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당뇨병치료제 보험 여기 이 

처방행태에 미치는 향

연세 학교 보건 학원

보건정책 리 공

김    지    



당뇨병치료제 보험 여기 이 

처방행태에 미치는 향

지도   박  은  철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일

연세 학교 보건 학원

보건정책 리 공

김      지      



김지 의 보건학석사 학 논문을 인준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년 12월 일



감사의 말

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어서 20년 만에 학원이라는 시간을 선물했습니

다. 처음에는 에게 시간을 주고자 한 선택이었는데 다니다 보니 시간에 더 

쫓겨 힘이 든 도 많았습니다. 지  생각해 보면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 으

로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하면서 그간 조각

으로 나눠져 있던 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졸업이 올 것 같지 않았었는데 간고사, 기말고사, 졸업시험 그리고 논문까

지 하나씩 하나씩 고비를 넘겨가며 어느덧 2년 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학원 

생활을 지나오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상에 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지나오고 생각하면 제가 혼자 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사랑과 도움이 아니었다면 못해낼 일들이었습니다. 

이 게 부족한 를 논문까지 쓰도록 이끌어 주신 박은철 교수님 감사합니

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엄두도 내지 못한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항상 열정

으로 어디를 바라 야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사랑과 가르침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통계는 어려운 외계어 는데 ‘그냥 받아들여’ 하시며 학생의 입장에

서 쉽게 설명해주셔서 통계시간이 즐거웠답니다. 통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남정모교수님 감사합니다. 논문 쓰는데 통계분석이라는 커다란 산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큰 도움주신 김승주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원 10명 동기들!! 서로 끌고 어주며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있어 힘이 되었고 행복했습니다. 동기들에게 받은 사랑 감사합

니다. 



제가 학교 입학할 때 극 으로 어주신 정향옥부장님, 시간 늦을까  챙

겨주신 양옥 부장님, 논문 쓰는데 힘내라고 지지해주신 김애련부장님 맘 편

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졸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밝

고 극 으로 일하고, 부족한 나를 믿어 주는 우리 직원들 서희, 은지, 지, 

경진이 모두 감사합니다.

에게도 기특하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회사 끝나고 학교로 가서 졸린 

을 비벼가며 수업을 들으려고 애쓰고 시험 때면 녹슨 머리를 굴려가며 외우

고 논문이라는 어려운 과정까지 해냈답니다. 김지  참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과 학원을 병행하면서 가장 많이 소홀했던 우리 가족들에

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어려울 때 마다 힘이 되어주고 

외조를 아끼지 않는 남편 홍종열, 늦게 들어오는 엄마를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멋진 두 아들 성운이 성민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김지  올림



- i -

차  례

국문요약························································································································ⅴ

I. 서 론 ··························································································································1

1. 연구배경  필요성 ·····························································································1

2. 연구 목 ···············································································································3

Ⅱ. 이론  배경 ······································································································4

1. 의사의 처방행태 련 연구결과 ·······································································4

2. 의약품 련 정책 ·································································································9

3. 당뇨병 ·················································································································12

4. 당뇨병 치료제 보험 여 기 ·········································································16

Ⅲ. 연구방법 ·············································································································21

1. 연구 모형 ·············································································································21

2. 연구 상 ···············································································································21

3. 변수의 선정  정의 ·························································································24

4. 분석방법 ···············································································································27

Ⅳ. 연구 결과 ···········································································································28

1. 연구 상의 일반  특성 ···················································································28



- ii -

2. 의약품 정책변화가 처방행태에 미친 향 ···················································30

Ⅴ. 고찰 ·······················································································································38

1. 연구자료  방법에 대한 고찰 ·······································································38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39

Ⅵ. 결론 ·······················································································································43

참 고 문 헌 ···············································································································45

부  록 ···························································································································49

ABSTRACT ···············································································································54



- iii -

표 차 례

표 1. 총 진료비  연도별 약품비 증가 황······················································11

표 2. 당조 을 한 이상 인 목표 ··································································15

표 3.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16

표 4. 경구 당강하제 종류 ························································································23

표 5. 연구변수의 정의································································································26

표 6. 환자 및 의료기 의 일반  특성··································································29

표 7. 일반원칙 고시 도입 ·후 의약품의 처방행태 변화와 입원율············31

표 8. 의료기  종별에 따른 당뇨병치료제 처방행태, 총 약품비, 입원율····36



- iv -

그 림 차 례

그림 1. 당뇨병의 스펙트럼 ······················································································13

그림 2. 연구 상자 선정····························································································22

그림 3. 2008.7월-2013.12월 당뇨병치료제 월별 처방 추이······························31

그림 4. 2008.7월-2013.12월 총약품비 추이····························································32

그림 5. 2008.7월-2013.12월 당뇨병과 련한 입원율 ··········································32

그림 6.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 고시 도입 후 당뇨병치료제 처방변화··········34

그림 7.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 고시 도입 후 총 약품비································34

그림 8.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 고시 도입 후 당뇨와 련한 입원율··········35



- v -

국 문 요 약

당뇨병치료제 보험 여기 이 

처방행태에 미치는 향

연구 목

약제비 지출을 리하기 한 정책으로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설정

된 당뇨병치료제 보험 여기  시행 ·후 처방행태 변화와 당뇨병과 련한 

입원율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상  방법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자료를 사용하 으며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당뇨병으로 최  진단받은 환자로 경구 당강하제 처

방을 받은 26,315명이 연구 상이다. 사용한 종속 변수는 당뇨병 치료제와 

련한 처방행태로 총 약품비, 1차약제 처방률, 2차 약제 처방률, 최  등재의약

품 처방률을 분석하 으며 치료결과에 한 변수로 당뇨와 련한 입원율을 

사용하 다. 여기에서 1차약제 처방률은 ‘메트포민 단독요법’이며 2차 약제 처

방률은 ‘메트포민 단독 이외 요법’으로 정의하 다. 정책 시행 후 기간의 즉

각 ·지속  향을 보고자 월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 으며 월별 사용률 변

화와 약품비 변화를 보기 해 poisson regression with log link function과 

gamma distribution with log link func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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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의약품 사용 변화  1차 약제인 메트포민 단독요법 사용률은 정책 도입 시

에서 9.9% 증가, 도입 이후 월별 평균 0.8% 증가하 다(p<.0001). 반면 메트

포인 단독요법 이외 약제 사용률은 도입 이후 월별 평균 1.7% 감소하 다

(p<.0001). 최  등재의약품 사용률은 정책 변화 기 6.2% 감소하고(p<.0001),

이후 월별 평균 0.8% 감소하 다(p<.0001). 한 총 약품비는 정책 도입 이후 

8.4% 감소(p<.0001), 이후 월별 평균 0.3% 감소하 다(p<.0001).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 도입과 련한 입원율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의료기 을 의원,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처방행태 변화의 폭이 큰 의료기 은 의원 으로 1차 약제 처방률

은 정책 변화 시 에 15.8% 증가하 고 이후 월별 0.7% 증가하 다. 2차 약제 

처방률은 지속 으로 감소하 다. 의원  의료기 에서 정책과 련하여 처방

행태 변화 폭이 가장 컸다.

결론1)

메트포민 단독요법 사용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결과로 볼 때 동 정책이 효

과 으로 정사용을 유도하 으며 이러한 처방행태 변화가 치료결과에는 

향을 주지 않았다.

정책이 지속 인 효과를 유지하기 해서는 의료공 자의 자발  변화를 유

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공 자가 자발 으로 수립한 진료지침이 비용 지불

과 연계된다면 의료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효율 인 사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핵심어: 당뇨병, 처방행태, 정책 효과, 진료지침, 보험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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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필요성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약품비 규모는 2014년 약 13조 9천억 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5.43%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수 을 보이고 있다. 2012

년 기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의약품 지출 비율(19.8%)은 OECD 회

원국의 의약품 지출 수 인 15.4% 보다 높았으며(OECD, 2014), 2003~2011년

간 약품비 증가율은 연평균 11.6%(’05∼’06년 16.3%)로 진료비 증가율의 연평

균인 10.6% 보다 속히 증가하 다(보건복지부, 2014).

최근 정부에서는 약품비에 심을 가지고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기 해 약

품 가격에 한 정책 뿐 아니라 사용량을 억제하기 한 정책 등 다양한 정책

들을 내놓고 있다. 한 향후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신의료기술 

발달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료비  약품비가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들이 입안될 것이다.

2006년 건강보험약제비 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

도,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었으며 2012년

에는 특허기간 만료 후 제네릭이 2개 이상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등재 시

기나 오리지 인지 여부에 계없이 동일한 약가를 용받는 제도가 시행되었

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의약품의 가격을 규제하기 한 수단으로 작용하

고 다양한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는 쉽게 통제되지 않았

다.

약품비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한 정책 도출을 해 약품비의 변동 요인

을 밝 내기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약품비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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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와 사용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약가보다는 사용량이 

약품비 증가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장선미, 2010). 이러한 결과는 약

품비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해서는 의약품 사용량 증가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다. 정부에서는 의약품 사용량에 한 리를 해 의

약품 처방에 향력이 큰 의사의 처방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도로 외래 

처방인센티 제도, 의약품 복 처방 방지제도 등을 시행하 다. 또한 만성질

환으로 지속 으로 약제투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성인의 11.9%, 30세 이상 

성인 8명  1명이 해당(보건복지부, 2013)하는 당뇨병에 해 의약품 허가사

항, 외국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고하여 질환별 보험 여기 (건

강보험요양 여 기  고시)을 제정하 고 이를 통해 당뇨병치료제의 정사용

을 유도하고자 하 다(보건복지부, 2011).

이에 이 연구에서 당뇨병치료제의 일반원칙 시행 후 의약품 처방과 환자의 

치료결과에 미친 향을 분석하여 결과를 활용한다면 향후 질환별 진료지침의 

효율  활용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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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

약제비 지출을 리하기 한 정책으로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설정

된 당뇨병치료제 보험 여기  시행 후 처방행태 변화와 그 변화와 련한 치

료결과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 여기  고시 ·후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처방행태에 향을 미치는 요소인 환자 측면, 의료제공자 측면의 요소

를 고려한 처방행태 변화와 처방행태와 련한 치료결과로 당뇨와 련한 입

원율의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분석한 결과를 토 로 향후 정책 마련시 유의해야 할 결과를 제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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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의사의 처방행태 련 연구결과

1) 의사의 처방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의약품 사용량 리가 약품비 리에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가 제

시되고 있고 사용량 리를 한 정책의 하나로 의사의 처방행태를 변화시키

는 방법이 있다. 가격과 본인부담 조정보다 처방이나 사용량 규제가 보조 인 

치에 머무르는 것은 재정  목 을 해 처방행태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의

사들과 마찰을 빚기 쉬우며, 처방의 과잉 여부나 부 성 여부를 개별 사례

에서 증명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유럽에서 시행된 보건정책에 

한 여러 보고에서도 약품 사용 련 정책은 의사들이 직면한 유인구조를 고

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경험  연구에서도 의사들에게 산 인 측면에서 

 인센티 를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행태 련 정책이 지출 감 

측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찰되었다(Mrazek, 2002;

Maynard, 2003).

의약품의 정사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해서는 무엇

보다도 체 의약품 소비량의 상당부분을 결정하는 의사의 처방이 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처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박실비아

(1998)의 연구를 통해 분석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낮은 연령의 의사일수록 

고가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일당 약품비가 높았으며 제약회사의 활동에 많

이 노출될수록 의약품 처방량이 증가하 다. 또한 추가 교육기간이 길수록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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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강도가 낮았다. 이에 근거하여 처방강도를 하게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에 응할 수 있는 객 이고 신뢰성 있는 의약품 정보 제공과 의약품 

처방에 한 지속 인 교육을 제시한 바 있다.

장선미 등(2001)은 의약분업 기 시 의 건강보험 심사자료를 이용하여 의

약분업 후 의사 처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각 요인별로 

의약분업의 향이 어떻게 다른지 검증한 바 있다. 그 결과 연령이 많은 의사

들의 투약일당 약품비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비해 은 의사들의 투약일당 약

품비가 증가하여 은 의사들의 상 으로 가격이 비싼 의약품으로 처방변경

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한 수련당시 처방 련 교육경험이 있는 의사들이 의

약분업 이후 처방 의약품 종류수도 고 고가약의 비율이 낮았다. 즉 수련당

시의 처방 련 교육이 의약분업이후 환경에서 처방강도를 낮추는 작용을 한 

것이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환경에서는 의사 처방이 주로 교육이나 업무환경,

경험 등과 같은 비경제  요인의 향을 받게 되는데 이 에서도 경험(연령,

개업연수)과 수련당시의 교육이 처방행태에 미치는 향이 크다(장선미, 2002).

한 질병특성과 의약품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요인들의 향정도에 

따라 처방변화  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향후에는 질병별 는 의약품별로 

처방행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 하 다

의사의 처방행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사의 특성, 환자의 특성, 지

불제도나 의사에 한 보수체계 등의 제도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향을 

받고 있어 의사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해서는 교육, 심사와 환류, 행정규제,

재정, 유인책 등 다양한 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Haaijer-Ruskamp, 1993). 이러한 다양한 요인  의약품 처방에 한 수가나 

지불보상제도, 의료 달체계 등 보건의료제도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의약품 

처방에 빠르고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aisch, 1990).

한 하고 비용효과 인 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기 한 많은 로그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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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의사들이 이러한 정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환자의 신약  개선된 

약물에 한 선호, 제약회사의 공격 인 홍보 략, 치료 결정에 있어 높은 수

의 확실성을 바라는 요구 등 많은 이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언 하고 있다

(Schulkin et al., 1993).

의사들이 약제비 감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에는 처방결정에 문의

의 참여, 약품사용 검토, 교육 등과 같이 복합 인 근이 필요하다(Schulkin

et al., 1993). 교육이나 정보 제공, 처방집, 사 승인제도 등의 략이 처방행

태를 효과 으로 개선하기 해서는 이들 략에 사용되는 처방 가이드라인이

나 처방집에 포함되는 의약품의 목록 등이 객 이고 과학 인 증거를 토

로 개발되어야 한다. 한 임상 자에서의 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

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임상 장의 의사들이 참여하여 제도에 참여를 높이

는 게 필요하다(박실비아, 2006).

2) 정책변화에 따른 처방행태 연구

약제 비 여 환(2006년 11월) 이후 총약제비, 약효군별 약제비, 해당 의약

품을 처방 받은 환자수를 파악하여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단기 으로는 

보험재정 감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 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책 시

행 이후 진 으로 상당수의 비 여 환 의약품이 비 여 환 품목과 동일 

성분의 여약 는 유사 약효의 여약으로 체 처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비 여 환 정책으로 인한 처방행태 분석 

연구에서는 비 여 환 정책에 의해 상 의약품의 처방률이 하게 감소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감 효과는 기 할 수 있으나 처방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인부담 이 증가하면서 일정 정도 환자의 부담이 가 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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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박혜경, 2009).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 제도와 약가 일 인하 제도의 약품비 변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의료공 자에게 자발 으로 약품비 감을 동기화하는 

략이 지속 인 정책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결과도 있었다(박실비아, 2015).

3) 진료지침이 처방행태에 미치는 향

처방지침에 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처방 치침 배포만으로 의원  

의료기  의사의 소화기 용약 처방률을 낮추는 효과가 제한 이었으며(김동

숙 등, 2008), 성호흡기감염증 상 산심사 도입 후 진료행태의 변화를 분

석한 연구에서는 의사의 특성(의료기 이나 소재지), 환자의 특성에 계없이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내원일당 진료비와 총 진료비는 산심사 시행 

후 유의하게 감소하 다(정설희 등, 2006). 진료지침의 효과 측정을 해서는 

환자의 치료결과로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나 그 측정이 어

렵기 때문에 진료행태의 변화가 많이 이용되고 많은 연구에서 진료지침의 효

과로 의사의 진료행태 변화를 측정해왔다(Farquhar et al, 2002). 일부 체계  

고찰 연구에서는 진료지침의 효과로 의료서비스 과정과 결과에 처방행태를 효

과 으로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 다(Grimshaw, 1993). 그러나 

진료지침이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에 실패하 다는 연구도 많다(Kosecoff,

1987).

당뇨치료 진료지침의 순응도에 한 연구결과에서는 순응도는 의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환자의 지식이나 동기 행태의 변화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Lawler et al, 1989).

진료지침이 과거에는 단지 의료공 자의 특정 환자 진료시 의사결정의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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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보조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정도에서 이제는 의료정책에 있어서 극 인 

리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그 역할이 환되었다. 즉 의료의 질  리, 의사

의 사  면허, 의료이용 검토, 병원신임  비용 감을 한 정책방안으로 진

료지침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진료지침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병원 지속

인 질 향상 활동과 통합하여 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Kibbr DC et al.,

1994).

진료미국의 문의 의회는 좋은 지침의 개발에 있어 문의들의 책임을 

요시하 고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 등으로 의료처치가 진료결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결과들이 임상지침에 반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하 다. 한 내과학회의 근 원칙은 재정 인 유인정책과 연계된 임상지침

의 활용을 주장하면서 문헌검색, 자료로부터 정 결과를 도출하기 한 각종 

분석기법의 사용  기  검토 후 정책반  등 과학  근거에 의한 평가 방법

과 개발과정에 심을 보 다. 즉 이들은 오로지 과학 으로 분명하고 객

인 정책만이 환자, 의사, 연구자, 정부기  뿐만 아니라 제삼자 지불자를 고루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 다(White, 1990). 지침이 임상에 있어서 

의사의 진료행태를 변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인쇄된 정

보만의 파 패러다임으로는 그 실천이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료지침

의 최종 사용자가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지침의 도입과 실천이 결국 개발과정

과 시행 략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의 주체의식이나 자율

성을 고려하여 진료지침 개발과정에 의사들을 극 으로 참여시켜 이의 실제

인 용을 통한 임상진료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실천 략을 수립한다(Kibbr

et al., 1994).

결론 으로 한 방법론과 과정에 의해 개발된 진료지침은 진료행태를 변

화시킬 수 있고 한 이로 인해서 환자들의 진료결과에도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Grimshaw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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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련 정책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약제비 정책은 1977년 건강보험 시행시 의 ‘고

시가 상환제도’를 시작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약품비 

지출 비율은 19.8%(OECD, 2014)로 연평균 11.6%(보건복지부, 2014)씩 속히 

증가하 다(표 1).

특히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 생산된 오리지   복제약의 가격이 선진국들

에 비해 비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 만료 후 오리지  약값이 네덜란드 

60%, 오스트리아 70%, 우리나라 80%이고, 복제약값은 랑스 50%, 네덜란드 

60%, 오스트리아 52%, 우리나라 68%으로 생산원가 비 약값이 높게 책정되

었다. 이러한 제도에서 제약사는 굳이 험부담이 큰 신약개발 보다는 업활

동을 통해 매출을 늘리는 쪽으로 힘써, 제약업계는 수많은 경쟁업체가 난립하

는 가운데 불공정 거래행 도 행처럼 행해져 왔다(보건복지부, 2012).

약제비에 한 정부정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의약품에 한 안 성, 효

과성, 비용 등에 한 정보에 해 비 칭성이 존재하며, 둘째 실한 수요를 

지닌 환자가 존재한다. 셋째 제3자 지불방식 하에서 의약품을 최종 으로 소

비하는 주체와 선택하는 주체, 약품비를 지불하는 주체가 다르며 넷째, 제약회

사는 특정 시 의 특정 시장에서 독 력을 가질 수 있으며, 독 에 의한 과

이윤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항생제 등 잘못된 사용이 국민보건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이의경, 2006).

건강보험 의약품의 등재  약가결정과정  등재과정은 시  허가를 받은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통해 선별 으로 보험의약품을 등재한다. 둘째, 약가

결정으로 등재된 의약품에 한 상한 액을 제약사와 보험자간의 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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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정하고 있다. 셋째, 실거래가에 의한 약제비 청구로 요양기 에서는 의약

품의 상한 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을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상환받는

다. 이런 기본 과정 이외에 등재  약가 결정의 추가  과정이 있는데 기등

재의약품 목록정비, 약가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계 재평가, 실거래가 사후

리가 있다(유승흠, 2010).

정부에서 시행한 의약품 정책은 약가를 리하는 방식과 사용량을 리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며 최근 10년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약가 제도로 

2006년 12월 ‘건강보험 약제비 정화 방안’에서 보험의약품의 목록 리 방식

을 ‘비용 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주로 선별하여 건강 보험을 용하는 

제도’인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환하고 상한 액에 

한 상 차를 도입하는 한편, 사용량을 정하게 리하기 해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보건복지부, 2006). 선별등재

제도는 호주, 미국,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이 용하고 있는 제도이다(유승

흠, 2010). 선별목록 등재제도 하에서 신청된 의약품  신약에 해서는 의약

품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치료 ·경제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고 

건강보험 상여부  상한가격을 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의약품 선별등

재방식 도입에 따라 이미 보험이 용되고 있는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은 49

개 효능군으로 분류한 후 2010년 하반기 고 압치료제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모든 약효군에 한 평가를 완료하 다(보건복지부, 2011).

우리나라 국민이 의원  의료기 을 방문하여 처방받는 의약품 수는 2005년 

1회 평균 4,16 알로 일본 3.0, 미국 1.97, 독일 1.98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이

다. 우리나라 의약품 처방품목수가 이 게 많은 것은 처방행태 뿐 아니라 국

민들의 약 선호 문화 등의 복합 인 원인이 작용하지만, 실 으로 의약품 

사용에 가장 향력이 큰 것은 의사의 처방이기 때문에 의료기 이 스스로 처

방을 일 유인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문제  개선에 효과 일 것이라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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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총진료비 약품비(추정) 약품비비율 증가율

2003 205,336 55,831 27.19 16.28

2004 223,559 63,537 28.42 13.80

2005 247,968 72,289 29.15 13.77

2006 285,580 84,041 29.43 16.26

2007 322,590 95,126 29.49 13.19

2008 350,366 103,853 29.64 9.17

2009 394,296 116,546 29.56 12.22

2010 436,570 127,694 29.25 9.57

2011 460,760 134,290 29.15 5.17

2012 482,349 130,744 27.11 -2.64

2013 507,426 132,413 26.10 1.28

2014 545,275 138,658 25.43 4.7

아래 의료기 이 자율 으로 처방을 여 약품비가 검되면 감된 부분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 로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보건복지부, 2011).

표 1. 총 진료비  연도별 약품비 증가 황

(단 : 억원, %)

(출처: 보건복지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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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뇨병

1) 분류

당뇨병은 여러 형태의 특징 인 종류가 있으며 유  환경  요인과의 복

합 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병한다. 당뇨병의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당이 증

가하게 되는 이유는 인슐린 분비의 감소, 포도당 이용 하  포도당 생산 

증가의 복합 인 작용에 의한 것이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이상은 여러 장기

들에 이차 인 병태 생리 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당뇨병 환자 개인은 물

론 사회 으로도 커다란 경제  부담이 된다(Dan et al., 2015).

당뇨병 분류는 에 사용되던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IDDM)  인슐린 비의

존성 당뇨병(NIDDM)이 병인보다는 치료법에 근거한 분류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 베타세포의 괴와 이에 따른 인슐린 결핍을 특

징으로 하며, 자가항체의 유무에 따라 면역매개성 당뇨병과 특발성 당뇨병으

로 구분된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항성과 상  인슐린 부족을 특징으로 

한다(당뇨병학회, 2015). 당뇨병의 스펙트럼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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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의 유형
정상 

당내성

고 당

당뇨병 기 당뇨병

공복 당장애

내당증 장애

인슐린 

불필요

조 을 

해 

인슐린 

필요

생존을 

해 

인슐린 

필요

1형 ―――――――――――――――――――――――→

2형 ←――――――――――――←――――――→

다른 특별한 유형 ←―――――――――――――――――――→

임신성 당뇨병 ←――――――――――――←――――――→

시간(연도) ―――――――――――――――――――――――→

공복 당
<5.6mmol/L

(100mg/dL)

5.6-6.9mmol/L

(100-125mg/dL)
≥7.0mmol/L(126mg/dL)

2시간 후 당
<7.8mmol/L

(140mg/dL)

7.8-11.0mmol/L

(140-199mg/dL)
≥11.1mmol/L(200mg/dL)

당화 색소 <5.6% 5.7-6.4% ≥6.5%

<그림 1> 당뇨병의 스펙트럼.

(출처: Dan L et al., 2015)

2) 치료

이미 많은 연구에서 정상수 의 철 한 당조 은 당뇨병으로 인한 미세

합병증을 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부분의 환자에서 

생활습 개선 만으로는 당화 색소 목표치 도달  장기간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경구 당강하제 사용이 필요하게 된다. 한 고 당에 노출되는 기간

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조기에 약물을 투여하는 극 인 치료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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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시 부터 운동과 식사요법을 포함한 철 한 생활습 조   경구 당강

하제 단독요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 이나 단독요법 만으로 당 목표치

(표 2)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 의 약제

를 병용하는 병합요법이 기에 필요할 수 있다. 철 한 당조 의 목표는 

우선 으로 당화 색소를 기 으로 하고, 공복  식후 2시간 자가 당측정 

수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처음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에서는 

우선 극 인 생활습 개선을 추천하고, 이것만으로 당화 색소 폭표치에 도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약물투여 시작을 고려한다. 미국당뇨병학회(ADA), 유럽

당뇨병학회(EASD)  국제당뇨병연명(IDF)을 포함한 여러 당뇨병 진료지침에

서 생활습 개선 만으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치료로 metformin을 

권고하 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체 인 제 2형 당뇨병환자에서 메트포르민 단

독요법이 설폰요소제나 인슐린 단독요법과 비교하여 당강하효과는 유사하면

서 체 증가와 당 발생이 었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후 

발표된 여러 찰연구와 메타분석에서도 설폰요소제나 thiazolidinedione계,

dipeptidyl peptidase-4(DPP-4) 억제제와 비교하여 당화 색소 감소효과, 부작

용, 체 증가, 당 발생, 경제 인 측면  장기간 심 질환 발생면에서 

메트포르민이 기 경구약제로 우선 선택될 수 있는 근거를 보 다(당뇨병학

회, 2015).

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을 당뇨병의 병태생리를 기 으로 별하면 인슐

린 분비를 진하는 설폰요소제, 주로 간에서의 포도당 신합성을 억제함으로

써 당강하효과가 있는 바이구아나이드계, 장에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해하

는 알 루코시다제 억제제, 지방조직이나 근육등과 같은 말 조직에서 인슐

린에 한 감수성을 증가시켜 인슐린 항성을 개선하는 티아졸리딘디온계,

비설폰요소제 인슐린 분비 진제로서 ATP 의존성 칼륨 통로 차단으로 인슐린 

분비를 진하는 리나이드계로 나뉘고, 최근 incretin 제제로 glucagon-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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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당조 을 한 이상 인 목표a

지표 목표

Glycemic controlb

HbA1C <7.0%c

Preprandial capillary plasma glucose 4.4-7.2 mmol/L(80-130 mg/dL)

Peak postprandial capillary plasma

glucosed
<10.0 mmol/L(<180 mg/dL)

Blood pressure <140/90 mmHge

Lipidsf

Low-density lipoprotein <2.6 mmol/L(100 mg/dL)g

High-density lipoprotein >1 mmol/L(40 mg/dL) men

>1.3 mmol/L(50 mg/dL) in

women

Triglycerides <1.7 mmol/L(150 mg/dL)
a 미국 당뇨병학회 권고: 목표는 각각의 환자에 따라 설정되어야 함. 목표는 환자

군에 따라 다를수 있다.

b HbA1c가 주된 목표

c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Based assay.

d 식사 시작하고 1-2시간 후

e Goal <130/80mmHg는 보다 은 연령

f 우선순 에 따라서

g Goal <1.8 mmol/L(70 mg/dL)는 심 계 질환을 동반한 경우

peptide 1(GLP-1) 유도체와 DPP-Ⅳ 억제제가 있다(당뇨병학회, 2013)

(출처: American Diabetes Assosic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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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당뇨병치료제는 

아래와 같은 기 으로 투여시 요양 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 이지만 

아래 인정기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HbA1C가 ≥6.5%

·공복 장 당 ≥126mg/dl

·당뇨의 형 인 증상과 임의 장 당≥200mg/dl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장 당 ≥200mg/dl

- Metformin 투여 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2) 병용요법

① 2제요법

○ 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 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HbA1C가 ≥7.0%

4. 당뇨병 치료제 보험 여 기

정부에서는 증가하는 당뇨병 인구에 한 한 약제의 사용을 유도하기 

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외국의 가이드라인, 련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조하

여 보험 여기 을 설정하 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0호, 2011.7.1.)(표 3).

표 3.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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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 당 ≥130mg/dl

·식후 당 ≥180mg/dl

○ HbA1C ≥7.5%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함

- Metformin 투여 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

터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 Metformin 또는 Sulfonylurea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아래의 약

제조합인 경우에는 투약비용이 1일 투약비용이 렴한 1종의 약값 

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Meglitinide계 약제 + Thiazolidinedione계 약제

- DPP-IV inhibitor계 약제 + Thiazolidinedione계 약제

- Meglitinide계 약제 + α-glucosidase inhibitor계 약제 

○ 인정 가능 2제요법

구 분 Metformin Sulfonylurea Meglitinide
α-glucosidase
inhibitor Thiazolidinedione

DPP-IV
inhibitor

Metformin 인 정 인 정 인 정 인 정 인 정

Sulfonylurea 인 정 인 정 인 정 인 정

Meglitinide 인 정 1종 본인부담 1종 본인부담

α-glucosidase
inhibitor

인 정 인 정 1종 
본인부담

Thiazolidinedione 인 정 인 정 1종 본인부담 1종 본인부담

D P P - I V
inhibitor

인 정 인 정 1종 본인부담

※ 회색표시 부분은 1일 투약비용이 렴한 약제의 약값을 환자가 

액 부담하는 병용요법

○ 2제요법 투여 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함

② 3제요법

○ 2제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 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3제요법).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됨

○ 3제요법에 아래의 약제조합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 약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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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투비용이 렴한 1종의 약값 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Meglitinide계 약제 + Thiazolidinedione계 약제

- DPP-IV inhibitor계 약제 + Thiazolidinedione계 약제

- Meglitinide계 약제 + α-glucosidase inhibitor계 약제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 기 HbA1C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

(LADA),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고 당과 련된 성

합병증, 신장·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 , 성질환 발병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등에는 Insulin 주사제 투여를 인정함

○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병용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요법을 인정함

2) 경구제와 병용요법

○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하며, 경구

용 당뇨병치료제 2종을 병용하는 경우 1일 투약비용이 렴한 경구

제 1종의 약값 액은 환자가 부담함. 단, 『Metformin +

Sulfonylurea계 약제 + Insulin』 병용요법은 모두 인정함

- Rosiglitazone 및 DPP-IV inhibitor계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

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Exenatide 주사제 투여

○ 투여 상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당조 을 할 

수 없는 환자 

- BMI≥30 kg/㎡인 비만환자 또는

-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 투여방법

3종 병용요법(Metformin+Sulfonylurea+Exenatide)을 인정하되 1일 투

약비용이 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19 -

라. 각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 첨부시 사례별로 인정함

마.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바. 서방형 Metformin는 1정당 아래의 액까지 보험 여를 인정하고, 아래

액을 과하는 액은 환자가 액 부담함

- 500㎎정 94원, 750㎎정 118원, 1,000㎎정 141원

사. 여 인정용량: 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 내에서 여하되, 다음의 인

정용량을 과한 경우에는 약값 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 Repaglinide 경구제 : 1일 최  6mg, Insulin 주사제와 병용투여시 1

일 3mg 또는 2mg정 1일 2회 투여

- Pio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  15mg

- Rosi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1일 최  4mg

-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투여시 :

복합제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  2500mg(Metformin 서방형 경구

제는 제외)

- Glimepiride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Glimepiride 단일제 추가투여

시 : 복합제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  8mg

※ 상약제

[경구제  단일제]

○ Biguanide계: Metformin HCl

○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Voglibose

○ Meglitinide계: Repaglinide, Nateglinide, Mitiglinide calcium hydrate

○ Thiazolidinedione계: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 DPP-IV inhibitor계: Sitagliptin phosphate, Vildagliptin

[경구제  복합제]

○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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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Rosiglitazone maleate+Metformin

HCl

○ Rosiglitazone maleate+Glimepiride

○ 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Vildagliptin+Metformin HCl

[주사제]

○ Insulin 주사제

○ Exenatide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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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는 의약품 정책변화가 당뇨병치료제 처방행태에 미친 향을 분석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 시기에 당뇨병치료제 처방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주요한 정책변화는 2011년 7월 당뇨병치료제 처방에 한 일반원칙으

로 여기  고시  2012년 4월 약가인하 고시가 있다. 종속변수는 당뇨병치

료제 총 약품비용, 1차 치료제(메트포민 단독) 처방률, 2차 치료제(메트포민 단

독 이외) 처방률, 최  등재의약품 사용비율과 당뇨로 인한 입원율에 변화로 

선정하 다.

주요 분석 상 기간은 2011년 7월 여기  고시 시 이며, 2008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단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 다. 또한 월별 처방률 변화를 

살펴보기 해 poisson regression with log link function을 사용했으며, 월별 

총 약품비의 변화를 보기 해 gamma distribution with log link func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2. 연구 상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2002년∼2013년)를 사용하

다. 동 자료는 2002년 가입자를 기 으로 성병, 연령, 소득수 을 층화변수

로 층별 비례배분을 용하여 약 2.2%인 1,025,340명으로 구성되었다. 표본 추

출된 1,025,340명  200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주진단 당뇨병(한국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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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분류 코드인 E11∼E14)으로 한번이라도 의료이용(입원 는 외래)을 한 

108,579명이 포함되었다. 2008년 이후 최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를 선정하

기 해 2007년까지 당뇨로 의료이용이 있었던 64,518명을 제외하 다. 2008년 

이후 신규 당뇨병 환자  인슐린을 한번이라도 사용한 이 있는 1,641명과 

보건소, 한방병원  요양병원에서 외래에 내원한 이 있는 1,761명  당뇨

병 치료제 처방이 외래에서 발생하지 않은 12,078명을 제외하여 28,581명이 선

정되었다. 한 연령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20세 미만, 80세 이상

의 당뇨병환자는 제외하여 최종 26,315명을 상으로 처방행태 변화와 입원율

을 분석하 다(그림 2).

<그림 2> 연구 상자 선정.



- 23 -

구분 계열 성분명 품목수(개)

단일제

Biguanide계 Metformin HCl 66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3

Gliclazide 21

Glimepiride 105

Glipizide 1

α - g l u c o s i d a s e

inhibitor계

Acarbose 2

Voglibose 13

Meglitinide계

Repaglinide, , 3

Nateglinide 32

Mitiglinide calcium hydrate 1

Thiazolidinedione계
Pioglitazone HCl 93

Rosiglitazone maleate 2

DPP-IV inhibitor계
Sitagliptin phosphate 3

Vildagliptin 1

복합제

Glibenclamide+Metformin HCl 49

Gliclazide+Metformin HCl 1

Glimepiride+Metformin HCl 4

이 연구에서 분석 상 당뇨병치료제는 일반원칙 고시 시 (2011.7.1.)에 보험

등재된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6호(2011.5.30.)가 반 된 약제

여목록에서 약효품목분류 ‘당뇨병용제’로 분류된 의약품  경구투여약제를 분

석 상으로 하 다. 품목수는 당뇨병용제 계열을 기 으로 Biguanide계 66개 

품목, Sulfonylurea계 130개 품목, α-glucosidase inhibitor계 15개 품목,

Meglitinide계 36개 품목, Thiazolidinedione계 95개 품목, DPP-IV inhibitor계 

4개 품목, 복합제가 69개 품목으로 총 415개이다(보건복지부, 2011)(표4).

표 4. 경구 당강하제 종류



- 24 -

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1

Rosiglitazone maleate+Metformin HCl 3

Rosiglitazone maleate+Glimepiride 6

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5

당뇨병용제 1차 치료제는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서 바이구아나이드인계

열인 메트포민 단독요법으로 정의하 고, 메트포민 단독요법 이외의 투여약제

는 2차로 정의하 다.

흥미변수에서 최  등재의약품과 기 등재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기 은 식품

의약품안 처 의약품 자민원창구 웹사이트(http://ezdrug.kfda.go.kr)에서 최

 허가일자를 확인하여 최  허가를 득한 의약품이거나 단독 등재 의약품의 

경우 최  등재의약품으로 분류하 고 동일 성분에서 최  등재의약품 이외 

품목은 기 등재의약품으로 분류하 다.

3. 변수의 선정 정의

이 연구의 흥미변수는 당뇨병치료제와 련한 정책변화(당뇨병치료제 보험

여기 )이고 종속변수로 처방행태의 변화와 당뇨와 련한 입원율의 변화를 

분석하 다. 처방행태 변화는 총 약품비, 1차 약제 처방률, 2차 약제 처방률,

최  등재의약품 처방률로 정의하 다. 또한 ‘당뇨와 련한 입원율’은 당뇨병

(한국표 질병·사인분류 코드인 E11∼E14)을 주진단으로 하여 외래 진료 후 

해당 월에 입원이 발생한 비율로 분석하 다.

정책변화와 처방행태  입원율의 변화와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 다른 

향을  수 있는 요소로 독립변수는 환자의 특성과 의료제공자의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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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 다. 환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당뇨로 인한 합병증 유무, CCI, 보장유

형, 소득수 , 당뇨병 유병기간으로 선정하 고 의료제공자 특성은 요양기  

종별, 요양기  소재지역, 요양기  병상규모, 근무 의사수로 선정하 다.

성별은 주민등록 기 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고 연령은 20-39세, 40-59

세, 60-79세로 세 구간으로 구분하 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 여부는 주진단 코

드의 4-5단  세분류를 바탕으로 분류하 다. 4단  세분류 코드가 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인 경우 합병증 ‘무’로, 7(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인 경우 ‘다발

성’, 그 외 합병증은 단일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로 분류하 다. 증도를 보정

하기 해 Charlson 동반질환지표(Charlson Comorbidity Index)를 사용하

다. 의료보장 유형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의료 여 수 자로 

구분하 으며, 소득순 는 건강보험료가 10분  자료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하(20% 이하), (21-50%), 상(51-80%), 상(81-100%)으로 분류하

다. 2002-2007년까지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를 제외하고 2008-2013년까지 새로 

진단받은 환자를 포함하여 연도별로 구분하 다. 의료기  특성으로 종별 구

분(의원, 병원과 종합병원), 의료기  소재지( 역시, 이외 지역), 병상수와 근

무 의사수를 보정하 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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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정의

독립

변수

<환자특성>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39세, 40-59세, 60-79세

합병증여부 합병증이 없는, 단발성, 다발성

CCI 동반상병 수

의료보장유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의료 여 수 자

소득수 하(20% 이하), (21-50%), 상(51-80%), 상(81-100%)

최  진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의료기  특성>

종별 의원 , 병원 과 종합병원

소재지 역시, 역시 이외 

병상수 의료기  병상수

근무의사수 의료기  근무 의사수

종속

변수

처방행태 변화
1차 약제 처방률, 2차 약제 처방률 

최  등재의약품 처방률, 총 약품비

입원율 당뇨로 인한 입원율

표 5. 연구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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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에 한 여기  시행 이 의 경향과 시행에 의한 

지속 ·즉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단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 다. 단

 시계열분석을 한 구간회귀분석은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고 각 시 에서 

결과변수의 측정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모형을 구축한다. 정책 개입이 결과변

수에 미친 향을 계량화하기 한 구간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Wagner et al., 2002).

Yt= β0 + β1 x timet + β2 x intervention t + β3 x time after

intervention t + et

정책 시행 후의 여러 시 의 데이터를 일정 간격으로 수집하여 단  시

계열 분석을 시행하여 정책 도입 시기별 결과변수를 조사하 다. 정책도입 이

에는 0의 값을 갖고 정책 도입 후에는 1의 값을 갖는다. time after

intervention 은 정책도입 이후 경과된 시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구간회귀식을 통해서 정책 개입 이 의 결과변수의 값과 추세를 

통제하면서 정책 개입에 의한 결과변수의 즉각  변화와 추세의 변화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정책 개입 과 후의 각각 한 시 만 값을 측정하는 

후(pre-post) 비교가 갖는 내  타당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 을 갖게 한

다(Wagner et al., 2002).

또한 1·2차 치료제의 처방률과 최  등재의약품의 처방률의 월별 변화를 살

펴보기 해 poisson regression with log link function을 사용했으며, 월별 총 

약품비의 변화를 보기 해 gamma distribution with log link function을 사

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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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상의 일반 특성

연구 상으로 선정된 당뇨병 환자 26,315명의 각 변수별 빈도와 백분율은 

(표 6)과 같다. 상 환자의 성별 비율은 남자가 53.7%, 여자가 46.3% 차지하

다. 연령별로 보면 20∼29세와 40-59세 구간에서 각각 49.7%, 42.5%로 부

분을 차지하 으며 60∼79세는 7.8%를 차지하 다. 의료보장 유형별로 보면 

의료 여 2,164명으로 8.2%,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15,021명, 9,130

명으로 57.1%, 34.7%를 차지하 다. 한 소득 수 은 평균 가구소득을 네 구

간으로 구분하 을 때 각 소득그룹별 22.4%(하), 21.8%( ), 28.6%( 상),

27.2%(상)로 분포하 다.

당뇨와 련한 합병증 여부, 환자의 증도  당뇨병 유병기간에 따른 특

성을 보면 당뇨와 련한 합병증이 없는 군은 6,761명인 25.7%, 단일 합병증을 

갖고 있는 군은 723명인 2.8%이고 다발성 합병증을 갖고 있는 군이 18,831명

으로 71.6% 다. 증도를 보정하기 한 변수인 Charlson 동반질환지표

(Charlson Comorbidity Index)는 평균 0.5 (표 편차 0.72 )으로 평균 증도

1보다 낮았다. 당뇨로 최  처방받은 환자 분포를 2008∼2013년까지 년도별로 

분석한 결과 년도 별 최  14.5%에서 최고 19.2%까지 분포하 다.

의료기  특성을 악하기 해 상기 (총 9,907개)을 변수별로 분석하

다. 먼  요양기  종별 구분은 의원  8,563개로 86.4%를 차지하고 병원  기

과 종합병원  기 은 각각 983개와 361개소로 9.9%와 3.6%를 차지하여 이 

연구에서는 의원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 의료기  소재지에 따른 

분포로 역시와 이외 지역으로 구분하 을 때 46.1%와 53.9%를 차지하고 있

었다. 이 연구에 포함된 의료기 의 평균 병상수는 41.36이 으며 평균 근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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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환자  의료기 의 일반  특성

　　 　　 N/M %/SD
환자 특성(n=26,315)

성별
남자 14,126 (53.7)

여자 12,189 (46.3)

연령
20-39 13,073 (49.7)

40-59 11,188 (42.5)
60-79 2,054 (7.8)

합병증 여부

없음 6,761 (25.7)
단발성 723 (2.8)

다발성 18,831 (71.6)
CCI(Charlson Comorbidity Indix) 0.50 0.72

의료보장 유형
의료 여 2,164 (8.2)

지역가입자 9,130 (34.7)

직장가입자 15,021 (57.1)
소득수

소득층 5,888 (22.4)
차상 층 5,744 (21.8)

산층 7,531 (28.6)

고소득증 7,152 (27.2)
최  진단 시기

2008 4,313 (16.4)
2009 4,639 (17.6)

2010 4,334 (16.5)
2011 5,061 (19.2)

2012 4,151 (15.8)

2013 3,817 (14.5)
의료기  특성(n=9,907)

의료기  종별
의원 8,563 (86.4)

병원 983 (9.9)

종합병원 361 (3.6)

사수는 5.49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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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소재지
역시 4,568 (46.1)

역시 이외 5,339 (53.9)

병상수 41.36 123.54
근무 의사수 5.49 36.83

2. 의약품 정책변화가 처방행태에 미친 향

1)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입원율 월별 추이 변화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에 한 여기  고시 후 일정기간 동안 시계열 

자료에 한 분석을 통해 약제 처방행태 변화와 당뇨로 인한 입원율에 변화를 

악하 다. 분석기간은 정책 시행  36개월(2008.7.∼2011.6.)과 시행 후 30개

월(2011.7.∼2013.12.) 기간으로 설계하 다.

(표 7)은 여기  고시 도입 ·후 의약품의 처방행태 변화와 입원율을 분

석한 결과이다. 1차 약제와 2차 약제 고시 도입 ·후 처방률의 평균을 분석

한 결과에서 1차 약제 처방률은 8.5%(17.8%→26.35%, p<0.0001) 증가하 고 2

차 약제 처방률은 5%(34%→29%, p<0.0001) 감소하 다. 최  등재의약품의 

처방률도 고시 도입 ·후 3.84%(45.83%→49.67%, p=0.0004) 감소하 다. 입원

율과 총약제비의 고시 도입 ·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3)은 의약품의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한 그래 이다. 처방행태 변화는 

1차·2차 약제 처방률과 최  등재의약품의 처방률을 2008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월단 로 분석하 으며, 정책 도입시 을 기 으로 1차 약제 처방률

은 증가하는 반면 2차 약제 처방률은 감소하 다. 최  등재의약품 처방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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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반원칙 고시 도입 ·후 의약품의 처방행태 변화와 입원율 

(단 : %)

후
p-value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1차 약제 처방률 17.80 ±0.77 26.35 ±3.31 <.0001

2차 약제 처방률 34.00 ±3.22 29.01 ±3.79 <.0001
최  등재의약품 처방률 45.83 ±5.28 49.67 ±2.24 0.0004

총 약품비 48,941 ±4,473 49,444 ±2,667 0.5904
입원율 0.41 ±0.21 0.31 ±0.08 0.0154

약품비와 입원율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그림 4, 5).

<그림 3> 2008.7월-2013.12월 당뇨병치료제 월별 처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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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8.7월-2013.12월 총약품비 추이.

<그림 5> 2008.7월-2013.12월  당뇨병과 련한 입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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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시계열 분석 결과

정책변화 시 을 기 (2011년 7월)으로 의약품 처방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차 

약제 처방률은 정책 도입 시 에서 9.9% 증가, 도입 이후 월별 평균 0.8% 증

가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반면 2차 약제 처방률은 해

당 시 을 기 으로 2% 감소를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고,

이후에도 1.7%의 지속 인 감소 추세 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 다

(p<.0001). 최  등재의약품 처방률은 정책 변화 기 6.2% 처방률 감소를 보

으며 이후 0.8%의 지속  감소 추세 으며 이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치 다(p<.0001)(표 7)(그림 6).

(그림 7)은 총 약품비에 한 시계열 분석 결과로 일반원칙 도입 이후 8.3%

감소를 보 고 이후 월별 평균 0.3%의 지속 인 감소 추세 으며 두 결과 모

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그림 8)은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 도입과 련한 입원율의 변화를 분석한 

그래 로 정책 도입 후 일시 인 입원율의 상승을 보 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

세 으며 두 결과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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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 고시 도입 후 당뇨병치료제 처방변화.

<그림 7>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 고시 도입 후 총 약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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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 고시 도입 후 당뇨와 련한 입원율.

3) 의료기  종별에 따른 시계열 분석 결과

의료제공자 요인이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 고시에 향을 받는지를 분석하

고자 의료기  종별에 따른 세부 그룹별로 약제 처방 변화, 총 약품비와 입원

율에 향을 분석하 다. 의료기 은 의원,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 다.

정책으로 인한 향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의원 으로 1차 약제 처방률은 

정책 변화 시 에 15.8% 증가하 고 이후 월별 평균 0.7% 증가 추세 으며 

통계 으로 의미 있는 결과 다. 2차 약제 처방량은 고시 시 에 0.1% 감소,

이후 평균 1.5%로 변화를 보 고 시 의 변화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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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의료기  종별에 따른 당뇨병치료제 처방행태, 총 약품비, 입원율

(단 : RR,95% CI)

Level change Trend change

의원

1차 약제 처방률 1.158 1.109 1.209 1.007 1.003 1.011

2차 약제 처방률 0.990 0.953 1.029 0.985 0.981 0.988

최  등재의약품 

처방률
0.943 0.917 0.969 0.992 0.989 0.994

총 약품비 0.930 0.912 0.950 0.997 0.996 0.999

병원

1차 약제 처방률 0.942 0.839 1.059 1.009 0.998 1.020

2차 약제 처방률 0.990 0.889 1.101 0.975 0.964 0.986

최  등재의약품 

처방률
0.901 0.842 0.963 0.987 0.980 0.993

총 약품비 0.879 0.839 0.921 0.999 0.995 1.003

종합병원

1차 약제 처방률 0.975 0.921 1.033 1.009 1.003 1.015

2차 약제 처방률 0.932 0.870 0.998 0.980 0.974 0.987

최  등재의약품 

처방률
0.933 0.907 0.960 0.994 0.992 0.997

총 약품비 0.878 0.851 0.905 0.993 0.991 0.996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RR(rate ratio) : RR is indicated the results of exponentiated estimates

and interpretable as percentage changes.

The level change indicates the change at the moment of intervention.

나 이후 변화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최  등재의약품 처방률은 즉각  변

화는 5.7% 감소, 이후 월별 0.8% 감소했으며 두 수치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총 약품비 변화는 고시 시 에 7%감소하고 이후 0.3% 지속  감소 추

세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 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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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nge in trend was defined as an increase or decrease in the slope

of the segment after the intervention as compared with the segment

preceding the intervention

*Adjusted for sex, age, complication, CCI, insurance type, income, year of

diagnosis, type of hospital, hospital location, number of beds and number

of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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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연구자료 방법에 한 고찰

이 연구의 목 은 의료제공자의 처방에 향을 미치는 정책변화(당뇨병치

료제 일반원칙에 한 고시)와 련한 처방행태에 변화를 분석하고 치료 결과

의 변화를 보고자 당뇨로 인한 입원율을 분석하 다.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 

고시 용시 인 2011년 7월 ·후 기간으로 2008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66개월) 의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를 분석하 다.

연구 상은 2008년 이후 최  당뇨병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로 인슐린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이 있는 환자는 상에서 제외하여 ‘경구 당강하제를 투

여하는 환자’로 상의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하 다. 한 연구 상 의료기

을 종별로 구분하여 세부 분석을 함으로써 동 연구의 목 인 정책 변화에 따

른 의료공 자의 처방행태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 다. 종속변수인 처방행태 

변화는 총 약품비, 1차 약제 처방률, 2차 약제 처방률, 최  등재의약품 처방

률이며, 추가 종속변수로 ‘당뇨와 련한 입원율’을 분석하 다. 독립변수는 환

자의 특성과 의료제공자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환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당뇨

로 인한 합병증 유무, CCI, 보장유형, 소득수 , 당뇨병 유병기간으로 선정하

고 의료제공자 특성은 요양기  종별, 요양기  소재지역, 요양기  병상규

모, 근무 의사수로 선정하 다.

월 단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변화 시 을 기 으로 정책 시행  36개월과 

시행후 30개월의 기간을 분석하여 한 즉각  효과와 지속  효과에 한 단

 시계열 분석을 시행하 다. 1·2차 치료제의 처방률과 최  등재의약품의 

처방률의 월별 변화를 살펴보기 해 poisson regression with lo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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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을 사용했으며, 월별 총 약품비의 변화를 보기 해 gamma

distribution with log link func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이 연구의 결과인 처방행태 변화와 환자의 치료결과 변화를 해석함에 있어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첫째, 연구자료의 처방내역이 청구자료로 제한되어 있어 비 여 처방이나 

액환자본인부담 처방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

료(2002년∼2013년)를 사용하 고 이 자료에는 건강보험 는 의료 여 청구

내역만을 포함하고 있어 결과를 해석할 때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환자의 진료결과로 고시 이후 당뇨로 인한 입원율을 분석하 으나 당

뇨병은  장기간의 추  찰이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고시 이후 30개월은 만성

질환의 치료결과를 단하기 짧은 기간이므로 추후 장기간의 추 찰이 필요

하며 입원율 뿐 아니라 사망률과 같은 치료결과에 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처방행태 변화로 나타난 진료결과로 당뇨와 련한 입원율을 분석하

으나 의원  요양기 의 경우에는 입원 사례수가 어 분석한 결과가 극단

치에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연구결과에 한 고찰

이 연구는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 고시 이후 처방행태 변화를 보고자 일반

원칙의 주요한 내용인 ‘ 치료로 메트포민 단독 요법’을 1차 약제로 정의하

고 이외 경구 당강하제 투여는 2차 약제로 정의하 다. 고시 시 에 1차 약

제 처방률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 으며, 2차 약제 처방률을 어들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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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 다. 다른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1차 약제 사용량은 9.3% 증가했고 

이후에도 월별 평균 0.6% 증가했다. 한 1차 약제 처방률에 증가에 따른 2차 

약제 처방률이 감소했다. 당뇨병 기 치료로 메트포민 단독요법의 처방률을 

고시 시 에 증가하 으며 이러한 증가는 분석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메트포

민 단독요법 이외의 처방 증가율은 고시 시 에 증가를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이후 증가 추세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최  등재의약품의 처방률은 고시 시 과 분석기간 동안 지속 인 감소추세

를 보 다. 이는 메트포민 처방률이 증가하면서 상 으로 타 제제의 처방률

이 감소한 결과로 생각되며, 1차 약제인 메트포민이 등재된 지 오래된 약제로 

동일성분의 약제 간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다수 품목이 등재되어 선택 

가능한 품목의 의약품이 많아 최  등재의약품의 처방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

인다. 한 총 약품비는 고시 시 과 이후 기간에도 감소하는 시 이 있었으

며 다시 지속 으로 상승하는 추세 다. 이는 당뇨병치료제 보험 여기  이

외에도 2012년 4월에 시행한 약가 인하 정책 등 복합 인 향으로 단되므

로 동 고시로 인한 총 약품비 감소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고시 시 과 이후의 평균 입원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연구 상에 ‘당뇨에 경구 당강하제를 투여하는 환자로 인슐린

을 1회라도 투여한 경우는 제외’하여 입원 사례가 많지는 않았으나, 정책 시행 

·후 입원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처방  진료행태 변

화가 환자의 치료결과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료기 을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처방행태 변화와 입원율을 

분석한 결과 의원  의료기 에서 1차 약제 처방 증가과 2차 약제 처방 감소

의 폭이 타 종별보다 컸다. 병원 과 종합병원  의료기 에서 1차 약제 처방

률의 감소와, 2차 약제 처방률의 증가는 지속  추세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

하 다. 이로 볼 때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기 에서는 당뇨병치료제 일반



- 41 -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 치료로 메트포민 단독요법’을 이미 용하고 있었거

나, 기 치료를 요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주로 의원  요양기 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의원  요양기 에서 고시 시 에 당뇨와 련한 입

원율이 크게 증가했다가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 는데 이는 의원  요양기

에서 당뇨로 인한 입원 사례 수가 어 극단값의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

다.

당뇨병치료제 보험 여기  시행 이후 치료로 메트포민 단독요법 처방률

이 증가하 고 지속 인 결과를 보 으며 의원  의료기 에서 변화가 두드러

졌다는 이 향후 의약품 사용량 리에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당뇨벙치료제 고시에서 ‘ 치료로 메트포민 단독요법’을 권고한 배경에는 국

내 진료지침 뿐 아니라 미국당뇨병학회(ADA), 유럽당뇨병학회(EASD)  국제

당뇨병연명(IDF)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과체 인 제 2형 당

뇨병환자에서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이 설폰요소제나 인슐린 단독요법과 비교하

여 당강하효과는 유사하면서 체 증가와 당 발생이 었다는 연구 결과

에 기반을 두고 있다(당뇨병학회, 2015). 한 동 고시의 목 이 사용량의 일

방 인 통제가 아닌 의학  근거에 기반한 정한 사용을 유도하고자 함이었

다.

선행 연구결과에서 보면 의료공 자에게 자발 인 약품비 감을 동기화하

는 략없이 일방 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즉각 인 효과는 나타날지 모르나 

지속 인 유지가 어렵거나(박실비아, 2015),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료의 왜

곡이 생길수 있다(Kosecoff, 1987). 정부단체나 보험자 단체에서 개발된 진료지

침은 신뢰도가 낮고 이런 경우 진료지침이 진료의 질 향상보다 재정 감의 방

법으로 받아들여져 진료지침에 한 부정 인 태도를 강화하게 된다고 보았으

며 진료지침을 의사들에게 인정받은 기 이나 자신이 속한 기 에서 개발할수

록 신뢰도가 높다(Borkowski, 2003). 많은 연구에서 진료지침의 효과로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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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태 변화를 측정해왔으며 (Farquhar et al., 2002), 일부 체계  고찰 연구

에서는 진료지침의 효과로 의료서비스 과정과 결과에 처방행태를 효과 으로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 다. (Grimshaw, 1993). 그러나 진료지침

이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에 실패하 다는 연구도 많다(Kosecoff, 1987).

진료지침이 효과 으로 처방행태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진료지침의 개발에 

의료공 자의 극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고 개발과정에서 문헌검색, 자료로

부터 정 결과를 도출하기 한 각종 분석기법의 사용  기  검토 후 정책

반  등 과학  근거에 의한 평가 방법과 개발과정(White, 1990)을 통해 진료

지침을 만들고 이를 재정 인 유인정책과 연계한다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형평성 있는 사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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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 연구는 당뇨병치료제의 보험 여기  시행 시 을 기 으로 처방행태 변

화를 보기 해 정책 시 (2011년 7월)을 기 으로 ·후 기간에 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 다. 처방행태에 한 분석결과에서 주요 변화내용은 메트포민 

단독요법 처방률의 단기 ·지속 인 증가 다. 정부에서는 당뇨병치료제의 

정사용을 유도하고자 의료공 자의 의견과 임상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험 여

기 을 설정하여 이를 고시하 다. 정책의 목 이 사용량의 일방 인 통제가 

아닌 의학  근거에 기반한 정한 사용을 유도하고자 함이었고, 보험 여기

에 포함된 ‘ 치료로 메트포민 투여원칙’은 2011년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당뇨병 진료지침에서도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서 당뇨병치료제 일반원칙 고시 이후 메트포민 단독요법 처방

률의 증가(정책 도입 시 에서 9.9% 증가, 도입 이후 월별 평균 0.8% 증가)로 

볼 때 임상진료지침을 보험 여기 과 연계한 후 확실한 처방행태의 변화를 

보 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지속 인 처방행태 변화로 연계되고 최종 으로 

진료결과의 향상으로 연계되지 해서는 의료공 자의 자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공

자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정책에 한 홍보와 교육 등의 극 인 소통

이 필요하다. 진료지침을 제정  여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방  비용 

감 정책이 아닌 정사용을 목 으로 하여야 하며, 의료공 자가 수용할 수 

있는 보험 여기 일 때 의료공 자의 처방행태 변화가 지속 일 수 있을 것

으로 기 한다.

이 연구결과에서 정책의 효과를 보기 하여 정책 시행 후 30개월 분석하

으나 당뇨병의 특성상 치료효과를 단하기 해서는 장기 인 추  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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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므로 동 정책효과가 더 지속되는지에 한 장기  연구가 필요하다. 연

구자료의 제한으로 치료결과에 한 지표로 입원율을 사용하 으나 단기  지

표와 장기  지표로 구분하여 단기 으로는 당화 색소와 같은 검사결과를 활

용하고 장기 으로는 사망률을 활용하는 등 처방행태 변화와 련한 진료결과

에 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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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반원칙 고시 도입과 요법별 처방률 간 상 계

Single therapy Combination therapy Brand-name drug

RR 95%CI RR 95%CI RR 95%CI

Time trend 0.995 0.992 0.998 1.007 1.005 1.010 1.009 1.007 1.010

Level change 1.099 1.062 1.137 0.980 0.948 1.012 0.938 0.919 0.958

Trend change 1.008 1.004 1.011 0.983 0.980 0.986 0.992 0.990 0.994

성별

남자 0.965 0.932 0.999 1.216 1.166 1.268 1.124 1.097 1.151

여자 1.000 - - 1.000 - - 1.000 - -

연령

20-39 1.020 0.938 1.109 0.988 0.884 1.104 0.990 0.929 1.054

40-59 1.044 0.952 1.144 0.903 0.801 1.018 0.896 0.838 0.959

60-79 1.000 - - 1.000 - - 1.000 - -

합병증여부

없음 1.000 - - 1.000 - - 1.000 - -

단발성 0.901 0.863 0.942 1.065 1.014 1.119 0.996 0.970 1.022

다발성 0.866 0.749 1.002 1.173 1.032 1.333 0.972 0.907 1.042

CCI 0.979 0.963 0.996 1.031 1.012 1.051 1.024 1.012 1.037

의료보장 유형

의료 여 0.815 0.733 0.907 1.104 0.994 1.226 0.950 0.894 1.011

지역가입자 0.957 0.915 1.002 1.037 0.981 1.096 1.019 0.990 1.049

직장가입자 1.000 - - 1.000 - - 1.000 - -

소득수

소득층 0.978 0.916 1.044 1.046 0.968 1.131 0.988 0.946 1.032

차상 층 0.957 0.905 1.011 1.072 1.002 1.146 0.992 0.957 1.028

산층 0.972 0.928 1.019 1.047 0.986 1.111 0.982 0.953 1.011



- 51 -

고소득증 1.000 - - 1.000 - - 1.000 - -

최  진단 시기

2008 0.486 0.451 0.524 2.106 1.912 2.321 1.302 1.236 1.371

2009 0.569 0.531 0.610 1.865 1.692 2.055 1.266 1.203 1.332

2010 0.629 0.589 0.672 1.645 1.491 1.815 1.260 1.199 1.325

2011 0.816 0.770 0.865 1.446 1.314 1.592 1.162 1.106 1.221

2012 0.955 0.904 1.008 1.220 1.105 1.348 1.159 1.102 1.218

2013 1.000 - - 1.000 - - 1.000 - -

의료기  종별

의원 0.861 0.792 0.935 0.983 0.890 1.086 0.649 0.623 0.677

병원 0.867 0.804 0.936 1.082 0.993 1.179 0.782 0.748 0.816

종합병원 1.000 - - 1.000 - - 1.000 - -

의료기  소재지

역시 1.059 1.024 1.095 0.929 0.892 0.967 1.065 1.041 1.090

역시 이외 1.000 - - 1.000 - - 1.000 - -

병상수 1.010 0.990 1.030 1.020 0.990 1.041 1.010 1.000 1.020

근무 의사수* 0.998 0.994 1.001 0.996 0.991 1.000 0.999 0.998 1.001

*: per 10% increase

RR: Rat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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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반원칙 고시 도입과  요법별 처방률

총약품비 입원율

RR 95%CI RR 95%CI

Time trend 1.009 1.008 1.010 0.992 0.982 1.002

Level change 0.916 0.901 0.931 1.098 0.890 1.356

Trend change 0.997 0.995 0.998 0.993 0.980 1.007

성별

남자 1.046 1.025 1.068 1.077 0.929 1.248

여자 1.000 - - 1.000 - -

연령

20-39 1.113 1.068 1.161 0.719 0.561 0.922

40-59 1.088 1.041 1.136 0.676 0.521 0.878

60-79 1.000 - - 1.000 - -

합병증여부

없음 1.000 - - 1.000 - -

단발성 1.216 1.191 1.242 1.454 1.259 1.679

다발성 1.261 1.186 1.340 1.402 1.019 1.930

CCI 1.366 1.351 1.381 1.543 1.426 1.670

의료보장 유형

의료 여 1.150 1.100 1.201 1.607 1.244 2.077

지역가입자 1.009 0.990 1.028 1.261 1.079 1.474

직장가입자 1.000 - - 1.000 - -

소득수

소득층 1.005 0.979 1.032 1.478 1.170 1.867

차상 층 1.004 0.982 1.027 1.130 0.907 1.406

산층 1.008 0.988 1.028 1.037 0.848 1.268

고소득증 1.000 -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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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진단 시기

2008 1.711 1.641 1.782 0.958 0.645 1.423

2009 1.535 1.474 1.599 0.876 0.588 1.307

2010 1.402 1.346 1.461 0.908 0.603 1.368

2011 1.296 1.245 1.348 0.813 0.547 1.209

2012 1.145 1.097 1.195 0.969 0.647 1.449

2013 1.000 - - 1.000 - -

의료기  종별

의원 0.523 0.502 0.546 0.016 0.010 0.025

병원 0.763 0.731 0.797 1.220 0.995 1.497

종합병원 1.000 - - 1.000 - -

의료기  소재지

역시 1.081 1.059 1.103 0.892 0.772 1.030

역시 이외 1.000 - - 1.000 - -

병상수 1.020 1.010 1.030 1.041 0.990 1.094

근무 의사수 1.001 1.000 1.003 0.990 0.980 0.999

*: per 10% increase

RR: Rat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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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growth of pharmaceutical expenditure for diabetes remains a major

health problem in many countries. To ensure effective prescription practices

and reduce diabetes-related pharmaceutical expenditures, Korea adopted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reimbursement system. Health care

providers cannot receive reimbursement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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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 unless it is for an appropriate prescription under the predefined

clinical condi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prescription

patterns in oral hypoglycemic agents, costs, and effects on patient car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diabetes reimbursement restriction.

Methods

We used NHI Sampling cohort data from 2008 to 2013, which included

26,315 diabetes patients and 9,907 hospitals. An interrupted time series

study design using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was used to evaluate

changes in patterns of single and combination therapy, brand name drug

prescriptions, cost, and hospital admission following the reimbursement

restriction. Poisson regression with log link was used to evaluate patterns

in prescriptions and admissions, and gamma distribution with log link was

used to assess costs after the intervention.

Results

Following reimbursement restriction initiation, we fou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the average prescription rate of brand name drugs

(-6.2%), whereas single therapy prescription increased (9.9%). There was

also a reduction in trend change in the monthly prescription rate for

combination therapy (-1.7%) and brand name drugs (-0.8%). For single

therapy, the trend change in prescription rate increased af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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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0.8%). A reduction of trend change in pharmaceutical costs

(-0.3%) was observed. However, we did not find a significant change in

hospital admission for diabetes.

Conclusions

Reimbursement restriction affects both pharmaceutical costs and physicians’

decisions to prescribe oral hypoglycemic agents. We did not observe a

significant reduction in quality of care following the intervention.

Collectivel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reimbursement restriction has

improved effective drug utilization and decreased health expenditures.2)

2) key words: reimbursement restriction, prescription pattern, guideline, policy effect,

diabe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