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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인센티브제도의 내용과 시범사업 결과 평가
1)

송 현 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Ⅰ. 서   론

  인구의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약품

비 지출은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 비용은 약 43조 6천 6백억원이었으며, 이 중 약품비는 12조 7천 7백억원으로 약 29%를 차

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이와 같이 증가하는 약제비를 통제하는 정책으로는 가격통

제(가격), 총량통제(양), 지출통제(지출액) 방식이 있다(The Boston Consulting Group, 1994).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약품의 가격은 약가 결정 및 재평가 기전을 통하여 통제하고 

있다. 불필요한 처방을 제한하고 저가약의 처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양을 통제함으로써 총량을 통제

한다. 지출통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 단위에서 처방 약품비를 관리하는 방식은 지난 수십 년

간 유럽을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영국, 아일랜드에서는 처방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사에게 재정적 인

센티브를 제공했고, 미국도 비용 효율성을 달성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Sturm et al., 

2009).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기여 비중별로 살펴보면, 건당 처방일수

(54.9%), 처방일당 약품비(19.7%), 방문횟수(18.2%), 환자 수(7.2%)이었다
2)
. 이 중 건당 처방일수 

증가에는 만성질환 증가 등의 원인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처방일당 약품비는 처방 의

약품 품목 수, 최신의 고가 브랜드 의약품 사용비중 증가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다. 정부 개입에 의한 

약제비 통제 방식의 정책 수용 가능성을 가늠해보면, 만성질환 증가를 억제할 수는 없으나 처방 의약

품 품목 수 및 고가 및 브랜드 의약품 통제 등을 통한 지출 통제는 실행이 가능한 정책이라 할 수 있

다.

  정부에서는 2006년 5월 3일‘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약가관리 강화와 적정 사용 유도

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07). 이 중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

1) 다음의 연구 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채정미, 송현종, 김동숙, 장선미, 이승미, 이수옥, 최혜린.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효과분석』.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010

2)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 사용량 줄이는 의사에게 인센티브 부여․동일 의약품 중복투약 방지 시스템 구축 - 국민건강

보호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발표」, 2007년 11월 29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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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정책 방안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인센티브 지급 모형 설계의 타

당성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 가능성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약품

비 절감 및 적정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도 수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

업을 실시하였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인 시범사업(demonstration 

project)의 디자인 및 실행 과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나 촉진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평가한다(Hughes et al, 1997). 따라서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실시되는 

평가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처방 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사용량 관리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함

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개요
3)

1. 시범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보건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증가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의약품 사용량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약품

비 절감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2008년 7월 1일~2009년 6월 30일 시

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인센티브지급 모형 설계의 타당성

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 가능성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약품비 

절감 및 적정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적정처방 노력으로 감소된 약품비의 일정부분을 해당 요양기관

에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위한 의사의 제반 노력 및 비용을 보상하고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즉, 약품비 절감에 대한 의사의 자발적

인 노력을 유도하여 약품비 증가율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시범사업 대상 및 기간

  시범사업 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었으며, 대전광역시, 대구광역

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의원 중 전산매체 청구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약품비는 건강보험

환자가 외래 진료시 처방받은 약품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종양용약 등 중증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인한 약품비는 제외하였다. 또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산정

특례 대상이 되는 명세서를 제외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이숭미. 『약제처방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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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센티브 지급방법 

가. 인센티브 지급액 결정 모형

  인센티브 지급액 산출 기본 식은 다음과 같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요양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 = 당해 기관의 절감액
(A)

× 당해 기관의 지급률
(B)

시범사업기간

(반기별)

기대약품비

절감액 × 지급률

= 인센티브 금액
전년도

(반기별)

약품비

시범사업

기간(반기별)

환자수,환자구성 보정

시범사업기간

(반기별)실제

약품비

<그림 1> 인센티브 지급 모형

나. 절감액 산출방법

  약품비를 산출하는 기본단위를 투약일당 약품비가 아닌 환자당 약품비로 하였다. 투약일당 약품비

의 경우 약품비 산출이 안정적이지만 투약일수를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약품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

점이 있다.

  기대약품비는 기준약품비 산출기간의 상병 및 연령구간별 환자 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시범사업기간

(반기)의 구간별 환자수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실제 처방약품비는 요양기관별 외래 원내ㆍ외 발생 약

품비를 시범사업기간 반기별로 산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당 반기별 기대약품비와 실제 처방약품비

와의 차이를 약품비 절감액으로 하였으며,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St= Et - Ot= ∑ Ct-1, i․Nt, i - ∑Ct, i․Nt, i

   S = 개별 의원의 시범사업기간 약품비 절감액
   O = 실제 발생한 약품비  
   E = 개별 의원의 시범사업기간 기대약품비 
   t = 시범사업기간
   i = 상병 및 연령구간(상병대분류 및 연령구분) 
   Ct-1 = 전년도 환자당 약품비 (원내 및 원외 약품비 합)
   Nt = 시범사업기간 환자수 (처방여부 관계없이 모든 환자수)

☞ 동일 환자가 반기동안 동일 대분류 상병으로 내원한 경우 내원 횟수에 상관없이 1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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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센티브 지급률 책정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utpatient Prescribtion Costliness Index: 이하 OPCI)를 사용하여 

약품비의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책정하였다. OPCI는 기준 약품비를 산출하는 기간에

서 각 요양기관이 발생시킨 환자구성(상병대분류 및 연령구분)을 보정하여 전국 기준과 비교하는 지표

이다. 표시과목을 기준으로 내과계열, 외과계열 별로 산출하였는데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미표시)를 내과계열로 하며, 외과, 정형외과는 외과계열로 구분하였다.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OPCIh =

∑ Chi․Nhi

 i
∑ Ci․Nhi

 i

   OPCIh = 개별 의원의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h = 대상 의원
   i = 상병 및 연령구간(상병대분류 및 연령5구분) 
   Ci = 전국 환자당 약품비 (원내 및 원외 약품비 합)
   Chi = 대상의원 환자당 약품비 (원내 및 원외 약품비 합)
   Nhi = 대상의원 환자수 (처방여부 관계없이 모든 환자수)

* 연령구분은 0～6세, 7세～17세, 18～44세, 45세～64세, 65세 이상

☞ 상병 대분류는 통계청고시 「한국표준 질병 사인 분류」이용

  약품비 수준이 전국 평균과 유사한 OPCI 1.0일 때 인센티브지급률을 30%로 하되 OPCI 구간별로 

지급률을 달리 하여 최소 20%에서 최대 40% 범위내에서 지급률을 산출하였다. 즉, OPCI가 높을수

록 지급률을 적게, 낮을수록 지급률을 높게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약품비를 발생시킨 기관을 

배려하고 고가도지표를 낮추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설계한 것이다. 

기관별 지급률 =
기본지급률 30%

해당기관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PCI)

라. 인센티브 지급액 산출

  인센티브 지급액은 절감액에 기 결정된 OPCI별 인센티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인센티브 지급액 

산출시 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절감액은 자연감소를 감안해, 반기별 인센티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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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센티브 지급

  시범사업의 인센티브 지급주기는 반기(6개월)이고, 총 2회에 걸쳐,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 1차 인

센티브는 2009년 4월 경에 지급되었는데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약품비와 비교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절감한 약품비를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2차 인센티브 지급은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약품비와 비교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절감한 

약품비에 대하여 2009년 10월 경에 지급하였다. 대상기관의 약 30%가 약품비 67억원 절감, 19억원

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4).

표 1.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시범사업 기간 2008.7.1~2009.6.30 (1년)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

5개 지역(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전산매체 청구 의원,
7개 표시과목(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단, 2007.7.1~2009.6.30 진료분 청구누락 월이 있는 기관, 요양기관 기호

가 변경된 경우, 반기별 명세서 건수가 120건 미만인 의원 제외

시범사업 대상 약품비 건강보험환자가 외래 진료시 처방받은 약품비(원내‧외 포함)

시범사업 대상 상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명

세서 제외한 모든 상병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상병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로 정한 「약제급여 및 
급여상한 목록표」에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함. 단 진단용약, 생물학적 
제제 등 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과 비급여 전환된 의약품 
제외

지급주기 반기(6개월)

대상지표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절감액

주: 1) 제외약효군: 인공관류용제(34*), 종양용약(42*),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43*),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관용 의약품(49*), 생물학적 제제(63*), 조제용약(71*), 진단용액(72*), 전신      
마취제(111), 자격요법제(142), 뇌하수체호르몬제(241), 지혈제(332),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것(617)

    2) 전년도 약품비와 비교시 시행주기 이전에 정책적으로 비급여 전환된 의약품은 전년도 약품비 산출에     
 서 제외함.

4) 보건복지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추진」. 2010년 6월 30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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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방법

1. 양적방법(quantitative research method)

  본 연구에서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중재(intervention)가 되고, 시범사업지역 요양기관을 실험군, 비시범사업지역 요양기관을 

대조군으로 선정한 준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Design)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 설계방법은 독

립변수의 효과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측정치와 사후측정치 사이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이 방

법은 실험조건상 조사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눌 수는 있으나 실험자를 무작위로 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실험설계이다(채서일, 2009) 

2007.7~2008.6

(t1)

2008.7~2009.6

(t2)

시범지역
약품비 증가율, 

약품비, 처방행태
→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실시

→
약품비 증가율,

약품비, 처방행태

비시범지역
약품비 증가율, 

약품비, 처방행태
→  미실시 →

약품비 증가율, 

약품비, 처방행태

그림 1.분석틀

가. 연구대상

  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의원 중 전산매체 청구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의원은 실험군으로 나머지 지역에 소재한 의원은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일반의를 내과계열, 외과, 정형외과를 외과계열로 정하였다. 1) 분석기간 내 

동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2) 반기내 진료월수가 6개월 이상이고, 3) 청구명세서건수가 120건 이상인 의

원은 포함하였다. 단, 반기내 표시과목 및 지역의 변동이 있거나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을 받았거나 

반기내 개설기간이 포함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반기내 폐업기관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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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연령은 0~6세, 7세~17세, 18~44세, 45세~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상병은 상

병 대분류는 통계청고시 「한국표준 질병 사인 분류」의 대분류(22개)를 이용하여 110개의 분류군의 

반기내 약품비를 합산하되 건강보험환자의 전산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 산정특례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암질환 등 중증질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약효군 분류 34*, 42*, 43*, 49*, 

63*, 71*, 72*, 111, 142, 241, 332, 617), 약품이 삭제되어 약품비가 0인 청구건, 청구오류 것은 

제외하였다.

표 2. 분석대상 요양기관 수

시범지역 여부 시범사업 1반기 시범사업 2반기

비시범지역 12,064(85.2) 11,838(85.4)

시범지역   2,091(14.8)   2,023(14.6)

총합 14,155 13,861

나. 자료원

  본 연구의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인센티브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위하여 구축된 처방인센

티브 Data Warehouse를 사용하였다. 이 DW는 처방인센티브 시범사업의 모형을 바탕으로 선택배제

기준, OPCI, 기대약품비, 실제약품비, 인센티브지급률, 인센티브지급금액 등 시범사업과 관련된 자료

가 정제되어 있다.

다. 분석 내용

  제도 도입에 따른 약품비 절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년도 약품비 발생에 근거한 기대 약품비 

대비 실제 약품비의 증감률, 총약품비 증가율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센티브 수령 기관의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서 주요 질병을 대상으로 처방행태를 분석하였고, 인센티브 수령 기관과 미수령기관의 기관

의 의료기관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3. 시범사업 효과 평가 지표

지표 산출 방법

총 약품비 증가율 (시범사업반기 실제약품비-시범사업 전년도 반기 실제약품비)

전년도 반기 실제약품비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올해 실제 약품비- (전년도 상병 및 연령구간의 환자당 약품비 × 올해 환자수)

(전년도 상병 및 연령구간의 환자당 약품비 × 올해 환자수)



164 • 2011년도 제46회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연제집)

그림 2. 연구대상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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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방법

  시범사업기간(2007년 7월~2009년 6월) 이후 2개월(2009년 8월) 이내에 전산으로 청구된 건강보

험자료를 이용하였고 계절적 변화에 따른 상병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동일 반기를 비교하였다. 

또한 제도 변화에 따른 의약품의 사용량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가능한 제도의 변화 외 의사의 

의약품 처방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진료경험이 많은 의사일수

록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고, 단독으로 개업한 의사보다는 집단개업한 의사가 상대적으로 질이 

높다(김수경, 2008)는 연구결과에 따라 의사의 연령, 개업년수, 요양기관설립구분 등을 보정변수로 사

용하였다. 

2. 질적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

  본 연구에서는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대한 개원의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초점집단회의(Focus 

Group Interview : 이하 FGI)를 수행하였다.

가.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포커스 그룹의 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경상

남도 창원시 5개 지역 의원 중 2007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2년 동안 청구실적이 있고, 

소재지역이나 대표자 등이 바뀌지 않은 의원 중 시범사업의 7개 표시과목이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표

시과목 내에서 무작위로 명단을 추출하였고 전화로 연락을 취해 모집하였다. 개인사유,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최종 27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인센티브는 27명중 13명이 

받은 기관이었으며, 참여자 중 절반정도인 15명이 내과계이며 2명만이 여성 개원의였다.

나.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5번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지역별 차이를 볼 수 있도록 5개 지역에서 개별 실시하였다. 각 포커

스 그룹 인터뷰에는 moderator와 observer가 배치되었다. moderator는 의사의 의사결정과정과 원

리에 익숙한 연구진이 맡았으며, 토의는 moderator가 진행하였다. 처방행태를 감시하거나 심사하는 

것이 아닌 시범사업에 대한 개원의들의 인식과 느낌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처방총

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대해 느끼는 인식 및 경험에 대해 시범사업의 모형과 지급방식 자신의 

절감방법 등 인센티브 시범사업 제도에 대한 내용을 주로 질문하였다. 모든 인터뷰 과정은 응답자의 동

의를 얻어 녹취되었고, 속기사의 기록은 3명의 연구자가 별도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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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범사업 결과

1. 실험군(시범지역)과 대조군(비시범지역)의 약품비 증가율 변화 차이

가. 총 약품비 증가율 변화 

  시범사업 1반기(2007년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지역이 5.80%, 

비시범지역이 5.39%로 비시범지역에 비하여 시범지역이 0.41%p 높았으나, 시범사업 2반기(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지역이 5.16%, 비시범지역이 7.51%로 시

범지역이 비시범지역보다 2.39%p 낮았다. 또한 시범지역의 경우 시범사업 1반기보다 시범사업 2반기 

총 약품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비시범지역은 상승했다. 시범사업기간 1년의 총 약품비를 살펴보면, 

시범지역이 비시범지역에 비하여 1.01%p 증가율이 낮았다. 

표 4. 시범지역/비시범지역의 총약품비 증가율

(단위: 백만원)

시범사업
여부

시범사업 1반기 시범사업 2반기 시범사업 1년

2007년 
하반기 

2008년 
하반기

증감률
(%)

2008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증감률
(%)

시범
사업전1)

시범
사업후2)

증감률
(%) 차이

A B (B-A)
/A C D (D-C)

/C E F (F-E)
/E

시범-
비시범

시범지역 190,832 201,903 5.80 205,400 216,002 5.16 396,232 417,905 5.47

-1.01

비시범지역 1,131,182 1,192,138 5.39 1,206,692 1,297,297 7.51 2,337,874 2,489,435 6.48

주 1)시범사업 전 : 2007년 하반기~2008년 상반기

   2)시범사업 후 :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

나.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증가율 변화

  2007년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의 증가율은 시범지역이 

5.51%, 비시범지역이 5.09%로 비시범지역에 비하여 시범지역이 다소 높았으나 2008년도 상반기 대

비 2009년도 상반기의 경우에는 시범지역 5.80 비시범지역 6.56으로 비시범지역이 높았다. 시범사업 

1반기와 2반기를 비교하면, 시범사업 1반기의 증가율보다 시범사업 2반기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약품

비 증가폭은 시범지역 대비 비시범지역이 0.19%p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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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여
부

시범사업 1반기 시범사업 2반기 시범사업 1년

2008년 
기대

약품비

2008년 
실제

약품비

증감률
(%)

2009년 
기대

약품비

2009년 
실제

약품비

증감률
(%)

시범
사업전1)

시범
사업후2)

증감률
(%) 차이

A B (B-A)
/A C D (D-C)

/C E F (F-E)
/E

시범-
비시범

시범지역 191,353 201,903 5.51 204,158 216,002 5.80 395,511 417,905 5.66

-0.19

비시범지역 1,134,400 1,192,138 5.09 1,217,474 1,297,297 6.56 2,351,874 2,489,435 5.85

표 5. 시범지역/비시범지역의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증가율

(단위 : 백만원)

주 1)시범사업 전 : 2007년 하반기~2008년 상반기

  2)시범사업 후 :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

다.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감소 여부 변화

  시범사업 1반기 기대약품비보다 실제약품비가 감소한 기관은 31.9%이었고, 비시범지역은 33.8%로 

비시범지역에서 기대약품비에 비하여 실제약품비가 감소한 기관이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범사업 2반기는 시범지역의 33.4%가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가 감소한 반면, 

비시범지역은 27.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시범지역의 실제약품비가 감소된 요양기관은 비시범지역보

다 1.32배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6. 시범지역/비시범지역의 기대약품비와 실제 약품비 차이1)에 따른 기관수

시범사업
기간

시범사업
여부 기관수

실제약품비-기대약품비

OR 95% 신뢰구간
0 미만2)

요양기관수
0 이상2)

요양기관수

시범사업 

1반기

시범지역 2,091 667(31.9) 1,424(68.1)

0.918 0.831-1.014

비시범지역 12,064 4,076(33.8) 7,988(66.2)

시범사업 

2반기

시범지역 2,023 676(33.4) 1,347(66.6)

1.323 1.196-1.463

비시범지역 11,838 3,256(27.5) 8,582(72.5)

주 1) 약품비 차이(실제약품비-기대약품비)

   2) 0미만 : 해당연도 실제약품비<해당연도 기대약품비, 0이상: 해당연도 실제약품비≥해당연도 기대약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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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약품비 증가에 관련 있는 변수, 요양기관 특성 변수 등을 보정한 후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시범지역에 비하여 시

범지역이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증가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시범사업 1반기에 비하여 시범

사업 2반기의 증가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시범사업 1반기 인센티브는 시범사업 2반기 중

에 지급되어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중재가 추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시범사업기간*시범사

업여부’ 변수를 모델에 투입한 결과, 시범지역에서 시범사업 2반기의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증

가율이 비시범지역의 1반기, 비시범지역의 2반기, 시범지역의 1반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표 7.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수 추정값 χ2 P

시범사업여부
*시범사업기간

기타1)

시범지역*시범사업2반기 -0.0220 15.15 <.0001

시범사업여부 비시범지역

시범지역 0.0081 4.12  0.0423

시범사업기간 시범사업1반기

시범사업2반기 0.0134 38.16 <.0001

표시과목 계열 외과계

내과계 0.0108 15.73 <.0001

요양기관대표자
연령(세)

44세 이하

45-59세 -0.0085 14.53 0.0001

60세 이상 -0.0111 11.32 0.0008

기타2) 0.0032 0.01 0.9405

요양기관
대표자성별

여성

남성 0.0178 30.26 <.0001

기타2) 0.0132 0.07 0.7863

전년도 OPCI      <0.7

0.7≤<0.9 -0.0229 60.82 <.0001

0.9≤<1.4 -0.0298 123.86 <.0001

1.4≤ -0.0442 132.86 <.0001

주 : 1) 시범사업2반기 비시범지역, 시범사업1반기 비시범지역, 시범사업1반기 시범지역요양기관은 추정계수    

          값이‘ 0 ’

      2) 요양기관 설립 구분이 법인등으로 등록되어 대표자 연령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마. 시범사업 1반기 인센티브 수령 여부에 따른 시범사업 2반기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증감률

  인센티브수령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2반기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양기관대표자 연령, 요양기관 대표자 성별, 전년도 OPCI, 요양기관설립구분이 모두 동일

한 경우 시범사업 1반기에 인센티브를 수령한 요양기관은 비시범지역 의원에 비하여 기대약품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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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약품비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나 시범지역 중 인센티브를 수령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기대약품비 대

비 실제약품비 증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시범사업 1반기 인센티브수령여부에 따른 시범사업 2반기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증가율

변수 추정값 χ2 P

인센티브수령여부 비시범지역

시범지역(인센티브수령) -0.0834 135 <.0001

시범지역(인센티브미수령) 0.0112 5.59 0.0181

요양기관대표자연령군(세)     <45

45≤<60 -0.0055 3.06 0.0800

60≤ 0.0067 2.05 0.1525

기타1)1)1) -0.1010 2.49 0.1149

요양기관 대표자성별 여성

남성 0.0177 15.18 <.0001

기타1) 0.0985 1.90 0.1677

전년도 OPCI      <0.7

0.7≤<0.9 -0.0185 19.77 <.0001

0.9≤<1.4 -0.0197 26.87

1.4≤ -0.0333 37.52

요양기관 
설립구분

그외

개인 -0.0261 6.79 0.0094

주 1) 요양기관 설립 구분이 법인등으로 등록되어 대표자 연령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2. 인센티브 수령 기관의 특성

가. 주요 질환별 처방행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행태의 자발적인 수정을 통하여 약품비 증가율을 감소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만약 만성질환자의 투약일수를 임의로 줄인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약품비 증가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환자당 약품비와 환자당 투약일수에 대하여 급성기 질환인 상기도 감염과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상병코드가 J00~J06(상기도감염), E10~E14(당

뇨), I00~I15(고혈압)로 청구된 자료로 하였다.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 요양기관과 미수령 요양기관 모두에서 전년도 동반기에 비

하여 환자당 약품비와 환자당 투약일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인센티브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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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요양기관은 환자당 약품비, 환자당 투약일수가 전년도 동반기보다 증가한 반면, 인센티브 수령 요

양기관은 감소하였다. 특히 시범사업 2반기에서는 고혈압과 당뇨의 경우 환자당 약품비, 환자당 투약

일수의 증가율이 인센티브 미수령 요양기관에 비하여 인센티브 수령 요양기관에서 더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표 9. 상병별 환자당 약품비 및 환자당 투약일수 변화

구분 상병
인센티브 수령 요양기관 인센티브 미수령 요양기관

시범사업
전

시범사업
후

증감률
(A)

시범사업
전

시범사업
후

증감률
(B)

시

범

사

업

1

반

기

환자당

약품비

고혈압 22,599 23,859 0.0557 23,087 24,780 0.0733

당뇨병 27,593 28,830 0.0448 26,908 28,809 0.0707

상기도감염 1,483 1,407 -0.0512 1,457 1,540 0.0571

환자당

투약

일수

고혈압 55.03 59.86 0.0878 58.34 61.57 0.0554

당뇨병 60.22 64.57 0.0722 62.81 66.09 0.0521

상기도감염 4.09 3.94 -0.0362 4.06 4.08 0.0036

시

범

사

업

2

반

기

환자당

약품비

고혈압 22,885 24,483 0.0698 22,955 25,281 0.1013

당뇨병 24,724 25,341 0.0249 26,665 28,917 0.0845

상기도감염 1,619 1,535 -0.0520 1,446 1,554 0.0750

환자당

투약

일수

고혈압 58.24 61.78 0.0608 58.57 61.46 0.0493

당뇨병 58.26 59.81 0.0266 62.02 64.90 0.0465

상기도감염 4.28 4.11 -0.0380 4.08 4.10 0.0060

  인센티브수령여부에 따른 환자당 약품비 및 투약일수 변화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 당뇨병의 환자당 약품비 및 투약일수는 2008년 상반기에 비하여 2009년 상반기 증가율이 높

았으나 인센티브수령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약물요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낮은 투약순응도로 인하여 건강결과에 악영

향을 주어 의료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장선미, 2008)는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고혈압과 당뇨병의 처방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도감염의 경우 비시범지역에 비하여 인센티브 수령 기관이 환자당 약품비가 증가한 반면, 인센

티브 미수령 기관이 환자당 약품비가 감소하였다. 그러나‘인센티브 수령여부*시범사업기간’의 교호

변수를 투입한 결과 비시범사업지역에 비하여 인센티브 수령기관의 시범사업 2반기 환자당 약품비가 

유의하게 감소한데 반하여 인센티브 미수령기관의 시범사업 2반기 환자당 약품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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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약품비 변화 투약일수 변화

추정값 χ2 P 추정값 χ2 P

인센티브수령여부

*시범사업기간

비시범사업지역

인센티브수령기관*시범사

업 2반기
-164.36 8.37 0.0038

인센티브미수령기관*시범

사업 2반기
50.82 1.75 0.1855

인센티브수령여부 비시범지역

인센티브 수령 92.82 5.35 0.0207 -0.0053 0.01 0.9102

인센티브 미수령 -68.78 6.43 0.0112 -0.0759 5.76 0.0164

시범사업기간 2008년상반기

2009년상반기 63.18 25.38 <.0001 -0.0140 0.54 0.4634

표시과목 계열 외과계

내과계 103.36 41.13 <.0001 -0.0075 0.08 0.7762

요양기관

대표자연령

44세 이하

45-59세 -138.82 118.11 <.0001 -0.0691 10.78 0.001

60세 이상 -136.21 53.43 <.0001 0.1938 39.89 <.0001

기타1)
6202.27 255.28 <.0001 4.9536 60.03 <.0001

요양기관

대표자성별

여성

남성 115.52 38.3 <.0001 -0.0174 0.32 0.5725

기타1)
-5287.34 162.98 <.0001 -2.4635 13.04 0.0003

표 11. 인센티브 수령여부에 따른 상기도감염 환자의 환자당 약품비 및 투약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 1) 요양기관 설립 구분이 법인등으로 등록되어 대표자 연령 및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나. 인센티브 수령기관의 특성

  인센티브 수령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요양기관특성을 보정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표시과목계열이 외과계인 경우 인센티브를 수령할 확률이 1반기 1.7배(1/0.5860), 2

반기 1.3배(1/0.743)로 높았다. 또한 시범사업1반기에는 전년도 OPCI가 1.4이상인 기관이 0.7이하

인 기관보다 1.4배 수령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시범사업2반기는 전년도 OPCI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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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인센티브수령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시범사업 1반기 시범사업 2반기

OR 신뢰구간 OR 신뢰구간

표시과목 계열 외과계 1

내과계 0.5860 0.4603 0.7460 0.743 0.579 0.952

요양기관대표자

연령(세)

44세 이하 1

45-59세 0.9121 0.7376 1.1278 0.824 0.667 1.018

60세 이상 1.1865 0.8702 1.6175 0.845 0.612 1.168

기타2)
<0.001 <0.001 >999.999 0.609 0.049 7.503

요양기관

대표자성별

여성 1

남성 0.7328 0.5507 0.9750 0.786 0.590 1.047

기타2)
>999.9 <0.001 >999.9 1.143 0.060 21.777

의사수 0.945 0.808 1.105 1.028 0.879 1.202

요양기관

설립구분

법인 1

개인 0.5899 0.3212 1.0834 0.843 0.444 1.599

전년도 OPCI      <0.7 1

0.7≤<0.9 0.8943 0.6719 1.1904 0.866 0.652 1.149

0.9≤<1.4 1.1305 0.8723 1.4654 0.878 0.678 1.137

1.4≤ 1.4428 1.0188 2.0434 1.148 0.817 1.612

3.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개원의 의견

가. 태도

  인센티브 제도 자체가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줄이다 보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개원의가 대다수였으며, 그럴 바에야 약품비를 줄여 의사 본인이 득 보는 것보다는 환자가 잘 

낫는 약품을 쓰겠다고 생각하였다. 약을 쓴 환자와 처방한 의사, 약을 구입한 약사가 약가상승을 왜 

책임져야 하냐며 시스템이 약값을 적절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

다. 인센티브 제도가 무리하게 추진된다고 생각하여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방법적으로 공

감이 안가고 제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다. 약품비를 절감했을 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반감을 가지는 의사들이 다수 있었는데, 의사로서 환자를 위하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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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약을 많이 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니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

을 처방하자는 방향으로 캠페인이 있다면 동참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개원의들은 인센티브 제도가 자

칫 돈을 받기 위하여 동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했으며, 제도의 성공

을 위해서는 의사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의료보험재정의 적자의 

주범이 의사라는 식으로 국민들이 인식할까 우려하였다. 

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심사평가원에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한다는 공문은 받았으나 교육은 따로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공문내용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센티브 받는 공식은 매우 복잡

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의사는 시범지역에 속해 있어서 참여된다고 알고 있었

으나 노력을 해서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며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시적인 인센티브로 처방습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사용하고 있는 약품의 총약품비

가 작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인

센티브를 받은 동료들은 전년도에 비해 환자가 줄어서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총약제비나 진료비 총액 등을 의사협회에 공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 약품비 절감 노력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인센티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약품비를 줄이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몇몇 노력하였다는 의사들의 경우 제산제를 

조금 줄이거나 항생제나 소염제 등을 조금 저렴한 약품으로 교체한 경우가 있었으며 감기약에서 소화

제를 제외하였다가 속이 아프다는 환자가 나와 줄이는 것을 포기하였다는 의사도 있었다. 의사들이 

약을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특정 약은 삭감방지를 위하여 처방시 병명을 바꾸기도 하여 병명 

등의 통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큰 틀에서 복제 약의 약가를 낮추고 대학병원에서 고가약 처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한 의사는 모든 의

사가 고가약을 쓰기 때문에 가끔은 아주 저가 약을 역으로 써보면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 그렇게 사

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독감 유행시기가 조금 바뀌어서 약을 잘 안 쓰던 시기였던 것 같다며 특

별한 노력은 없었다고 하였다. 

라. 향후 제도 설 계시 개선방향

  1) 인센티브 규모

  절감액의 몇 %를 돌려주면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들 질문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다. 단순히 돈을 받기위하여 노력한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약을 줄인다는 것은 경쟁구도에서 환자를 뺏길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데 보상의 측면에서만 보면 30%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큰 매력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수가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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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아닌 순수한 인센티브이긴 하나 인센티브를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2) 인센티브 지급방식과 주기

  인센티브 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매달 지급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6개월마다 피드

백 받는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좀 더 자주 결과를 받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

었다. 약품비 절감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언제까지 지급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

으며 때문에 절감한 것을 수가로 보상해주는 등의 향후 방향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Ⅴ. 결   론

  본 고는 의사들의 처방행태의 자율적 개선을 통한 약품비 증가율 감소를 목적으로 실시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의 약품비 증가율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2반기에는 시범

지역의 약품비 증가율이 비시범지역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시범사업은 그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범사업 2반기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범사업 1반기의 경우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홍보만 하였으나 2반기에는 실제 

인센티브 지급 금액을 통보하였다. 즉, 인센티브 지급 없이 사업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인센티브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곧바로 효과가 도출되

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본 시범사업은 기대 약품비 대비 실제 약품비가 절감된 의원에 대해서 절감액에 지급률을 곱

하여 인센티브 지급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실제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방조차 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고혈압, 당뇨병 상병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의 대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의원에서도 투약일수, 환자당 약품비

가 감소하지 않아 인센티브를 수령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만성질환자에게 처방을 하지 않는 등의 왜곡

된 행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범사업이 처방행태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시범사업 지역 대상 개원의들은 기본적으로 약품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동의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의사들만의 노력으로 약품비를 감소시키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

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사업으로 확대할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준실험연구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독립변수의 효과 및 독립변수간의 상

호작용을 모두 확인하지 못하여 시범지역 및 비시범지역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 즉,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보정하지 못하여 잔차(residual)부분이 많아 모델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는 시범사업지역에서 시범지역의원과 비시범지역의원을 구분하여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176 • 2011년도 제46회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연제집)

불구하고 시범사업 자체가 시범사업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모델을 수립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세 번째는 본 연구를 위하여 새롭게 구축한 DW를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범사업 전의 처방행태를 알지 못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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