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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차등제 시행 직후 대형병원 경증질환 이용자중 최소 39.2%에서 최대 60.8% 이탈
약제비차등제의 약국약제비 규모는 정책시행 전 8.6천억원에서 4.2천억원으로 감소
최근 경증질환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 요인 중 하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영향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약제비 차등제 효과 평가

1. 들어가며1)
의료전달체계2)의 확립은 한정적인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
비스를 제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가지 자원
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전국민의료보험을 도입했던 1989년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다.
그간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시도
되어 왔으며, 이 글에서 다루는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이하, 약제비차등제) 역시
대책 중 하나이다. 약제비차등제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시
행된 정책으로, 설정된 52개의 경증질환을 주진단으로 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이하, 대형병
원) 의료기관에서의 외래 이용에 대해 약국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정책이다.

1) 본 연구는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오주연·안보령·조상아, 2019)을 재정리하였다.

2) 의료전달체계라는 개념의 정립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서비스의 공급측면에서는 의료제공체계이나, 서비스의 소비
측면에서는 의료이용체계로도 볼 수 있어 그 용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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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차등제 정책은 약 8년 정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동 정책과 관련된 다
수의 효과평가 연구가 시행된 바 있다. 선행연구는 크게 정책시행 전후 의료이용량(내원일수,
진료비규모) 변화 평가와 환자의 의료이용경로를 추적한 연구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주로

건강보험 청구 전수자료를, 후자의 경우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최근에 정책시행 전후의 의료이용량 변화를 평가한 최종남 등(2016)은 정책시행 전 1년
과 정책시행 직후 포함 2년 동안 건강보험 전체 청구건수와 청구인원수를 토대로 약제비차
등제의 정책효과 평가 결과, 청구건수와 청구인원수(연인원수) 모두 각각 7%p, 5%p 감소하
였고, 비용부담을 더 높게 책정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보다 감소효과가 더 높은 것
으로 보고하면서 약제비차등제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박윤성 등(2017)은 52개 경증질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시행 전 대형병원 이용자 5,066명을 대상으로 정책시행 후 종별 의료기관 의
료이용경로를 추적한 결과, 정책시행 후 대형병원을 지속이용한 수진자수는 전체의
56.3%, 정책시행 후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수진자는 전체의 15.4%로 나타났으
며, 52개 경증질환 중 다빈도질환 5개를 선정하여 살펴본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
로 전체 패턴과 유사한 결과3)가 나타났음을 보고하면서 정책이 대형병원 의료기관의 외래
경증환자의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데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나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
한 바 있다.
이렇듯 연구 자료원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약제비차등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
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책시행 후 외래 이용량 감소의 원인으로 경증질환 이외의 상
병으로 진단명을 달리하여 대형병원 외래를 지속이용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정
책 효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전체 이용측면에서의 평가를 위해 약제비차등제 시행 전후 대형병원
52개 경증질환 외래 이용현황과 정책시행 전후 의료이용 경로를 분석하고, 약제비 본인부
담률을 차등한 정책이므로 정책시행 전후 약국약제비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정책에 영향을
받는 약제비 규모를 파악하는 등 동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크게 네 가지 항목, 즉 정책시행 전후의 52개 경증질환 외래 이용현황, 의
료이용 경로 변화, 약국약제비 및 내원일당 진료비 규모 변화에 대해 건강보험환자를 대상
으로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3) 본태성 고혈압 1,823명 중 대형병원 지속이용자 비중은 55.7%, 병의원급 이동은 13.9%로 나타났고,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및 기타 지질증 602명 중 대형병원 지속이용자 비중은 54.0%, 병의원급 이동은 12.9%,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 520명 중 대형병원 지속이용자 비중은 47.9%, 병의원급 이동은 10.9%, 위염 및 십이지장염 335명 중 대형병원
지속이용자 비중은 47.5%, 병의원급 이동은 11.7%, 위식도 역류병 319명 중 대형병원 지속이용자 비중은 41.1%, 병
의원급 이동은 26.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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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현황
가. 52개 경증질환 외래 전체 종별 이용현황 4)
제도의 대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이용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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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측면에서 모든 종별을 포함한 전체 경증질환 외래 이용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52개 경증질환의 전체 종별에서의 전체 외래 이용일수는 2011년 314,150천일에서
2017년 333,198천일로 6.1% 증가하였고, 요양기관 종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
원급의 비중은 2011년 86.8%에서 2017년 87.0%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병원급 이
상의 종별에서는 점유율의 변화가 있었는데,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점유
율은 각각 0.8%p, 0.7%p 감소하였고, 병원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1.3%p 증가하였다.
전체에서 각 종별의 점유율 변화는 의원급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그 변
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동일 종별 내에서의 정책시행 전후 경증질환 외래 이용일수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2개 경증질환의 외래 이용일수
는 2011년 대비 2017년 39.8%, 종합병원은 7.8% 감소하였고, 병원은 28.4%, 의원은
6.3% 증가하여 정책시행 대상인 대형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이용일수 감소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7년 증가한 경증질환 외래 이용일수는 총 19,048천일로, 이 중 의원의
증가일수가 17,105천일로 나타나 실질적인 증가는 의원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1) 52개 경증질환 전체 종별 외래 이용현황(2011 vs. 2017)
구분
상급종합

2011년

내원일수

5,606

종합병원

15,655

요양병원

895

병 원
의 원
전 체

19,302
272,692
314,150

비중

1.8

내원일수

2017년

3,373

5.0

14,430

0.3

811

6.1
86.8

100.0

24,787
289,797
333,198

(단위: 천일, %)

비중

’11년 대비 ’17년 현황

1.0
4.3
7.4
0.2

87.0

100.0

내원일수

▼ 2,233
▼ 1,225

증감율

39.8 (▼)
7.8 (▼)

△ 5,485

28.4 (△)

△17,105

6.3 (△)

▼

84

△19,048

9.3 (▼)
6.1 (△)

4) ‘정책시행 전’의 기간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책시행 직전 1년을, ‘정책시행 후’의 기간을 2016년 10월
부터 2017년 9월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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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환자 의료이용 분석결과
약제비차등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정책시행
전후 의료이용을 비교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정책시행 전후 의료이용
가) 자료 구축 방법

약제비차등제 시행 전후 의료이용 변화 비교가 주요 연구목적이므로 관찰기간은 정책
시행 전후 각 1년을 대상으로 설정5)하였고, 분석대상은 정책 도입시점 조건과 동일하게 건
강보험이면서6) 52개 경증질환을 주진단으로 대형병원에서의 외래 이용건(인슐린처방건 제외)
으로 하였다.
또한 모든 분석은 외래진료이지만 환자단위 에피소드를 구축하여 진행하였다. 즉 정책
시행 전후 각 1년의 관찰기간 동안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을 대
상으로, 개별 환자들이 관찰기간 동안 52개 경증질환으로 전체 종별에서 이용한 외래 이용
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이용일수를 합산하여 환자단위 에피소드를 구축7)하였다.
나) 정책시행 전후 의료이용 유형별 비교

(1) 의료이용현황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의 경증질환 전체 종별
이용내역을 추적하여 환자 유형을 크게 경증질환 외래로 대형병원만 이용한 그룹과 대형병
원 및 하위종별 혼합이용 그룹으로 구분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는 전체 실환자수는 2011년 6,176천명에서
2017년 5,797천명으로 정책시행 전 대비 6.1% 감소하였고, 대형병원 내원일수도 2011년
19,264천일에서 2017년 16,218천일로 1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에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만 이용한 환자는 2017년
기준 전체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15.6% 수준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 외래를 이용 하더라도 경증질환으로 하위종별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책시행 전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기간을 2011년으로, 분석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이면서 데이터가 안정적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기간을 2017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6) 제도 도입 초기에는 건강보험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후비교를 위해 의료보장유형을 건강보험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의료급여환자는 2015년 11월부터 적용되었다.

7) 이때

환자식별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1세 미만에서는 불안정한 양상이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의료이용에 있어
본인부담의 크기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률이 달라 질 수 있는 본인부담산정특례대상자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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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자의 종별이용 양상(2011 vs. 2017)

대형병원만
혼합이용

합

계

환자수2)

992 (16.1)

5,184 (83.9)
6,176 (100)

내원일수2)

3,282 (17.0)

15,982 (83.0)
19,264 (100)

(단위: 천명, 천일, (%))

환자수2)

906 (15.6)

4,892 (84.4)
5,797 (100)

2017년

내원일수2)

2,783 (17.2)

13,435 (82.8)
16,218 (100)

HIRA 연구

의료이용 유형1)

2011년

주: 1) 경증질환 외래 종별 이용 구분
- (대형병원만) 관찰기간 동안 52개 경증질환 외래로 이용한 종별이 종합병원 이상만일 경우
- (혼 합 이 용) 관찰기간 동안 52개 경증질환 외래로 이용한 종별이 대형병원을 포함, 하위종별(병·의원) 함께 이
용한 경우
2) 환자수와 내원일수 모두 대형병원 52개 경증질환 외래 이용건만을 대상으로 함
즉, 환자의 1년 동안의 52개 경증질환 전체 종별 의료이용 유형 분석결과는 환자의 유형분류로만 사용함

혼합이용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의료이용 유형을 분류할 때 병·의원에서 1회
라도 경증질환 외래로 내원했을 경우 혼합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대한 확
인을 위해 동일 환자8)를 대상으로 1년 동안 모든 종별에서의 경증질환 외래 이용일수의 합
계를 환자별로 산출하여 분모로 하고,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일수를 분자로 하는 환
자 1인당 경증질환 외래 총이용일수 중 대형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였다. 산출결
과, 환자 1인당 경증질환 외래 총이용일수 중 대형병원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2011년
26.8%, 2017년 25.7%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경증질환 외래 이용의 3/4은 하위종별인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의 질환 구성
대형병원에서의 경증질환 외래 상병구성을 확인하고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의
소분류9)를 기준으로 정책시행 전후, 의료이용 유형별로 상병구성을 분석하였다(표 3).
대형병원 외래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증질환은 2017년을 기준으로 당뇨병(20.7%)과
고혈압(13.8%)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상병의 구성은 정책시행 전후와 의료이용 유형별
구분 모두에서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시행 전후, 의료이용유형별
구분 모두 상위 5순위까지 질환의 내원일수 누적 합계 비중이 전체의 50%, 상위 20순위까
지의 내원일수 누적 합계 비중이 전체의 80%를 점유하고 있어 52개 경증질환 중에서도 일
부 질환에서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분석대상 기간인 2011년과 2017년에 52개 경증질환 외래로 대형병원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환자 전체를 말한다.

9)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분류는

상병의 분류단계를 대분류(장), 중분류(항목군), 소분류(3단위분류), 세분류(4단위분류)로
구성되어 있다(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2007)). 가장 최근의 분류인 7차개정판에서는 소분류와 세분류라는 표현
대신 3단위분류와 4단위세분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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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종합병원 이상 경증질환 외래 이용건의 정책시행 전후 상병구성 변화(2011 vs. 2017)
순위

대형병원만

고혈압 (18.4)

1

당뇨병 (16.5)

2

5

합계

혼합이용

고혈압 (11.9)
당뇨병 (11.1)

위식도역류 ( 5.7)

급성기관지염 ( 7.9)

위염, 십이지장염 ( 4.2)

위염, 십이지장염 ( 4.5)

3
4

2011년

급성기관지염 ( 4.4)
49.2

위식도역류 ( 7.4)
42.8

대형병원만

2017년

당뇨병 (20.7)

(단위: %)

혼합이용

당뇨병 (14.0)

고혈압 (13.8)

위식도역류 ( 8.1)

급성기관지염 ( 5.1)

급성기관지염 ( 7.7)

위식도역류 ( 6.0)

지질대사장애 ( 5.0)
50.6

고혈압 ( 7.9)

감염성 위 대장염 ( 6.2)
43.9

주: 1) 경증질환 외래 종별 이용 구분
- (대형병원만) 관찰기간 동안 52개 경증질환 외래로 이용한 종별이 종합병원 이상만일 경우
- (혼 합 이 용) 관찰기간 동안 52개 경증질환 외래로 이용한 종별이 대형병원을 포함, 하위종별(병·의원) 함께 이
용한 경우

다) 중증도10) 에 따른 정책시행 전후 의료이용 비교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 외래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환자가 갖고 있는 기저질
환의 중증도 등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건강보험에서 중증으로 인정하여 본
인부담률을 낮춰주는 본인부담산정특례코드를 활용, 정책대상 환자들의 중증상병 이력을
확인하였다. 중증도는 크게 중증환자(심뇌혈관 질환 관련 및 암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 기타
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4).11)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경증질환 외래로 대형병원만 이용하는 환자 중 2년 이내에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 이력이 있는 환자의 실인원수 비중은 2011년 1.2%, 2017년 1.3% 수준으
로, 오히려 경증질환 외래로 대형병원과 병·의원을 혼합이용하는 환자 중 중증 및 희귀난
치질환 이력이 있는 환자의 실인원수 비중(2011년 5.5%, 2017년 6.2%)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정책시행 전후로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이용자 중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 이력이 있
는 환자의 비중은 2011년 6.7%에서 2017년 7.5%로 0.8%p 증가하였다.
10) 중증도는 동일 질환 내에서의 중등도 분류를 일컬을 수도 있고, 급성치료의 응급성의 분류일수도 있으며, 치료시점
에서의 다양한 질환에 기인한 치료의 복잡성을 일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가능한 자료원 등을 고
려하여 건강보험에서 중증으로 판단,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켰던 본인부담차등제 대상 질환을
중증질환으로 보고 그 이력을 고려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11) 산정특례코드는 적용질환과 관련된 진료건에 한하여 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에 환자의 중증이력 확인을 위해 관찰기간
포함 직전 2년 동안의 환자별 전체 의료이용 내역(외래 및 입원 전체)을 환자에피소드로 구축, 산정특례코드를 확인
하고 개별환자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산정특례코드가 여러 개 발생할 경우 중증질환 > 희귀난치질환 > 기타의 순
으로 구분하여 1인당 1개의 코드가 부여되도록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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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유형

환자수

대형병원만

(중 증 환 자)
(희귀난치환자)
(기

혼합이용

타)

(해 당 없 음 )
(중 증 환 자)
(희귀난치환자)
(기

합

타)

(해 당 없 음 )

계

2011년

내원일수

환자수

(단위: 천명, 천일, (%))

2017년

내원일수

992

(16.1)

3,282

(17.0)

906

(15.6)

2,783

(17.2)

24

(0.4)

83

(0.4)

26

(0.4)

82

(0.5)

51
23

(0.8)
(0.4)

893

(14.5)

253

(4.1)

5,184
85

338

4,508
6,176

186
136

(14.9)

859

(4.5)

15,982

(1.4)

295

(73.0)

(100)

(0.7)

2,877

(83.9)

(5.5)

(1.0)

1,565

13,263
19,264

52
54

773

(0.9)
(0.4)
(0.9)

172
216

(14.3)

759

(4.7)

4,892

(84.4)

13,435

(1.5)

103

(1.8)

313

(8.1)

(68.8)
(100)

479

4,052

5,797

(4.4)
(8.3)

(69.9)
(100)

(1.3)

2,312

(83.0)

257

(1.1)

(82.8)
(1.9)

1,653

(10.2)

16,218

(100)

10,710

HIRA 연구

(표 4) 경증질환 외래 이용자의 의료이용 유형별 정책시행 전후 중증도 변화(2011 vs. 2017)

(66.0)

주: 1) 경증질환 외래 종별 이용 구분
- (대형병원만) 관찰기간 동안 52개 경증질환 외래로 이용한 종별이 대형병원만일 경우
- (혼 합 이 용) 관찰기간 동안 52개 경증질환 외래로 이용한 종별이 대형병원을 포함, 하위종별(병·의원) 함께 이
용한 경우
2) 산정특례코드를 중증환자, 희귀난치질환자, 그 외, 해당없음으로 구분

라) 대형병원 외래 이용 요인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요인을 찾고자 본 연구에서는 동일기관에서의 입원경험
유무, 건강검진 당일진료(이용편의), 응급실 방문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입원경험이 있는 동일기관에서의 경증질환 외래 이용현황
입원경험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경증질환 외래를 이용한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
자의 과거 2년 동안의 입원이력을 추적, 환자단위에피소드를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시 입원경험이 있는 기관에서의 경증질환 이용
내원일수는 2011년 기준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전체 내원일수의 24.6%, 4,734천일이었
으며, 2017년에는 전체 내원일수의 27.0%, 4,382천일로 나타났다. 즉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를 이용하는 전체 이용일수 중 동일기관에 입원경력이 있는 환자의 경증질환 외래 이
용일수의 비중이 2011년 24.6%, 2017년 27.0%로 동기간 동안 2.4%p 증가하였다.
(2)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 중 건강검진 당일진료 현황
건강검진시 검진결과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소견서가 환자의 진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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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서로 갈음될 수 있다.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검진 후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진료의 편의를
위해 경증질환인 경우에도 해당병원을 이용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2011년 건강검진 당일진료건 중 경증질환 진찰건은 명세서 기준12) 전체 경증
질환 외래 진료건의 0.04%, 6,207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전체 경증질환 외래 진료건의
1.7%, 276,781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경향은 2012년 4월부터 일반 및 암 검진의
초·재진에 대한 건보적용 확대와 검진기관의 확대 및 수검률의 증가13)에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3)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 중 응급실 방문 현황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율은 2011년 714천일14)로 전체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일수의 3.7%, 2017년 904천일로 전체의 5.6%로 나타났다. 즉 전체 대
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일수 중 응급실 방문으로 설명되는 건은 2017년 기준 전체의
5.6%이다.

3.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환자 의료이용 경로분석
가. 의료이용 경로분석의 자료구축
약제비차등제 시행 직전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호트를 구축하
여 정책 시행 직전 1년 전부터 정책시행 직후 2년까지 총 3년간 모든 종별에서의 경증질환
외래 의료이용을 환자별로 추적·분석하였다. 또한 의료이용유형도 함께 분류하여 대형병
원만 이용한 것인지, 정책시행 직후에도 대형병원을 지속이용한 것인지 등을 구분하였다
[그림 1].

12) 2012년 1월 이전에는 일자별 청구 도입 전으로, 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비 청구시 동일질환에 대해 월단위로 합산,
1건의 명세서로 청구하여 명세서 1건당 내원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명세서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13) 검진기관은 2011년 16,441개소에서 2017년 21,635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 종합병원 이상기관수는 336
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2011년 72.6%, 1,107만명에서 2017년 78.5%, 1,399만명으로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14) 응급실 방문기준은 응급의학관리료코드가 부여된 청구건으로 정의하였다. 2011년의 경우 앞서 기술하였듯이 일자별
청구 도입 이전으로 응급의학관리료코드가 부여된 응급실 방문건과 동일 질환에 대한 다른 내원일자 내역이 동일 명
세서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과대계상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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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용자(★)를 고정한 뒤
정책시행 전·후 3년 동안의
52개 경증외래 전체 이용내역을 대상으로
의료이용 경로 분석

정책시행전 대형병원
52개 경증외래 이용자(★)
(2011)

정책시행 직전 1년 정책시행 직전 2년
2010.10.
2011.10.
2013.9.

2011.9.

정책시행 직전(2011)
(2010.10.-2011.0.)

유형(1) 대형병원만 이용
유형(2) 하위종별혼합이용

정책시행 직후 1년(2012)
(2011.10.-2012.9.)

① 대형병원 지속이용 = ⓐ 대형병원만 재이용
② 대형병원 미이용

① 대형병원 지속이용 = ⓑ 하위종별 혼합이용
② 대형병원 미이용

ⓒ병의원만 재이용
ⓓ미이용

HIRA 연구

2010.10.

정책시행 직후 2년(2013)
(2012.10.-2013.9.)

① 대형병원 지속이용
② 하위종별 혼합이요
③ 병의원만 재이용
④ 미이용

[그림 1] 약제비차등제 시행 이전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자의 의료이용 경로 분석 모델

나.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자의 의료이용 경로분석 결과
약제비차등제 시행 직전 경증질환 외래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6,175,833명을 대상으로
총 3년 동안의 전체 종별에서의 경증질환 외래 의료이용 경로를 추적한 결과[그림 2], 이 환
자들 중 정책시행 직후에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지속 이용하는 환자는 전체의
39.2%, 대형병원에서 이탈한 환자는 전체의 60.8%로 나타났다.
정책시행 직후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지속이용자인 39.2%, 2,418,856명 중 그 차년
도인 2013년에도 대형병원을 지속이용하는 환자수는 1,360,014명(정책시행 전 전체 환자수
기준 22.1%)이었다. 또한 2013년에는 2012년 대형병원 이탈자 중 17.3%가 다시 대형병원

에서 경증질환 외래를 이용,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시행 직전의 환자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정책 시행 전부터 정책시행 이후 2년
차까지 지속적으로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를 이용한 환자의 비율은 22.1% 이었고, 그중
에서도 대형병원만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3.7%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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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이용자
(n=6,175,833명)

정책시행 前

(2010.10.~2011.9.)

순수이용(중병이상만)
(n=991,979)
16.1%

혼합이용(병/의원포함)
(n=5,183,854)
83.9%

지속이용
미이용
지속이용
미이용
(n=413,519) (n=578,460) (n=2,005,337) (n=3,178,517)
6.7%

9.4%

대형병원 이용자
(n=2,418,856)

정책시행

(2011.10.~2012.9.)

혼합이용(병/의원포함)
(n=2,020,621)

미이용
(n=663,523)

대형병원 이용자(n=1,360,014)
22.1%

(2012.10.~2013.9.)

3.7%

혼합이용(병/의원포함)
(n=1,133,310)
18.4%

병/의원만 이용자(n=1,058,842)
17.1%

병/의원만 재이용
(n=891,444)
14.4%

미이용
(n=167,398)
2.7%

병원만 재이용
(n=81,033)

사라진 환자
(3,756,977)

병/의원만 재이용
(n=3,093,454)

32.7%

정책시행 後

51.5%

종합병원 이상만 재이용
(n=398,235)
6.5%

종합병원급 이상만 재이용
(n=226,704)

32.5%

1.3%

의원만 재이용
(n=2,480,839)

50.1%

40.2%

혼합이용(병/의원)
(n=531,582)

10.7%

8.3%

대형병원 이용자(n=651,830)
10.5%

종합병원급 이상만 재이용
(n=83,151)
1.3%

혼합이용(병/의원포함)
(n=568,679)
9.2%

병/의원만 이용자(n=3,105,147)
50.3%

병/의원만 재이용
(n=2,502,994)
40.5%

미이용
(n=602,153)
9.8%

[그림 2] 약제비차등제 시행 전후 의료이용경로 분석 결과(
‘11~’
13)

정책의 대상이 상병의 종류로 결정될 때 정책시행 전후의 상병업코딩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정책시행 직후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탈자를 대상
으로 정책시행 직전 1년 동안 경증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한 내역과 정
책시행 직후 1년 동안 경증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한 내역을 환자별로
확인하였다. 다만 경증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대형병원 외래를 지속이용한다 하더라도, 정책
을 회피하기 위한 상병변화일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
성과 과거에 이미 발생한 상병으로 지속치료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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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약제비차등제 정책시행 직후 대형병원 이탈자인 3,756,977명 중 경증질환 이
외의 상병으로 대형병원을 지속이용한 환자는 1,644,975명이었고, 이 중에서도 다시 과거
에 이용했던 상병이 아닌 새롭게 발생한 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한 환자는
1,289,6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병원 이탈자의 34.3%, 정책시행 전 환자수의 20.9%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그림 3].
HIRA 연구

즉 정책시행 직후 대형병원을 지속이용한 환자 39.2%와 대형병원 이탈환자 중 신규상
병으로 대형병원을 지속이용한 환자 20.9%를 합한 60.1%가 정책시행 후에도 상병을 업코
딩하여 지속이용 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된다. 최대 규모가 되는 이유는 정책시행 직후 전
년도에 이용하지 않았던 신규상병은 정책회피를 위한 업코딩의 결과 일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약제비 차등제 정책 시행 직후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환자의 규모는 정책시행 전 환자수의 최소 39.2%에서 최대 60.1% 사이로 산출할 수 있다.

대형병원미이용자
(n=3,756,977)
60.8%

정책시행
(2011.10~2012.9)

경증외 상병으로
대형병원 이용
(n=1,644,975)
26.6%

미이용
(n=663,523)

=

병의원만이용
(n=3,093,454)

=

병원만이용
(n=81,033)

의원만 이용
(n=2,480,839)

신규상병으로
대형병원 이용
(n=26,005)

신규상병으로
대형병원 이용
(n=867,511)

=

50.1%

1.3%

0.4%

+

10.7%

40.2%

14.0%

경증이외의 신규상병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자
(n=1,289,642)
20.9%

+

병의원만이용
(n=531,582)
8.6%

+

신규상병으로
대형병원 이용
(n=201,287)
3.3%

미이용
(n=663,523)
10.7%

신규상병으로
대형병원 이용
(n=194,839)
3.2%

경증이외의 기존상병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자
(n=355,333)
5.7%

[그림 3] 약제비차등제 시행 직후 상병업코딩 가능성 검토

4. 정책시행 전후 약제비 지출 변화
약제비차등제 정책은 의료기관 기능별 역할정립을 환자이용 측면에서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지만 정책의 실질적 대상은 약국약제비의 본인부담률 차등이므로 원외처방
전 발행건이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실제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명세서 중 원외처방전이 발행된 건의 실약국조제진
료비를 산출하여 정책대상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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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서

(대형병원 명세서)

명세서조인키

환자식별번호
주상병 정보
원외처방전 발급여부
내원일수

처방사후연계

(처방전 사후 연계)

명세서조인키

환자식별번호
발행기관 요양기관기호
발행기관 명세서 ID
약국 명세서 ID

약국명세서

(약국 명세서)

처방일수
심결요양급여총액
본인부담금 총액
보험자부담금 총액

[그림 4]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약국 약제비 재정규모 연계 방법

정책시행 직전인 2011년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로 원외처방전 발생건 기준 약국 약제
비 실조제금액은 약 8,663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체의 37.8%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책시행 전에는 모든 약국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 정률인 30%를 적용하였기 때문
에 산출된 본인부담률도 29.6%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표 5).
정책시행 후 최근인 2017년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로 원외처방전 발생건 기준 약국
약제비 실조제금액은 약 4,208억원으로 전체의 21.2%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부담률의 비중도 상급종합병원 49.0%, 종합병원 38.1%로 나타나 정책의 본인부담률인 상
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에 근사하게 도출되었다.
원외처방전 1건당 처방일수는 2011년 상급종합병원 38.2일, 종합병원 15.6일에서
2017년 상급종합병원 50.3일, 종합병원 23.9일로 각각 2011년 대비 2017년에 원외처방
전 1건당 처방일수가 상급종합병원 31.8%, 종합병원 5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약제비
차등제 정책시행 이후 처방일수가 보다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의 약국 약제비 실제 조제금액 현황(2011 vs. 2017)
구분
상급종합 처방전
약국 조제기준
종합병원 처방전
약국 조제기준)
합

계

총액(A)

2011년

보험자(B)

본인부담(C)

539,235

380,461

158,774
(29.4%)

866,261

610,092

327,026

229,630

97,396
(29.8%)

256,170
(29.6%)

총액(A)

2017년1)

(단위: 백만원)

보험자(B)

본인부담(C)

331,459

126,189

205,270
(38.1%)

420,777

169,963

89,318)

43,774

45,544
(49.0%)

250,814
(40.4%)

주: 1) 2016년

변경된 상병 기준 산출 (2011년 상병 구성이 동잏할 경우, 전체 합계액은 608,220백만원, 전체 본인부담
률은 37.2%)
2) 2011년 대형병원에서 발행한 전체 윈외처방전 중 약국조제내역 미연계건은 전체 처방전의 3.7%, 2017년 8.4%
* 52 경증질환 상병 변경(2016.1.1.)
- (당뇨병) E11.2 - E11.9 → E11.9, E12.9, E13.9, E14.9 (천식) J45 → J45.01, J45.09, J45.19, J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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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시행 전후 요양기관의 내원일당 진료비 변화
대형병원의 52개 경증질환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15)는 정책시행 전부터 현재까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내원일당 평균 진료비는 2011년 40,659원에서
2017년 55,366원으로, 종합병원은 2011년 28,891원에서 2017년 36,348원으로 증가하
HIRA 연구

였다.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17년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11.4%, 종합병원은 5.9% 증가하였다[그림 5].

상급종합병원 항목별 금액 비중 변화

- (’11년) 진찰료 39.6%, 검사료 38.6%
- (’15년) 진찰료 40.9%, 검사료 39.0%
- (’17년) 진찰료 44.4%, 검사료 38.2%
종합병원 항목별 금액 비중 변화

- (’11년) 진찰료 51.9%, 검사료 27.2%
- (’15년) 진찰료 51.4%, 검사료 27.3%
- (’17년) 진찰료 50.1%, 검사료 28.6%
2011년(2010.10.~2011.9.), 2015년(2014.10.~2015.9.)
2017년(2016.10.~2017.9.)

상급종합

종합병원

60,000
55,000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40,659

28,891

43,965

44,987

30,028 31,051

47,050

32,163

48,396

49,702

33,670 34,310

55,366

36,348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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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그림 5] 약제비차등제 시행 전후 대형병원의 내원일당 평균 진료비 변화(’
11 ~ ’
17)

정책시행 전부터 현재까지 내원일당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15.9월부터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은 것으로 보인다.16)

6. 나가며
약제비차등제 정책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관점에서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자의
하위종별 이동을 유도하려는 목표가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정책시행 이후 대형병원에서 52
개 경증질환 외래의 절대적인 내원일수 감소와 자체 종별 내에서의 경증질환 외래 이용자
15) 외래 방문일수를 지칭할 때 내원일수, 이용일수 등의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였으나 모두 동일한 의미이다.

16)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설정된 당초 재정규모에 맞게 기관별로 할당되는 형태가 아니라 의료이용 유형별(입원, 외래)로
실제 발생건당 평가등급별 정해진 정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질환 외래 진료건마다 지원금이
산정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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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감소는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인
경증질환자 구성비 17%17)를 상급종합병원은 8.7%수준에서 달성하고 있었고, 종합병원은
22.9% 수준으로 나타나 해당 기준에 비추었을 때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정책시행 전후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자 전체의 3년 동안의 경증질환 외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정책시행 직후 실질적인 대형병원 이탈환자 규모는 직전 연도 이
용자의 최소 39.2%에서 60.8% 사이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효과는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정책대상인
대형병원에서 처방된 약국약제비의 규모측면에서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병원 처방
전에 따른 약국의 실조제현황을 사후연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책시행 전 8,663억원 규모
에서 정책시행 후 4,210억원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원외처방전당 처방일수 또한 정책시행
전 대비 장기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약제비차등제 정책은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의 감소 및
환자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상급종합병원
에서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 상
위 5개 상병이 전체 이용일수의 50%를 점하는 현황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 중증으로
정의한 본인부담산정특례대상자들의 경증질환 외래를 이용하는 종별이 종합병원급 이상의
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같은 경증질환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기왕력과
기왕력의 중증도에 따라서 대형병원에서 외래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환자가 높아진 본인부담금을 감안하고서라도
대형병원을 이용하려는 니즈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 개선방향을 도
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7)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2017.11.2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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