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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연구 목적

차등수가는 의과의원에서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

찰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내과의원의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외

래 청구행태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의 보완 및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포털,

EDI, 디스켓)되어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심사 결정된 자료의 의과

의원급 중 진료표시과목이 내과이며, 건강보험 외래 진료에서 산출된 4,305개

의료기관 자료 중, 결측치가 포함된 기관의 수를 제외하고 총 3,703개의 내과

의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요양기관 특성인 의사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된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차등수가제 폐지가 내과 의원급의 진찰횟수 변화와 총 진료비

및 의사 1인당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 시작시점의 각 의

원의 특성 중 범주형 변수에 따른 빈도 및 백분율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차

등수가제 폐지 전후 시점에서의 변수의 변화량을 분석하고, 의사수 혹은 건당

진료비 등의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T-Test를 통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

석하였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제도 폐지 시행이 의원의 청구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독립변수를 보정한 뒤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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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차등수가제 폐지 전, 후 총 진료비,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와의 관계를 살

펴보면, 차등수가제 시행 당시에 비해 폐지 후 총 진료비는 13.3% 증가했고,

차등지수 미적용 의원에 비해 75건초과~100건(0.95-0.99)사이인 의원의 총 진

료비가 5.5% 높았으며, 100건초과(<0.95)인 의원의 총 진료비는 8.9% 높았다.

이는 기존에 차등지수 적용을 받아 진찰료가 체감된 요양기관에서 폐지 후 총

진료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의사 수 또한 총 진료비와 연관이 있었다.

의사 수가 1명 많을 때마다 총 진료비는 6.8%씩 높았다.

차등수가제도와 외래환자 진찰횟수 간에도 유의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었

다. 차등수가제 폐지 전에 비해 후의 외래 환자 진찰횟수는 10.6% 증가했으

며, 차등지수는 미적용 기관에 비해, 75건초과~100건(0.95-0.99)사이인 의료기

관에서 5.6%, 100건초과(<0.95)인 의료기관에서 9.0% 더 많은 진찰횟수를 보

였다. 의사당 월평균 진료비도 폐지 전에 비해 후 의사당 진료비는 13.7%가

증가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전에 비해 폐지후에 총진료비,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가 각각 증가했으며, 차등지수 미적용 기관에 비해 적용을 받아 진찰료

가 체감되고 있던 기관들에서 모두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병원특성별 차등수가제 폐지가 외래 청구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차

등수가제 폐지 후에 종속변수인 총 진료비,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 모두, 폐

지 전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총 진료비의 변화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차등지수 관련해서는 폐지 전에 차등지수 적용을 받지

않은 의원에서 폐지 후 가장 많은 총 진료비 증가를 보였다.

진찰횟수는 폐지전에 차등지수 적용을 받지않은 의원에서 폐지 후 1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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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진료비 역시 진찰횟수와 비슷하게, 도시 지역에 위치한 의원에서 차

등수가제 폐지 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차등지수 관련해서는 폐지 전에 차

등지수 적용을 받지않은 의원의 의사당 진료비는 차등수가제 폐지 후 11.2%

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차등지수 적용을 받아 진찰료가 차감된 75건초과~100

건(0.95-0.99)인 의원에서는 7.1%, 100건초과(<0.95)인 의원에서는 6.4% 증가

했다. 의사수가 2명 이상인 의원에서 청구한 의사당 진료비는 차등수가제 폐

지 후 9.8% 증가했으며, 의사가 1명인 의원에서는 9.2% 증가했다.

차등수가제 폐지후 외래 총 진료비,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에서 모두 증가

되어 제도 폐지가 외래 청구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결 론

차등수가제 폐지 후에 총 진료비, 진료횟수, 의사당 진료비 모두, 폐지 전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차등지수 적용을 받지않은 의

원에서 폐지 후 가장 많은 총 진료비 증가를 보였다. 또한 진찰횟수도 차등지

수 적용을 받지않은 의원에서 폐지 후 1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기존에

차등지수가 100건초과로 진찰료 차감적용을 받은 의원에서는 6.4% 증가하였

다. 차등지수로 인한 진찰료 차감적용을 받지않았던 기관들이 제도 폐지후에

진찰횟수, 총 진료비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차등수가제의 대안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진찰료 수가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관련하여 다양

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진찰료, 차등수가제, 진찰횟수, 내과의원, 외래 청구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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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진찰은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가 내원한 주소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

악하기 위하여 주소와 관련된 문진, 시진, 촉진, 청진과 활력징후 등의 진찰행

위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주소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제점 해

결을 위한 검사를 선택하거나 처방 또는 합당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다(전철수 등, 2009).

진찰서비스는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서비스인 만큼 전체 진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크다. 2014년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외래 진찰

료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약국 제외)의 22%, 전체 외래 진료비의 42%, 의원

(의과, 한의과) 진료비의 59%를 차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어

떤 환자의 경우에는 진찰서비스가 해당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전부

일 수도 있어, 진찰이 환자의 진료결과와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2001년 5월 3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부로

시행된 제도이다. 초기 정부가 발표한 동 제도의 목적은 수가제도가 적정진료

를 유도하기 위한 기능이 미약하여, 진료 및 조제의 질적수준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시의 진

찰료(조제료)가 의사(약사)1인당 진료 환자수(조제수)의 제한없이 동일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조제)서비스의 적정성이 우려되고, 의약분업 실시이후 의

원의 환자수(약국의 조제건수)증가로 인해 진료(조제)서비스의 적정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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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일부 기관에 환자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 제고, 의료제공체계의 합리화 및 적정진료를 통한 적정요양급여비용

제공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절감등이 기대효과라고 설명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01).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강제로 의

사1인당 1일 진료한 환자수가 75명 이상일 경우 진찰료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자유경제시장원리 배치, 의사의 진찰권 제한, 환자의 진

료선택권 제한, 종합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등 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논란이 끊

이지 않았다(의료정책연구소, 2003).

또한 국회 국정감사(2014년 10월)시 차등수가제에 대한 의료의 질향상 효과

가없고 일부 진료과에만 차감 집중되는 점을 지적하여 규제철폐 차원에서 조

속한 폐지요구가 이어졌다.

이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과제 등으로 선정(2009년 11월)된 후 연구 및 건

정심논의를 거쳐 제도가 일부 개선되어, 야간시간대의 진찰(조제)에 대해서는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2015년 12월 1일에 차등수가 개편에 따른 수가적용 관련(보건복지부 고시제

2015-191호, 206호, 207호)하여 차등수가가 폐지되었다. 의과의원은 차등수가

가 폐지되었고, 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약국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유

지되었으며,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 익일09시에서 평일 18시 ～ 익일09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제외로 차등수가 적용제외대상이 확대되었다.

적정 외래진료 유도차원에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균 진찰횟수등의

정보를 분석ㆍ평가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통

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알권리강화, 과도한 진찰횟수를 보이는 의료

기관 기피 및 의료기관의 자체적 개선노력도 가능한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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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는 2015년 12월 1일자로 시행된 의과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

가제 폐지가 대국민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내과의원의 외래 청구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보완 및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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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2015년 12월 1일자로 의과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가 외

래 청구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전 의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전, 후 의원의 외래 진찰횟수, 총진료비, 의사당

진료비의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다른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가 의원의 외래

청구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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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차등수가제 개요

수가차등제, 차등수가제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1·2·3차 의료

기관이 의료제공체계에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수가구

조를 개편하고자 고려된 제도였다. 즉 의료이용자들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만

으로는 의료기관간 기능분화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에게

도 기능분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1·2·3차 의료기관별로 각자 자

기의 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이익이 남는 수가’를,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손해를 보는 수가’를 지불함으로써 진료행태의 변화를 유도하자는 것

이다(이상영, 2004).

그러나 2001년 건강보험재정파탄 이후,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을 발표하

면서 정부는 초기 차등수가제의 내용을 변질시켜,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형태의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였다. 당시 정부가

밝힌 동 제도의 목적은 30분대기, 1분 진료의 부실을 예방하고, 몇몇 의료기관

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환자를 분산시켜 환자의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

며, 의사의 적정진료수를 제시하여 제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다는 명목이었다.

현행 차등수가는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의 경우 조제건수(처방전 매

수)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을 차등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급여 환자, 장관이 별도로 정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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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진찰료, 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의사 1인당 1일 75명을 적정진료 건수로 가정하여 진찰료와 조제료 등이 75

건 이하의 경우는 100% 지급하고,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는 90%, 100건

을 초과하여 150건까지는 75%, 150건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50%로 체감하

여 지급하고 있다. 차등 지급되는 진찰료는 차등지수에 1개월(또는 1주일간)

총 진찰료를 승하여 산출한다.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는 내원환자의 순서 및 초·재진을 구분하지 않고, 월평균의 개념으

로 적용된다. 의원급(약국포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상근 1인, 비상근 0.5

인)1인당 1일 진찰횟수(월 단위 또는 주간 단위)에 따라 진찰수가를 달리 정하

였으며. 진찰횟수별 진찰료 수가는 아래와 같다(식1). 차등수가제는 공단이 요

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이므로 폐지에 따른 환자진료비 부담변동

은 없다.

 식1. 차등지수 산출식         

1인당 1일 평균
진찰 횟수

75건 이하 75건초과 ~
100건

100건초과~
150건

150건 초과

진찰료 지급률 100% 90% 75% 50%

(1) n이 75 이하일 경우에는 차등지수 1

(2) n이 75를 초과하여 100 이하일 경우에는 { 75×1.00+ (n-75)×0.90}/n

(3) n이 100을 초과하여 150 이하일 경우에는 { 75×1.00+25×0.90+(n-100)×0.75}/n

(4) n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75×1.00+25×0.90+50×0.75+ (n-150)×0.50}/n

( n은 일평균 진찰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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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과목
총
기관수

75건이하 75건~ 100건이하
100건~
150건이하

150건초과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총계 52,875 45,447 85.95 3,817 7.22 2,714 5.13 897 1.70

의원소계 25,856 18,648 72.12 3,685 14 2,646 10.23 877 3.39

일반의 6,711 5,359 79.85 794 11.83 431 6.42 127 1.89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월 단위 또는 주간 단

위로 진찰료 차등수가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차등지수와 진료일수에 대한 항

목이 신설되었다. 차등수가적용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한의원)을 대상

으로 해당 심사연도에 심사된 건강보험 명세서 중 차등수가제로 발생한 진찰료 차

감액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의원급 진찰료 차감액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의원 782 555 631 592 657

한의원 5 5 4 4 5

총계 787 560 635 596 662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각 년도별 심사결정 자료)

세부적으로 28개과목 전체 차감액 662억중 이비인후과 187억(28.2%), 정형

외과 112억(17.9%), 내과 104억(15.8%), 소아청소년과 65억(9.7%) 등 단순한

처치가 많은 진료과목이며 상위 4개과(일반의 제외)에 차감이 집중(71.6%) 되

는 경향이다. 진료과목별로 차등수가 적용 기관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진료과목별 차등수가 적용 기관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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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과목
총
기관수

75건이하 75건~ 100건이하
100건~
150건이하

150건초과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내과 3,957 2,430 61.41 815 20.60 558 14.10 154 3.89

신경과 158 135 85.44 12 7.59 6 3.80 5 3.16

정신건강의학 767 742 96.74 13 1.69 11 1.43 1 0.13

외과 968 825 85.23 83 8.57 57 5.89 3 0.31

정형외과 1,805 920 50.97 442 24.49 362 20.06 81 4.49

신경외과 367 232 63.22 75 20.44 52 14.17 8 2.18

흉부외과 46 43 93.48 2 4.35 - - 1 2.17

성형외과 118 118 100.0 - - - - - -

마취통증 797 722 90.59 46 5.77 23 2.89 6 0.75

산부인과 1,321 1,194 90.39 44 3.33 47 3.56 36 2.73

소아청소년 2,175 1,463 67.26 337 15.49 238 10.94 137 6.30

안과 1,405 976 69.47 222 15.80 140 9.96 67 4.77

이비인후과 2,098 776 36.99 486 23.16 602 28.69 234
11.1
5

피부과 1,062 924 87.01 85 8.00 42 3.95 11 1.04

비뇨기과 928 867 93.43 46 4.96 13 1.40 2 0.22

영상의학과 154 151 98.05 2 1.30 1 0.65 - -

병리과 2 2 100.0 - - - - - -

진단검사의학 5 5 100.0 - - - - - -

결핵과 4 2 50.00 1 25.00 1 25.00 - -

재활의학과 284 200 70.42 61 21.48 22 7.75 1 0.35

핵의학과 1 1 100.0 - - - - - -

가정의학과 723 561 77.59 119 16.46 40 5.53 3 0.41

치과의원 14,645 14,626 99.87 12 0.08 4 0.03 3 0.02

보건의료원 14 3 21.43 4 28.57 3 21.43 4
28.5
7

한의원 12,360 12,170 98.46 116 0.94 61 0.49 13 0.11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년 1월 심사결정자료 기준 :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차등

적용기관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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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의과) 차등수가 적용 기관(평균 75건 초과 기관)은 25,856개 기관 중

7,208개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28%수준(의과기준), 이비인후과는 해당과

목표시 전체 의료기관의 63%, 정형외과는 절반가량(49%), 내과 39%, 신경외

과 37%, 소아청소년과 33% 등이 차등적용 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다.

2. 차등수가제도 연혁

1) 차등수가제도 이전의 진찰료 제도

2000년 이전에는 1991년 7월부터 차등수가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의료제공자

단체의 건의에 의하여 1995년 4월 폐지되었다. 이후「진료과목군 진찰료 차등제

도」가 있었는데, 이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각종

재정안정화 대책의 부수적인 성격을 갖는 제도로 건강보험에 도입되었다. 2001

년 5월 발표된 재정안정화 대책(보건복지부(2001), 국민건강보험법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에는 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진찰료ㆍ처방료의 통합, 진

찰료ㆍ조제료 차등수가제의 도입, 주사제 처방료ㆍ조제료 삭제, 야간가산 적용

시간 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는 진찰료ㆍ처방료의 통합, 즉 원외

처방료폐지와 관련한 진료수익 손실이 진료과목군별로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

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원외처방료 폐지 이전에는 처방일수에 비례하여 원외처방료를 보험자가 의료

제공자에게 지불하였는데, 내과계 진료과목은 원외처방 이외의 별도 행위가 많

지 않았기 때문에 원외처방료 폐지로 인한 손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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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구체적인 제도가 고시된 이후, 의사협회는 해당 제도에 대한 집행

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이석영, 2002), 2002년부터는 가장

낮은 수가인 ‘다’군 진찰료가 적용되는 일반의로 구성된 일반과 개원의 협의회

를 중심으로 제도폐가 본격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의사협회는 2002년 5월부터

진찰료 통합이라는 원칙하에 진료과목별 의견을 조율하였고, 11월 진료과목간

진찰료 통합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12월 건정심에서 진찰료 통합이 의결되었다

(이상만, 2002).

2002년 12월 진찰료 통합이 결정된 이후, ‘가’군 진료과목의 진료수익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이 복지부, 의협, 각 진료과목 협회에서 논의되었다. 만성질환관리

료 적용 대상 확대 및 소아가산료 확대방안이 합의되었고, 해당 내용은 2003년

1월에 건정심에서 의결되어, 3월부터「진료과목군 진찰료 차등제도」가 폐지되

었다(보건복지부, 2003). 이 제도는 2001년 7월 도입된 이후, 병원급 이상 기관

에 대해서는 6개월만에 폐지되었고, 의원급 기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만에 폐

지된 제도이다.

2) 진찰료 차등수가제도 도입

진찰료 차등수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로 인해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의

한 한시적 조치로 2001년 7월 최초도입 되었다. 도입 당시는 한시법으로 2006

년 12월까지 시행을 예정으로 하였으며, 재정건전화 목적과 함께 적정진료 시

간 확보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목표도 병행되었다. 재정건전

화 위한 특별법 폐지시 차등수가제는 존속하기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통합

하여 제도가 지속되었다.

2010년 7월에는 의료제공자들의 지속적인 제도 폐지요구와 개선 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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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바탕으로 제도가 완화되어, 주간 진료 건을 제외한 토요 및 야간 진찰건

은 차등수가제도의 적용을 받지않게 되었다. 차등수가제 기준 완화 후 차등수가

제와 관련한 이슈가 없었으나, 2014년 다시 진료과목간 비형평성, 의원에 불합

리한 제도 등을 이유로 의료제공자의 폐지 요구가 표면화 되었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3) 진찰료 차등수가제도 폐지

2015년 상반기 보건복지부는 차등수가제도 개편방안을 의료제공자 및 가입자

단체와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차등수가 폐지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다. 6월 건정심에서는 가입자 측의 반대로 부결되었으나,

10월 건정심에서는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6월 건정심 논의시, 의사협회는 폐지

에 찬성하는 반면, 가입자측(시민ㆍ소비자 단체)은 폐지반대 또는 수가 차감 형

태의 차등제 대신, 진찰 현황 정보 공개(진찰횟수 과다한 기관 등 정보 공개) 제

도로 전환 하여 병원급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결

되었다.

  10월 건정심에서는 그간 차등수가에 대해서는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

는 점,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는 점, 병원급 이

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을 폐지 이유로 하였다. 또한 제도

유지에도 불구하고 차등수가 적용 기관이 감소하는 경향은 없으며, 약 4%정도

의 기관은 일평균 150건 이상 진료를 보며, 일평균 진료횟수 75건 초과를 이유

로 그 이후에 내원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차등수가제로

는 환자 집중도 완화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1) 이하 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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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반대 및 병원급 확대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타당성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할 때 동일한 방식의 수가 체감제

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그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병원급 이상에도 적용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제도 검토의 필요성이 논의되었

다. 진료의 질적 수준 판단은 진료 횟수보다는 진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과 진료 횟수가 많은 기관에는 수가를 차감하는 방

식처럼 진료 횟수적은 기관에는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2015년 12월 1일자로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

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2)
등에 반영키로 하였다.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되,

현행 평일 18시(토요일 13시) ～ 익일 오전 09시 사이의 진찰·조제는 차등적용

제외에서 야간 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진찰·조제도 차등 적용을

제외하여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개선하였다.

4) 시사점
3)

차등수가제도 폐지 논리(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 미흡, 진료과목별 특성 고

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진찰료 차감이 집중,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

되는 형평성 문제 등)가 건정심에서 공감대를 얻어 의과의원에 대한 차등수가

제가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폐지되었으나, 의원급 진찰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별다른 기전이 없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입자 단체 측에서는

2) 의료질평가지원금(기관별 질적 수준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기관별 수가,

    ’15.9.1도입)의 16년도 이후 지표에 포함하는 방안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과의원급 외래 진료 질 담보및 비용관리를 위한 진찰료 수가모형, 2016(요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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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반대를 지속하여 주장하였다(양영구, 2015).

차등수가제도가 치과의원, 한의과 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고 의과의

원에 대해서만 폐지가 되었다는 점은 전문영역별로 차등수가제도 유지 또는 폐

지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다르고 의결기구에서 나타나는 의견의 양상이 다르다

는 것을 엿볼수 있다. 차등수가제도가 유지되는 의료제공자들은 일평균 진찰인

원이 적거나 비급여 진료가 많아 차등수가제도 유지로 인한 진료손실이 미비하

거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특정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원들

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과 의원의 경우 차등수가제도

의 영향을 받는 기관은 전체 의원의 약 30%이고(심평원 내부 통계자료) 차등수

가제 폐지가 일부 기관에 대한 환자 집중현상이 더 악화 될 수 있다는 제한점

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가 차등수가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차

등수가제도 폐지를 의료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규제 폐지 차원으로 접

근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등수가제도의 목적인 적정진료 시간 확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제도

폐지 논리의 일부분으로 작용하였는데, 차등수가제도가 적정진료 시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또는 차등수가제도의 목적이 적정진료시간 확보였

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정진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등수가제도로

진료량이 감소하고, 진료량 감소로 발생된 여분의 시간을 환자진료에 사용해야

하나, 75건 초과 건에 대하여 10%만 수가를 감소하는 현 체계에서 의료제공자

입장에서는 진료량을 감소시킬 유인이 크지않기 때문에 제도 설계상 적정진료

시간 확보 또는 환자분산이 아니라, 진료량수가 연동 논리를 반영한 재정절감이

라고 하는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차등수가제도를 통하여, 진료과목별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사업이거나 사업 목적과 사

업 실제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지 않는 사업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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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등수가제도 관련 선행연구

차등수가제 도입의 근거자료가 되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차등수가제도

도입방안」연구(2001)에서는 의사및 약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산정하고 이를

진찰료의 차등지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의료제공체계의 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진찰료 체감방법에 대해 3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안은 초과 환자수

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일정률(금액)을 체감하는 안, 두 번째 안은 초과 환자수

에 대하여 구간을 정하고 구간별로 별도의 차등률(금액)을 정하여 체감하는

안, 세 번째 안은 일정수의 미달 또는 일정 수의 환자수에 대해서는 가감율

(금액)을 적용하는 안이었다. 이중 세 번째 안은 진찰료 체증ㆍ체감제를 제시

한 것으로 의사 1인당 1일 50인 이하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5%를

가산하여 급여를 주는 체증제를, 76명이상 진료하는 경우 구간별로 5-60% 체

감제를 제시했다. 이들 세가지 안 중에 첫 번째 안은 그 간의 실적, 연구결과

및 관련단체의 의견에 비해 현실성이 결여되고, 세 번째 안은 상대가치 등에

의한 진찰료의 수가수준이 고려된 결과로 진찰료의 차별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활용은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안이 수용성이 높

으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적용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료의 차등화는 양적인 규제 외에 질의 향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과도하게 많은 환자의 진료를 통하여 의료의 질을 저

하시키거나, 수입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적인 차원에서 불이익을 감수토

록 하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보상의 차등화가 적정수의 환자진료로 의료의 질

을 향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의 기능도 수행하여야 하는 방안도 고려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2001년 1월 한달치 빈도 자료만을 가지고 전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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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면 과대 계상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다.

김계현(2008)은 차등수가제의 도입취지, 운영현황 등에 비취어 볼 때 동 제

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도의 합목적성으로 초기 정부가 발

표한 동 제도의 목적은 수가제도가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기능이 미약하

여, 진료 및 조제의 질적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개선 효과

는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 제고, 의료제공체계 합리화 및 적정진료를 통한 적

정 요양급여비용 제공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절감 등이 기대효과라고 설명한바

있다(보건복지부, 2001). 그러나 동 제도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본다면, 의료서

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적 개념의 수가보상, 적정수준의 환

자를 진료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보상방법이 고려되어야 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전적으로 환자에게 있는 상황에서는 의

사가 환자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의사가 일정수준 만큼 환자를

진료하였다고 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금지등)에

의해 위반이 된다. 이렇듯 법적․제도적 모순 속에서 환자가 많이 찾는 유능

한 의사는 앉아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차등수가제 기준의 타당성 문제이다. 적정진료란 그 이상 환자진료를

할 경우 진료업무의 질적 수준이 훼손되어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서비스를 제

공하기가 어려운 한계치로서의 업무량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

환자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당시에도 75명 기준에 대한 문제점은 여

러 차례 지적되었다(황경화 등, 2003).

의료기관의 환자수는 매월 고정적일 수 없다. 감기와 같은 계절적 요인, 유

행성 질환의 영향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진료과목별․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면 진료과목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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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하여 각과의 평균진료시간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

고, 시간적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양기관종별 형평성 문제이다. 차등수가제는 의과의원, 치과의

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에만 적용된다. 초기 정부가 제도의 목적으로 언

급한 30분대기, 1분진료의 부실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 이는 요양기관종별간 형평

성에 어긋난다. 이러한 차등수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단편 일률적

인 진찰료 산정방식이 아닌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

채로운 접근방식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진찰에 대한 적정보상은 오히려 행

위량과 환자수의 증가를 억제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진찰의 중요성 강화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 입각해서도 유효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정찬, 2012).

4. 외국의 사례

1) 대만

초진과 재진의 구분없이 하나의 진찰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기관별, 환

자수별,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개원의는 외래 환자수에 따라, 병원급

은 하나의 공식에 따라 진찰료 수가를 정하고 있다. 병원의 경우 전년도의 외

래 환자수, 병상수, 주치의 수에 따라 기준합리량을 정하고 이 기준에 맞는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의원급에 한해 적용되며 1일 진료환자 25인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6단계(1～

25건, 26～30건, 31～35건, 31～50건, 51～70건, 71～150건, 150건 이상)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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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차감하여 차감대상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환자에

대한 차감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따라 조제하지 않는 의사와 직

접조제하는 의사를 구분하여 체감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1일 외래환

자 51-70명의 환자 진료를 기준으로 이 보다 많은 환자를 진찰할 경우 진찰료

체감제를, 적은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진찰료 체증제를 적용하고 있다.

환자수에 따른 체증ㆍ체감제를 도입하고 있는 동시에 산간벽지에 있는 의원

에 대해서도 진찰료 차등지급하고 있다. 1일 외래 30명이하 진료하는 의료기

관에 비해 산간벽지에는 20점 더 높은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시키고 있다. 의

원급에 한해 환자수에 따른 체감제를 적용하고는 있으나 취약지의 경우 일반지

역보다 환자기준수를 더 완화하여 적용하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 지역별 차등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현재 없으며, 대만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취약지

역인 경우 일반지역에 비해 더 높게 산정하며, 미국은 지역물가조정지수

(Geographic Practise Cost Index, GPCI)가 수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별 차

등화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정찬, 2012).

2) 일본

일본의 보건의료체계는 자유로운 접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게이트키퍼 시스

템이 존재하지 않으며, 환자들은 어떤 의료제공자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

다. 환자는 진찰에 대해 진료소 또는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한 환

자가 수술적 개입 또는 고도화된 진단적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병원으로 의뢰

가 가능하다.

진찰료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 기본 진찰료와 동시에 청구 할 수 있는 다양

한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진찰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초ㆍ재진구분,

의료시설의 규모, 전체 환자 가운데 의뢰된 환자의 분율(규모가 큰 병원인 경

우), 동일기관 및 동일날짜에 다른 진료과목에서의 진찰, 소아, 비정규시간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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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진찰료를 의료기관종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병원급보다 개원

의에게 더 높게 책정 하고 있다. 기본수가는 낮은 반면, 여러 종류의 가산제를

두어 청구되는 액수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가질 수 있게 했다. 초진료의 경우

기본 항목은 병원급 초진료와 의원급 초진료 두 가지 뿐이지만 가산료가 13개

항목에 달한다.

2000년부터 재진료에 대한 월내 차감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2000년 수가

개정시 재진횟수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재진1회시는 81점, 2-3회시는 74점, 4회

이후에는 37점으로 고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진료 차감제에 대한 일본 의

사회는 꾸준히 재진료에 대한 체감제 철폐를 주장하였고 2003년 6월부터 재진

료에 대한 월내 체감제가 철폐되었다(이정찬, 2012).

3) 미국

미국의 Medicare의 기본진찰료 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

으며, 진찰료는 환자의 유형(초진, 재진), 진찰 장소(의원, 병원), 진찰의 강도

에 따라 구분된다. 진찰료 코드는 미국의사협회가 개발 및 관리하고 있는 의

료행위분류 코드 CPT(Current Practice Teminology)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진찰장소는 의원, 병원외래, 병원병동, 응급실, 장기요양시설이 될 수 있으

며, 일반적인 의미의 진찰은 의원 또는 병원외래에서 행해지는 진찰이다. 진찰

수가는 의원이 병원외래 보다 높은데, 이는 의원의 진찰수가에는 의원을 운영

하는 간접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병원의 진찰수가는 해당 간접비용을 의사

가 아닌 병원에 별도로 보상하기 때문이다.

진찰강도는 ①병력 청취, ②이학적 검사, ③임상적 판단, ④상담, ⑤진료조

정, ⑥임상적 문제의 특성, ⑦진찰시간 등 7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이 가

운데 ① ～ ③ 요인은 진찰강도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병력청취 및

이학적 검사가 많이 필요하고, 임상적 판단시 고려할 요소가 많을수록 진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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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이 결정된다. ④ ～ ⑥ 요인은 진찰강도를 결정하는데 보조적인 요소

로 사용되며, ⑦진찰시간은 평균적인 진찰시간으로 진찰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AMA, 2012). ① ～ ③ 요인을 기준으로 진찰강도를 결

정하는 알고리즘은 다소 복잡하나, 기본적으로 진찰의 양이 진찰강도를 결정

하는 모습이다. 진찰강도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는 의무기록이다.

진찰료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진찰을 한 의사의 주관적인 결정이 가장 중요

하였으나 1995년 부터는 정부로부터 진찰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

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찰을 한 후 진찰료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의무기록에 기입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침서가 제시되었는

데, 이 지침서에는 진찰을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술기 및 위험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너무 많은 내용을 기입해야 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후에도 지침서의 수정작업이

진행되어 1997년과 2000년도에 진찰료 산정에 대한 지침이 수정되어 제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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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2015년도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진찰료 차등제 개편 방향

검토에 대한 논의 후 2015년 12월 1일부터 의과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도

가 폐지되었다.

이 연구는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가 의과 의원급의 대표적 진료과목인 내

과의원의 외래 청구행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도 폐지시행 전인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 동안 내과의원의 외래 진

찰횟수, 총 진료비, 의사 1인당 총 진료비가 제도 폐지시행 후인 2015년 12월

부터 2016년 5월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그림 1).

의과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시행

(2015.12.1.)

차등수가제 적용기간 차등수가제 폐지 후

2014. 12. 1. ～ 2015. 11. 30. 2015. 12. 1. ～ 2016. 5. 31.

내과의원의 외래 청구행태
→

전ㆍ후

변화분석

내과의원의 외래 청구행태

요양기관별ㆍ월별

 외래 진찰횟수, 외래 총진료비

- 의사 1인당 총 진료비

요양기관별ㆍ월별

 외래 진찰횟수, 외래 총진료비

- 의사 1인당 총 진료비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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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이 연구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포털,

EDI, 디스켓)되어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심사 결정된 자료의 의과

의원급 중 진료표시과목이 내과이며, 건강보험 외래 진료에서 산출된 4,305개

의료기관 자료 중, 결측치가 포함된 기관의 수를 제외하고 총 3,703개의 내과

의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요양기관별 요양급여적성성평가(고혈압, 당뇨병) 정

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병원평가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연구 대상기간과 평가기간의 차이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요양기관 특성인 의사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된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2014년 12월 ～ 2016년 5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

구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를 월단위로 요양기관별, 환자 단위로 재구축하여

총 3,703개의 내과의원의 제도 폐지 전 12개월과 폐지 후의 6개월간 외래 진

찰횟수, 외래 총 진료비, 의사 1인당 발생한 총 진료비를 월별 산출하여 차등

수가제의 폐지 전후의 외래 청구행태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3.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건강보험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데이터 중 내과 의원급 기관에서 차등수가 폐지가 외래 청구행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4,305개 기관중 통계의 오류를 방지하고 전,후 시점의 의료이용량의

비교를 위해 2014.12.1.부터 2015.11.30.사이에 폐업기관 304기관을 제외하였다.



- 22 -

2015.12.1.부터 2016.5.31.동안 요양급여비용 미청구 및 폐업기관 54개 기관을

제외하였다. 요양급여적성성평가(고혈압, 당뇨병)대상에서 제외된 240기관을

배제하여 최종 분석 대상은 3,703기관이다(그림 2).

  

연구표본 선정 기관 (4,305개)

․내과의원(진료표시과목), 건강보험, 외래 진료분

․’14.12.1. ~ ’15.11.30.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

↓

304개 기관 배제

․2014.12.1. ~ 2015.11.30. 폐업기관

↓

298개 기관 배제 

․2015.12.1. ~ 2016.5.31. 요양급여비용 미청구 기관 및

폐업기관, 결측치 자료의 의료기관

․요양급여적정성평가(고혈압, 당뇨병) 제외 대상기관

↓

최종 연구대상 3,703개 요양기관

그림 2. 연구대상 선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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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정의

이 연구는 내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시행 전과 후의

외래 청구행태의 변화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내과 의원의 진찰료 차등수가

제 폐지 시행 전과 후 청구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월별 진찰

횟수, 월별 총 진료비 그리고 의사 1인당 총진료비이다. 총 진료비는 약제비

및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한 총 진료비로 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로 환자의 특성에는 연령이 포함되며 의료기관의

특성에는 소재 지역, 개원기간, 의사수(상근ㆍ비상근수), 차등지수, 진료일수,

건당 진료비이다. 환자의 연령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구분

하였고, 그 중 60대 이상의 인구비율을 변수로 하였다. 의료기관의 소재지역은

크게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의 3가지 범주형 변수로 책정하였다. 개원기간

은 개설년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2000년 이전 개원,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개원, 2010년 이후에 개원한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의사수는 의사 1인

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에 차등수가제를 산정하므로 상근ㆍ비상근

수4)를 총 의사수로 하였다. 차등지수는 일평균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므

로 일평균 진찰횟수를 산출식 기준으로 75건 이하, 75건 초과~100건, 100건 초

과로 구분하였다. 월단위로 총 진찰횟수, 진료일수, 총 청구건수, 총 진료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건당진료비를 재구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

의 정의는 표 3과 같다.

4) 상근 1인 , 비상근 0.5인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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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정 의

독

립

변

수

환자특성

연령 60대 인구비율

의료기관 특성

소재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

개원 기간 개설년도 기준 (1970년 ~ 2010년 이후)

총 의사수 상근ㆍ비 상근 의사수

진료일수 월별 진료일수

차등지수
의사1인당 1일 평균진찰 횟수 75건 이하,

75건 초과~100건, 150건 초과

건당진료비
요양급여비용 총액 (원외처방 약제비제외) /

수진자 건수

관

심

변

수

차등수가제

폐지
전, 후

종

속

변

수

월 진찰횟수 요양기관별 월별 진찰횟수 변화

월 총 진료비 요양기관별 월별 총 진료비의 변화

의사1인당 진료비 요양기관별 의사 1인당 총 진료비의 변화

표 3. 주요 변수의 정의

5.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가 내과 의원급의 진찰횟수 변화와 총 진료

비 및 의사 1인당 총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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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 시작시점의 각 의원의 특성 중 범주형 변수에 따른 빈도 및 백

분율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차등수가제 폐지 전후 시점에서의 변수의 변화

량을 분석하고, 의사수 혹은 건당 진료비 등의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T-Test를 통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제도 폐지 시행이 의원의 외래 청구행

태(진찰횟수, 총 진료비, 의사 1인당 총진료비)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독립

변수를 보정한 뒤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9.4 version을 이용하고, 프로

시져는 개인수준의 변수와 의료기관의 특성을 동시에 보정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의 일환인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를 PROC GENMOD를

통해 구하였고, 각 변수의 분포는 감마 분포로 설정한 뒤,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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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징은 표 4와 같다. 최종 분석대상 의료기관

은 3,703개 기관이며 차등수가제 폐지 전 44,354건과 폐지 후 21,691건, 총

66,045건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폐지 전 60세 이상 연령 비는 42.60으로, 연구대상에서 노인 인구가 높은 비

중을 차지했다. 폐지 후 연령 비는 43.41로 폐지 전에 비해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value <0.0001). 폐지 전을 기

준으로, 중소도시 지역에 위치한 의원에서 청구한 건이 20,085건으로 가장 많

았으며, 비도시 지역 13,299건, 대도시 10,970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2000년

-2010년 사이에 개원한 의원에서 청구한 건이 20,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0

년 이전이 14,706건, 2010년 이후가 9,193건 순서로 많았다.

차등지수 ‘1’을 받은 의원에서 청구한 건이 57,136(86.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일평균 진찰횟수가 75건이하로 진찰료 차감이 되지 않은 기관

이다. 진찰횟수를 구간별로 75건 초과 ～ 100건으로 진찰료가 차감된 기관은

11.3%이며, 100건 초과로 진찰료가 차감된 기관은 2.2%로 나타났다. 내과의원

을 기준으로 차등수가제 적용을 받지않은 기관의 비율이 86.5%로 대부분을

차지 하지만 차등지수 적용을 받아 진찰료가 차감된 기관의 비율이 13.5%임

을 알수있었다. 건당 총 진료비는 차등수가제 도입 전 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폐지 전= 11,424. 폐지 후=11,741, p-value <0.0001). 종속변수들 모두 폐지

전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value <0.0001). 폐지 전 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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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회였던 외래환자 진찰횟수가, 폐지 후 2,148.3회로 증가했다. 월평균 총

진료비도 폐지 전 20,929,391원에서 폐지 후 22,838,741원으로 증가했으며, 의

사당 월평균 진료비 또한 폐지 전 17,252,203원에서 폐지 후 18,705,324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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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변수　 대상

기관

차등수가제 폐지 전 차등수가제 폐지 후 p-value

(2014.12 ~ 2015.11) (2015.12 ~ 2016.05)

변수

연령비 (≥60yrs) 42.60 ± 15.30 43.41 ± 15.27 <.0001

지역

대도시 915 10,970 (67.0) 5,410 (33.0) 0.8295

중소도시 1,678 20,085 (67.3) 9,781 (32.8)

비도시 1,110 13,299 (67.2) 6,500 (32.8)

개원년도

2000년 이전 1,228 14,706 (67.2) 7,187 (32.8) 0.9394

2000년-2010년 사이 1,708 20,455 (67.2) 9,983 (32.8)

2010년 이후 767 9,193 (67.0) 4,521 (33.0)

차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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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초과(<0.95) 335 1,435 (2.2) -

75건초과~100건(0.95-0.99) 989 7,474 (11.3) -

75건 이하 (1) 2,379 57,136 (86.5) -

의사수 1.29 ± 0.81 1.30 ± 0.81 0.1293

건당진료비 (월별) 11,424 ± 577.1 11,741 ± 604.9 <.0001

종속변수(월별)

외래 진찰횟수 2,016.7 ± 1,179.3 2,148.3 ± 1,223.8 <.0001

총 진료비 20,929,391 ± 12,028,785 22,838,741 ± 12,801,597 <.0001

　 의사당 진료비 17,252,203 ± 7,993,118 18,705,324 ± 8,377,276 <.0001

Total 3,703 44,354 67.2 21,691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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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총 진료비, 외래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의 변화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총 진료비, 외래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의 변화

는 표5와 같다. 차등수가제 시행 당시에 비해 폐지 후 총 진료비는 13.3% 증

가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95% 신뢰구간=1.130–1.136). 60세 이상 연

령비가 1 증가할 때 총진료비는 2.3% 감소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95%

신뢰구간=0.976-0.977). 대도시에 비해 비도시 지역 의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39.3% 더 많은 총 진료비를 청구했으며(95% 신뢰구간=1.322-1.469), 도

시지역은 7.1% 많은 총 진료비를 청구했다(95% 신뢰구간=1.024-1.120). 개설

일자에 따라서도 유의한 총 진료비 차이가 있었다. 2000년 이전 개원한 의원

에 비해 2000-2010년 사이에 개원한 의원에서 14.3% 더 적은 총 진료비를 청

구했으며(95% 신뢰구간=0.820-0.895), 2010년 이후 개원한 의원은 34.6% 더

적은 총 진료비를 청구했다(95% 신뢰구간=0.8566-0.9779). 의료기관의 차등지

수에 따라서 의원 간 총진료비의 차이가 있었다. 차등지수가 1인 의원에 비해

75건초과~100건(0.95-0.99)사이인 의원은 총 진료비가 5.5% 높았으며(95% 신

뢰구간=1.048-1.062), 100건초과(<0.95)인 의원의 총 진료비는 8.9% 높았다

(95% 신뢰구간=1.081-1.098). 의사 수 또한 총 진료비와 연관이 있었다. 의사

수가 1명 많을 때마다 총 진료비는 6.8%씩 높았다(95%신뢰구간=1.053-1.083).

차등수가제도와 외래환자 진찰횟수 간에도 유의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었

다. 차등수가제 폐지 전에 비해 후의 외래 환자 진찰횟수는 10.6% 증가했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95% 신뢰구간=1.104-1.110). 의료기관 특성 중

소재지별로, 대도시에 위치한 의원에 비해 비도시지역 의원의 외래 환자 진찰

횟수는 41.8% 많아, 큰 차이를 보였다(95% 신뢰구간=1.341-1.499). 개설일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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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횟수와 큰 연관성을 보였는데, 비교적 최근 개원한 의원에서 진찰횟수가

유의하게 적었다(2000년 이전: Ref.; 2000-2010년: RR = 0.841, 95% 신뢰구간

=0.804-0.880; 2010년 이후: RR=0.632, 95% 신뢰구간=0.592-0.674). 차등지수

미적용 기관에 비해, 75건초과~100건(0.95-0.99)인 의료기관에서 5.6%(95% 신

뢰구간=1.049-1.063), 100건초과(<0.95)인 의료기관에서 9.0% (95% 신뢰구간

=1.081-1.099) 더 많은 진찰횟수를 보였다. 진찰횟수 역시 의사 수와 영향이

있었는데, 의사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RR = 1.066, 95% 신뢰

구간=1.051-1.082).

의사당 월평균 진료비도 차등수가제가 폐지된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폐지 전에 비해 후 의사당 진료비는 13.7%가

증가했다(95% 신뢰구간=1.127-1.146). 의료기관 특성 변수에서 소재지역과 개

설일자가 의사당 진료비와 관련을 보였다. 대도시 지역의 의원에 비해 비도시

지역의원이 39.4%많은 의사당 진료비를 청구했다(95% 신뢰구간=1.294-1.501).

개설일자에 따라서는 2000년 이전 개원한 의원에 비해 비교적 최근 개원한

의원들이 더 적은 의사당 진료비를 지출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00년 이전: Ref.; 2000-2010: RR = 0.873, 95% 신뢰구간 = 0.822-0.927;

2010년 이후: RR = 0.660, 95% 신뢰구간 = 0.610-0.713). 의원 간 차등지수의

차이도 의사당 진료비와 연관이 있었다. 차등지수 미적용 의원에 비해 75건초

과~100건(0.95-0.99)인 의료기관은 5.8% 더 많은 의사당 진료비를 청구했고

(95% 신뢰구간=1.049-1.067), 100건초과(<0.95)인 의원은 9.6% 더 많은 의사당

진료비를 청구했다(95% 신뢰구간=1.085-1.108). 의사 수에 따라서는, 의사 수

가 많은 의원일수록, 더 적은 의사당 진료비를 지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RR

= 0.680, 95% 신뢰구간=0.538-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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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청구행태(총 진료비, 외래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 변화

　

　

　

　

변수　

　

총진료비 (월별) 외래 진찰횟수 (월별) 의사당 진료비(월별)

Relative

Risk

95%

신뢰구간

Relative

Risk

95%

신뢰구간

Relative

Risk

95%

신뢰구간

차등수가제

폐지 전 (2014.12 ~ 2015.11) 1.000 - - 1.000 - - 1.000 - -

폐지 후 (2015.12 ~ 2016.05) 1.133 (1.130 - 1.136) 1.106 (1.104 - 1.110) 1.137 (1.127 - 1.146)

변수

연령비 (≥60yrs) 0.977 (0.976 - 0.977) 0.976 (0.975 - 0.977) 0.977 (0.976 - 0.978)

지역

대도시 1.000 - - 1.000 - - 1.000 - -

중소도시 1.071 (1.024 - 1.120) 1.077 (1.027 - 1.129) 1.063 (0.992 - 1.139)

비도시 1.393 (1.322 - 1.469) 1.418 (1.341 - 1.499) 1.394 (1.294 - 1.501)

개원년도

2000년 이전 1.000 - - 1.000 - - 1.000 - -

2000년-2010년 사이 0.857 (0.820 - 0.895) 0.841 (0.804 - 0.880) 0.873 (0.822 - 0.927)

2010년 이후 0.654 (0.616 - 0.696) 0.632 (0.592 - 0.674) 0.660 (0.610 - 0.713)

차등지수

75건 이하 (1) 1.000 - - 1.000 - - 1.000 - -

75건초과~100건(0.95-0.99) 1.055 (1.048 - 1.062) 1.056 (1.049 - 1.063) 1.058 (1.049 - 1.067)

100건초과(<0.95) 1.089 (1.081 - 1.098) 1.090 (1.081 - 1.099) 1.096 (1.085 - 1.108)

의사수 (월별) 1.068 (1.053 - 1.083) 1.066 (1.051 - 1.082) 0.680 (0.538 - 0.860)



- 33 -

3. 병원특성별 차등수가제 폐지가 청구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차등수가제 폐지가 외래 청구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표6과 같다. 차등

수가제 폐지 후에 종속변수인 총 진료비,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 모두, 폐지

전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총 진료비의 변화가 가장

컸는데,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10.8%(95% 신뢰구간=1.102-1.113), 중소도시

10.7%(95% 신뢰구간=1.102-1.111), 비도시 10.5%(95% 신뢰구간=1.099-1.111),

순서로 증가했고, 개설일자별로는 가장 최근인 2010년 이후 개설의원에서

14.4%(95% 신뢰구간=1.136-1.153)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2000-2010년사이

개설의원에서 10.0%(95% 신뢰구간=1.096-1.104), 개설한지 가장 오래된 그룹

인 2000년 이전 개설의원에서는 8.9%(95% 신뢰구간=1.084-1.094)가 증가했다.

차등지수별로는 차등지수 미적용 의원에서 가장 많은 총 진료비 증가를 보였

고(RR = 1.086, 95% 신뢰구간= 1.083-1.089), 의사 수에 따라서는 의사가 2명

이상인 의원에서 총진료비 증가가 컸다(RR=1.086, 95% 신뢰구간=1.078-1.093).

진찰횟수는 도시지역(RR = 1.101, 95% 신뢰구간 = 1.112-1.139)에 위치하거

나 2010년 이후에 개설한 의원(RR = 1.140, 95% 신뢰구간 = 1.166-1.211)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후 증가 확률이 높았다. 차등지수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

었는데, 특히 차등지수 미적용 의원에서 진찰횟수는 1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95% 신뢰구간=1.049-1.092), 기존에 100건초과(<0.95)인 의원에서는

6.4% 증가에 그쳤다(95% 신뢰구간=1.015-1.043). 의사 수가 1명인 의원의 진

료횟수 증가는 9.2% (95% 신뢰구간=1.089-1.096), 2명 이상인 의원의 진료횟

수 증가는 11.1% (95% 신뢰구간 =1.104-1.118)로 의사수가 많은 곳에서 더 많

은 진찰횟수 증가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의사당 진료비 역시 진찰 횟수와 비슷하게, 도시 지역에 위치한 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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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병원특성별 차등수가제 폐지가 청구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변수　

차등수가제
폐지 전 폐지 후

Relative Risk Relative Risk 95% 신뢰구간

총 진료비 (월별)

지역

대도시 1.000 1.108 (1.102 - 1.113)

중소도시 1.000 1.107 (1.102 - 1.111)

비도시 1.000 1.105 (1.099 - 1.111)

개원년도

2000년 이전 1.000 1.089 (1.084 - 1.094)
2000년-2010년 사이 1.000 1.100 (1.096 - 1.104)
2010년 이후 1.000 1.144 (1.136 - 1.153)

차등지수
100건초과(<0.95) 1.000 1.042 (1.024 - 1.060)
75건초과~100건(0.95-0.99) 1.000 1.047 (1.041 - 1.052)

75건 이하 (1) 1.000 1.086 (1.083 - 1.089)
의사수
1 1.000 1.065 (1.062 - 1.069)
≥2 1.000 1.086 (1.078 - 1.093)

차등수가제 폐지 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RR = 1.009, 95% 신뢰구간=

1.093-1.106), 개설 일자별로도 2010년 이후 개설한 의원에서 가장 높았다(RR

= 1.110, 95% 신뢰구간=1.101-1.119). 차등지수별, 의사 수별 증가폭 또한 다른

종속변수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차등지수 미적용 의원의 의사당 진료비는

차등수가제 폐지 후 11.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95%신뢰구간=1.108-1.116),

75건초과~100건(0.95-0.99)인 의원에서는 7.1% (95% 신뢰구간=1.064-1.078),

100건 초과(<0.95)인 의원에서는 6.4% 증가했다(95% 신뢰구가=1.047-1.081).

의사수가 2명 이상인 의원에서 청구한 의사당 진료비는 차등수가제 폐지 후

9.8% (95% 신뢰구간=1.090-1.106)증가했으며, 의사가 1명인 의원에서는 9.2%

증가했다(95% 신뢰구간=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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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찰횟수(월별)

지역
대도시 1.000 1.100 (1.083 - 1.110)
중소도시 1.000 1.101 (1.112 - 1.139)
비도시 1.000 1.087 (1.107 - 1.137)

개원년도
2000년 이전 1.000 1.082 (1.084 - 1.117)

2000년-2010년 사이 1.000 1.088 (1.106 - 1.125)
2010년 이후 1.000 1.140 (1.166 - 1.211)

차등지수
100건 초과(<0.95) 1.000 1.064 (1.015 - 1.043)
75건초과~100건(0.95-0.99) 1.000 1.068 (1.012 - 1.027)
75건 이하 (=1) 1.000 1.113 (1.049 - 1.092)

의사수
1 1.000 1.092 (1.089 - 1.096)
≥2 1.000 1.111 (1.104 - 1.118)

의사당 진료비(월별)
지역
대도시 1.000 1.096 (1.086 - 1.107)

중소도시 1.000 1.099 (1.093 - 1.106)
비도시 1.000 1.082 (1.064 - 1.100)

개원년도
2000년 이전 1.000 1.079 (1.065 - 1.093)
2000년-2010년 사이 1.000 1.088 (1.084 - 1.092)
2010년 이후 1.000 1.110 (1.101 - 1.119)

차등지수
100건 초과(<0.95) 1.000 1.064 (1.047 - 1.081)

75건초과~100건(0.95-0.99) 1.000 1.071 (1.064 - 1.078)

75건 이하(=1) 1.000 1.112 (1.108 - 1.116)

의사수
1 1.000 1.092 (1.089 - 1.096)

≥2 1.000 1.098 (1.090 -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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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연구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의과 의원급의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가 내과의원의 외래 진료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심사 결정된 자료중 진료표시과목이

내과의원이며, 건강보험 외래 진료분에서 산출된 의료기관 자료를 활용하였다.

명세서를 월단위로 요양기관별, 환자 단위로 재구축하여 제도 폐지 전 12개월

과 폐지 후의 6개월간 외래 진찰횟수, 총 진료비, 의사당 진료비를 월별 산출

하였다.

요양기관 특성인 의사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된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요양기관 일반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에 의존한

자료로, 신고가 누락된 경우 실제와 다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의료기관 단위 분석 외에 환자 단위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

직업 및 경제적 수준, 결혼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은 자료수집의 제한으로 환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어,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연구방법은 차등수가제 폐지가 내과 의원급의 진찰횟수 변화와 총 진료비

및 의사 1인당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 시작시점의 각 의

원의 특성 중 범주형 변수에 따른 빈도 및 백분율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차

등수가제 폐지 전후 시점에서의 변수의 변화량을 분석하고, 의사수 혹은 건당

진료비 등의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T-Test를 통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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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제도 폐지 시행이 내과의원의 외래

청구행태 변화(진찰횟수, 총 진료비, 의사 1인당 총진료비)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독립변수를 보정한 뒤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내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원급의 외래진료만을 연구에 포함시켜서, 진료과목 간

비교 DID(Difference-In-Difference)분석 등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차등수가 제도 폐지 후에 종속변수의 시점별 변화량에 대한 분석의 한계가 있

는바, 향후 시점별 민감도 분석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의원급의 대표진료과목인 내과의원의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가

외래 청구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차등수가

제 폐지 전, 후 총 진료비,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차

등수가제 시행 당시에 비해 폐지 후 총 진료비는 13.3% 증가했고, 대도시에

비해 비도시 지역 의원에서 더 많은 총 진료비를 청구했으며 개설일자에 따라

서도 유의한 총 진료비 차이가 있었다. 2000년 이전 개원한 의원에 비해 2000

년-2010년 사이에 개원한 의원에서 14.3% 더 적은 총 진료비를 청구하였고,

2010년 이후 개원한 의원은 34.6% 더 적은 총 진료비를 청구했다. 의료기관의

차등지수에 따라서 의원 간 총 진료비의 차이가 있었다. 차등지수 미적용 의

원에 비해 75건초과～100건(0.95-0.99)사이인 의원의 총 진료비가 5.5% 높았으

며, 100건초과(<0.95)인 의원의 총 진료비는 8.9% 높았다. 이는 기존에 차등지

수 적용을 받아 진찰료가 체감된 요양기관에서의 총 진료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의사 수 또한 총 진료비와 연관이 있었다. 의사 수가 1명 많을 때마

다 총 진료비는 6.8%씩 높았다.

차등수가제도와 외래환자 진찰횟수 간에도 유의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었

다. 차등수가제 폐지 전에 비해 후의 외래 환자 진료횟수는 10.6% 증가했으



- 38 -

며, 의료기관 특성 중 소재지별로, 대도시에 위치한 의원에 비해 비도시지역

의원의 외래 환자 진찰횟수는 41.8% 많아, 큰 차이를 보였다. 개설일자도 진

찰 횟수와 큰 연관성을 보였는데, 비교적 최근 개원한 의원에서 진료횟수가

유의하게 적었다. 차등지수는 미적용 기관에 비해, 75건초과～100건(0.95-0.99)

사이인 의료기관에서 5.6%, 100건초과(<0.95)인 의료기관에서 9.0%더 많은 진

찰횟수를 보였다. 진찰횟수 역시 의사 수와 영향이 있었는데, 의사 수가 많을

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사당 월평균 진료비도 차등수가제가 폐지된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폐지 전에 비해 후 의사당 진료비는 13.7%가

증가했다. 의료기관 특성 변수에서 소재지역과 개설일자가 의사당 진료비와

관련을 보였다. 대도시 지역의 의원에 비해 비도시 지역 의원이 39.4% 많은

의사당 진료비를 청구했다. 개설일자에 따라서는 2000년 이전 개원한 의원에

비해 비교적 최근 개원한 의원들이 더 적은 의사당 진료비를 지출했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의원 간 차등지수의 차이도 의사당 진료비와 연관이

있었다. 차등지수 미적용 의원에 비해 75건초과～100건(0.95-0.99)사이인 의료

기관은 5.8% 더 많은 의사당 진료비를 청구했고, 100건초과(<0.95)인 의원은

9.6% 더 많은 의사당 진료비를 청구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전에 비해 폐지후에 총진료비,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가

각각 증가했으며, 차등지수 미적용 기관에 비해 적용을 받아 진찰료가 체감되

고 있던 기관들에서 모두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병원특성별 차등수가제 폐지가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차등수가

제 폐지 후에 종속변수인 총 진료비, 진료횟수, 의사당 진료비 모두, 폐지 전

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총 진료비의 변화가 가장 컸

는데,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10.8% , 중소도시 10.7%, 비도시 10.5% ,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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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고, 개설일자별로는 가장 최근인 2010년 이후 개설의원에서 14.4% 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2000-2010년 개설의원에서 10.0%, 개설한지 가장 오래

된 그룹인 2000년 이전 개설의원에서는 8.9% 가 증가했다. 차등지수 관련해서

는 폐지 전에 차등지수 적용을 받지않은 의원에서 폐지 후 가장 많은 총 진료

비 증가를 보였다.

진찰횟수는 도시지역에 위치하거나 2010년 이후에 개설한 의원에서 차등수

가제 폐지 후 증가 확률이 높았다. 차등지수관련해서는 폐지전에 차등지수 적

용을 받지않은 의원에서 폐지 후 진료횟수는 1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기존에 차등지수가 100건초과로 진찰료 차감적용을 받은 의원에서는 6.4% 증

가하였다. 의사 수가 1명인 의원의 진료횟수 증가는 9.2%, 2명 이상인 의원의

진료횟수 증가는 11.1% 로 의사수가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진료횟수 증가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의사당 진료비 역시 진찰횟수와 비슷하게, 도시 지역에 위치한 의원에서 차

등수가제 폐지 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개설 일자별로도 2010년 이후 개설

한 의원에서 가장 높았다. 차등지수별, 의사 수별 증가폭 또한 다른 종속변수

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차등지수관련해서는 폐지 전에 차등지수 적용을

받지않은 의원의 의사당 진료비는 차등수가제 폐지 후 11.2%로 가장 많이 증

가했고, 차등지수 적용을 받아 진찰료가 차감된 75건초과～100건(0.95-0.99)인

의원에서는 7.1%, 100건초과(<0.95)인 의원에서는 6.4% 증가했다. 의사수가 2

명 이상인 의원에서 청구한 의사당 진료비는 차등수가제 폐지 후 9.8% 증가

했으며, 의사가 1명인 의원에서는 9.2% 증가했다. 차등수가제 폐지후 외래 총

진료비, 진찰횟수, 의사당 진료비에서 모두 증가되어 제도폐지로 인한 청구행

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외래 청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경제

적 수준이 포함되지 않고 병원을 설명 하고자하는 변수가 적어 차등수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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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가 보장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지만, 차등수가 폐지

정책이후의 변화를 본 최초의 연구이다. 차등수가제를 주로 적용받는 주요 진

료과목이 내과이고, 진찰위주의 진료가 주를 이루는 과목임을 감안할 때 의과

의원급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총진료비가 약제비와 비급여 진료

비를 제외한 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로 정책시행 전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

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의사방문횟수는 평균13.4회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하고 의료비 지출 상승폭 또한 가장 큰 것으로 측정되고 있

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전적으로 환자에게 있는 상황에

서는 의사가 환자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의사가 진료할 수 있

는 적정 환자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감기와 같은 계절적 요인, 유행

성 질환의 영향 등에 따라 환자수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진료과목별․지

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박은철(2013)은 우리나라의 잦은 외래방문일수, 긴 재원일수, 낮은 일차의료

의 질을 해결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를 개편하는 방안으로 포괄지불제로 변

경, 일본의 진단시술분류수가제(DCP)의 도입 등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행위별수가 지불제도 기반인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차등수가제 폐

지는 일차의료기관 경영난의 일부 해소가 되겠지만 의과 의원급의 외래 진찰

료 규모를 감안한 정책적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진찰료 수가정책은 기존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에서

벗어나 일차의료 강화라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

제공자 스스로 진찰횟수를 줄이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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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그간 차등수가에 대해서는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는 점,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는 점,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

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2015년 12월 1일자로 의과 의원급 진찰료 차등

수가제가 폐지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의원급의 대표진료과목인 내과의원의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가 외래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차등수가제 폐지 후에 총 진료비, 진료횟수, 의사당 진료비 모두,

폐지 전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차등지수 적용을 받

지않은 의원그룹에서 폐지 후 가장 많은 총 진료비 증가를 보였다. 또한 진찰

횟수도 차등지수 적용을 받지 않은 의원그룹이 폐지 후 11.3%의 높은 증가율

을 보였고, 기존에 차등지수가 100건초과로 진찰료 차감적용을 받은 의원그룹

에서는 6.4% 증가하였다. 차등지수로 인한 진찰료 차감적용을 받지 않았던 기

관 그룹이 제도 폐지후에 진찰횟수, 총 진료비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차등수가제도로 진찰횟수의 제한을 두었던 것이 규제가 없어지면서 늘어나

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료의 질적 수준 판단은 진료 횟수보다는 진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 되었다. 진찰시간에 대한 별도수가 보상을 통해

진찰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진찰시간에 따른 별도보상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는 일차의료 의사인 가정의학과, 소

아과 전문의 진찰수가에 진찰시간에 대한 보상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보장해서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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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제공은 물론 이로 인해 환자의 안전과 건강, 나아가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의료 환경이 정

착될 수 있을 것이다.

진찰 및 진찰료 제도는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진찰료 수가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검

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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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l medical fee is the payment which is given consultation fee by

the number of consultation per doctor on a day in primary care. It

implemented to plan for financial stability of health insurance from 31th

May 2001. Furthermore it was expected to recognize patient satisfaction,

rationalize health delivery system and provide proper medical service on

reasonable cost. However, it was revealed by reforming medical insurance

fee since 1st December 2015. There were few research to make clear the

change of claim behavior of outpatient, due to abolition of system.

Therefore we examined the effect of reveal of policy on change of

outpatient claim behavior, and provide implication about sup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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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mplication of policy.

We used internal medicine clinic database at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rom December 2014 to May 2016, and we

excluded missing value against any database format, so we finally included

3,703 primary care institutions database as study objectives. In addition to,

we collected the number of doctors during study period from current status

database.

In statistical analysis, to analyze the effect of reveal of policy on

changes of number of outpatient consultation, total medical cost and

medical cost per practitioner, first, we used chi-square test to assessed the

distribution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mong internal medicine

clinic at baseline.

After adjust other characteristics, we estimated the adjusted relative risk

(RR)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the change of the number of

consultation, total medical cost and medical cost per one practitioner by

implement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with the use of a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GEE) approach. GEE approach was applied to adjust

for hospital characteristics while determining the effect of time changes.

Model fitting was performed using the PROC GENMOD process in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According to our study, total medical cost was increased 13.3% after

the reveal of policy. It meant that medical fee was increased in primary

care at the end of policy because of abolition, which was applied

differential quotient, and then cut-off payment.

In addition to, the number of outpatient consultation increased 10.6%,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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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cal fee per one practitioner also increased 13.7%. The same trend

was observed at sub-group analysis. Compared to before the end of the

policy, total medical cost, the number of consultation, medical cost per

doctor were increased than before, especially, clinics which was applied

differential quotient had more clear incremental trend than non-applied

clinics.

In detail, among the dependent variables, total medical cost was received

most largest effect of policy reveal.

Even though this study has few adjustment for assessing the change of

political environment, however, it was first study to analyzing political

influence on the change of claim behavior on internal primary care.

Moreover, as excluding medication fee, it could assess change of total

medical cost clearly. In addition to, internal medicine has representatives,

because it received the effect of differential payment policy more powerful.

According to result of study, after the differential payment policy was

revealed, three claim behaviors (total medical cost, the number of

consultation and medical cost per one practitioner) became increased

compared with before. Among them, the incremental trend of claim

behaviors was shown in primary care which did not applied differential

quotient than others. Therefore, the further alternative method is need to

control the change of claim behavior as long-term feedback, instead of

differential payment policy. Furthermore, various ways should be debated

to provide proper and establish medical pa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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