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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신포 수가제 하의 행 량 변화 연구

- I 의료원 심으로 -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불보상제는 1977년 의료보험 시작과 함께 행 별수가

제가 시행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속한 노령화, 신 의료기술의 발 은 

의료이용의 폭발 인 수요를 가져왔고, 행 별수가제의 이면에 숨어있는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행 별수가제의 한계

을 극복하고자 7개 질병군을 상으로 포 수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비교

 단순한 질병을 상으로 한 건당 포 방식으로 지불방식에 있어 유연성이 

낮아 진료내역의 편차가 큰 질병들을 용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련하여 체 입원환자에 확  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 모형을 개발하고, 이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공공병원

을 상으로 시범사업을 확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개 종합병원을 상으로 새로운 포 모형인 신

포 수가제와 기존 행 별수가제의 진료비를 비교 분석하고, 신포 수가제 하

의 행 량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신포 수가제의 확 에 필요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지불제도 발 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  방법

본 연구는 신포 수가제 시범사업 기 인 일개 종합병원(I의료원)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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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기 이 제공하는 진료비 청구 2차 자료인, 2014년 1월 1일부터 2015

년 12월 31일까지 I의료원에 입원한 환자  신포 수가제에 용을 받은 퇴

원환자 8,100명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상으로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

의 진료비를 비교하 고, 성별, 연령과 의료이용특성에 따른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진료비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평균비교분석(T-test, 

ANOVA)을 수행하 으며, 포 가산수가 변화에 따른 행 량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다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총액을 각 연도의 환산지수로 나  값의 차

이(조정차이1)를 평균비교분석 한 결과, 2014년과 2015년 공통 으로 성별에

서는 남성이 보상차이정도가 높았으며, 재원일수에서는 57일이상, 유형에서는 

의료 여, DRG 증도에서는 증도1, 수술여부에서는 미수술 집단이 보상차

이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포 가산 이 포함된 신포 수가 총진료비와 행 별수가 총진료비를 각 연

도별 환산지수로 나 어 계산한 값의 차이(조정차이1)를 종속변수로 한 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 성별, 재원기간, 계열, DRG 증도, 수술여부, 조사연도에

서 조정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향력이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재원기간의 경우 재원기간이 증가할수록 차이는 차 높게 나타나

는 경향성을 보 다. 계열에서는 내과계 비 정신건강의학과가 높게, DRG

증도에서는 증도1이 높게, 증도3은 낮게, 수술여부에서는 미수술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연도에서는 2014년도 비 2015년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증

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 가산 을 제외한 신포 수가 총진료비와 행 별수가 총진료비를 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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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 환산지수로 나 어 계산한 값의 차이(조정차이2)를 종속변수로 한 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 성별, 재원기간, 계열, DRG 증도, 수술여부, 응 실이용

여부, 조사연도에서 조정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향력이 있었다. 성별에서

는 남성이, 재원기간의 경우 재원기간이 증가할수록 차이가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열에서는 내과계 비 정신건강의학과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고, DRG 증도에서는 증도가 높을수록( 증도2, 증도3) 차이

가 낮게 나타났다. 수술여부에서는 수술시 차이가 낮았고, 응 실 이용여부에

서는 이용 그룹의 차이가 낮게 나타났다. 조사연도에서는 포 가산 을 포함

한 결과와는 반 로 2014년도 비 2015년도의 차이(조정차이2)가 유의하게 

감소되어 행 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신포 수가제의 포 가산수가가 행 량 증가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 가산수가가 2014년 9%에서 2015년 24%로 늘어남

(부표 3)에 따라 건당 행 량은 2014년 39,960에서 2015년 44,610으로 

11.6%늘어났으며, 포 가산 을 제외한, 조사연도별 다  선형 회귀분석에서

도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조정차이2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여 행 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신포 수가제의 확 운

에 있어 가산수가는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가산수가를 통해 의료

기 에 정한 진료비용을 보 하고, 의료기 이 양질의 정진료를 수행 하

는데 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 신포 수가제, 행 별수가제, 포 가산수가, 행 량, 다  선형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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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필요성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불보상제도는 1977년 의료보험 시작과 함께 행 별수

가제(Fee For Service: FFS)가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 들이 생되어 

왔다. 특히  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후 보험재정에 해 정부에서 극 여

하기 시작하 고, 의료에 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의료

에 한 통제를 강화하 다(유승흠, 1998). 건강보험제도의 안정 인 정착을 

해 정부는 부담, 수가, 여 체계를 내세워 성공 으로 제도  완성을 

갖추어 왔다(Shin et al, 2013). 그러나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보험수가의 

정성에 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의료보험 수가수 이 낮게 책정되어있

으며, 의료행  또는 수가 항목간 보상이 균형 이지 못하고, 수가 개정 과정

의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박은철, 1996). 

경제성장과 더불어 속한 노령화, 신 의료기술의 발 은 의료이용자의 폭

발  수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정부는 의료비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

면하게 되었다. 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 공 자의 서비스 행 에 한 

지불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행 별 수가제는 행해지는 서비스 행 가 바로 

의료공 자의 수입으로 이어지기에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왔다(Kwon, 

2001). 이외에도 의료오남용, 과다한 행정비용 등이 행 별수가제의 문제 으

로 지 되어 왔다(곽진미, 이 수, 2014). 또한 피보험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이외에 본인부담 과 비 여 등으로 실제 으로 더 많은 의료비를 부

담하고 있으며(연세 학교 보건정책  리연구소, 1997), GDP 비 경상의

료비 지출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05년 5.0%에서 2008년 5.8%,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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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으로 꾸 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의 경상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7.2%

로 OECD 평균 증가율(2.0%)보다 높고 OECD 회원국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5).

행 별수가제는 재까지 명맥을 유지할 만큼 장 을 가진 제도이나 최근 

30년간 동일한 제도를 용해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 이 노정된 바(건

강보험심사평가원 외, 2015), 행 별수가제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한 방법으

로 19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10년간 정부는 7개 질병

군을 상으로 의료기 의 자발  참여를 바탕으로 포 수가제도를 도입했다

(손창우 등, 2013). 그러나 공 자들의 반발로 극히 일부의 진단군(7개 질병

군)에 해 그것도 자발  참여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정형선, 조란, 

2013).

포 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란, 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공된 의료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그 행 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

를 산정, 지 하는 행 행 별수가제(Fee For Service)에 반해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

하는 지불제도이다(김창엽, 2001). DRG지불제도에서는 입원환자를 분류하

고 진료비를 지불하기 한 단 로서 DRG분류체계를 이용한다(한국보건산업진

흥원, 2001). DRG분류체계는 일반산업에서 제품을 분류하는 개념을 병원의 

입원진료에 도입한 것으로서 미국의 일 학 이 1960년  말부터 10여년에 

걸쳐 개발한 입원환자 분류체계이다. DRG(Diagnosis Related Groups)는 모든 

입원환자들을 환자 특성  진료특성에 의하여 임상 인 진료내용과 의료자원

의 소모량이 유사하도록 분류할 수 있는 질병분류체계이다. 1983년부터 미국

의 노인  장애자 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입원진료비 지불방식이 포 수

가제로 바 어 DRG가 이 제도의 지불단 로 사용된 이후 재 의료비 지불이

나 의료서비스 이용분석, 병원 리, 의료의 질 리, 보건계획수립 등 여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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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효과 인 리 수단으로 DRG분류체계가 세계 으로 리 사용되고 있

다(이기성, 2005). 

DRG 지불 제도는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나 호주와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아

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만 등이 포 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지불 

제도를 도입하 고, 최근 일본도 DPC(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이라

는 일본형 DRG를 개발하여 3차 의료기 의 372개병원( 체 병상수의 

12%)에 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DPC는 건당 포 수가에 수술,  조 술, 

내시경 검사 등에는 행 별수가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독일

은 2003년부터 모든 병원에 DRG 제도를 용하기 시작하 다(권순만,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학교 병원연구소 신 수 교수 에 의해 미국

의 DRG분류체계를 기 로 한 K-DRG(Korean DRG)분류체계가 1986년에 개

발된 바 있으며, 1991년에는 증도에 따라 세분화된 미국의 R-DRG 

(Refined DRG)를 기 로 한 Refined K_DRG가 개발된 바 있다. 이들 분류체

계는 우리가 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명이나 진료행 에 한 정보가 그 로 

환자의 분류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이기성, 2005).

포 수가제의 7개 질병군의 지불모형은 비교  단순한 질병을 상으로 한 

건당 포 방식으로 지불방식에 있어 유연성이 낮아 진료내역의 편차가 큰 질

병들을 용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복잡한 증환자들의 의료의 질

을 담보하기 해서는 의사 서비스의 차별성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제

도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련하여 체 

입원환자에 확  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의 타

당성 검증을 하여 2009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건강보험 입

원환자를 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 으며, 2011년 7월부터는 지역거  공

공병원(부산 역시의료원, 구의료원, 라북도남원의료원) 건강보험 입원환

자를 상으로 확  실시하 다. 한 2012년 7월 1일부터 의료 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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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역거  공공병원(서울특별시 서울의료

원 등 39개 기 ) 입원환자를 상으로 시범사업을 확  실시하고 있다(건강

보험심사평가원 외, 2015).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신포 수가제에 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신

포 수가제가 재원일수와 재입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김연용, 2015), 

신포 수가제도가 의료기 의 의료제공 행태  의료의 질에 미친 향에 

한 연구(손창우, 2015), 지방의료원 의사들의 신포 수가제도에 한 인식에 

한 연구(김남리, 2013), 신포 수가제 사례에 한 심층면  결과(유명순, 

2013), 신포 수가제 도입의 의의와 주요 논쟁 (강길원, 2010), 신포 수가

제 시범사업 후 슬 치환술 환자의 처방분석을 통한 약사의 역할 고찰에 

한 연구( 은경, 2013), 신포 수가제 시행 병원의 재원일수  진료비분석

에 한 연구(조보화, 2013)등의 연구가 있다. 부분 시범사업 ·후의 진료

행태 변화와 일부 질환에 한 진료비 분석에 한 연구가 부분이다(부표 

5).

이에 본 연구는 재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신포 수제도의 상기

인 일개 종합병원(I의료원)에서 시범사업기간동안 신포 수가제에 용받은 

체 입원환자를 상으로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진료비를 비교 분

석하고, 신포 수가제 하의 포 가산수가에 따른 행 량 변화를 분석하여, 향

후 신포 수가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지불제도 발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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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

본 연구는 행 진료비 지불 방식인 행 별수가제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포 수가제의 진료비 변화를 비교 연구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15

년까지 I의료원에 입원하여 신포 수가제에 용을 받은 입원환자를 심으로 

성별, 연령과 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진료비 

비교 분석과 신포 수가제 하의 포 가산수가 변화에 따른 행 량 변화를 비

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신포 수가제의 확 운 에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자의 성별, 연령과 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진료비 차이를 악한다.

둘째,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행 량 차이를 악한다.

셋째, 포 가산수가의 변화에 따른 행 량의 변화를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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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용어정의 및 신포 수가제도 개요

1. 행 별수가제(FFS, Fee For Service)

행 별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

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서 가장 일반 인 지불방식이며, 시장의 거래 행에 가장 가까운 방법

으로 재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의료인이 제공하는 시술내용

에 따라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 하기 때문에 문의의 진료방식에 합하

다고 할 수 있다. 즉, 하거나 진료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질병이나 진료재료가 많이 소요되는 질병에 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많은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지 하게 되므로 의료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다. 그러나 은 횟수의 더 철 한 검사보다는 짧고 빈도가 많은 진료를 유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행 별수가제는 문의제도와 더불어 의료인들의 의료장비  기술의 개발

에 경쟁 인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기술의 발달,  첨단과

학기술을 응용한 고 의료 서비스의 개발에 기여를 하나 원가산정  문 의

료행 의 가치부여 수 결정 등 정 수가수 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의료 

제공량을 증가시키고 항목과 비용을 올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건강보험심사평

가원, 2012)(서승 , 2014).

2. 포 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포 수가제는 한 가지 치료행 가 기 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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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하여 입원했는가에 따라 DRG라는 질병군( 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

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 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의료비의 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하여 1983년부터 DRG에 기 를 둔 선불상환제도로 개발하여 연

방정부가 운 하는 Medicare 환자의 진료비 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

료비용의 사  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입원에 한 인센티 를 제거할 

수 있다.

DRG 지불제도에서는 재와 같은 행 별 심사는 약화되는 신에 의료기

들의 진단명 조작이나 의료의 질 하를 방지하기 한 활동(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기능이 필요해지며, 이것을 재의 심사기구인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에서 수행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3. 신포 수가제도(KCPS, Korean Case Payment System)

정부는 2002년부터 시작된 의료기 의 선택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7개  

DRG’로는 의료계의 공감 를 얻어 의료기  체로 확 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단했고, 치부심(切齒腐心)한 끝에 포 수가모형에 행 별수가제 요

소를 혼합한 일본 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DPC)제도와 유사한 신

포 수가제 모형을 개발하 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행 별 요소가 포함되어 있

는 새로운 제도라면 일부 의료기 만 참여하는 재의 포 수가제가 아니라 

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지불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손창우 

등, 2013).

신포 수가제도는 입원 건에 한 포 수가인 DRG와 일당정액제, 행 별수

가제를 혼합한 모형으로 설계되었다. 모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계의 의견

을 최 한 반 한 충형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기본 진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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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수가로 묶여져 있으며, 진료비 차이를 가져오는 고가서비스와 의사 시술

행  등은 행 별수가로 별도 보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손창우, 2015).

3.1. 신포 지불제도 모형 주요내용

신포 지불제도 모형에서는 입원일수에 따라 환자군을 구분하여 각 군마다 

요양 여(의료 여)비용 산정방식을 달리 용한다. 환자군은 하단열외군, 정

상군, 상단열외군으로 분류하며 하단열외군은 해당 질병군별로 입원일수가 하

 5%미만인 환자, 정상군은 입원일수가 5~95%사이의 환자, 상단열외군은 

입원일수가 상 95%를 과하는 환자로 분류한다.

신포 이 용되는 질병군의 요양 여(의료 여)비용으로 정상군 환자의 요

양 여(의료 여) 비용은 포 수가, 비포 수가  가산수가의 합으로 결정한

다. 포 수가는 기 수가와 환자의 입원일수 만큼의 일당수가에 의해 정해지

며, 비포 수가는 행 별수가로 산정한다. 포 수가는 포  역 진료비와 비

포 (약제·치료재료) 진료비의 20%를 합하여 산출한 후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조정계수는 보험자종별, 시범기 별, 환자특성별(내과계·외과계·정신

과)로 구분하여 용한다. 가산수가(가산수가Ⅰ: 시범사업 참여 등에 한 수

가5%, 가산수가Ⅱ: 효율·효과성 노력에 한 수가 15%, 가산수가Ⅲ: 공익  

역할 수행에 한 수가 15%)는 포 수가 액의 각 가산수가별 범  내에서 

합하여 산정한다. 비포  역의 수가는 행 의 경우 100%를 산정하고, 약제 

 치료재료의 경우는 80%(해당 수가의 20%는 포 수가 산출시 포함)를 산

정한다.

상단열외군 환자의 요양 여(의료 여)비용은 정상군 환자의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  행 별 요양 여(의료 여)비용의 합으로 결정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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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 상한입원일수까지는 정상군 환자의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용하며 상한입원일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행 별수가(해당 

수가의 100%)로 산정한다.

하단열외군 환자의 요양 여(의료 여)비용은 행 별수가(해당 수가의 

100%)로 산정하며 각 환자군의 요양 여(의료 여)비용 산정방식을 요약하

여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 2015).

표 1. 신포  각 환자군의 요양 여 산정방식

구분

환자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일수 미만
정상군 하한 ~

정상군 상한일수

정상군 

상한일수 초과

하단열외군 행 별수가 용 - -

정상군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 

  = 포 수가 + 비포 수가 + 가산수가

* 포 수가(포  항목 100%, 비포  항목    

  (약제·치료재료) 20% 비용 포함) = 기   

  수가 + 일당수가

* 비포 수가 = 항목별로 행 별수가 100%행  

    80%(약제·치료재료) 산정

* 가산수가 = 기 별로 부여된 가산항목 비율의  

  합을 포 수가에 곱하여 산정

-

상단열외군 정상군 환자와 동일
행 별수가 

용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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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을 구성하는 포 수가  비포 수가 상항

목은 표 2와 같다.

표 2. 신포  포 수가  비포 수가 상 항목

구분 포 상 비포 상

내역

◦ ‘다음’의 분류 항목에 해  

    당하지 않는 행 ·약제·  

    치료재료(행 별수가제의  

    여  비 여 상 해  

    당)

◦ 기타 항목

- 산화단층 상진단(CT)

- 음 검사

(단, 시술을 한 음 는 제외)

◦ ‘다음’의 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행 ·약제·치료재료(행 별수가  

    제의 여 상 해당, 비 여   

    상은 제외)

◦ 단가와 무 한 비포  상 항목

- 의사행  성격의 항목

  · 수술  시술: 외과  수술, 내  

    시경하 시술, 경피  시술, 재  

    (방사선) 시술, 비  시술

  · 검사 등: 조 촬 , 내시경  

    검사  천자

  · 생검

- 특수질환자 련 항목

  · 정신과 특정행 ( 기충격요법)  

     약제

- 기타 특정 항목

  · 환자실·격리병실료

  · 제세동술

  · 제한 항균제

  · 투석 련 행   투석액

  ·   액성분제제

- 식  등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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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포  여범 의 설정

(1) 요양 여(의료 여) 상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의료 여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 ·약제·치료재료  행 별수가제에서 요양 여 (의료 여)로 정한 

사항으로「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별표 2 제 2호 사목, 

제 3호 아목, 제 4호 거목에 해당하는 비 여 상  단가 10만원 미만의 

행 ·약제·치료재료에 해당됨. 다만, 제 2호 사목, 제3호 아목의 경우는 상 

질병군 진료 목 에 부합되는 경우만 요양 여 상으로 함. 행 별수가제의 

비 여  음파 검사(시술을 한 음파 제외)는 단가와 무 하게 요양

여 상으로 함.

(2) 비 여 상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 별표 2 제 1호, 제 2호, 가

목~사목, 제3호 가목~아목, 제 4호 가목~하목, 제 7호, 제 8호에 해당하는 

비 여를 상으로 함. 다만, 제 2호 사목, 제 3호 아목의 경우는 (가)항 2)

목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별표 2 제4호 거목에 해당하는 비 여 상  단가 10만 원 이

상의 행 ·약제·치료재료가 해당됨. 다만, MRI검사가 비 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 약제 등은 단가와 무 하게 비 여 상으로 함.

(3) 액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가목, 사목  응 의료 이송처

치료, 아목 (1)의 통증 자가 조 법(PCA), 가정간호 교통비, F-18 FDG 양

자단층촬 (PET)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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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 계산 방법

-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 = 포 수가 + 비포 수가 + 가산수가

* 조정계수: 행 별 진료비와 신포  진료비가 동일하게 되도록 기 별(환

자특성별)로 반 하는 계수

* 가산수가: 기 별로 부여된 가산 항목 비율을 합을 포 수가에 곱하여 

산출

다. 요양 여(의료 여)비용 열외군 보상

진료비가 상당히 높은 환자로 인해 발생되는 요양기 의 비용 손실을 방지

하기 하여 요양 여(의료 여)비용 열외군을 설정하여 별도 액 추가 보상

하며 열외군은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이 행 별수가로 계산한 비용보

다 작고 그 차이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200만원 과 액 액에 

하여 추가 보상함.

3.2. 신포 지불제도 시범사업 세부지침

가. 여 상 질병군 결정

시범사업 상 553개 질병군은 주진단명, 연령, 기타진단의 합병증 및 동반

상병 등에 따라 총 1,750개의 질병군으로 구분한다. 질병군번호는 총 6자리이

며 첫 4자리는 질병군 분류를, 5번째 자리는 연령 분류를, 6번째 자리는 합병

증 및 동반상병 분류를 나타낸다. 주진단범주(Major Diagnosis Category, 

MDC)란 신체 분 나 질병 분류에 따른 질병군의 분류이며, 각 질병군은 하

나의 주진단 범주에 속하게 된다. 질병군 번호는 입원환자가 가진 주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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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진단명, 수술명, 연령, 입원일수 등에 따라 결정한다. 질병군번호를 결

정하기 해 주진단과 기타진단 등의 진단명을 부여하고 이를 한국표 질병·

사인분류(2015. 통계청)에 따라 진단명 코드를 기재한다. 질병군번호는 퇴원 

시 확정된 주진단명과 기타진단명, 주요 시술 등에 의해 결정하며, 건강심사평

가원에서 제공한 시범사업용 분류 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그림 1).

그림1. KDRG 분류체계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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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상군 상한일 이하
정상군 

상한일수 과
본인

부담률

포  수가 비포

수가
행 별수가

평균입원일수이하 평균입원일수 과

건강보험 20% 23% 20% 20%

의료 여 1종 0%
의료 여 2종 10%

나. 여의 범   비용부담

(1) 요양 여(의료 여)의 범

시범사업 상 553개 질병군의 요양 여(의료 여)범 는「국민건강보험

법」제 41조 제 1항  「의료 여법」제 7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 여(의료 여)  비 여 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으로 한다.

(2) 요양 여(의료 여)비용의 부담

(가) 포 수가

포 수가의 본인일부부담은 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를 기 으로 본인부담률

을 달리 용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원시 부터 평균 입원일수까지는 본인

부담률 20%를 용하며, 평균입원일수를 과한 날부터 정상군 상한입원일수

까지는 동 본인부담률에 3%를 가산한다. 다만, 의료 여의 본인일부부담은 행

별 수가제와 동일하게 용한다.

(나) 비포 수가

비포 수가는 행 별수가제의 입원 본인부담률을 용한다.

(다)  (가)내지 (나)에 의한 본인부담률을 도식화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포 수가, 비포 수가 본인부담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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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 (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의료장비(MRI, 

PET)를 이용한 진료비’는 외래본인부담률에 의하며, ‘식 ’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50%를 용함. 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 산정

특례 상자, 자연분만자, 6세미만 환자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본인부담률을 용한다. 단, 의료 여 본인부담률은 의료 여 법 제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를 따른다.

(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범사업 요양 여(의료 여)비용을 본인이  

액 부담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사목  이송처치료  

아목 1)의 통증자가조 법(PCA)에 해당하는 비용

  3) 가정간호 교통비

  4) F-18 FGD 양 자단층촬 (PET)(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1호 

제3항)

(3) 비 여 상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별표 2 제 1호, 제 2

호, 가목~사목, 제 3호 가목~아목, 제 4호 가목~하목, 제 7호, 제8호에 해당

하는 비 여 상. 다만, 제 2호 사목, 제 3호 아목의 경우는 상 질병군 진

료목 에 부합되는 경우 비 여에서 제외.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별표 2 제 4호 거목에 

해당하는 비 여 상  단가 10만원 이상의 행 ·약제·치료재료. 다만, MRI

검사가 비 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 약제 등은 단가와 무 하게 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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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함.

(4) 하단열외군 및 상단열외군 환자의 정상군 상한일수를 과하는 부분 

(행 별수가제 용)의 요양 여(의료 여)범  및 비용부담 등은 행 별수가

제의 기 에 의한다.

  

다. 신포 지불제도 시범사업 진료수가기

(1)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 산정방법

신포  요양 여비용은 포 수가, 비포 수가와 가산수가의 합으로 구성된

다.

-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 = 포 수가 + 비포 수가 + 가산수가

* 가산수가: 기 별로 부여된 가산 항목 비율의 합을 포 수가에 곱하여 산출

(2) 포 수가 산정방법

(가) 기 수가 및 일당수가 산출방법

   - 기 수가 = {(기 수☓조정계수)☓ 수당 단가} + 가산

   - 일당수가 = {(일당수가☓조정계수)☓ 수당 단가} + 가산

* 수당 단가는 보건복지부 고시(건강보험요양 여(의료 여)비용의 내역)를 용

(나) 포 수가는 기 수가에 평균입원일수와 해당 환자의 입원일수 차이 

만큼 일당수가를 가감한다.

- 포 수가 = {기 수가+(환자 입원일수-평균 입원일수)☓일당수가}

* 기 수가: 질병군별로 평균 입원일수만큼 입원했을 때 발생되는 건당진료비용

* 환자입원일수: 정상군 환자의 경우 해당 환자의 입원일수, 상단열외군환자

의 경우 정상군 상단 입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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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입원일수: 질병군별로 산출된 건당 평균 입원일수

* 일당수가: 입원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질병군별로 부여된 조

정계수가 반 됨. 다만, 7개 질병군의 경우 기 별 조정계수와 가산수가에 

계없이 종합병원, 병원별로 산정한다.

(3) 비포 수가 산정방법

비포 수가는 각 항목별로 해당 행 별수가의 80%를 산정한다. (단, 흉부외

과·외과 문의 가산료, 식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련[별

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은 해당 액의 100%

를 산정한다.)

- 행  = 건강보험 행  여·비 여 목록표  여 상 가치 수에 의한   

           액의 80%( 는 100%)

- 약제 = 상한 액 범  내 시범기  구입 액의 80%

- 치료재료 = 상한 액 범  내 시범기  구입 액의 80%

(3) 요양 여(의료 여)비용 열외군 환자의 진료비 산정방법

요양 여(의료 여)비용 열외군은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총액이 행

별 총진료비 보다 고 그 차액이 200만원을 과하는 경우이며, 요양 여

(의료 여)비용 총액은 다음 산정기 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 요양 여(의료 여)비용열외군 진료비 =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  

   + (정상군 입원기간 행 별 총진료비 -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  

   - 200만원)

* 신포 수가에서는 여범 에 해당되나 행 별에서는 비 여 상인 행

는 해당 시범기 의 행수가를 용하여 산정하고, 약제  치료재료는 실구

입 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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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방법

(1) 포 수가의 본인부담 은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건강보험 상자의 

경우 20% 는 23%를 산정하며, 비포 수가는 20%를 산정한다. 단, 정신과 

14개 질병군(U010~V610)의 포 수가 본인부담 은 입원일수와 무 하게 

20%를 산정함. (의료 여는 행 별 수가제의 본인부담률을 유지)

※ 정상군 입원일수를 과한 상단열외군의 본인부담 은 행 별수가제와 

동일하게 해당 요양 여(의료 여)비용의 20%를 산정한다.

(가) 입원일수가 평균입원일수보다 짧거나 같은 환자 는 정신과 14개 질

병군(U010~V610)환자

  - 본인부담  = (포 수가+비포 수가)☓0.2

(나) 입원일수가 평균입원일수보다 긴 환자

   - 본인부담  = 포 수가(①+②) + 비포 수가☓0.2

      ① 평균입원일수까지: {기 수가+(평균입원일수-평균입원일수)☓일당

수가}☓0.2 = 기 수가☓0.2

      ② 평균입원일수 과: [{기 수가+(환자입원일수-평균입원일수)☓일

당수가}-기 수가]☓0.23={(환자입원일수-평균입원일수)☓일당수가}☓0.23

(다) 요양 여(의료 여)비용 열외군 환자

200만원을 과한 추가 진료비의 20%에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

에서 결정된 본인부담 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본인부담  =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 산정에 따른 본인부담 + 

(정상군 입원기간 행 별 총진료비 신포  요양 여(의료 여)비용-200만원)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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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여 본인부담 은 행 별수가제와 동일하게 산정

(2) 본인부담 이 결정되는 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정상군 입원일수까지의 본인부담  계산 방법.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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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3).

그림 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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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I의료원을 상으로 하여 상기 이 제공하는 진료비청구 2차 

자료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I의료원에 입원 후 신포

수가제에 용된 퇴원환자를 상으로 하 다. 퇴원환자 11,266명  연구

상은 8,100건이고, 3,166건은 연구 상에서 제외시켰다.

연구에서 제외된 3,166건은 신포 수가제 비 상 3,125건, 행 별수가제 

진료비 계산오류  불안정한 자료 41건 이 다(그림 4).

그림 4. 연구 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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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정의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환자 특성별 진료비 차이 

분석 특성으로 제시된 요인을 변수로 선정하 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표 4와 같다. 

3.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신포 수가제에 용을 받아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를 

상으로 성별, 연령과 의료이용 특성으로 구분하 다.

3.1.1. 성별, 연령 특성

성별, 연령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주민등록 기 을 사용하 다. 

둘째, 연령은 주민등록 기 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 으며, 19세 이하, 20 , 

30 , 40 , 50 , 60 , 70세 이상으로 분류하 다.

3.1.2. 의료이용 특성

의료이용 특성으로는 유형, 계열, 재원기간, 진료과목, 수술여부, 응 실 이

용여부, DRG 증도를 변수로 선정하 다.

첫째, 유형은 건강보험과 의료 여로 분류하 다.

둘째, 계열은 내과계, 외과계, 정신건강의학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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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원기간은 14일 간격으로 1일-14일, 15일-28일, 29일-42일, 43일

-56일, 57일 이상으로 구분하 다.

넷째,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

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응 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

과로 분류하 다.

다섯째, 수술여부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는 ‘미수술’, 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수술’로 분류하 다.

여섯째, 응 실 이용여부는 외래 진료과를 통해 입원한 환자는 ‘미이용’, 응

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는 ‘이용’으로 분류하 다.

일곱째, DRG 증도는 기본은 ‘0’, 증도가 높아질수록  ‘1’, ‘2’, ‘3’으로 구

분하 다.

3.2. 종속변수

포 가산 액이 포함된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총진료비를 해당연

도의 환산지수로 각각 나  값의 차이를 조정차이1로 하고 신포 수가제의 총

진료비에서 포 가산 액을 제외한 총진료비와 행 별수가제의 총진료비를 해

당연도의 환산지수로 각각 나  값의 차이를 조정차이2로 구분 하 다(그림 

5).

그림 5. 종속변수 계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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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변수

분석차원 변수명 내 용

독립변수

성별 1: 남, 2: 여

연령
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의료
이용
특성

유형 1: 건강보험, 2: 의료 여

계열 1: 내과계, 2: 외과계, 3: 정신건강의학과

재원기간 1~14일, 15~28일, 29~42일, 43~56일, 57일 이상

진료과목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응 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수술여부 1: 미수술, 2: 수술

응 실 

이용여부
1: 미이용, 2: 이용

DRG 증도 0, 1, 2, 3

종속변수

조정차이1
신포 수가제 총진료비와 행 별수가제 총진료비를 연도

별 환산지수로 나  값의 차이

조정차이2
신포 수가제 총진료비(가산수가 제외)와 행 별수가제 

총진료비를 연도별 환산지수로 나  값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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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2(SAS Institute, Cary, NC)를 사용

하 고, 모든 분석의 유의수 은 5%로 설정하 다.

첫째, 연구 상자의 성별, 연령과 의료이용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다.

둘째, 연구 상자의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진료비 비교와 성별, 연

령과 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진료비 차이 분석을 해 신포 수가제와 행 별

수가제의 총진료비를 연도별 환산지수로 나 어 보정한 후 보정된 값의 차이

(조정차이1)에 해 연도별로 평균비교분석(T-test, ANOVA)을 수행하 다.

셋째, 연도 변화에 따른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진료비 차이를 분

석하기 해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총진료비를 연도별 환산지수로 

나 어 보정한 후 보정된 값의 차이(조정차이1)에 해 다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넷째, 포 가산수가에 따른 행 량 변화를 알아보기 해 연도별 신포 수

가제의 총진료비에서 포 가산 액을 제외한 총진료비와 행 별 수가제의 총

진료비를 각 해당 연도의 환산지수로 나 어 보정한 후 보정된 값의 차이(조

정차이2)에 해 다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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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2014년 성별은 남성 53.7%, 여성 46.2%이다. 연령별 분포는  

70세 이상이 47.7%, 50-59세 17.6%, 60-69세 15.5%로 부분 50세 이상 

노령인구로 구성되어있으며, 의료보장 유형은 건강보험 68.1%, 의료 여 

31.9%로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 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계열은 내과계 

42.6%, 외과계 53.6%, 정신건강의학과 3.7%이었으며, 재원기간은 1-14일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료과목은 내과 40.6%, 정형외과 15.1%, 외

과 12.3%, 안과 7.9%, 신경외과 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술여부는 미

수술 48.5%, 수술 51.4%이었고, 응 실 이용여부는 미이용 59.7%, 이용 

40.2%이었으며, DRG 증도는 증도0 52.7%, 증도1 23.6%, 증도2 

16.2%, 증도3 7.4%이었다.

2015년 성별은 남성 50.1%, 여성 49.8%이다. 연령별 분포는 70세 이상이 

50.4%, 60-69세 17.8%, 50-59세 15.6%로 부분 50세 이상 노령인구로 

구성되어있으며, 의료보장 유형은 건강보험 68.6%, 의료 여 31.3%이었다. 

계열은 내과계 44.2%, 외과계 52.2%, 정신건강의학과 3.5%이었다. 재원기간

은 1-14일이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료과목은 내과 40.7%, 정형외

과 19.3%, 외과 13.2%, 안과 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술여부는 미수

술 47.4%, 수술 52.5%이었고, 응 실 이용여부는 미이용 65.8%, 이용 

34.1%이었으며, DRG 증도는 증도0 61.5%, 증도1 20.4%, 증도2 

13.6%, 증도3 4.2%이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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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상자의 성별, 연령과 의료이용 특성 

구분
2014년 2015년

빈도(N) 분율(%) 빈도(N) 분율(%)

성별
남 2,301 53.7 1,915 50.1

여 1,978 46.2 1,906 49.8

연령 19세 이하 78 1.8 63 1.6

20세-29세 118 2.7 114 2.9

30세-39세 222 5.1 132 3.4

40세-49세 398 9.3 306 8.0

50세-59세 756 17.6 599 15.6

60세-69세 665 15.5 681 17.8

70세 이상 2,042 47.7 1,926 50.4

유형
의료 여 1,365 31.9 1,197 31.3

건강보험 2,914 68.1 2,624 68.6

계열

내과계 1,823 42.6 1,690 44.2

외과계 2,297 53.6 1,995 52.2

정신건강의학과 159 3.7 136 3.5

재원기간

1일-14일 2,499 58.4 2,266 59.3

15일-28일 1,050 24.5 988 25.8

29일-42일 459 10.7 372 9.7

43일-56일 120 2.8 88 2.3

57일이상 151 3.5 107 2.8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1 0.1 0 0

내과 1,740 40.6 1,557 40.7

비뇨기과 194 4.5 129 3.3

산부인과 1 0.1 4 0.1

소아청소년과 0 0 6 0.1

신경과 82 1.9 127 3.3

신경외과 311 7.2 242 6.3

안과 338 7.9 281 7.3

외과 529 12.3 506 13.2

응 의학과 199 4.6 93 2.4

이비인후과 76 1.7 0 0

정신건강의학과 159 3.7 136 3.5

정형외과 649 15.1 740 19.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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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상자의 성별, 연령과 의료이용 특성    (계속)

구분
2014년 2015년

빈도(N) 분율(%) 빈도(N) 분율(%)

수술여부
미수술 2,079 48.5 1,814 47.4

수술 2,200 51.4 2,007 52.5

응 실

이용여부

미이용 2,556 59.7 2,516 65.8

이용 1,723 40.2 1,305 34.1

DRG 

증도

증도=0 2,255 52.7 2,351 61.5

증도=1 1,010 23.6 783 20.4

증도=2 695 16.2 523 13.6

증도=3 319 7.4 164 4.2

합계 4,279 100 3,82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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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 비교

2.1.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진료비 비교

2014년 신포 수가제 진료비는 총액 12,930,275,305원, 환자부담  

2,033,435,546원, 보험자부담  10,896,839,759원 이었다. 환산지수(68.8)로 

나 어 보정한 상 가치 수는 총액 187,940,048 , 환자부담  29,555,749

, 보험자부담  158,384,298  이었다. 신포 수가제 총액에 포 가산 액

을 제외한 후 환산지수(68.8)로 보정한 상 가치 수는 총액 178,702,289  

이었다. 행 별수가제 진료비는 총액 11,764,085,315원, 환자부담  

2,506,605,355원, 보험자부담  9,257,479,960원 이었다. 환산지수(68.8)로 

나 어 보정한 상 가치 수는 총액 170,989,612 , 환자부담  36,433,217

, 보험자부담  134,556,395  이었다. 2015년 신포 수가제 진료비는 총

액 13,228,915,732원, 환자부담  2,002,489,918원, 보험자부담  

11,226,425,814원 이었다. 해당연도 환산지수(70)로 나 어 보정한 상 가치 

수는 총액 188,984,510 , 환자부담  28,283,755 , 보험자부담  

160,377,511  이었다. 신포 수가제 총액에 포 가산 액을 제외한 후 환산

지수(70)로 보정한 상 가치 수는 총액 171,422,107  이었다. 행 별수가

제 진료비는 총액 11,931,864,278원, 환자부담  2,482,337,743원, 보험자부

담  9,449,526,535원 이었다. 환산지수(70)로 나 어 보정한 상 가치 수

는 총액 170,455,204 , 환자부담  35,461,967 , 보험자부담  

134,993,236  이었다(표 6).



- 30 -

표 6.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 진료비 비교

연도 구분

신포 수가제 행 별수가제

액
조정 액

( 환산지수)

조정 액

(가산수가제외, 

환산지수)

액
조정 액

(환산지수)

2014

진료비 총액 12,930,275,305 187,940,048 178,702,289 11,764,085,315 170,989,612

환자부담 2,033,435,546 29,555,749 n/a 2,506,605,355 36,433,217

보험자부담 10,896,839,759 158,384,298 n/a 9,257,479,960 134,556,395

2015

진료비 총액 13,228,915,732 188,984,510 171,422,107 11,931,864,278 170,455,204

환자부담 2,002,489,918 28,283,755 n/a 2,482,337,743 35,461,967

보험자부담 11,226,425,814 160,377,511 n/a 9,449,526,535 134,9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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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행 별수가제 비 신포 수가제 진료비 비율

행 별수가제 비 신포 수가제 진료비 비율은 2014년 건강보험에서 총진

료비는 9.6%, 포 가산 을 제외한 총진료비는 4.2%, 보험자부담 은 19.1%

높게 나타났다. 환자부담 은 15.7%, 비 여는 38.3%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여에서 총진료비는 10.5%, 포 가산 을 제외한 총진료비는 5%, 보험

자부담 은 15.6%높게 나타났다. 환자부담 은 35.3%, 비 여는 40.3%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건강보험에서 총진료비는 11.5%, 포 가산 을 제

외한 총진료비는 1.2%, 보험자부담 은 21.7%높게 나타났다. 환자부담 은 

16.3%, 비 여는 40.2%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여에서 총진료비는 

9.6%높게 나타났으며, 포 가산 을 제외한 총진료비는 0.7%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보험자부담 은 14.3%높게 나타났으며, 환자부담 은 36.1%, 비 여

는 40.2%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행 별수가제 비 신포 수가제 진료비 비율

구분
2014 2015

건강보험 의료 여 건강보험 의료 여

총진료비

(가산 제외)
4.2% 5% 1.2% -0.7%

총진료비 9.6% 10.5% 11.5% 9.6

보험자부담 19.1% 15.6% 21.7% 14.3%

환자부담 -15.7% -35.3% -16.3% -36.1

비 여 -38.3 -40.3% -40.2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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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정차이1, 조정차이2 히스토그램 결과

2014년도 가산 이 포함된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환산지수 보정된 총

진료비 차이는 정규분포이며 수는 3,210, 평균은 3,961이며 그림 6과 같다.

그림 6. 2014년 조정차이1 히스토그램. 

2015년도 가산 이 포함된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환산지수 보정된 총

진료비 차이는 정규분포이며 수는 3,584, 평균은 4,849이며 그림 7과 같다.

그림 7. 2015년 조정차이1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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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가산 이 제외된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환산지수 보정된 총

진료비 차이는 정규분포이며 수는 1,770, 평균은 1,802이며 그림 8과 같다.

그림 8. 2014년 조정차이2 히스토그램.

2015년도 가산 이 제외된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환산지수 보정된 총

진료비 차이는 정규분포이며 수는 610, 평균은 253이며 그림 9와 같다.

그림 9. 2015년 조정차이2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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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 연령과 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보정된 값의 차이(조정차이1)에 하여 성

별, 연령과 의료이용 특성의 차이분석을 해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2014년에는 성별, 연령, 재원기간, 유형, 계열, DRG 증도, 수술여부 변수가 

보정된 값의 차이와 통계 으로 유의하 고, 2015년에는 성별, 재원기간, 계

열, DRG 증도, 수술여부, 응 실 이용여부 변수가 보정된 값의 차이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2014년에는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상차이

정도(남성: 4,291, 여성: 3,577)가 높았으며, 연령에서는 특히 40 (4,875), 

50 (4,643)에서 보상차이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원기간은 57일 

이상(9,212), 의료보장 유형은 의료 여(4,524), 계열은 정신건강의학과

(5,983), DRG 증도는 증도1(4,949), 수술여부는 미수술(4,379), 응 실 

이용여부는 이용(4,078)의 보상차이정도가 높았다. 2015년에는 성별의 경우 

남성(5,277)이, 재원기간은 57일 이상(10,988), 계열은 정신건강의학과

(12,308), DRG 증도는 증도1(6,188)이, 수술여부는 미수술(5,120), 응

실 이용여부는 이용(5,357)의 보상차이정도가 높았다. 2014년과 2015년 공통

으로 성별에서는 남성이, 재원기간은 57일 이상이, 계열에서는 정신건강의

학과, DRG 증도에서는 증도1, 수술여부에서는 미수술, 응 실이용여부에서

는 이용 그룹의 보상차이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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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성별, 연령과 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2014년 2015년

빈도(N) 평균 표 편차 p 빈도(N) 평균 표 편차 p

성별 0.003* 0.001*

남 2,301 4,291 8,589 1,915 5,277 8,798

여 1,978 3,577 7,482 1,906 4,419 7,970

연령 0.0033* 0.0592

19세 이하 78 2,182 4,142 63 3,780 5,510

20세-29세 118 3,176 6,757 114 5,482 9,197

30세-39세 222 3,095 6,060 132 4,938 7,369

40세-49세 398 4,875 9,320 306 5,546 10,134

50세-59세 756 4,643 7,784 599 5,641 8,839

60세 이상 665 3,592 7,782 681 4,742 8,563

70세 이상 2,042 3,859 8,412 1,926 4,522 7,980

재원기간 <.0001** <.0001**

1일-14일 2,499 2,715 4,684 2,266 3,374 4,865

15일-28일 1,050 4,672 8,235 988 5,823 10,041

29일-42일 459 6,772 11,968 372 8,498 12,083

43일-56일 120 6,343 14,286 88 9,031 15,668

57일 이상 151 9,212 18,656 107 10,988 15,31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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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성별, 연령과 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계속)

2014년 2015년

빈도(N) 평균 표 편차 p 빈도(N) 평균 표 편차 p

유형 0.003* 0.355

의료 여 1,365 4,524 8,801 1,197 4,672 7,594

건강보험 2,914 3,697 7,742 2,624 4,929 8,751

계열 0.001* <.0001**

내과계 1,823 4,263 8,190 1,690 4,606 7,440

외과계 2,297 3,582 8,092 1,995 4,547 8,852

정신건강의학과 159 5,983 6,754 136 12,308 9,562

DRG 증도 <.0001** <.0001**

증도=0 2,255 3,480 6,551 2,351 4,430 7,051

증도=1 1,010 4,949 9,768 783 6,188 10,801

증도=2 695 4,211 9,143 523 4,819 9,500

증도=3 319 3,694 9,439 164 4,563 8,897

수술여부 0.001* 0.054

미수술 2,079 4,379 6,118 1,814 5,120 6,906

수술 2,200 3,565 9,594 2,007 4,604 9,555

응 실 

이용여부
0.467 0.012*

미이용 2,556 3,882 6,758 2,516 4,585 7,638

이용 1,723 4,078 9,764 1,305 5,357 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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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산지수 보정 후 신포 , 행 별 진료비 차이 분석

신포 수가제 총진료비와 행 별수가제 총진료비를 각 연도별 환산지수로 

나 어 계산한 차이(조정차이1)를 종속변수로 한 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 

투입된 모든 독립변수를 통제한 후, 성별, 연령, 재원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

료, DRG 증도, 수술여부, 조사연도 변수가 조정차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력이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성(기 집단) 비 여성에서 총진료비 차이가 낮게(coefficient 

=-755.8)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19세이하(기 집단) 비 40 (coefficient= 

1,584.8)와 50 (coefficient=1,497.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재원기간은 기

집단(1-14일) 비 재원기간이 증가할수록 조정차이는 차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15-28일: 2,233.4, 29-42일: 4,755.7, 43-56일: 4,700.3, 57일 이

상: 6,326.5)을 보 다. 계열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가 내과계(기 집단) 비 

차이가 높게(coefficient=1,940.7) 나타났고, DRG 증도에서는 증도0(기

집단) 비 증도1에서는 높게(coefficient=714.3), 증도3에서는 낮게

(coefficient=-1,211.7) 나타났다. 수술여부에서는 미수술(기 집단) 비 수

술을 실시한 그룹의 차이가 낮게(coefficient=-853.1) 나타났고, 조사연도에

서는 2014년(기 집단) 비 2015년도의 총 진료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

하게 높게(coefficient=1,008.6) 나타났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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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신포 , 행 별 환산지수 보정 후 차이 다 회귀 분석

변수 
회귀계수 

추정값
표 오차 t p 

상수항 -10,552.0 2,749.3 -3.84 0.001

성별 남자 

여자 -755.8 185.1 -4.08 <.0001**

연령 19세 이하  

20세-29세 653.1 853.8 0.76 0.444

30세-39세 513.6 796.0 0.65 0.518

40세-49세 1,584.8 740.1 2.14 0.032*

50세-59세 1,497.2 710.8 2.11 0.035
*

60세-69세 836.5 710.8 1.18 0.239

70세 이상 888.9 692.5 1.28 0.199

재원기간 1일-14일 

15일-28일 2,233.4 220.6 10.12 <.0001**

29일-42일 4,755.7 314.3 15.13 <.0001**

43일-56일 4,700.3 575.4 8.17 <.0001**

57일 이상 6,326.5 547.6 11.55 <.0001**

유형 의료 여 

건강보험 121.3 196.8 0.62 0.537

계열 내과계 

외과계 -148.7 196.2 -0.76 0.448

정신건강의학과 
1,940.7 540.0 3.59 0.00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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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신포 , 행 별 환산지수 보정 후 차이 다 회귀 분석 (계속)

변수 
회귀계수 

추정값
표 오차 t p 

DRG 

증도 
증도=0 

증도=1 714.3 232.6 3.07 0.002*

증도=2 -366.7 276.7 -1.32 0.185

증도=3 -1,211.7 412.9 -2.93 0.003*

수술여부 미수술 

수술 -853.1 192.5 -4.43 <.0001**

응 실 

이용여부 
미이용 

이용 108.0 190.7 0.57 0.571

조사연도 2014

2015 1,008.6 179.4 5.62 <.0001**

R-square 0.0693 Adj R-square 0.0670

F value 30.07 Prob>F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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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 가산수가에 따른 행 량 변화 분석

신포 수가제의 가산수가에 따른 행 량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 신포 수

가제 총진료비에서 포 가산 액이 제외된 신포 수가 총진료비와 행 별수가 

총진료비를 각 연도별 환산지수로 나 어 계산한 후 총진료비 차이(조정차이

2)를 종속변수로 한 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 투입된 모든 독립변수를 통제

한 후, 성별, 재원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경험, DRG 증도, 수술여부, 응

실이용여부, 조사연도에서 조정차이가 유의하게 향력이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성(기 집단) 비 여성에서 총진료비 차이가 낮게

(coefficient=-671.3)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행 량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재원기간은 기 집단(1-14일) 비 57일 이상에서 차이가 높게

(coefficient=996.6) 나타났다. 계열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가 내과계(기 집

단) 비 높게(coefficient=2,579.6) 나타났고, DRG 증도에서는 증도0(기

집단) 비 증도2(coefficient=-962.3)와 증도3(coefficient=-1,753.3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방향성을 나타냈다. 수술여부에서는 미수술

(기 집단) 비 수술을 실시한 집단의 차이가 낮게(coefficient=-1,337.8) 나

타났고, 응 실 이용여부에서는 미이용(기 집단) 비 이용 집단에서 차이가 

낮게(coefficient=-553.6) 나타났으며, 조사연도에서는 2014년(기 집단) 

비 2015년도의 총진료비 차이가 감소(coefficient=-1,583.7)하는 방향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력을 나타냈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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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포 가산수가에 따른 행 량 변화 다 회귀 분석

변수 
회귀계수 

추정값
표 오차 t p 

상수항 27,695.0 2,534.8 10.93 <.0001

성별 남자 

여자 -671.3 170.6 -3.93 <.0001**

연령 19세 이하 

20세-29세 64.3 787.2 0.08 0.934

30세-39세 21.8 733.9 0.03 0.976

40세-49세 938.8 682.4 1.38 0.168

50세-59세 822.3 655.3 1.25 0.209

60세-69세 81.0 655.4 0.12 0.901

70세 이상 33.7 638.5 0.05 0.957

재원기간 1일-14일 

15일-28일 -244.7 203.4 -1.2 0.229

29일-42일 425.5 289.8 1.47 0.142

43일-56일 -368.7 530.5 -0.7 0.487

57일 이상 996.6 504.9 1.97 0.048*

유형 의료 여 

건강보험 -18.0 181.4 -0.1 0.920

계열 내과계 

외과계 71.9 180.9 0.4 0.691

정신건강의학과 2,579.6 497.8 5.18 <.000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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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포 가산수가에 따른 행 량 변화 다 회귀 분석 (계속)

변수 
회귀계수 

추정값
표 오차 t p 

DRG 

증도 
증도=0 

증도=1 -124.1 214.5 -0.58 0.562

증도=2 -962.3 255.2 -3.77 0.001*

증도=3 -1,753.3 380.6 -4.61 <.0001**

수술여부 미수술 

수술 -1,337.8 177.5 -7.54 <.0001**

응 실 

이용여부 
미이용 

이용 -553.6 175.9 -3.15 0.001
*

조사연도 2014

2015 -1,583.7 165.4 -9.57 <.0001**

R-square 0.0418 Adj R-square 0.0394

F value 17.60 Prob>F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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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 진료비 분석

박은철 등(2014) 연구에서는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진료비 비교

에서 총진료비는 건강보험의 경우 행 별수가제로 진료비를 지불받았을 경우

보다 신포 수가제에서 7.8%증가하 고, 의료 여에서 8.6%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환자부담 에서는 건강보험은 6.0%감소하 고, 의료 여는 38.4%

감소하 으며, 보험자부담 에서는 건강보험은 13.8%증가하 고, 의료 여는 

13.5%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체 으로 총진료비와 보험자부담 은 행 별

에 비해 신포 수가제에서 증가하 으며, 환자부담 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의 경우 총액은 행 별 진료비로 지불받았을 경우

보다 건강보험에서 9.6%, 의료 여에서 10.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

자부담 에서는 건강보험은 15.7%, 의료 여는 35.3%감소하 으며, 보험자부

담 에서는 건강보험은 19.1%, 의료 여는 15.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의 경우 총액은 행 별 진료비로 지불받았을 경우보다 건강보험에서 

11.5%, 의료 여에서 9.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부담 에서는 건강

보험은 16.3%, 의료 여는 36.1%감소하 으며, 보험자부담 에서는 건강보험

은 21.7%, 의료 여는 14.3%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박은철 등(2014) 연구에

서와 같이 총진료비와 보험자부담 은 행 별에 비해 신포 에서 증가하 으

며, 환자부담 과 비 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 가산 을 제

외한 차이 비교에서는 2014년도 건강보험이 4.2%, 의료 여는 5%증가하

고, 2015년도에는 건강보험이 1.2%증가하는데 그쳤고, 의료 여는 오히려 

0.7%감소하여 시범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신포 수가제와 행 별 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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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의 차이가 차 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포 가산수가가 진료비 

규모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포 가산수가에 따른 행 량 분석

신포 수가제의 포 가산수가에 따른 행 량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 신포

수가 총진료비와 행 별수가 총진료비를 각 연도별 환산지수로 나 어 계산

한 값의 차이(조정차이1)와 신포 수가제 총진료비에서 포 가산 액이 제외

된 신포 수가 총진료비와 행 별수가 총진료비를 각 연도별 환산지수로 나

어 계산한 값의 차이(조정차이2)를 각각 종속변수로 한 다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그 결과 공통 으로 성별, 재원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경험, 

DRG 증도, 수술여부 변수의 조정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력이 있었

다. 조사연도에 따른 조정차이 분석에서 포 가산 을 포함했을 경우(조정차

이1), 2014년(기 집단) 비 2015년도가 유의하게 증가(coefficient= 

1,008.6)하여 행 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포 가산 을 제외한 차이

(조정차이2)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감소(coefficient=-1,583.7)하여 행 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 가산 을 제외한 차이(조정차이2) 분석의 

경우, 의료이용특성  DRG 증도 2, 3에서, 수술여부의 수술시, 응 실 이용

여부의 이용시 행 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행 량도 2014년 

39,960에서 2015년 44,610으로 11.6%(부표 2)늘어났다. 이는 신포 지불제

도 시범사업(일산병원 4차, 지역거  공공병원 2단계) 평가 연구에서 시범사

업실시 이후 재원일수의 감소로 체 행 량이 건강보험에서 9.5% 감소하고, 

의료 여에서 12.6% 감소한 결과(박은철 등, 2014)와는 다르게 재원일수가 

2014년도 비 2015년도 건강보험에서 0.2일 감소하 고, 의료 여에서 2일 

감소하 음에도(부표 1) 오히려 행 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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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가의 확 가(부표 3) 행 량을 증가시키는데 정 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행 량 증가에 따른 의료의 질 변화를 알아보기 해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여부를 종속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나(부

표 4), 2014년 비 2015년도의 재입원율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아(OR: 1.0, 95% CI: 0.830-1.242)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 할 수 없었다. 향

후 더 많은 자료의 축척을 통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3. 연구의 제한

본 연구에서 몇 가지 제한 들이 있었다. 

첫째, 신포 수가제 시범기   일개 종합병원을 상으로 시범사업 이후 

최근 2년간의 진료비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로 일개 의료기 에 국

한되어 시범사업기  체를 표할 수 없다.

둘째, 공공의료기  특성상 정진료를 표방하고 있고, 의료 여 환자비 이 

높아 평균재원일수가 상 으로 길고, 민간병원과 달리 수입에 덜 민감하여 

행 량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시범사업을 민간에 확  용 시 수입을 요시하는 민간 병원에서 

가산수가가 늘어날 경우에도 행 량이 같이 늘어날 것인가에 해선 의문 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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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행 진료비 지불 방식인 행 별수가제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포 수가제의 진료비 변화를 비교 연구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15

년까지 I의료원에 입원하여 신포 수가제에 용을 받은 입원환자 8,100명을 

상으로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진료비 비교 분석을 해, 성별, 연

령과 의료이용특성에 따른 평균비교분석(T-test, ANOVA)을 실시하 으며, 

포 가산수가 변화에 따른 행 량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자 다  선형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신포 수가제와 행 별수가제의 총액을 각 연도의 환산지수로 나  값의 차

이(조정차이1)를 평균비교 분석한 결과 2014년과 2015년 공통 으로 성별에

서는 남성이 보상차이정도가 높았으며, 재원일수에서는 57일이상, 유형에서는 

의료 여, DRG 증도에서는 증도1, 수술여부에서는 미수술 그룹의 보상차

이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포 가산 이 포함된 신포 수가 총진료비와 행 별수가 총진료비를 각 연

도별 환산지수로 나 어 계산한 값의 차이(조정차이1)를 종속변수로 한 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 성별, 연령, 재원기간, 계열, DRG 증도, 수술여부, 조사

연도에서 조정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향력이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연령에서는 40 와 50 가 높게 나타났고, 재원기간의 경우 재원기간이 증가

할수록 조정차이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 다. 계열에서는 내과계 비 

정신건강의학과가 높게, DRG 증도에서는 증도1은 높게, 증도3은 낮게, 

수술여부에서는 미수술시 높게, 조사연도에서는 2014년도 비 2015년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 가산 을 제외한 신포 수가 총진료비와 행 별수가 총진료비를 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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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 환산지수로 나 어 계산한 값의 차이(조정차이2)를 종속변수로 한 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 성별, 재원기간, 계열, DRG 증도, 수술여부, 응 실이용

여부, 조사연도에서 조정차이2가 통계 으로 유의한 향력이 있었다. 특히, 

의료이용특성  DRG 도 2, 3에서, 수술여부의 수술시, 응 실 이용여부

의 이용 그룹에서 차이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행 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조사연도에서도 포 가산 을 포함한 결과와는 반 로 2014년도 비 

2015년도의 조정차이2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행 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

다. 건당 행 량도 2014년 39,960에서 2015년 44,610으로 11.6%늘어났다

(부표 2).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포 가산수가가 행 량 증가에 정 인 향을 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신포 수가제의 확 운 에 있어 가

산수가는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가산수가를 통해 의료기 에 정

한 진료비용을 보 하고, 의료기 이 양질의 정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요한 인센티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 마련이 필요하

며, 이를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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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 2015

건강보험 의료 여 건강보험 의료 여

평균재원일수 15.2 19.2 15 17.2

연도 구분 환자수 평균값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2014

신포 수가

(가산수가제외, 환산지수)
4,279 41,762 42,952 2,389 509,143

행 별수가

(환산지수)
4,279 39,960 43,308 2,600 504,699

2015

신포 수가

(가산수가제외, 환산지수)
3,821 44,863 44,315 3,735 507,087

행 별수가

(환산지수)
3,821 44,610 45,744 2,380 530,656

구분
2014 2015

건강보험 의료 여 건강보험 의료 여

가산비율 9% 24%

계 635,557,810원 1,229,368,270원

포 수가가산 413,725,410원 221,832,400원 809,986,080원 419,382,190원

계 4.9% 9.3%

총진료비 

비 비율
4.9% 5% 9.3% 9.4%

부표 1. 2014년, 2015년 유형별 평균재원일수

부표 2. 연도별 신포 , 행 별 건당 행 량

부표 3. 연도별 총진료비 비 포 수가가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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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재입원율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Odds ratio 95% CI

성별 남자 

여자 0.6 (0.489-0.750)

연령 19세 이하 

20세-29세 4.4 (0.536-35.563)

30세-39세 10.8 (1.444-80.377)

40세-49세 7.1 (0.965-52.662)

50세-59세 7.9 (1.080-57.497)

60세-69세 10.3 (1.408-74.876)

70세 이상 7.3 (1.004-53.017)

재원기간 1일-14일 

15일-28일 1.1 (0.834-1.383)

29일-42일 2.4 (1.777-3.239)

43일-56일 1.5 (0.798-2.924)

57일 이상 2.3 (1.327-3.823)

유형 의료 여 

건강보험 0.6 (0.469-0.713)

계열 내과계 

외과계 1.1 (0.912-1.402)

정신건강의학과 1.1 (0.672-1.881)

DRG 증도 증도=0 

증도=1 1.0 (0.758-1.243)

증도=2 0.9 (0.645-1.213)

증도=3 1.3 (0.800-2.053)

수술여부 미수술 

수술 0.2 (0.187-0.305)

응 실 이용여부 미이용 

이용 1.7 (1.338-2.101)

조사연도 2014

2015 1.0 (0.83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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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제목
연구변수 

 방법
연구결과

김연용(2015)

신포 수가제가 재

원일수와 재입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상병군: D6401

, E6131, G6711, 

H0320, I0320, 

I0620

시행군: 29개 종

합병원  지방의

료원

조군: 종합병원

 민간병원

공공병원비교군: 

3개 종합병원  

지방의료원(남원, 

구, 부산)일산

병원

신포 수가제 도입 후 5개 질병

군( 이염  상기도감염, 세균성

폐렴, 장 염, 담낭 제술, 슬  

치환술)에서 평균 재원일수가 

증가, 1개 질병군에서는 평균재원

일수가 감소, 재입원율은 4개 질

병군( 이염  상기도감염, 장

염, 슬  치환술, 세균성 폐

렴)에서 증가, 1개 질병군에서 감

소, 재원일수의 변동계수는 6개 

질병군에서 모두 감소, 하단열외

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5개 질병

군에서감소, 상단열외군은 4개 질

병군에서감소, 정상군은 4개 질병

군에서 증가, 신포 수가제로 인

하여 평균 재원일수가 단기 으

로 감소하는 효과는 찰되지 않

았지만 재원일수의 변이는 일

되게 감소함.

손창우(2015)

신포 수가제도가 

의료기 의 의료제공 

행태  의료의 질에 

미친 향에 한 연

구

종속변수: 재원일

수, 증도, 10만

원이상 항생제 처

방건수, 총 항생

제 처방건수, 퇴

원 30일 내 재입

원

독립변수: 환자의 

일반  특성

일산병원:  

· 재원일수의 감소(외과계 증가)

· 의료서비스 강도의 감소(외과계 

질병군을 제외한 모든 질병군에

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

· 코딩 행태의 변화(모든 계열 

증도 상승) 

· 진료행태의 변화(척추고정술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군에서 항생

제 사용 증가) 

· 의료의 질(재입원 증가)

지방의료원: 

· 재원일수의 감소(재원일수 감소 

효과 나타남), 

· 의료서비스 강도의 감소(모든 

계열에서 항생제 사용량 감소),

· 코딩 행태의 변화(발생하지 않

부표 5. 신포 수가제도 련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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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진료행태의 변화(모든 질병군에

서 10만원이상 항생제 처방건수 

증가)

· 의료의 질(변화 없음)

김남리(2013)

지방의료원 의사들

의 신포 수가제도에 

한 인식에 한 연

구

설문지 조사

지불보상제도에 

한 인식(5문

항), 신포 수가

제 도입에 의한 

향에 한 질문

(18문항), 보건의

료 가치 에 한 

질문(2문항), 인

구사회학  일반

특성(13문항)

신포 수가제도에 해 찬성의

견 상자들은 신포 수가제 도

입 보다 질 으로 환자들이 높

은 입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다에 가장 높은 인식을 보 고, 

다음으로 환자 진료 시 정 진

료가 기 가 된다. 비 여 부문 

 신의료기술을 반 한 환자진

료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진료의 

권한 자율성이 증 의 인식 순으

로 신포 수가제 시행 찬성측면

과 상 성을 보 다.

신포 수가제도 찬성측면에 미

치는 측요인 분석 결과, 인구사

회학  요인으로 공의 과정을 

수련한 병원구분에서는 종합병원, 

군지역의 근무지역에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며(p<0.05), 

지불보상제도에 한 인식에서는 

신포 수가제도의 환자 진료비 

감소 기여도에 합한 제도라는 

인식에서 기여도 높은 군에서 결

정요인으로 유의하 다(p<0.05).

유명순(2013)

신포 수가제 사례

에 한 심층면  결

과

심층인터뷰를 통

한 질  사례

과거의 경험

제도의 명분

제도의 성과

향후 망

· 이해 계자가 인식

정부:  의료기  확  측면의 

정책  수용성과, 의료비억제를 

해 제도 도입

의료계:  행 별 수가제하에서

의 왜곡된 진료행태를 개선, DRG 

7개 이상으로 확 시키기 한 

략  선택으로 인식

· 제도 도입 효과

정부: 10만원이상 항목의 별도 

지불, 상단열외군의 행 별수가 

용으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의료계: 외규정의 인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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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뒷받침이 있지 않는 한 

효율성 향상 기  어려움

· 의료의 질 향

정부: 사회  합의의 선행 강조, 

정 수가 책정을 통해 의료의 

질 문제 해결 가능

의료계: 격한 질 하 래, 

진 불가능 개선 지

· 향후 망

정부를 제외한 모든 이해 계자

들이 성공 으로 정착할 가능성

을 매우 낮게  

강길원(2010)

신포 수가제 도입

의 의의와 주요 논쟁 주요논쟁

GDP 비 국민의료비가 낮기 

때문에  시 에서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지 않다. 행 별수

가제 하에서 엄격한 가격통제와 

심사로 의료비용이 하게 유

지되고 있다. 한 DRG 내에 이질

인 다양한 상병이 포함되어 있

어 단일 수가 용이 어렵다. 행

별 별도보상의 기 을 하향조

정할 필요가 있다. 비포 역의 

수가보상은 행 별수가로 100% 

보상해야 한다. 신포 수가제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진료비 측

이 불가능하고 진료비  환자본

인부담  산정 방식에 한 설명

이 어려울 것이다. 포 진료비에 

포함된 여 는 비 여 진료를 

10만원이상의 진료로 할 경우 이

지불 발생 가능, 재 환산지수

는 수가인상의 편법으로 활용되

고 있다.

은경(2013)

신포 수가제 시범

사업 후 슬 치

환술 환자의 처방분

석을 통한 약사의 역

할 고찰에 한 연구

종속변수 : 투여

경로, ATC효능 

코드 증감여부

독립변수 : 환자

군 특성, 처방건

수, 약제비의 차

이

시범사업 과 1차년도, 1차년도

와 2차년도 모두 1인당 처방건수 

 약제비, 처방건당 약제비는 모

두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고

가신약의 사용, 치료군 복처방, 

일부 약제의 남용 상이 나타남

에 따라 주도 인 약사의 역할을 

통해 단순조제에서 환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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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업무로의 통합 인 역할 변

화 필요

조보화(2013)

신포 수가제 시행 

병원의 재원일수  

진료비분석에 한 

연구

10개 상병 상

종속변수: 총진료

비, 본인부담 , 

보험자부담 , 평

균재원일수

독립변수: 성별, 

연령, 의료보장형

태

조사 상 체 상병의 평균재원

일수는 8.31일, 각 상병별 평균 

재원일수는 H25상병이 2.06일로 

가장 짧았고, J44상병이 15.56일

로 가장 길었다. M48상병이 7.13

일, M51상병이 9.00일, A09상병

이 8.25일, B02상병이 9.02일, 

E11상병이12.36일, T00상병이 

11.65일, L03상병이 13.04일, 

J15상병이 14.58일이었다.

신포 수가제로 산정된 진료비

를 행 별수가로 환하여 분석

한 결과, 총진료비는 H25, M48, 

M51, A09, B02, E11, L03, J44

상병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H25, E11, J44상병

에서는 신포 수가 환자가 행

별수가 환자보다 많이 부담하

으며, M48, M51, A09, B02, 

L03상병에서는 신포 수가 환자

가 행 별수가 환자 보다 게 

부담하 다. 

본인부담 의 경우는 M48, 

M51, A09, B02, T00, L03, J15, 

J44 상병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신포 수가 환자

가 행 별수가 환자보다 게 부

담 하 다. 

보험자부담 의 경우는 H25, 

M51, B02, E11, T00, J44상병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며 H25, E11, T00, J44상병은 

신포 수가 환자가 행 별수가 

환자보다 많이 부담하 으며 

M51, B02상병은 신포 수가 환

자가 행 별수가 환자보다 게 

부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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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anges in the Amount of Behavior 

under Korea Case Payment System

- Focusing on I Medical Center -

                                        Jeong Mo Ka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Mo Nam, Ph, D)

Diagnosis Related Groups Payment(DRG)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problems of Fee For Service(FFS), the current payment system. But 

due to its limit of low flexibility as a payment method targeting relatively 

simple diseases, new Korean Case Payment System(KCPS) that can be 

expanded and applied to all inpatients was developed. Pilot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targeting public hospitals to verify the feasibility. We 

are to compare and analyze medical costs of KCPS and FFS targeting one 

general hospital participating in the pilot project. Also we are to provide 

basic data needed for future expansion of KCPS by analyzing the change 

in the amount of behavior according to additional Diagnosis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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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Payment under KCPS. 

Targeting I Medical Center, the KCPS pilot project agency, this study 

compared medical costs of KCPS and FFS targeting medical costs claim 

data of 8,100 discharged patients applied to KCPS from January 1, 2014 

to December 31, 2015, secondary medical costs claim data provided by 

the target agency. Performed average comparison analysis (T-test, 

ANOVA) in order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medical costs of KCPS and 

FFS depending on sex, age and health care utilization characteristics and 

carried out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find out 

changes in the amount of behavior according to changes in additional 

Diagnosis Related Groups Payment. 

As a result, as in the previous study, the total amount and amount to 

be borne by the insurer were found to increase in KCPS and patient’s 

out-of-pocket money and uninsured amount to be decrease in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medical costs of KCPS and FFS. In the 

comparison of medical costs difference except for additional Diagnosis 

Related Groups Payment, however,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increased by 4.2% and 5%, respectively in 2014 but health insurance 

increased only by 1.2% in 2015 and medical aid rather increased by 

0.7%, showing that additional Diagnosis Related Groups Pay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cale of medical costs.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amount of behavior according to additional Diagnosis 

Related Groups Payment of KCPS, we conducted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difference in value calculated by dividing the 

difference between KCPS medical costs and FFS medical costs b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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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factor by each year (adjustment difference 1) and the 

difference in value calculated by dividing the difference between KCPS 

medical costs excluding comprehensive added amount from KCPS medical 

costs and FFS total medical costs by a conversion factor by each year 

(adjustment difference 2) as dependent variables and as a result, 

adjustment difference 1 according to the survey year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15(coefficient=1,008.6) compared to 2014 (standard 

group) but adjustment difference 2 except comprehensive added amount 

was found to decrease significantly (coefficient=-1,583.7) and the 

amount of behavior per case also increased by 11.6% from 39,960 in 

2014 to 44,610 in 2015, indicating that expansion of additional Diagnosis 

Related Groups Payment (2014: 9%, 2015: 24%)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behavior. 

In the future, additional fee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xtended operation of KCPS and to be used as an important incentive 

polity to ensure that medical institutions can preserve proper medical 

costs and good quality proper treatment through additional fee by 

establishing clear criteria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for this.

                                                                     

Key words : FFS, KCPS, Additional fee, Changes in the amount of behavior,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