 인하정책이 약품비  사용량에 미치는 특성별 하  분석

가. 연령별 약품비 분석

  약가일 인하정책 개입으로 인한 연령별 약품비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하

분석을 실시하 다. 연령별 약품비 분석은 7개 그룹으로 분류하 으며 단  

시계열의 구간별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체 으로 연령별에서 약품비는 정책

개입 후 즉각 으로 감소하 으며, 모든 연령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다. 

0-14세, 15-24세, 25-39세, 40-49세를 비교 분석하면 정책개입  매달 약품비는 

0-14세에서 352백만원씩, 15-24세 145백만원씩, 25-39세 207백만원씩, 40-49세에

서 328백만원씩 증가하 다. 정책개입 직후 약품비는 0-14세에서 14,971백만원

씩, 15-24세 4,446백만원씩, 25-39세 12,902백만원씩, 40-49세에서 15,019백만원씩 

감소하 다. 정책개입 이후 변동 추세는 0-14세에서 24백만원씩, 15-24세 128백

만원씩, 25-39세 87백만원씩, 40-49세에서 285백만원씩 증가액이 감소하는 둔화

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50-64세, 65-74세, 75세이상은 베이비부머세 부터 

고령층까지로 정책개입  매월 약품비는 50-64세에서 2,340백만원씩, 65-74세 

900백만원씩, 75세이상에서 1,471백만원씩 증가하 다. 정책개입 직후 약품비

은 50-64세에서 43,419백만원씩, 65-74세 25,558백만원씩, 75세이상에서 19,958

백만원씩 감소하 다. 연령 50-64세, 65-74세에서는 정책개입 이후 증가 추세

가 둔화되어 증가액이 감소하 으나 75세이상에서는 증가액이 증가하는 추세

를 나타냈다<표 8>.

  정책 개입으로 인한 연령별 약품비 수 과 정책 후 약품비 변화 추이는 

정책개입 직후 모든 연령별에서 약품비는 즉각 으로 감소하 고, 정책이후는 

기울기가 둔화하는 선형증가 추세를 나타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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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ariable Coef S·E t Value p-value

Intercept  63597 2680 23.73 <.0001

0-14세

Baseline trend 351.6766 98.3622 3.58 0.0007

Level change after policy -14971 2551 -5.87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328.1433 164.9318 -1.99 0.0508

Intercept  32807 957.8255 34.25 <.0001

15-24세
Baseline trend 144.7379 38.7376 3.74 0.0004

Level change after policy -4446 1061 -4.19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17.2025 66.8281 -0.26 0.7977

Intercept  101277 1482 68.34 <.0001

25-39세
Baseline trend 207.0531 53.9777 3.84 0.0003

Level change after policy -12902 1405 -9.18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119.7912 90.1811 -1.33 0.1886

Intercept  131589 1790 73.52 <.0001

40-49세
Baseline trend 328.2062 65.4383 5.02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15019 1709 -8.79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42.5126 109.3894 -0.39 0.6988

Intercept  288762 1431 201.77 <.0001

50-64세
Baseline trend 2340 63.9113 36.61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43419 2293 -18.94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1242 98.9029 -12.56 <.0001

Intercept  214731 2157 99.55 <.0001

Baseline trend 899.7137 87.9193 10.23 <.0001

65-74세 Level change after policy -25558 2610 -9.79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90.7687 147.2042 -0.62 0.5396

Intercept  104255 1223 85.23 <.0001

75세이상
Baseline trend 1471 49.5370 29.69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19958 1456 -13.70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13.5502 83.0200 0.16 0.8708

표 8. 연령별 약품비 분석결과                            (단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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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0-14세)                         (단  : 백만원)

연령(15-24세)                        (단  : 백만원)

그림 6. 연령별 약품비 변화 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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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25-39세)                        (단  : 백만원) 

  

연령(40-49세)                        (단  : 백만원)

          

그림 6. 연령별 약품비 변화 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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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50-64세)                        (단  : 백만원)

연령(65-74세)                        (단  : 백만원)

그림 6. 연령별 약품비 변화 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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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75세이상)                        (단  : 백만원)

그림 6. 연령별 약품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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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별 사용량 분석

  연령별 사용량의 단  시계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개입  매달 사용량

은 0-14세에서 3.152천량씩, 15-24세 198천량씩, 25-39세 131천량씩, 40-49세

101천량씩, 50-64세 5,469천량씩, 65-74세 1,990천량씩, 75세이상에서 4,794천량씩

증가하 다. 정책개입 직후 변화는 0-14세에서 24,461천량씩, 15-24세 5,329천량씩,

25-39세 8,538천량씩, 40-49세 7,839천량씩, 50-64세 25,170천량씩, 75세이상에서

는 9,605천량씩 감소하 지만 65-74세에서는 2,764천량씩 증가하 다. 정책개입 

이후 변동 추세는 0-14세에서 1,274천량씩 큰 폭 감소하 고, 50-64세에서는 

3,213천량씩 증가액이 감소하는 둔화 추세이고, 나머지 15-24세, 25-39세, 

40-49세, 65-74세, 75세이상에서는 증가액이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표 9>.

  정책개입 후 연령별 사용량에 한 변화 추이는 0-14세에서는 정책개입 이후

정책이 보다 기울기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50-64세에서는 증가액이 

둔화되는 선형증가 추세를 보 다. 15-24세, 25-39세, 40-49세, 75세이상에서

는 정책이  보다 기울기가 높아지는 선형증가 추세를 나타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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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ariable Coef S·E t Value p-value

Intercept  695072 40893 17.00 <.0001

0-14세
Baseline trend 3152 1474 2.14 0.0362

Level change after policy -24461 37802 -0.65 0.5199

Trend change after policy  -4426 2461 -1.80 0.0767

Intercept  140880 6872 20.50 <.0001

15-24세
Baseline trend 198.1531 289.0359 0.69 0.4955

Level change after policy -5329 8625 -0.62 0.5388

Trend change after policy  500.0931 492.2688 1.02 0.3135

Intercept  387644 7221 53.69 <.0001

25-39세
Baseline trend 131.4563 295.6347 0.44 0.6581

Level change after policy -8538 8881 -0.96 0.3401

Trend change after policy  496.3193 492.3978 1.01 0.3173

Intercept  438946 10607 41.38 <.0001

40-49세
Baseline trend 101.3360 349.0566 0.29 0.7725

Level change after policy -7839 8466 -0.93 0.3579

Trend change after policy  996.9034 573.2517 1.74 0.0868

Intercept  915240 11531 79.37 <.0001

50-64세
Baseline trend 5469 475.3672 11.50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25170 14467 -1.74 0.0866

Trend change after policy  -2256 789.8362 -2.86 0.0057

Intercept  720212 9677 74.42 <.0001

65-74세
Baseline trend 1990 378.7326 5.26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2764 10644 0.26 0.7959

Trend change after policy  722.1732 635.4663 1.14 0.2599

Intercept  404513 9817 41.21 <.0001

75세이상

Baseline trend 4794 339.3556 14.13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9605 8498 -1.13 0.2624

Trend change after policy  1156 562.1230 2.06 0.0436

표 9. 연령별 분석결과                                   (단  : 1,000/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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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0-14세)                       (단  : 1,000/량)

연령(15-24세)                       (단  : 1,000/량)

그림 7. 연령별 사용량 변화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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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25-39세)                       (단  : 1,000/량)

연령(40-49세)                       (단  : 1,000/량)

그림 7. 연령별 사용량 변화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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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50-64세)                      (단  : 1,000/량)

연령(65-74세)                      (단  : 1,000/량)

그림 7. 연령별 사용량 변화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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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75세이상)                     (단  : 1,000/량)

그림 7. 연령별 사용량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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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양기 종별 약품비 분석

요양기 종별은 5개로 분류하 으며 약품비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월 약품

비는 상 종합병원이 123,248백만원, 종합병원 86,234백만원, 병원 34,208백만

원, 의원 41,016백만원, 약국이 651,744백만원이었다. 정책개입 이  상 종합

병원은 매달 633백만원씩, 종합병원 564백만원씩, 병원 326백만원씩, 의원은 

170백만원씩, 약국은 4,097백만원씩  증가하 다. 약가일 인하 정책의 효과로 약품비

는 즉각 으로 감소하 으며 상 종합병원(p=0.4813)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게 감소

하 다.(p<.0001). 정책개입 이후 변동 추세는 증가액이 감소하여 둔화되는 추세

를 나타냈다<표 10>. 

  요양기 종별 약품비는 정책 개입 후 즉각 으로 감소하 고, 모두 증가액

이 둔화되는 선형증가 추세를 나타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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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요양 종별 약품  분  결과

(단  : 백만원)

구분 Variable Coef S·E t Value p-value

Intercept  123248 1712 71.99 <.0001

상 종 병원 Baseline trend 632.5917 72.6226 8.71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1637 2311 -0.71 0.4813

Trend change after policy  -427.7010 119.8757 -3.57 0.0007

Intercept  86234 1257 68.59 <.0001

종 병원 Baseline trend 564.4544 51.6726 10.92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10774 1555 -6.93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227.1828 86.3436 -2.63 0.0106

Intercept  34208 652.5436 52.42 <.0001

병원 Baseline trend 325.9497 23.5786 13.82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6674 609.6700 -10.95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201.6987 39.3459 -5.13 <.0001

Intercept  41016 555.4123 73.85 <.0001

원 Baseline trend 169.6572 20.1808 8.41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5213 524.1861 -9.94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0.7304 33.7044 0.02 0.9828

Intercept  651744 8264 78.87 <.0001

약 Baseline trend 4097 340.2163 12.04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115672 10263 -11.27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896.0312 568.3794 -1.58 0.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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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종합병원                        (단  : 백만원)

종합병원                            (단  : 백만원)

그림 8. 요양기 종별 약품비 변화 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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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단  : 백만원)

의원                               (단  : 백만원)

그림 8. 요양기 종별 약품비 변화 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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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단  : 백만원)

그림 8. 요양기 종별 약품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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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양기 종별 사용량 분석

  요양기 종별은 5개로 분류하 으며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정책개입 이  매달 

상 종합병원은 1,172천량씩, 종합병원 1,368천량씩, 병원 725천량씩, 의원 246천량씩,

약국은 12,336천량씩 증가하 다. 약가일 인하 정책의 효과는 모든 종별 요양기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책개입 이후 사용량 수 은 상 종합병원 

2,271천량씩, 병원 12,781천량씩, 의원 21,037천량씩 증가하 고, 종합병원 

17,047천량씩, 약국 82,486천량씩 감소하 다. 정책 이후 사용량 변동추세는 

상 종합병원은 291천량씩 증가액이 감소하 고, 종합병원 1,421천량씩, 약국

은 12,735천량씩 증가액이 증가되었으며, 병원은 179천량씩, 의원은 1,457천량씩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표 11>.

  요양기 종별 변동추세는 병원  의원에서 정책개입 이후 기울기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종합병원과 약국에서는 기울기가 증가되는 선형추세를 보

으며, 상 종합병원은 기울기가 둔화되는 선형증가 추세를 나타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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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요양 종별 사용량 분  결과

(단  : 1,000/량)

구분 Variable Coef S·E t Value p-value

Intercept  229814 6110 37.61 <.0001

상 종 병원 Baseline trend 1172 211.4138 5.54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2271 5295 0.43 0.6693

Trend change after policy  -880.9919 350.2670 -2.52 0.0143

Intercept  266690 10287 25.93 <.0001

종 병원 Baseline trend 1368 332.1161 4.12 0.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17047 8003 -2.13 0.0368

Trend change after policy  53.0319 543.3876 0.10 0.9225

Intercept  110546 4833 22.87 <.0001

병원 Baseline trend 725.4708 210.5989 3.44 0.0010

Level change after policy 12781 7031 1.82 0.0735

Trend change after policy  -903.8956 342.8994 -2.64 0.0104

Intercept  167963 6508 25.81 <.0001

원 Baseline trend 246.3323 283.5725 0.87 0.3881

Level change after policy 21307 9467 2.25 0.0276

Trend change after policy  -1703 461.7157 -3.69 0.0005

Intercept  2919711 74895 38.98 <.0001

약 Baseline trend 12336 2542 4.85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82486 62672 -1.32 0.1927

Trend change after policy  398.5366 4250 0.09 0.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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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종합병원                      (단  : 1,000/량)

종합병원                           (단  : 1,000/량)

그림 9. 요양기 종별 사용량 변화 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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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단  : 1,000/량)

의원                               (단  : 1,000/량)

그림 9. 요양기 종별 사용량 변화 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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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단  : 1,000/량)

그림 9. 요양기 종별 사용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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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별 약품비 분석

  지역별 약품비는 요양기  소재지를 기 으로 도시, 소도시, 농어 지역

으로 분류하 으며, 분석한 결과 정책이  매달 도시가 3,086백만원씩, 소도시

1,404백만원씩, 농어 지역이 477백만원씩 증가하 다. 약가일 인하 정책직후  

즉각 으로 도시가 매달 67,634백만원씩, 소도시 47,159백만원씩, 농어

지역에서 15,811백만원씩 감소하 다(p<.0001). 정책이후 도시가 1,851백만원씩,

농어 이 295백만원씩 증가액이 감소했고, 소도시는 1,450백만원씩 증가액

이 증가되었다<표 12>. 

  지역별 약품비는 정책개입으로 감소했다가 정책이후 도시와 농어 지역은

기울기가 완만한 선형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나 소도시는 정책개입이 보다 

기울기가 가 르게 나타났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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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지역별 약품  분  결과

(단  : 백만원)

구분 Variable Coef S·E t Value p-value

Intercept  514854 5473 94.07 <.0001

도시 Baseline trend 3086 220.4120 14.00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67634 6426 -10.53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1235 369.7467 -3.34 0.0014

Intercept  341909 4247 80.51 <.0001

소도시 Baseline trend 1404 179.4791 7.82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47159 5672 -8.31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45.5298 296.8356 0.15 0.8786

Intercept  84303 984.7691 85.61 <.0001

농어촌 Baseline trend 477.4631 38.5919 12.37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15811 1084 -14.58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181.6925 64.8402 -2.8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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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단  : 백만원)

소도시                            (단  : 백만원)

그림 10. 지역별 약품비 변화 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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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지역                          (단  : 백만원)

그림 10. 지역별 약품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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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역별 사용량 분석

지역별 사용량 분석 결과는 정책개입 이  사용량은 매달 도시가 7,853천량

씩, 소도시 3,709천량씩, 농어 지역이 1,332천량씩 증가하 다. 약가일 인하 

정책이후는 도시가 41,420천량씩, 농어 지역이 19,000천량씩 감소하 지만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도시p=0.1826, 농어 p=0.0366) 소도시는 

4,963천량씩 증가하 다( 소도시 p=0.9010). 정책이후 추세는 매달 도시가 6,152

천량씩, 농어 이 808천량씩 증가액이 감소하 고, 소도시는 4,399천량씩 증가

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3>.

  지역별 사용량 변화 추이는 도시, 농어 은 정책개입이후 기울기가 둔화

되는 선형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소도시는 증가추세가 가 르게 나타났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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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지역별 사용량 분  결과

(단  : 1,000/량)

구분 Variable Coef S·E t Value p-value

Intercept  1836248 32336 56.79 <.0001

도시 Baseline trend 7853 1181 6.65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41420 30754 -1.35 0.1826

Trend change after policy  -1701 1986 -0.86 0.3950

Intercept  1486844 64088 23.20 <.0001

소도시 Baseline trend 3709 1759 2.11 0.0387

Level change after policy 4963 39757 0.12 0.9010

Trend change after policy  689.5913 2817 0.24 0.8073

Intercept  390554 10787 36.21 <.0001

농어촌 Baseline trend 1332 362.1326 3.68 0.0005

Level change after policy -19000 8908 -2.13 0.0366

Trend change after policy  -524.2380 596.7159 -0.88 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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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단  : 1,000/량)

소도시                           (단  : 1,000/량)

그림 11. 지역별 사용량 변화 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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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지역                         (단  : 1,000/량)

그림 11. 지역별 사용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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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ariable Coef S·E t Value p-value

Intercept  154377 3434 44.95 <.0001

입원 Baseline trend 594.1662 126.8350 4.68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15000 3341 -4.49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574.8500 212.2992 -2.71 0.0086

Intercept  129017 1376 93.78 <.0001

래 Baseline trend 1114 54.8573 20.31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7999 1577 -5.07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294.2379 92.0950 -3.19 0.0021

Intercept  651744 8264 78.87 <.0001

약 Baseline trend 4097 340.2163 12.04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115672 10263 -11.27 <.0001

Trend change after policy  -896.0312 568.3794 -1.58 0.1197

사. 진료형태별 약품비 분석

  진료형태별 약품비는 입원, 외래, 약국으로 분류하 으며, 분석 결과 약가일

인하 효과는 매달 입원이 15,000백만원씩, 외래 7,999백만원씩, 약국은 115,672백만

씩 감소하 고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정책이후 추세는 증가액이 

감소되었다<표 14>.

  진료형태별 약품비 변화 추이는 정책개입으로 즉각 으로 감소했다가 정책

개입 이후 기울기가 둔화되는 완만한 선형증가 추세를 나타냈다<그림 12>.

표 14. 진료형태별 약품  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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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단  : 백만원)

외래                               (단  : 백만원)

그림 12. 진료형태별 약품비 변화 추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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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단  : 백만원)

그림 12. 진료형태별 약품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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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료형태별 사용량 분석

진료형태별 사용량은 입원, 외래, 약국으로 분류하 으며, 분석 결과 약가일

인하 정책효과는 입원, 외래, 약국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입원p=0.2733, 

외래p=0.3588, 약국p=0.1927). 정책개입 직후 사용량은 매달 입원이 23,428천량씩 증가

하고 외래는 4,630천량씩, 약국은 82,486천량씩 감소했다. 정책이후 변동추세는 매달 

입원이 304천량씩 감소하 고, 외래는 292천량씩 증가액이 감소하 으며 약국은 

12,734천량씩 증가액이 증가되었다<표 15>.

  진료형태별 사용량 변화 추세는 입원, 외래, 약국의 양상이 모두 달라 입원

은 기울기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고 외래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증가했으며, 

약국은 가 른 선형증가 추세를 나타냈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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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진료형태별 사용량 분  결과

(단  : 1,000/량)

구분 Variable Coef S·E t Value p-value

Intercept  464344 19073 24.35 <.0001

입원 Baseline trend 2327 751.1202 3.10 0.0029

Level change after policy 23428 21208 1.10 0.2733

Trend change after policy  -2631 1263 -2.08 0.0411

Intercept  312921 4069 76.90 <.0001

래 Baseline trend 1174 166.9827 7.03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4630 5010 -0.92 0.3588

Trend change after policy  -881.9661 279.2266 -3.16 0.0024

Intercept  2919711 74895 38.98 <.0001

약 Baseline trend 12336 2542 4.85 <.0001

Level change after policy -82486 62672 -1.32 0.1927

Trend change after policy  398.5366 4250 0.09 0.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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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단  : 1,000/량)

외래                               (단  : 1,000/량)

그림 13. 진료형태별 사용량 변화 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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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단  : 1,000/량)

그림 13. 진료형태별 사용량 변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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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방법 고찰

본 연구는 2012년 4월 1일에 시행된 약가일 인하 정책이 약품비  사용량

에 미친 향을 분석하여 정책효과를 평가하 다. 약가일 인하가 체 약품비의

14%를 인하시켰는데 이로 인해 약품비 인하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사용량은 증가했는지 는 사용량 감소를 지연시켰는지가 정책의 주요 심사

일 것이다.

이 연구의 자료는 약가일 인하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의 6년 동안 월단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하 다. 단  시계열

구간별 회귀분석의 선행과정으로 시간 시 별 자기상 성을 보정하지 않은 자료

를 이용하여 추세선 그래 를 표 하 다. 자기상 성을 보정하지 않은 추세선

은 시계열 자료의 추세, 변화, 정책개입 효과의 일시   지속  등의 본자료

의 특성을 악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월별 약품비와 사용량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 다.

다음으로 약가인하정책 변화 시 을 기 으로 단  시계열분석을 이용

하 다. 이 방법은 정책 변화 이 의 추세를 반 할 수 있으므로 단순하게 

과 후를 비교할 때의 한계를 피할 수 있어 약품비 분석에 활용되었다(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011, 장경원, 2014). 단  시계열 분석으로 약가인하정책이 

약품비와 사용량에 미친 향을 체 으로 분석하 다. 한 약가일 인하

정책이 약품비  사용량에 미치는 특성별 하 분석을 하기 하여 독립

변수로 연령별(7단계)  요양기 종별(5단계), 지역별(3단계), 진료형태별(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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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분석하 는데, 이는 약가를 강제 으로 인하시킨 향으로 사용량 

증가로 상쇄되는 풍선효과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약품비 인하만

으로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사용량 정책도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 이 있다(허순임외, 2006). 약가일 인하정책 

시행에 의한 약품비 감소의 즉각  효과와 이후 변동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약품비와 사용량에 한 개입이후 변화추이를 분석· 평가할 수 있었다.

2. 연구결과 고찰

재 정부의 정책자들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를 해 심 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약품비는 핵심  리 부분으로 고려되고 있다(최윤정, 2011). 약품비를 

구성하는 두가지 요소는 가격과 수량이기 때문에 약품비 리정책은 가격측면 

정책과 사용량 측면 정책으로 구분되고, 가격측면의 표 인 는 약가인하

이고 사용량측면의 표 인 는 가 제네릭제품 사용 의무를 들 수 있다

(장경원, 2014).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건강보험 약품비는 약 10.8% 증가

하 는데, 약가인하로 인한 약품비 감소 효과는 20.5%로 나타났다. 한 연도별

분석에서는 2011년에서 2012년 동안 약가 인하에 의하여 약품비 감소가 특히 

크게 나타나(11.4%) 그 시기 일 약가인하 정책이 약품비 감소에 큰 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박실비아, 2015).

본 연구에서 첫째, 단  시계열 분석에 앞서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의 시간 시 별 자기상 성을 보정하지 않은 약품비  사용량을 이용하여

시계열 자료의 변화, 추세, 계 성 등의 원자료의 특성를 악하고자 하 다. 

먼  약품비의 그래  추세를 보면 약품비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다 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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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기일 인하정책 시행으로 즉각 으로 큰 폭 감소하 으며 이후 진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3년 후반부부터 반등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사용량은 일정

하게 진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정책개입 후에도 변화 없이 증가하는 패턴

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증가 폭이 커지는 모습이 보 다.

둘째, 단  시계열 분석으로 약가일 인하정책 ·후 약품비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월 체 약품비는 935,597백만원에서 매달 5,776백만원

씩 증가하 으나 정책 시행 직후 135,864백만원으로 큰 폭 감소를 하 다. 

정책 이후 약품비 변동 추세는 매달 3,896백만원씩 증가액이 감소하는 둔화 

선형 추세를 나타냈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2009년 1월 체 

사용량은 3,690,801천량에서 매달 16,072천량씩 증가하 으나 정책 시행 직후 

63,799천량으로 감소하 다. 정책 이후 사용량 변동 추세는 12,347천량씩 증가

액이 감소는 하 으나 정책의 향을 받지 않아 정책 ·후 증가추세가 비슷한 

양상을 보 다. 한 정책개입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는 선형 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3388)는 본 연구와 약가인하군의 경우 제도 시행

후 약품비가 감소하 으나 거래량의 경우는 제도 시행 과 후에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강은경(2013)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약품비  사용량에 한 특성별 향 하 분석에서 연령별 약품비는 

약가인하정책으로 큰 폭 감소했다가 증가액이 둔화된 추세로 나타냈으며 75세

이상에서만은 정책개입 후 큰 폭 감소했다가 정책 이 보다 증가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사용량은 0-14세와 50-64세에서 정책개입 이 보다 증가액이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5-24세, 25-39세, 40-49세, 65-74세 연령

에서는 증가액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 다. 한 75세 이상은 약품비  

사용량 모두에서 정책개입 후 속하게 증가액이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Tielen et al.,(1998)은 고령층에서의 약품비가 상 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여 

향후 인구학  요인이 미치는 향이 커질 것으로 견하고 있고,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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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에서도 기 고령자는 건강한 고령화로 노인환자가 늘어도 진료비 증가율

은 둔화되는 상을 나타냈으나 75세 이상은 여비가 여 히 매년 12%(특히,

85세 이상은 20%)씩 증가되어,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기 고령자로 편입되고 

기 고령자가 후기 고령자로 편입시 진료비 증을 상한 선행연구의 결과

처럼 후기 고령자(75세이상)의 약품비  사용량이 계속 증가 될 것이라고 망

된다. 요양기 종별 분석에서 약품비는 정책개입 직후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고 

추세도 개입 후 기울기가 둔화되는 선형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사용량은 종합

병원과 약국에서 정책개입 직후는 감소하 으나 정책 이후는 이 보다 큰 폭

으로 증가액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 다. 한 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정책

개입 후에도 사용량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정책이후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지역별 약품비에서 소도시만 정책개입 후 증가액이 큰 폭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사용량도 도시와 농어 은 증가추세가 완만하 으나 소도시는 

증가되는 추세를 보 다. 진료형태별은 약품비가 모두 정책개입 후 유의하게 

감소하 고 증가추세도 둔화되었으며, 사용량은 입원과 외래에서는 기울기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 고 약국에서는 증가액이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약가일 인하정책 시행으로 약품비는 즉각 으로

감소하 고 개입이후 변동추세는 증가액이 감소하여 완만하게 증가하는 선형 추세

로 보 으며 2013년 후반부터는 기울기가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사용량은 

약가를 강제 으로 인하시킨 향으로 사용량 증가로 상쇄되는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상했으나 정책 ·후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정책이후 증가액

이 둔화 추세를 나타내다 2014년부터 속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기일 인하정책 시행을 시간에 따른 

약품비  사용량 변화를 분석· 평가하기 해 단  시계열 구간별 회귀분석

을 이용하 다. 이 방법은 개입 효과와 시계열 양상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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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간별 회귀분석은 구간마다 효과 등이 선형 으로 나타난다고 가정

하고 있으나, 비선형 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휠씬 많다. 한 분석 단 를 월별 

합계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개별 수 의 변화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Wagner et al., 

2002). 단  시계열 구간별 회귀분석의 한계가 상이 이 부터 감소하고 

있었는데 구간을 나 어 보니까 벨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둘째, 의약품 사용량을 일일투여량*1회투여량*총투여량의 량으로 산출

하여 용량을 고려하지 못했고, 약품비 가격인하와 사용량의 감소차이를 비교

해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셋째, 만성질환 약품비와 사용량을 분석하지 못했다. 2014년 만성질환은 체

진료비 비 의 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요한 변수인데 

연구 범 에 포함하지 못하 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약가일 인하정책 시행으로 인한 

효과와 향을 평가해 볼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의 한계 을 보완하고 약품비

 사용량을 리할 수 있는 연구가 좀 더 세부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72 -

VI. 결 론

본 연구는 약품비 감을 목 으로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시계열자료를 이용

하여 평가하 다. 약가일 인하정책은 즉각 인 약품비 감소를 가져왔으며 정책

개입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사용량 한 정책의 향을 

받지 않았으나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확인하 다. 그러나 약품비  사용량

은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2013년 후반부터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 장기

으로 정책 효과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성별 하 분석에서 연령 75세이상에서는 약품비와 사용량 모두 정책개입 

이후에도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 의 노인인구 진입으로 노령화가 가속화 될 것이 상되어 건강보험 약품비

 사용량을 억제할 질병 방과 건강증진 등 리 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약가일 인하정책을 기 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도 둔화되어 2014년도  

12조 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약품비 지출 감소에 따른 약가인하정책

의 향이 큰 것으로 보여 정책시행의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

의 향이 연령별, 요양기  종별, 지역별, 진료형태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특성들을 좀 더 세부 으로 분석해보고 약품비 리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 고 

정책 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 다. 그러나 연구 결과 찰된 정책의 효과

가 몇 년동안 지속되는지에 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만성질환 요인, 의사의 처방행태 등 다양한 

약품비 증가요인을 추가 으로 분석해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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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s the size of pharmaceutical spending in health insurance continuously 

increases, the management of pharmaceutical spending becomes a main challenge 

in the field of health care policy. Since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pharmaceutical spending has increased at an increase rate of over 12% 

each year, and the proportion of pharmaceutical spending in the total medical 

expenses was maintained at a level of 29% till 2011. With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increase of chronic diseases, it is expected that pharmaceutical 

spending will continuously increase, so in 2012, a policy of drug price reduction 

was carried out as an exceptional measure to reduce the national burde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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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spending and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health insurance, 

which cut 14% of the entire pharmaceutical spending on averag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changes before/after the 2012 policy of drug price reduction 

through a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of interrupted time series and tried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policy on pharmaceutical spending and usage and the 

effect of the policy using data on the health insurance accumulated for years 

changes before/after the 2012 policy of drug price re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on the statements of medical expenses requested from 

January 2009 through to December 2014 based on the starting date of medical 

treatment in order to analyze changes in pharmaceutical spending and usage in the 

health insurance before and after the 2012 policy of drug price reduction. This 

study took pharmaceutical spending and usage as dependent variables and took the 

age, the type of medical care institution, region and the type of medical treatment 

as variables used in an analysis of the trend by each characteristic. In order to 

analyze changes in pharmaceutical spending and usage according to the point of 

time before/after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y and section, this study used a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of interrupted time series.

Results 

As a result of analysis on pharmaceutical spending and usag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f drug price reduction, pharmaceutical spending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f drug price reduction had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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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935,597 million won by 5,776 million won per month in December 2009, 

but after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y, it sharply decreased by 135,864 per 

month,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01). The usage had increased from 

3,690,801,000 in January 2009 by 16,072,000 per month, but it decreased by 

63,799,000 per month after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y. As for the trend of the 

fluctuation of monthly usage, the increase rate slowed down by 12,347,000; 

however, it was not affected by the policy, the trend of increase showed a similar 

aspect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increase rate showed 

a trend of a linear increase in which it slowed down after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y, which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3388). As for a sub-analysis by 

characteristic, overall, pharmaceutical spending showed a trend of a linear increase 

in which the increase rate decreased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y and it 

slowed down, while the usage was not affected by the policy, and after the 

policy, the increase rate went up, went down and then slow down. What is 

particular is that in the group of persons over 75 years old by age group, the 

increase rate of pharmaceutical spending and usage tended to increase even after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y.

Conclusion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y of drug price reduction, pharmaceutical 

spending decreased, and the increase rate of pharmaceutical spending and usage 

tended to slow down after the intervention, but tended to rebound since the 

second half of 2013, which shows that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persistence of 

the effect of the policy in the long-term. Starting from the policy of drug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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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the increase of the health insurance costs slowed down, recording a 

surplus of approximately 12.8 trillion won in 2014, and it seems that there is a 

great impact of the policy of drug price reduction, according to the decrease of 

pharmaceutical spending, so it is judged that the goal of the enforcement of the 

policy has been achieved. The impacts of the policy show different aspects by 

age, the type of medical care institution, region, and the type of medical 

treatment, so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se characteristics a little 

more in detail and seek a plan for managing pharmaceutical spending. Especially, 

in the senior group, pharmaceutical spending and usage increased even after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y. It is expected that, the baby boomer generation's entry 

into the elderly population will be accelerated in the future,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for pharmaceutical spending and usage management from various 

angles.

                                                                     

Key words : Drug price reduction, Pharmaceutical spending Use,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of interrupted time se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